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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Kinect 장비를 이용하여 모션캡쳐를 할 수 있는 툴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자신이 캡쳐

한 모션 데이터를 Web상에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궁극 인 목표로는 보 형 모

션캡쳐장비 Kinect 사용한다면 간단하고 비교  렴하게 모션캡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모션캡

쳐라는 생소함을 해소시키고자 함에 목표를 두었다.

1. 서론

   이 시 의 흐름에 따라 3D Graphic 기술을 이용하여 

화 는 만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3D Graphic 아

바타를 마치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사실 으로 표

하기 해서 실제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사람이 

취한 행동을 데이터로 보 하여 3D Graphic 캐릭터에 입

히는 모션캡쳐 기술을 사용한다. 

  컴퓨터의 격한 발달과 함께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등의 엔터테이먼트 산업에서 3D Graphic 애니메이션의 사

용빈도가 격히 증가하면서 인체의 모델링, 3차원 동작생

성 등의 분야에서 보다 직 이고 직 인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3D Graphic 개체의 자연스

러운 동작을 묘사하기 해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기

계식 모션캡쳐부터 Marker형식의 모션캡쳐 시스템은 동

작 생성 로세스를 신시킨다. 

  최근 어린이 교육용 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에 3D 

Graphic 캐릭터를 움직여 어린이들의 시각화를 증감시켜 

안 사고 와 같은 율동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모션캡쳐 기술을 사용 하려면 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며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막 한 비용

감을 해서 비교  렴하고 개인용으로 많이 보 되어 

있는 Kinect 장비로 모션캡쳐 기술을 구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시작이다.

   업체에서의 사용하는 고가의 모션캡쳐 장비는 3D모델

링을 하여 6  이상의 카메라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넓은 장소, 특수 제작된 옷, 오랜 작업시간 등 개인용 모

션캡쳐로의 사용은 거의 불가능 하다. 하지만 Kinect 장비

를 이용하여 모션을 캡쳐하는 Tool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면, Kinect 장비 사용자들에게 가정에서도 간단히 모션캡

쳐를 사용할 수 있다.

2. Gesto의 시스템 구성도  흐름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Gesto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이 .Net 

Framework 4.0 기반으로 하는 2개의 모듈(Motion 

Control Engine, Web Bard, Web Hard)로 구성되어 있다.

 Gesto의 Motion Control Engine은 Record( 장), Play(재

생), Compare(비교), Edit(수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자는 이 엔진을 이용하여 Motion Capture 된 정보를 

Control 할 수 있다.

 Gesto의 Web Board는 Engine을 이용해서 만든 Xml포

맷 형식의 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 다.

 Gesto의 Web Hard는 Xml 포맷 형식의 일을 업로드 

 다운로드를 가능하다.

본 논문의 내용은 선문비트교육센터 전문가과정 23기 프로젝트 결과물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선문비트교육센터 관계자 여러분

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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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흐름도

  Gesto의 시스템 흐름도는 (그림 2)와 같이 Web, 

Server, Client가 연동되어 있으며 Cilent는 (그림 1)과 같

이 Capture를 기본 으로 제공을 해주며 그 안에 

Recording, Open, Compare, Editer, Character, Map 기능

을 제공 한다.  

  

본 논문의 흐름도로 사용자가 Gesto tool을 이용하여 모션

을 캡쳐한 후 장된 모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Web 

Servic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  녹화한 일을 Gesto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3. Gesto의 핵심 기능

(1) Motion Capture Recording

(그림 3) Recording 기능과 Xml 일

   사용자의 움직임을 캡쳐하여 Xml포맷형식의 모션정보 

일을 생성해주는 기능으로써 모션캡쳐 버튼을 른 후 

장할 일명을 작성한 후 확인을 르면 시작이 된다. 

Kinect는 카메라로부터 약 40cm 이상부터 사용자의 골격

을 감지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여러 번 반복되면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을 통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음성 인식기능으로는 

캡쳐, 정지, 재생이 있다.

(2) 3D Graphic avartar, 3D Graphic background 변경

 

(그림 4) Avartar, Background 변경

   Gesto Client 의 가장 큰 장 으로 기존의 3D Content 

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Flash, Flex는 모션 정보와 3D 

Graphic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Avartar, Background의 변

경이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Gesto Client를 이

용하면 모션 정보와 3D Graphic의 느슨한 결합으로 

Avartar, Background 의 변경이 손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와 같이 상을 보면 Recording, Open과정에서 

Avartar, Background의 변경이 손쉽게 바 다. 

(3) Motion Compare

(그림 5) Motion 일치 / 불일치

   Motion Compare 버튼을 르고 Xml포맷형식의 일

을 선택하게 되면 좌측화면에 Motion Compare용 Avartar

가 나오게 되며 Kinect앞의 사용자 골격을 인식하게 되면 

우측 화면에 Avartar가 표시 된다. 의 상에서 보게 

되면 우측 화면의 Avartar에서 색이 다른 구체가 있는 것

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체부 별로 동작비교의 Level에 

따라 일치율이 가장 낮은 Level1부터 일치율이 가장 높은 

Level5 까지 빨간색에서 록색까지의 색으로 표 해주기 

때문에 직 으로 비교하기가 쉽고 재생 에는 화면의 

하단에 일치율을 %로 보여주고 있다.

(4) GestoProjectWeb 서비스

  

(그림 6) Main화면 / 회원가입 화면

   Gesto Web 상에서는 추천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을 

표 이미지와 함께 1～4  까지 표시해주며 나머지 10  

까지는 좌측 아래 화면에 표시된다. 그 외에도 회원 가입, 

게시 , 일 업로드 기능이 있으며 게시 에서 올린 게시

물을 클릭하여 바로 Gesto Client 를 실행시켜 일을 재

생 시켜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가의 모션캡쳐 장비와 비교하 을 때 

자연스러움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Kinect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구나 간단히 모션을 캡쳐 할 수 

있는 보 형 모션캡쳐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여 웹을 통

한 연동이 가능하다면 요즘 두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동 상, 이미지, 사운드와 같은 새로운 멀티미디

어 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재 개인용으로 개발

되어 있는 본 논문을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다면 실 같

은 가상의 공간이 창조하게 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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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한 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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