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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스춰를 이용하여 3차원 인체 모델의 동작을 지시하고 생성하는 시각 스크립트
언어를 제안한다. 인체와 같은 다관절체의 동작 생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세부적 작업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작의 추상적 의미 전달을 통한 동작 생성이 가능하다면 동작 생성
을 위한 작업량의 감소와 더불어 동작 시나리오 작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시각 스크립트는 실생활에서 손짓을 이용한 제스춰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동작의 종류와
방향, 경로 등을 지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드래깅으로 입력되는 궤적이다. 따라서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동작의 의미적 기술이 가능하며 동작 경로 등의 공간적 속성을 시각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작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나 드래깅 속도 등의 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동일한 형
태의 시각 스크립트로도 다양한 인체 동작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한 인체 동작 제어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인 시각 제스춰를 통한 동작 제어가
가능함을 보인다.

A bs tract T his paper proposes Visual Script Language which can direct a type of motion to 3D
human model and create by dragging gesture like as w e can express a certain meaning with hand
gestures. T raditional motion control technique of articulated figures such as human needs a
complex task that draw s on highly developed human skills. So it will reduce the amount of motion
specification

to provide the motion control method that allow users to describe characters ' motion

at the higher level abstraction. Visual script is the visual gestures to direct various human
motions , so users can express the spatial attributes of a motion such as the path of moving with
high- level concepts if they use visual script . And w e can show that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motion of human model

directly and intuitively by development of 3D human motion control

system based on visual script.

1. 서 론

본 논문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경로를 지시하는 제스춰인 시각 스크립트 언어를 제안하
고 이를 이용한 3차원 인체 모델의 동작 제어 시스템을 보인다.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손짓
을 이용한 제스춰가 중요한 상호 작용 방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 동작을 지시하는 마우
스 움직임의 궤적이 시각 스크립트이다.
기존의 동작 생성을 위한 일반적인 기법에는 키프레이밍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동작을
이루는 장면을 묘사하면 중간 단계의 연결된 자세를 보간하여 동작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와 유사하게 인체 모델의 각 신체 부위의 위치 설정을 통해서 동작을 생성하는 방식[1]이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생성할 수 있는 동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작의 의미 기술보
다는 동작 형태 자체를 묘사한다. 따라서 동작 형태를 세부적으로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 하
위 레벨의 작업 중심으로 많은 작업량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또한 동작의 시간적 속성 부여
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보다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작을 생성하고자 하
는 기법이 아이콘을 이용한 방식이다[2]. 이 방식은 인체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각 신체 부위의 높이, 각도, 위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을 제공하고 이들의 조작을
통해서 동작을 생성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통한 동작 생성이 가능하지만 단지 몇 가지의
동작 생성에 제한되어져 있어 다양한 동작 형태의 생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텍스트 스크립
트를 사용한 동작 기술을 통해서 인체 동작을 생성하는 시스템[3]은 자연어와 유사한 형식
으로 동작을 정의하고 동작 생성 중심이므로 보다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신체 부
위의 위치, 각도 등의 시각적 속성을 수치로 표현해야 하며 텍스트를 사용한, 동작 경로와
같은 공간 정보의 표현은 직관적이지 못하다. 이외에 동작 데이터 생성의 측면에서 실제 인
체의 동작을 캡춰하는 모션 캡춰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인체의 모든 동작 데이터를 미리 캡
쳐 해 둘 수 없고 이미 작성된 동작 데이터만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동작에 대한
데이터만 활용 가능하다[4].
이러한 동작 생성 기법과는 달리 시각 스크립트는 동작 경로와 같은 공간 정보와 여러
동작들 사이의 시간 관계나 동작의 진행 속도 등의 시간 정보를 동시에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작 제어 방법은 시각적이고 직접적인 동작 조작 환경을
제공하며 단일 동작의 생성 뿐만 아니라 동작 시나리오 작성 또한 용이하다.
시각 스크립트는 2차원으로 입력되는 동작 생성 정보이므로 동작의 3차원 경로와 방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3차원 공간 상에서 그 위치와 방향이 자유롭게 설정되는 동

적 제어 평면을 사용한다. 이것은 제어 대상과 입력 도구의 자유도를 일치시킴으로서 잉여
자유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3차원 인체 모델의 동작 생성을 위한 부가적인
입력 작업 없이 시각 스크립트만으로 3차원 동작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제 2 절에서 제안하는 동작 제어 기법인 시각 스크립트를 정의한다. 제 3 절에
서는 2차원으로 입력되는 시각 스크립트를 3차원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제 4
절에서 이를 이용한 인체 동작 제어 시스템의 구현 예를 보인다.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 5 절에서 제시한다.

2 . 동작 제어 시각 스크립트 언어

2 .1 시각 스크립트 정의

본 절에서는 인체 모델을 대상으로 동작을 제어하고 동작 시나리오의 작성을 위해서 입
력되는 시각적인 제스춰인 시각 스크립트를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시각 스크립트 VS는 3차원 인체 동작 제어 시스템에서 동작 지시를 위해서 입력되
는 마우스 움직임의 궤적으로 ( Xn,
여기에서 Xn은 시각 스크립트의 이름,

C P, Xa , Xt )의 튜플이다.
C P는 시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제어점들의 집합,

Xa는 시각 스크립트가 가지는 속성이며 Xt는 시각 스크립트의 타입이다.

시각 스크립트의 이름은 입력된 형태에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시각 스크립트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표1에 정의된다. 시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제어점의 집합은 마우스 경
로에 의한 좌표 값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속성은 시각 스크립트가 가지는 공간적 또는 시간
적 속성을 말한다. 즉 시각 스크립트는 3차원 공간 상에서 위치와 마우스 드래깅의 속도 등
에 대한 속성 값을 가지게 된다. 시각 스크립트는 다시 동작 지시를 위한 것과 여러 동작
사이의 동기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구별되는데 이를 시각 스크립트 타입이라고 정의한
다.
그림 1은 걷기 와 팔들기 동작을 지시하고 생성하는 동작 지시 시각 스크립트의 예이다.
(a )걷기의 경우 인체 모델의 신체 부분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걷는 동작이 이루어질 경
로를 마우스로 입력한다. (b )팔들기 동작의 경우 동작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인 팔만을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 팔이 움직이게 될 경로를 스캐칭한다.

이렇게 입력된 경로에 의해서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시각 스크립트이며, 이것은 사용
자가 관찰하고 있는 3차원 공간 상의 좌표계로 자동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동작 생성을 위
한 또 다른 정보 없이 시각 스크립트에 의한 동작을 생성하기 위한 시공간적 정보의 표현
이 가능하다.

(a ) 걷기

(b ) 팔들기

그림 1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작 제어

몇 가지로 정의된 제스춰 형태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동작 생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기반[5]으로 인체 동작을 그림 2와 같이 분류한다. 또한 인체 모델을 계층적으로 모델
링[1,6]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동작 지시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반복의 동작을 의미하
는 시각 스크립트를 팔에 적용한 경우와 다리에 적용한 경우는 서로 다른 동작으로 인식되
어 팔을 흔든다 와 다리를 흔든다 는 두 가지의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인체 동작은 크게 부분 동작과 전체 동작으로 분류하고 부분 동작은 다시 이동, 반복, 회전
및 상호작용 동작으로 분류한다. 이동 동작과 회전 동작은 동작 제어 대상으로 선택된 신체
부위의 위치 이동이나 회전에 의해 생성되는 동작을 의미하며, 반복 동작은 신체 부위의 이
동 동작이 반복되는 동작이다. 또한 상호작용 동작은 다른 사물과 연관되어 행해지는 것들
이다. 이러한 동작 분류는 몇 가지 형태의 시각 스크립트만으로도 다양한 동작 생성이 가능
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삭제 및 수정을 통해서 생성 가능한 동작의 확장성을 보장
한다.

그림 2 인체 동작 분류

2 .2 시각 스크립트 인식

시각 스크립트의 인식은 공간 상에서 그려진 마우스 스캐칭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를 시각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림 2와 같이 분류된 인체 동작을 지시하는 시각 스크립트 VS는 표 1과 같이 이동, 회
전, 반복 동작을 지시하는 형태와 점프하다 등의 전체 동작을 지시하는 형태 등으로 구성
한다. 그리고 각 시각 스크립트는 그 형태에 따라서 시각 문장으로 분석되면서 정의 1의 동
작을 의미하는 이름 X n 으로 인식된다.

표 1 시각 스크립트의 형태

표 1에서 시각 스크립트의 형태는 동작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방향 전환의 조합으로 구별

되도록 구성되었다. 시각 스크립트 M OVE는 동작 대상의 단순한 위치 이동을 의미한다. 그
리고 REP EAT 는 동작 대상의 위치 이동을 반복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작 대
상을 팔로 하고 REPEA T 시각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경로를 따라서 팔의 이동을 반복하게
하므로 팔을 흔드는 동작으로 해석한다.
시각 문장은 시각 스크립트의 방향 전환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isua lS en tan ce = {

X

n

X

n

T vs }, T vs = {M , T 1 , T 2 , R 1 , R 2 }

여기에서 T vs 는 시각 스크립트의 진행에 따른 방향성의 집합이며, 원소 M ,T 1 ,T 2 ,R 1 ,R 2 은
각각 그림 3과 같이 방향 전환이 없는 상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의 방향전환, 그리고 왼
쪽 또는 오른쪽으로의 회전을 나타낸다.

그림 3 시각 스크립트의 방향성

예로 한번의 방향 전환도 일어나지 않는 시각 스크립트는 시각 문장

M 으로 분석되고

이것은 시각 문장을 이루는 방향성에 따라서 상태를 전이하는 시각 스크립트 오토마타를
탐색하여 M OVE '로 인식된다.

2 .3 인체 동작 인식

동작의 의미 분석은 시각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인식된 시각 스크립트의 이름, 동작의 대
상이 되는 신체 부위, 현 자세 등의 객체 제약 조건, 경로나 위치, 높이 등의 공간적 제약
조건과 시각 스크립트 입력 시 스캐칭 속도 등의 시간적 제약 조건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객체 제약 조건으로 현 자세가 서 있는 경우이면 M OVE '로 인식된 시각
스크립트는
고

걷다 '를 의미하게 되고, 엎드린 자세라면

기다 '라는 동작으로 해석한다. 그리

걷다' 동작에서 시간 제약 조건인 스캐칭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달리다 '라는 동

작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림 4는 이와 같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상태를 전이하는 동작 인
식 오토마타를 나타낸다. 동작의 분석을 위해서 오토마타를 사용함으로써 제약 조건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다양한 동작 형태를 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

동작 인식 오토마타

3 . 시각 스크립트의 3 차원 변환

시각 스크립트는 마우스로 입력되는 제스춰이므로 윈도우 상에 존재하는 2차원의 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직관적인 입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치 입력 등과 같은 작업 없
이 3차원 정보로 유일하게 변환하여 사용자가 의도하는 3차원 제스춰를 얻는 과정이 필요
하다. 본 절에서는 시각 스크립트를 실제로 인체 모델의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3차원 정보
로 변환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한다.

3 .1 동적 제어 평면

2차원 입력도구는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자유도를 가지는데 반해서 3차원 물체는 X축, Y
축, Z축 방향의 자유도를 가진다. 따라서 제약 조건이 없이 3차원 공간에 입력된 2차원 정
보는 남은 자유도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다. 부가적인 정보의 제공 없이 이의 해결을 위
해서는 잉여 자유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져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유도 제약
조건으로 동적 제어 평면을 제안한다.
공간 상의 물체가 직선 경로로 이동되어졌을 때 그 부피를 무시한다면, 그 움직임의 경로
를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을 가진다. 따라서 2차원의 시각 스크립트가 입력될 공간 상의 평
면을 미리 설정한다면 3차원 시각 스크립트로 유일하게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각 스

크립트가 입력될 평면을 동적 제어 평면[7]이라고 정의한다. 시각 스크립트는 동작의 의미
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동작이 이루어질 경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2차원 평
면상에 입력하여 평면의 위치 및 방향과 입력된 시각 스크립트의 형태를 조합하여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3 .2 시각 스크립트의 3 차원 변환

3차원 공간 상에서 물체와의 상호 작용은 사용자가 관찰 할 수 있는 가시적인 특성을 제
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시 객체는 뷰 평면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은 디스플레이
윈도우와 일치되는 평면으로 3차원 장면이 투영되는 단면이며 실제로 시각 스크립트가 그
려지는 평면이다. 이러한 윈도우 상의 2차원 좌표계로 입력된 시각 스크립트를 이루는 점들
을 제어점이라고 지칭하고 제어점을 그림 5와 같이 동적 제어 평면상으로 평행 투영하여 3
차원 시각 스크립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

시각 스크립트의 동적 제어 평면 상으로의 투영

이를 위해서 먼저 뷰 평면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로 변환하여 3차원 공간의 한
단면 상에 존재하는 제어점의 집합을 구하고 이를 동적 제어 평면 상으로 평행 투영한 결
과로 3차원 제어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시각 스크립트를 구한다.
이렇게 변환된 시각 스크립트는 실제로 뷰 평면을 통해서 관찰되는 형태에 시각적인 변화
를 가하지 않고 공간 상에 존재하게 된다.

3 .4 동작의 생성

시각 스크립트에 의해서 입력된 동작의 종류를 이용하여 호출할 동작 라이브러리를 결정
하고 3차원 정보로 변환된 시각 스크립트의 동작 경로와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인체 모델
의 동작을 렌더링한다. 이때 3차원으로 변환된 시각 스크립트를 이루는 제어점의 검색을 시
작한다. 현재 검색된 제어점이 시각 스크립트의 종료점이 아니라면 인식된 동작에 해당되는
경로 동작 함수를 호출한다. 경로 동작 함수는 동작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될 인체 모델의
신체 부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걷다 와 같은 전체 동작은 이전의 제어점에서 현재 제어
점의 위치로 인체 모델을 이동시킨다. 이 때 걷는 동작을 보이면서 위치 이동이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해서 각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동작 함수가 호출된다. 이것은 인체 모
델의 팔, 다리, 몸통 등이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동되어야 할 거리와 회전 각도 등
을 결정하고 신체의 각 부위를 이동 또는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시각 스크립트의 제어점을 시각 스크립트의 종료점까지 검색하여 동작을 렌더링한다.

4 . H U M OA 시스템

본

절은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3차원

인체

모델의

동작을

제어하는

H U M OA (H Um an M Otion A g ent ) 시스템을 설명한다. 본 시스템은 인체 모델의 동작 제
어 기법으로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며 V is ual C++와 Op en GL 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림 6은 HUM OA 시스템의 구조로서 크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2차원 입력의 3차원 변환
메타포, 시각 스크립트 해석기와 동작 생성기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공간에 존재하는 동적 제어 평면을 조작하여 동작이 이루어질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되는 시각 스크립트를 스케치한다. 입력된 시각 스크립트는 변환 메타
포를 거쳐 3차원 정보로 변환된다. 이 정보는 꺽인 정도와 회전 방향, 회전 횟수 등을 탐색
하는 오토마타를 이용하는 시각 스크립트 해석기에 의해서 동작의 종류를 인식하는데 사용
된다. 동작 생성기는 동작 지시에 해당되는 동작을 애니메이션으로 실행하도록 Op en GL
API를 이용하여 필요한 동작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렌더링한다.

그림 6 HUM OA 시스템의 구조

그림 7은 인체 모델의 머리 부분을 선택하고 그것이 움직이게 될 경로를 포함하는 동적
제어 평면상에 표 1의 M OVE_ROT A T E '의 형태로 시각 스크립트를 입력한 예이다. 여기
에서 의미 분석을 위한 제약 조건은 선택된 머리 부분이며 시각 스크립트의 형태가 움직임
과 회전이 조합된 형태이므로 고개를 숙인 후 다시 고개를 드는 동작을 하게 된다.

그림 7 시각 스크립트에 의한 동작의 생성

그림 8은 여러 동작들을 조합하여 동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인체 모
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시각 스크립트로 지시하고 이들의 동기 관계를 역시 시각적
으로 표현한다. 즉 입력된 시각 스크립트의 시작 지점 또는 종료 지점 사이를 다시 선으로

연결하는 동기화 시각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두 동작 사이의 선후 또는 동시 관계를 표현한
다.

그림 8 동작 정보와 동기화 정보의 입력에 의한 시나리오 작성

그림 9는 그림 8과 같이 입력된 여러 동작들과 그들의 동기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동작 시
나리오에 따라서 두 인체 모델이 동작하는 과정이다.

그림 9 인체 모델의 동작 과정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작 제어와 기존의 동작 제어 기법들을 동작 표현의 시각성과 직
관적 작업의 측면에서 항목들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동작 제어 기법 비교
항목
기법
의미적
동작 표현
공간 정보
표현의

키프레이밍

-

지원

아이콘/

텍스트

시각

대화상자

스크립트

스크립트

-

가능

가능

-

-

지원

시각성
전문성

확장성 및
재사용성

전문성
요구

-

-

-

전문성
요구

가능

-

가능

5. 결 론

본 논문은 3차원 공간 상에서 동작을 지시하기 위해서 동작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시각 스크립트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2차원의 시각 스크립트를 동작 생성을 위한 3차원
정보로 변환한 동적 제어 평면을 제안하고 이들을 이용한 인체 동작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동적 제어 평면은 사용자로 하여금 2차원 디스플레이 윈도우로 관찰되는 공간에서 동
작 방향 설정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입력 도구와 일치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시각 스크
립트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동작을 직접 표현하므로 기존의 키프레임 방식처럼 각 동작을
구성하는 장면을 일일이 묘사하거나 텍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동작의 개념을 지정된 용
어로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 따라서

3차원 정보 입력을 위한 작업량을 감소시키고 동

작의 의미를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동작 생성 기법과는 달
리 동작의 의미적 표현이 가능하며, 동작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 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작의 묘사는 보다 세부적인 작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키프레임 등의 세부 묘사가 용이한 기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다면 3차원
인체 동작 제어의 직관적이고 쉬운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
영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탐색 기법과 시각 스크립트의 3차원 입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메타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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