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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작 인식(Gesture Recognition)은 이미지 센서, 모션 

센서, 뎁스 센서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 사용자의 움직임

을 인식하는 기술로써, 톰 크루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나 휴잭맨의 리얼스틸과 같은 영화에서와 같이 컴퓨터 

제어, 복싱 동작 학습을 위한 사용자 동작 인식 기술로써 

활용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동작 인식 기술은 스마트 전

자 기기 제어, 사용자 자세/행동 인식 등 사람-컴퓨터 상

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지능 로봇(Intelli 

gent Robot), 게임 & 엔터테인먼트(Game & Entertain 

ment)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작인식을 위한 기본 기술인 3D 센싱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 동작 인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유 문 욱 선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oonwook@etri.re.kr 

동작 인식을 위한 3D 센싱 기술

[그림 1. 영화 속 동작 인식 기술, (좌) 마이너리티 리포트, (우) 리얼스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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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미가 좋은 관객들은 2002년에 개봉한 마이너리티 리

포트와 2011년에 개봉한 리얼스틸에 사용된 동작 인식 

기술이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

포트에서는 데이터 글로브를 통한 제스처 센싱 기술이 

사용된 반면, 리얼스틸에서는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반 센싱 기술을 사용하여 휴잭맨의 동작을 인

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작 인식을 위한 3D 센싱 기술

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본론에서 각각의 3D 센싱 

기술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동작 인식(Gesture Recognition)에서 주로 사용되는 

3D 센서는 멤스(MEMS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기반의 모션 트랙커(Motion Tracker)와 광학방

식 3D 센서(Optical 3D Sensor)이다. 영화 촬영이나 스

포츠 동작 분석을 위해서는 정밀한 동작 획득(Motion 

Capture)을 요구하며, 자이로 센서(Gyro Sensor), 가속도 

센서(Acceleration Sensor), 지자기센서(Geomagnetic 

Sensor)로 구성된 모션 센서(Motion Sensor)를 측정

하고자 하는 위치(주로 관절 부위)에 부착시켜 사용자

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모션 트랙커를 사용한다. 모션 

트랙커는 광학방식의 3D 센서보다 정확도가 높고 자기 

가려짐(Self-Occlusion)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

하고자 하는 위치에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동작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

서는 광학 방식의 3D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마커를 

사용하는 광학 방식의 모션 트랙커도 있지만, 본고에서

는 광학방식 3D 센서를 거리 영상(Depth Image)을 출

력하는 센서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림 2(a)]에서 보다시피 모션센서는 해당 위치의 3

차원 가속도, 각속도를 센싱하여 위치를 측정한다. 따

라서, 센서가 부착된 지점의 3차원 위치와 방위를 알 

수 있는 반면에, 광학 방식의 3D 센서는 그림 2(b)와 

같이 3D 센서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영역의 거리

(Depth)값을 알 수 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전자는 

초기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Translation)와 방

위(Orientation)을 알 수 있지만, 구동 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위치 에러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빠

른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자기 가려짐이 없어 정확한 위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3D 센서로부

터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지만 방위를 알 수 없

고, 2.5D로 표현되는 거리 영상의 한계로 자기 가려짐

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센서 

없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보

다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가진다. 멤스 기반 3D 센서는 

[그림 2. (a) XSENS사의 3D 모션 트랙커의 센싱 데이터 (b) Kinect one의 거리 영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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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밀한 모션 캡처(Motion Capture) 분야에서 이

용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동작 인식에서 활용되는 광

학 방식의 3D 센서 기술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인 동작 인식 프로세스는 [그림 3]과 같이 3D 

센서로부터 거리 영상을 획득하고, 사용자의 스켈레톤

(사용자 자세 인식을 위한 특징점-일반적으로 관절 부

위를 많이 사용함)을 추출한 후, 스켈레톤의 자세 및 

행동으로부터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진

행된다. 이때 사용되는 거리 영상은 일반적인 카메라 

영상과는 달리 각 픽셀마다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값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값의 시각화를 위해 색상으로 이 

거리값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 

3D 센싱은 특정 패턴 투사(Projecting) 여부에 따라 

능동 방식(Active Method)와 수동 방식(Passive 

Method)로 나눌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적외선 거리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이 능동 방식의 3D 센

싱 기법이며,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거리 정

보를 획득하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수동 방식의 3D 센싱 

[그림 3. 동작 인식 과정]

[그림 4. 뎁스 영상, (좌) 그레이 스케일로 표현된 뎁스 영상 : 색상이 밝아질수록 가까운 영역을 의미 
한다. (우) 색온도로 표현된 뎁스 영상 : 푸른 색에서 붉은 색으로 갈수록 더 가까운 영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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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다. 수동 방식은 능동 방식에 비해 시스템 구성

이 간편하나, 센싱 환경에 민감하여 안정적인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능동 방식은 수동 방식에 

비해 주변 환경 변화에 강인하고 풍부한 거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나, 투사파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야외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동작이 어렵다.

 

동작 인식을 위한 3D 센서는 광파(Light wave) 기반 

광학 센싱(Optical Sensing)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센싱 방법에 따라 크게 삼각 측량(Triangulation), 시

간 지연 측정(Time-of-flight), 간섭측정(Interferometry)

으로 나눌 수 있다. 삼각 측량법은 두 개 이상의 좌표

계가 가지는 상호 간의 거리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와

의 각도들을 이용하여 거리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고, 시간 지연 측정법은 물체에 투사된 광파가 되돌아

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 간섭 측정법은 시간 지연 측정법과 원리는 유사하

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시간 차이를 광학적 간섭계

를 이용하여, 기준파와의 위상 차이로 거리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간섭 측정법은 동작 인식보다는 주

로 국소 단위의 표면 측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삼각 측량과 시간 지연 측정 기반 3D 센싱에 대해 

기술하겠다.

삼각 측량 기반 3D 센싱은 한 변의 길이와 그 양쪽 

각을 이용하여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간단한 

삼각함수를 사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 6(a)]와 같이 임의의 거리(Baseline)를 가지

는 두 지점 A, B의 거리를 알고 있고, C까지의 각도 α

를 알고 있다면 C와 B의 거리인 D1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를 알 수 있다면 D와 B의 거리인 

D2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레이저 포인터

를 사용한 거리 측정 기법에 적용한다면 그림 6(b)와 

같이 볼 수 있다. 레이저 포인터와 카메라가 일정 거리

(Baseline)을 가지고 시스템이 구성되었을 때, 물체 표

면과 카메라의 각도 는 물체 높이에 따라 변하게 된

[그림 5. 광파 기반 3D 센싱 기법 분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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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카메라에서 레이저 포인터의 위치로 표현되

며, 거리가 가깝거나 멀어질 때 레이저 포인터의 위치

가 카메라 영상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이 정보를 토대

로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싱글 포인트 레이저(Single point laser) 기반 삼각측

량은 한 번에 한 점의 거리를 획득하기에 정밀한 계측

이 가능하고, 한 점으로 투사파를 모을 수 있어 야외 

환경에서도 센싱이 가능하여 대형 구조물 스캐닝과 같

은 작업에 많이 할용되고 있다. [그림 7(a)]는 Konica 

Minolta 사의 Vivid 910 System으로 정밀한 3D 센싱

으로 문화재 복원, (b)는 SICK사의 3D 센서로 자율 주

행을 위한 거리 센싱 등 야외 환경 물체/환경 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싱글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은 한 번에 한 점의 거리

만을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하지만, 높은 해상도의 거리 

영상을 구성하기에는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싱글 레이저를 라

인 레이저로 대체한다면 한 번에 한 라인의 거리를 계

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공장 자동화 현장과 

정밀한 스캐닝이 필요한 모델링 작업 등에서 주로 활용

[그림 6. (a) 삼각 측량 개념, (b) 싱글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그림 7. (a) Konica Minolta: Vivid 910 System (b) SICK : Ran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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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점, 라인 레이저 기반 3D 센싱은 정확하고 정밀한 

3D 센싱이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거리 영상을 획득

하기에는 부족하다. 동작 인식을 위한 3D 센싱은 더 빠

른 속도로 거리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면(Plane) 형태

의 공간 패턴을 활용한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

며, 특정 패턴을 구성(Pattern Coding)하는 방법에 따

라 시간 코드(Temporal code)와 공간 코드(Spatial 

code)로 나눌 수 있다.

[그림 8. 라인 레이저 기반 3D 센싱-디지털 미켈란젤로 프로젝트][7]

[그림 9. 구조광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패턴 코딩 방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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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라인과는 다르게 면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는 기

법은 패턴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영역(포인트 혹은 라

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패

턴은 라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고, 

패턴을 구성하는 1번부터 n번까지 라인은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각각의 라인을 다른 라인과 

구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시간 축을 따라 삽입하는 것을 

시간 코드라 하며, 픽셀 주변에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공간 코드라 한다.

그림 10(a)은 5장의 패턴으로 구성된 시간 코드

(Binary)코드이다. 구별할 수 있는 라인의 수는 사용하

는 패턴의 수로 결정되며, 그 수는 2^(패턴 개수)로 결

정된다. 그림 10(a)의 경우 5장의 패턴을 사용하였으므

로 2^5개의 라인을 구분할 수 있다. 패턴의 흰색 부분

을 1, 검은색 부분을 0이라 한다면 1번 라인은 00000

의 코드를 가지게 되며, 2번 라인은 00001, 3번 라인

은 00010의 코드를 가지게 되어 서로 다른 라인과 구

분할 수 있다. [그림 10(b)]는 간단한 시간 코드 기반 

3D 센싱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패턴을 투사하고, 물체 형태에 따라 왜곡된 패턴을 카

메라로 획득한 후, 각 픽셀에 대한 코드 값을 기반으로 

거리 영상을 획득한다.

 

시간 코드 기반 3D 센싱 역시 정밀하게 센싱이 가능

하지만 여러 장의 패턴을 사용하기에 동적 물체에 대한 

센싱이 어렵고, 야외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주로 실내 

환경에서 모델링을 위한 물체 스캐닝에 활용된다. 또한 

시간 코드를 구성하는 기법들은 바이너리 코드 외에 그

레이 코드(Gray Code), N-ary 코드 등 다양한 기법들

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8] 

공간 코드는 시간 코드와는 달리 한 장의 패턴으로 3D 

센싱을 수행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정확

도, 정밀도가 시간 코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동작 인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센싱보다는 

빠른 센싱 속도를 요구하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

적인 제품으로는 Microsoft의 Kinect 360이 있으며, 그

[그림 10. 시간 코드 기반 구조광 시스템, (a) 바이너리 코드 (b) 구조광 기반 3D 센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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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a)는 Kinect 360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 

코드는 시간 코드와는 달리 한 장의 패턴으로 다른 영역

과 구분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 하기에 주변 픽셀 정보

를 활용하고 있고, 이는 정확도는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 픽셀의 거리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변 픽셀 정보

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픽셀 집합(영역)보다 작은 크기

의 물체는 센싱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공간 코드 역시 

빠른 속도, 정확도 등을 위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 되

고 있으며, 색상을 이용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기법, De 

Bruijn Sequence 기반, M-arrays 기반 기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9]

위와 같이 점, 라인, 면 형태의 패턴을 투사하여 3D 

센싱을 수행하는 방법을 구조광(Structured Light)이

라 한다. 구조광 기법은 대표적인 능동 방식의 삼각 측

량 방법으로, 패턴을 투사하기 때문에 텍스처(Texture)

가 없는 환경에서도 3D 센싱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야외

(Outdoor) 같은 패턴이 잘 안 보이는 환경에서는 정확

한 센싱을 수행할 수 없다. 패턴 코딩 방법에 따라, 시

간 코드를 사용하여 속도는 느리지만 높은 정밀도의 

3D 센싱을 수행할 수 있고, 빠른 속도의 3D 센싱을 원

한다면 공간 코드를 사용하여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속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스테레오나 시간 지연 측량

(ToF : Time-of-Flight) 기법에 비해 정밀하고 풍부

한 3D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나, 임의의 

베이스 라인이 필요하기에 ToF 기반 3D 센서에 비해 

소형화가 어렵고, ToF 센서와 비슷한 속도를 가지는 

공간 코드 기반 구조광 시스템은 ToF 센서보다 대체적

으로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스테레오 비전은 인간의 두 눈과 같이 임의의 베이스 

라인을 가지는 두 좌표계에서 영상을 획득하고, 두 영

상에서의 대응점(Correspondence)를 찾아 거리를 계

산하는 방법이다. 구조광 시스템과 같이 삼각 측량을 

기반으로 거리를 계산하며, 구조광 시스템에서 투사부

를 카메라로 대체한 형태로 구성된다. 카메라 영상들에

서 대응점을 찾아야 거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텍

스처가 없는 환경(대응점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나 조

명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스테레오 비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텍스

처가 부족한 환경에서 매칭을 시도하는 방법, 높은 연

산 시간을 요구하는 대응점 매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는 방법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 외에 하나의 카메라

에서 다양한 시점 영상을 획득하여 거리를 계산하거나, 

텍스처가 부족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임의의 패턴을 

추가하여 능동 스테레오(Active Stereo Vision)를 사용

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10] 최근 산업 현장에서

[그림 11. 공간 코드, (a) Kinect 360의 공간 코드
(b) 컬러 기반 공간 코드와 3차원 복원 영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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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을 위한 솔루션과 대응 방안(2)

는 고해상도의 거리 영상 복원 보다는 2D 영상에서 인

식된 물체(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거리 연산 및 야외 

환경에서 거리 데이터 획득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센싱을 위해 능동 스테레오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시간 지연 측량(ToF)은 광파를 투사하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카

운터로 레이저 펄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직접 측정

(Direct Method)하거나, 일정 주기를 가지는 펄스를 

투사하고 수신된 펄스의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 차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In-Direct Method)하는 방법이 

있다. 동작 인식을 위한 ToF 센서는 높은 해상도의 거

리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주로 펄스의 위상 차이를 활

용하는 간접 측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위상 차

이를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픽셀에서 서로 다른 타이밍

을 순차적으로 가지는 방법과 인접한 픽셀들이 서로 다

른 타이밍을 가지는 방법들이 사용된다.[11]

 

결 론

동작 인식은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어떠한 자세

를 취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

술이다. 최근 저가의 3D 센서가 널리 보급되면서 영화에

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현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모니터링, 단순한 자세/행

동 인식에 그치고 있지만 점차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

던 복잡한 행동 인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작 인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2D 영상 기반에서 

3D 영상 기반 인식이 가능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작 인식을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데이터 획득 보다는 

적당한 정확도와 사람의 동작을 센싱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를 가진 센서가 필요하며,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ToF 기반, 구조광 기반, 스테레오 비전 기반 3D 센서 

기술들을 소개하였다.

현재 3D 센서들은 스마트 TV, 타블렛, 모바일 기기

에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소형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저가형으로 상용화된 구조광 기반 3D 센서는 광원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TO-CAN에서 VCSEL 타입의 레

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센서의 크기를 줄였으나, 임

의의 베이스라인을 요구하는 특성상 소형화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빠른 센싱 속도와 작은 크기를 가지는 

ToF 센서는 동작 인식에 적합한 사양을 가지고 있었으

나, 그 동안 QQVGA급의 작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Kinect one에서는 이 

점을 극복하여 VGA급의 높은 해상도의 ToF 센서를 출

[그림 12. 시간 지연 측정(Time-of-Flight) 개념도][11]

[그림 13. 동작 인식을 위한 3D 센서, Microsoft Kinect360, intel 
RealSense, LeapMotionLeapMotionPrimeSense Capri, Microsoft 

Kinect one, Point Grey Research Bumblebee (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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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ToF는 구조광에 

비해 야외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여 인텔에서는 

ToF 센서를 장착한 드론 비행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

만 조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지금의 ToF 역시 센싱이 어

려운 상황이다. 야외용 3D 센서는 낮은 해상도를 가지

나 원거리 센싱이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로 군사용이나 자동차를 위한 3D 센서 형태로 개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 동향으로 살펴볼 때, 

동작 인식을 위한 3D 센서는 좀 더 빠른 센싱 속도와 

높은 해상도, 그리고 실내 환경을 벗어나 야외 환경에

서도 동작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