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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lve the pathological problem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based on evidence, a sophisticated analysis of human motion is required. Traditional optical motion capture systems
with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have been utilized in clinical practice for a long time. However,
expensive equipment and professional technicians are required to construct optical motion
capture systems, hence they are used at a limited capacity in clinical settings despite their
advantag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overcome the existing limit and
paved the way for constructing a motion capture system that can be operated at a low cos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vision-based technology and optical markerless tracking technology, webcam-based 3D human motion analysis has become possible,
in which the intuitive interface increases the user-friendliness to non-specialists. In addition,
unlike conventional optical motion capture, with this approach, it is possible to analyze motions of multiple people at simultaneously. In a non-optical motion capture system, an inertial
measurement unit is typically used, which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 conventional
optical motion capture system in terms of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With the development of
markerless technology and advent of non-optical motion capture systems, it is a great advantage that human motion analysis is no longer limited to laboratories.

INTRODUCTION

(gold standard)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4,5]. 그러나 광학 기반 시스
템은 인체에 부착한 마커(marker)에 반사된 빛을 특수 카메라로 탐지

인체 동작 분석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시간 및 공간

하여 인체 움직임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적 변수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는 1836년 Weber 형제에 의해 처음 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4]. 이 때문에 Vicon으로 대표되는 광학 모션

행되었다[1]. 해당 연구는 인체 보행에 관한 정량적 연구 모델을 확립

캡처 시스템은 대부분 단순 치료보다는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후 스톱-모션 사진(stop-motion

다.

photography)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인체 동작 분석이 Marey [2]와

광학 마커리스 추적(optical markerless tracking) 기술의 빠른 발

Muybridge [3]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통한 연

전은 기존 광학 기반 시스템이 가진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또

구는 1980년대 중반 영국 옥스퍼드에 설립된 Vicon (Vicon Motion

한,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인체 동작 감지 및 분석에 대한 대

Systems, Oxford Metrics, London, England)에 의해 수행되었다.

중적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이크로

Vicon은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

소프트의 키넥트(Kinect)로, 애초 비디오 게임 콘트롤 목적으로 개발

(optical motion capture system)으로써, 3D 인체 동작 분석 시 표준

되었지만 현재는 임상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6].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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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미지 인식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비디오 분

용한다(Figure 2). 마커에 반사되는 적외선을 통해 개별 카메라는 인체

석 기술의 발전으로 심도 센서(depth sensor)가 없는 일반적인 2D 카

분절을 인식하고, 다수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는 3D로 재구성된

메라로도 3D 동작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7,8]. 컴퓨터 비전(com-

다.

puter vision)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인
간의 시각이 하는 일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활용할 경우 인

2) 임상 적용

체 자세 추정(human pose estimation)을 통해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인체 동작 분석 시 표준(gold

인체 부위와 관절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성이 선택의

standard) 분석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5,9]. 마커에 별도의 유선

폭을 넓혀주고 있지만,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특성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무게가 가벼워 다양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에 대한 선제적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빠른 관절 각운동을 갖는 전문 스포츠 선수부터, 신경 손상으로 말미암

본 종설에서는 전통적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부터 최신 자세 추정 방

은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까지 가능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10]. 또

식까지 임상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션 캡처 시스템 각각의 특

한,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엉덩관절, 무릎관절과 같은 큰 관절은 물론,

성과 한계 그리고 임상 적용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손가락 관절과 같은 작은 관절의 움직임까지 모두 인식 및 분석할 수
있다[11]. 힘 측정판(force plate)과 함께 사용 시 지면 반발력(ground

TYPES OF MOTION CAPTURE SYSTEM

reaction force) 및 관절 반발력(joint reaction force)과 같은 운동역
학 데이터(kinetic data)까지 얻을 수 있어 다른 인체 동작 분석 시스템

모션 캡처 시스템은 먼저 카메라 여부에 따라 광학과 비광학으로 구
분한다(Figure 1).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은 다시 마커를 사용하는 마커

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가진다[12,13]. 많은 장점 때문에 의료 분야 외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기반과 마커를 사용하지 않는 마커리스로 나뉜다. 마커리스는 사용하
는 카메라에 따라 RGB (red, green and blue color)와 RGB-D 형태

3) 한계

로 분류된다. RGB-D 카메라는 기본 RGB 카메라에 심도 센서(depth

자연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인체

sensor)가 추가되어 있다. 광학 장치가 없는 경우 비광학 모션 캡처 시

동작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커가 빛에 매우 민감하여 인위

스템으로 분류하며, 세부적으로는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

적으로 통제된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 적합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ment Unit, IMU), 자기식 모션 캡처(magnetic motion capture), 기

다[14]. 그 밖에 구축 비용이 상당하여 일반 소규모 의료기관보다는 주

계적 모션 캡처(mechanical motion capture) 등이 있다.

로 전문적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다른 측정
장비와 비교하여 사전 준비 작업이 오래 걸리고 측정 후 분석에도 상당

1. 마커 기반 모션 캡처(Marker-based Motion Capture)

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 및 활용도가 낮다.

1) 특징
인체 동작 분석 장치 중 임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것은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이다. 마커 형태에 따라 능동 마커(active marker)와 수동 마커(passive marker)로 나뉘며, 마커는 정해
진 인체 주요 지점(key points)에 부착되어 신체 분절의 인식을 돕는
다. 전자는 LED 마커로부터 발산되는 빛을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
적하며,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터리가 필요하다. 후자는
Vicon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반사 마커(reflected maker)를 사

Motion capture system

Non-optical

Optical

Marker

Markerless

RGB-D
camera

Inertial

Magnetic

RGB
camera

Figure 1. Classification of human motion cap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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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Figure 2. Reflective markers of Vicon motion capture system (Vicon; Vicon Motion Systems, Oxford Metrics).

Types of Motion Capture System and Their Application in Clinical Practice

2. RGB-D 카메라의 마커리스 모션 캡처(Markerless

체 분절을 구성한다. 인기 있는 자세 추정 방법은 OpenPose, High-

Motion Capture With RGB-D Camera)

Resolution Net, DeepCut, Regional Multi-Person Pose Estima-

1) 특징

tion, Deep Pose, PoseNet, Dense Pose 등이 있다. 현재 가장 폭넓

마커에 기반을 둔 모션 캡처 시스템은 기기 고유의 한계가 존재하

게 사용되고 있는 OpenPose는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커리스 모션 캡처 기술이 발전하였

University)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딥러닝 기반 관절 추적 모델로 공

다.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키

개 소스(open source)이며, 컨볼루션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넥트로, 마커 없이 인체 동작 인식이 가능하다[6]. 소니 플레이스테이

Network)과 연계된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다수의 2D 이미지

®

션의 아이토이(Eye Toy; PlayStation , Sony Corporation, Tokyo,

로부터 3D 인체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8]. DeepCut 역시

Japan)가 먼저 제품화 되었으나, 키넥트와 달리 적외선 기반 심도 센서

OpenPose와 같이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며, 하나의 이미지에 포함

(infrared-based depth sensor)가 없어 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다[15].

된 복수의 대상자를 동시에 측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현재 마커리스 모

심도 센서는 3차원 이미지 구성을 돕는 흑백 CMOS 센서와 적외선 레

션 캡처 시스템은 기술 발달로 저렴한 상업적 웹 캠으로도 관절의 중심

이저 프로젝터로 구성된다[16]. 프로젝터를 통해 투광된 적외선이 인체

점은 물론 두 관절 사이의 벡터 방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27]. 심도

에 반사되어 오는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인체가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센서가 없는 일반 2D 카메라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

며, 또한 배경 간섭이 적어 유연성이 높다.

정한다[17].

2) 임상 적용
2) 임상 적용

단일 이미지에서 얼굴, 팔, 다리, 손, 발 등 135개의 주요 지점을 감

게임 컨트롤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Vicon과의 비교에서 높은 상

지할 수 있다[28]. OpenPose를 활용한 연구는 현재 주로 하지 움직임

관관계를 보이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현재는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골반 및 넓적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지 근육의

임상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8]. 비용이 저렴하고 휴대 가능하

강화에 효과적인 스퀏(squat) 운동을 하는 동안 측정힌 엉덩관절, 무릎

며 운용이 쉬운 장점을 갖고 있어 전통적 모션 캡처 시스템과 비교하여

관절, 발목관절의 관절가동범위는 Vicon과의 비교에서 높은 타당도를

활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신경계 환자의 재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보였다[17]. 또한, 반복 측정 동안 급내상관계수는 Vicon의 0.87–0.93

되는 보행 측정 및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 인체역학 분

에 비해 더욱 높은 0.92–0.95를 보여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석 시에도 활용 가능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17-22].

트레드밀 위에서 수행된 보행 분석 연구에서는 IMU와의 비교에서 엉
덩관절과 무릎관절에서 두 기기간 유사한 각 궤적(angular trajectory)

3) 한계

이 관찰되었다[7,8]. 다만, 최대 및 최소 관절 각도는 일부 차이가 있었

보행 측정 시 무릎관절과 달리 발목관절은 낮은 급내상관계수(in-

으며, 특히 발목 관절은 전반적으로 정확성이 다소 낮았다. 광학 모션

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가진다[23]. 굽힘-폄(flexion-

캡처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복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

extension) 동작 시 과대 또는 과소 추정(over- or under-estima-

하므로,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스포츠 경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29].

tion)이 종종 관찰된다[24]. 인체 분절의 추적 정확도가 다소 낮고, 복
잡한 움직임의 경우 표준 모션 캡처 시스템과 비교에서 낮은 수준의 일

3) 한계

치도를 보이는 한계를 가진다[20,25].

RGB 카메라 기반 모션 캡처는 관상면(frontal plane)과 가로면
(transverse plane)에서 측정 정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마

3. RGB 카메라의 마커리스 모션 캡처(Markerless Motion
Capture With RGB Camera)

커를 추가로 이용할 경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 경우 Vicon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30].

1) 특징
기존 마커리스 동작 분석은 실시간 비디오 분석 시 많은 리소스(re-

4. 관성측정장치의 비광학식 모션 캡처(Non-optical Motion

source)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세 추정의 정확성이 일부 제한되기도 하

Capture With Inertial Measurement Units)

였다. 현재는 정확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리소스로 운용 가능

1) 특징

한 가벼운 형태의 자세 추정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8,26].

IMU는 가속도계(accelerometer)와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자

자세 추정은 접근 방식에 따라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

기력계(magnetometer)로 구성되며, 가속도계는 선 가속(linear ac-

과 하향식 접근(to-down approach)로 나뉜다. 상향식 접근법은 이

celeration), 자이로스코프는 각속도(angular velocity), 자기력계는

미지상에 있는 모든 대상자의 신체 분절을 먼저 인식한 후 개인별로 그

자기장(magnetic field) 강도를 측정한다. 소형기기로 이동이 간편하

룹화한다. 하향식 접근법은 먼저 사람을 분리하여 인식 후 개인별로 인

고 무선으로 측정 중 움직임이 자유롭다. 노트북 외 스마트폰과도 연결
www.p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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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다. 제품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
반적으로 한번 충전 시 약 4–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며 빛에 간섭을

5. 기타 비광학식 모션 캡처(Non-optical Motion Capture
With Others)

받지 않아 외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31-33]. 광학식 마커 기반

1) 자기식 모션 캡처

모션 캡처 시스템 대비 기기 비용이 저렴하여 최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센서의 송신기에서 생성된 저주파 자기장을 측정하여 인체 움직임

서 활용되고 있다.

을 감지한다[41,42]. 약 6–11개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며 센서는 회전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기계적 모션 캡

2) 임상 적용

처(mechanical motion capture)보다 많은 자유도(degree of free-

IMU는 인체의 각 운동형상학(angular kinematic) 측정에 매우 효

dom)를 가진다[43]. 하지만 주변에 강자성 및 금속 물질이 있는 경우

과적이다. 대상 관절을 연결하는 두 분절에 부착 시 두 기기 사이 각을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 자성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경우 정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Figure 3). 상지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행과

확한 측정이 어렵다[44]. 센서 간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측정 가능한 움

같은 하지 움직임에 특히 유용하다. 발꿈치 닿기(heel strike) 뿐만 아

직임의 범위가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보다 작다. 여러 단점으로 다른

니라 발가락 떼기(toe off) 등 대부분의 보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를 정

모션 캡처 시스템 대비 사용 정도가 낮다.

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34]. 일부 움직임에서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 대
비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높은

2) 기계적 모션 캡처

타당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다[35]. 최근에는 신

인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외골격(exoskeleton)을 착용하고 측

체의 수직 이동 정도 및 속도를 바탕으로 충격 전 낙상 감지 알고리즘

정한다[45]. 각 관절은 각도 변환기(angular encoder)와 연결되며, 변

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36,37]. 추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에

환기의 움직임을 통해 관절의 위치가 재구성된다[46]. 데이터는 케이

어백과 결합 시 낙상 시 신체 손상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블 또는 무선으로 분석용 컴퓨터에 전송된다. 다른 장비와 같이 실시간

고 있다.

으로 인체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빛 또는 자기장의 간섭을 받지 않
으며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광학 시스템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3) 한계

장점이다. 하지만 개인 특성에 맞추어 각 분절 길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속도와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통합하는 과정

않고, 외골격 또는 연결된 케이블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

중 작은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지속되며 누적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6].

실제 위치와 기기가 인식하는 위치 간 차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드
리프트(drift)를 일으킨다[38]. 또한, 제품 특성상 강자성 물질(ferro-

CONCLUSIONS

magnetic materials)이 주변에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
정을 위하여 자주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39,40]. 광학 모션 캡처 시스

인체 동작 감지 및 인식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

템에서 사용하는 마커와 달리 제품 자체에 약간의 무게가 있어 빠른 움

으며, 이에 따라 임상 적용 및 활용 분야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임

직임 시 관성 때문에 기기가 부착 위치를 이탈할 수 있다.

상에서는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에
서 정확한 진단 또는 평가가 요구된다면, 기존의 마커 기반 광학 모션

Figure 3. An example of inertial measurement units (LegSys; BioSensics,
Newton,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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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 example of human pose estimation using OpenPose (4DEYE;
SYM Healthcare, Seoul, Korea).

Types of Motion Capture System and Their Application in Clinical Practice

Press; 1887.
4. Lamine H, Bennour S, Laribi M, Romdhane L, Zaghloul S.
Evaluation of calibrated kinect gait kinematics using a vicon
motion capture system. Comput Methods Biomech Biomed
Engin 2017;20(Suppl 1):111-2.
5. Albert JA, Owolabi V, Gebel A, Brahms CM, Granacher U, Arnrich B. Evaluation of the pose tracking performance of the
azure kinect and kinect v2 for gait analysis in comparison
with a gold standard: a pilot study. Sensors (Basel) 2020;
Figure 5. An example of human motion tracking using mobile device
(PTYOU; PTYOU, Daejeon, Korea).

20(18):5104.
6. Regazzoni D, de Vecchi G, Rizzi C. RGB cams vs RGB-D sensors:
low cost motion capture technologies performances and limi-

캡처 시스템을 이용한 동작분석이 여전히 추천될 것이다. 하지만 높은

tations. J Manuf Syst 2014;33(4):719-28.

정확성보다는 신속한 검사 또는 재활 훈련을 목적으로 간단한 동작분

7. D’Antonio E, Taborri J, Palermo E, Rossi S, Patanè F. A mark-

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커 없이 동작 분석이 가능한 자세추정 알고리

erless system for gait analysis based on OpenPose library.

즘(Figure 4)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이다(Figure 5).

Paper presented at: 2020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IMU는 3차원 모션 캡처와 자세추정 방식의 절충안으로 비교적 정확하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2020

면서도 간편한 평가, 또는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May 25-28; Dubrovnik, Croatia. Piscataway (NJ): IEEE, 2020.

다양성의 증가로 임상에서 기기별 특성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어렵지

p. 1-6.

않게 주어진 환경 및 가용 자원에 맞는 인체 동작 분석 시스템을 운용

8. D’Antonio E, Taborri J, Mileti I, Rossi S, Patané F. Validation of
a 3D markerless system for gait analysis based on OpenPose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and two RGB webcams. IEEE Sens J 2021;21(15):17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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