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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를 이용한 공연로봇의 사용자 친화적 제스처 입력 방법

User friendly gesture input method of the performance robot using the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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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미래 공연무대는 연기자뿐 아니라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하나의 공연 주체가 된다. 

문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은 이런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공연은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관객이 그 

무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연기자의 제스쳐가 얼마나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람의 제스쳐를 쉽게 로봇에 입력하는 새로운 

입력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로봇의 

동작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각 관절에 해당하는 3차원 

좌표 점을 얻기 위해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였다. 

공연로봇이 동작해야 하는 각도는 3차원 좌표 점을 

벡터로 변환하여 내적과 외적을 통해 각도를 추출

하였다.

2.공연 로봇 플랫폼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Fig.1 과 같이 기본 

영상과 Depth 영상 그리고 Skeleton 영상을 받아서 

MFC Program에 띄우게 된다. Depth 영상을 통해 

사람의 Depth 값을 얻고, Skeleton 영상을 통해 

사람의 각 관절에 대한 2차원 좌표 값을 얻는다. 

이를 통해 각 관절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계산을 통해 얻은 각도를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공연로봇의 각 관절마다 장착되어 있는 

서보모터를 구동하게 된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을 위한 공연 로봇은 Fig.2와 

같다. 로봇은 목이 2자유도, 팔이 6자유도, 다리가 

2자유도로 총 10자유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인터렉션을 위하여 머리에 2개, 팔에 2개, 

가슴에 1개, 등에 1개의 터치센서 모듈(파란 원 

부분)이 탑재되어 있다.

공연 로봇의 상호작용은 모듈은 Fig.3 과 같이 

미믹(mimic) 상호작용 모드와 터치 상호작용 모드

로 나뉘어 있다. 터치 모드는 터치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자극 할 경우(쓰다듬기, 때리기), 

외부 자극의 지속성과 위치에 따라 그에 맞게 공연

로봇이 모션을 생성한다.
                        

Fig.1 MFC Program

      

  Fig.2 Performance Robot                Fig.3 Block Diagram

미믹 모드는 사용자의 제스쳐를 공연로봇이 따

라하는 모드이다. 키넥트 센서를 통해서 연기자의 

제스쳐를 실시간 인식하여 공연로봇에 전달함으

로서 연기자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3. 연기자의 제스쳐 인식
 

                           

              Fig.4 Three-dimensional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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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의 제스쳐 인식을 위한 각 관절의 각도 

추출 방법은 Fig.4 와 같이 기준 벡터와 동작 벡터

의 사이 각으로 구한다.

Fig.5 와 같이 팔의 앞/뒤 움직임은 Y-Z 축으로

의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벡터는 어깨 

벡터와 몸통 벡터에 대해 (1) 과 같이 외적을 이용

해서 구한 법선 벡터로 설정한다. 팔의 동작 벡터도 

Y-Z 평면으로의 팔의 움직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

에 어깨 벡터와 팔 벡터(어깨에서 팔꿈치 까지)에 

대한 법선 벡터로 설정한다. 

                                 ×   
  



  
                                      (1)

그리고 구한 두 벡터를 (2) 와 같이 내적을 한다. 

내적을 통해 구한 값을 (3) 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벡터의 사이 각을 구해서 관절 각도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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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과 같이 팔의 상/하 움직임은 X-Y 또는 

X-Z 축으로의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벡터는 어깨 벡터로 설정한다. 팔의 동작 벡터는 

팔 벡터로 설정한다. 그리고 구한 두 벡터를 내적을 

통해 두 벡터의 사이 각으로 관절 각도를 추출한다.  

팔에 대한 두 각도(Fig.5, Fig.6)를 통해서 3차원

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Fig.5 팔의 앞/뒤 움직임  Fig.6 팔의 상/하 움직임

Fig.7 와 같이 팔꿈치의 굽힘은 X-Y-Z 축으로의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벡터는 팔 벡터로 

설정한다. 팔꿈치의 동작 벡터는 팔꿈치 벡터(팔

꿈치에서 팔목 까지)로 설정한다. 그리고 구한 

두 벡터를 내적을 통해 두 벡터의 사이 각으로 

관절 각도를 추출한다. 

Fig.8 와 같이 팔꿈치의 비틀림은 팔의 움직임에 

따라 기준 벡터의 방향성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벡터는 (4)와 같이 어깨 벡터와 몸통 벡터에 

대한 법선 벡터를 구하고, 이 벡터를 다시 팔 벡터

와의 외적으로 법선 벡터를 구한 것으로 설정한다. 

팔꿈치의 동작 벡터는 기준 벡터의 방향성에 맞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팔 벡터와 팔꿈치 벡터에 

대한 법선 벡터로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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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한 두 벡터를 내적을 통해 두 벡터의 

사이 각으로 관절 각도를 추출한다.  

 

Fig.7 팔꿈치의 굽힘     Fig.8 팔꿈치의 비틀림  

4.결론

일반적으로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절각을 구하기전에 사용자가 별도의 제스쳐를 

취한다. 이러한 제스쳐를 통해 각 관절의 3차원 

좌표 값과 팔, 다리 등의 길이를 측정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알고리즘의 초기 데이터 

값의 기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생략하

였다. 초기의 팔, 다리의 길이와 움직임으로 변하

는 2차원 좌표 값(X-Y축)에 대한 길이를 통해 계산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벡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각 관절의 각도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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