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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일 이미지를 이용하여 스켈레톤 애니메이션을 추론하여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CNN
을 이용하여 모델의 이미지를 학습하게 된다.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루트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조인트 각도를 추론하여 스켈레톤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게 한다. 우리는 미리 준비된 3D모델을 이용
하여 제작된 흑백이미지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흑백이미지의 단일 채널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
행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일 이미지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학습을 통해 캐릭터의 조인트 관절들이 추출되며 추출된 관절을 이용하여 모델에 재
매핑하여 얼마나 유사한지 체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단일 이미지의 학습만을 통해 사람의 모션
을 캡처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함을 보인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션캡처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재의
모션캡처와 애니메이션 제작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순 이미지와 조인
트간의 관계를 이용한 학습이 아닌 다양한 파생 연구로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핵심어 :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이미지 인식, CNN, 딥 러닝, 기계학습

Abstract
We propose a method to infer skeleton animation by using a single image. CNN is used to learn the
image of the model. Using the learned data, a total of 13 joint angles including the root are deduced to
generate a skeleton animation. We have experimented with black and white images made using a
pre-prepared 3D model. By using the single channel of black and white image, learning can be done more
easily and quickly. A single image is processed through preprocessing. Through learning, the joints of the
character are extracted and remapped to the model using the extracted joints to check how similar they are.
We show that it is possible and possible to capture human motion only through learning of this single
image. Motion capture using machine learning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s of high cost, low
efficiency, current motion capture and animation producti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xtended to various derivative studies rather than learning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imple images and
joints.
Keywords : skeleton animation, image recognition, CNN,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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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많은 산업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게임이
나[1] 영화 산업에서도 머신러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영
화와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사업과 개발 현장에서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어려우면서 많은 비용이 드
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요인을 줄이고 쉽고 저렴하게 애니메이션을 생상하고 사용할 수 있다
면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투자금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런 애니메이
션 제작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사람의 이미지가 아닌 준비된 사람 형태의 3D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
습에 사용될 학습데이터가 사람으로 제작된 데이터화 큰 차이가 없으면서 스켈레톤의 조인트 각도
를 쉽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미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학
습시킬 수 있는 CNN[2](Convolution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했다. CNN은 이미
지를 수많은 Convolution 필터를 거치게 만들어 결과 데이터를 추론하고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모
델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학습에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CNN에 단일 이미지를
학습시켜 3D 스켈레톤 애니메이션을 추론하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2.
2.1

우리의 방법

학습 데이터 제작

애니메이션 오픈 라이브러리인 Mixamo[2]의 애니메이션을 Unity3d로 불러와 각 스켈레톤 관절
에 따른 데이터 값을 학습 데이터로 제작하였다. 각 프레임별 애니메이션을 불러와 Unity3d의 캡
처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 입력데이터를 생성했다. 준비된 모델의 애니메이션 별로 스켈레톤의 조
인트를 분석하여 출력데이터를 생성해 주었다. 각 애니메이션 프레임 별로 루트 조인트를 뽑아내
고 해당 조인트를 기준으로 계층별로 Rotation값을 저장하였다. 각 조인트는 절대각도가 아닌 상대
각도를 기준으로 생성되어졌다. 이는 각 관절들이 자신의 상위 관절의 Rotation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루트 조인트에서부터 각 계층별로 관절마다 가중치를 두어 학습을 진행하게 해주
었다. 추가적으로 관절의 각도는 -180 ~ 180도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방
법은 2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 사람의 각 관절별 최대 회전각은 180도 이상일 경우가 존재하지 않
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의 연속성을 주기위해서 이다. 학습을 진행할 때 연속성이 없
는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정상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델의 캡쳐된 이미지는 300 * 300
해상도의 RGB 이미지로 만들었다. 사용한 Mixamo 모델과 애니메이션의 스켈레톤 관절은 24개로
총 72개의 숫자로 표현된다. 300*300 해상도의 RGB이미지는 초기 입력과정에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해주었다. 이는 RGB의 경우 각각 Red, Green, Blue 세 가지의 채널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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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또한 옷과 피부의 색상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 개의 채널을 단일
채널로 바꿔주게 되면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그레이스케일 상태
의 학습데이터는 RGB데이터로 되어있는 학습 데이터보다 색상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입력데이터로 사용되며 그에 따른 72개의 관절 데이터가 출력데이터
로 사용되어 학습을 진행된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은 CNN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1] Unity3d를 통해 추출한 입력 데이터 이미지
[Fig. 1] Input data image from Unity3d

[그림 2] Fig1에 따른 각 스켈레톤 관절의 Rotation을 모은 출력 데이터
[Fig. 2] Output rotation data of skeletons by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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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학습에 사용될 모델의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전환한 이미지이다. 직접적으로 학습

에 사용되어질 데이터이다. [Fig 2]의 경우 학습에 사용되게 될 출력 데이터이다. 출력 데이터의 경
우 각 조인트들의 Rotation들이 담겨있으며 각 Rotation은 자신의 상위 계층에 대한 상대 값들로
이루어져 있다.

2.2 CNN 레이어

구성

모델의 모션에 대한 학습과 그 학습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파이썬의 텐서플로어를 사용하였다.
머신러닝을 쉽게 구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는
300*300사이즈의 이미지이다. 미니배치를 사용하여 한번에 20개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게 된다.

학습에 사용된 모션은 펀치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사용되었다. 총 60Frame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
습을 진행하게 된다. 한번에 20개씩 학습에 사용되도록 미니배치를 사용하였다. 각 이미지는 매번
랜덤으로 20개가 선택되어 학습데이터로 활용된다.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20, 90000)이다. 총
CNN레이어 6개를 사용하며 1024개의 노드들로 이루어진 Fully-Connected 레이어 두 층을 사용하

게 된다. 최종 출력 층의 데이터는 (20, 72)의 배열로 설정했다. 첫 번째 레이어는 9*9 Convolution
레이어 이다. 32개의 노드를 사용한다. 두 번째 레이어는 15*15 Convolution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
으며 64개의 노드로 확장시켰다. 이후 7*7 Convolution 레이어 두 개와 5*5 Convolution 레이어
두 개로 이루어져 총 6개의 Convolution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노드는 32개 64개 128개
64개로 확장 후 축소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최종 Fully-Connected 레이어에 연결되는 배

열의 수를 줄여 연산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다. 마지막 Convolution 레이어는 위에서 설명
한 Fully-Connected 레이어 한 층과 연결되어져 있다. 최종 Fully-Connected 레이어에서는 드롭아
웃을 적용시켰다.

2.3

손실함수[8]

300 * 300이미지의 학습을 진행하면서 결과 값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는 0-255

의 픽셀 값과 이미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igmoid 활성함수와 평균 제곱의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하였다. Relu의 경우 데이터가 1이상일시

무한대까지 커지게 된다. 이는 결과 데이터를 제어하기 힘들어져 손실함수의 크기를 매우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어하기 위해서 Sigmoid 활성함수를 이용하였다. 0과 1 두
가지 결과로 출력되어 결과적으로 최종 손실함수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줄여나갔다. 손
실의 함수의 경우 평균 제곱의 오차를 사용하였는데 교차 엔트로피를 손실함수로 사용했을 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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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값의 크기가 너무 커 Tensorflow에서 출력하지 못한 채 NaN으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
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평균제곱의 오차를 이용하여 손실함수를 설정해주어 학
습을 진행하였다.

2.3

학습률 설정

학습을 진행하면서 보다 안정된 학습결과를 위해 학습의 경과에 따라 학습률을 재조정하는 방
법을 이용하였다.[7] 학습은 한 번에 총 1만 번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는 300,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9000 번째 학습에서 학습률을 순차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을 선택하여 학습

을 진행하였다. 각 학습률은 0.3, 0.2, 0.1, 0.07, 0.05, 0.01, 0.003, 0.001, 0.0005, 0.0001 순으로 줄여
나갔다. 학습률을 재조정함으로 기존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던 손실함수의 크게 요동치던
문제점을 해결해주었다.

3.

실험

실험은 Intel i7-6700, 16GB RAM, GTX1070(GTX970)환경에서 진행되었다. CNN의 레이어를 모
두 구성한 이후 각 가중치와 Bias값을 0.1로 설정해 주었으며 Loss함수로 교차 엔트로피 값을 사용
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Loss 함수의 결과 값이 매우 크게 발
생하였다.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해 가중치와 Bias의 초기 값을 Xavier 방법[4]을 채택하여 설
정해 주었다. 또한 Loss 함수를 변경해 주었다. 출력 값에 가장 가까운 배열을 출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배열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Loss 함수를 설정해 주었다.
L = ( Y - C )² (1)

식 (1)에서 Y는 원하는 목표 값인 출력데이터 값을 의미한다. C는 Convolution 레이어를 거친
결과 값을 의미한다. Loss 함수는 두 데이터 값의 차를 제곱으로 나타내며 두 데이터 간의 거리를
수식 화 한 것이다.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10]의 확장식인 Adam Optimizer[5]를 사용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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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의 진행(Step)에 따른 Loss 함수의 크기변화
[Fig. 3] Loss function errors by learning steps

[Fig 3]는 학습의 진행에 따른 손실함수의 크기를 Accuracy로 설정하여 출력한 이미지이다. 1
Step은 20개의 이미지가 미니배치로 학습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학습률의 경우 0.3으로 설정되

어 손실함수를 줄이는 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률을 감소시켜 보다 정확하고 안정된
크기로 손실함수를 줄여나간다. 0 Step에서 418217000에 달하는 큰 손실함수 결과를 보이지만
1000번 이상의 학습이 진행된 이후 약 200으로 손실함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학습 후 따른 결과 이미지
[Fig. 4] Inference results aft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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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학습 후 실험에 이용된 원본이미지(왼쪽)와 학습된 CNN 레이어층을 거친 이미지(오른

쪽)을 비교한 이미지이다. 학습의 경우 위치(Position)의 데이터는 이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원본 이
미지의 각 조인트 각도만을 학습데이터가 받아와 스켈레톤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게 된다. [Fig 4]
두 이미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4.

결론

기계학습을 통해 사람의 포즈를 담은 단일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모션캡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도 면에서 훌륭하다 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실험과 레이어 수정 등을 통해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션캡처 레이어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학습을 통한 모션캡
처는 영화와 게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기존의 모션캡처의 방식의 경우 깊이 데이
터를 이용하여 하는 방식과 장비를 사람이 직접 몸에 착용한 채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
다. 두 방식은 각각 정확도가 떨어지고 빠른 동작에서 오차가 크다는 문제점과 매우 높은 장비의
비용과 사람이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션캡처를 진행해야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6] 머신러닝
을 이용하여 단일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모션캡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기존의 모션캡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 예산 게임과 영화
와 같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우 쉽게 접근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기존 모션캡처 방식비교
[Table 1] Comparing existing motion capture methods

깊이 센서를 이용한
모션캡처 방법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모션캡처
마커를 이용한 모션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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