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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비행 모션 제어 기법

서울대학교 주은정․원정담․이제희

1. 서 론1)

살아있는 생물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시뮬레이

션 하려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와 애니메이션 분야

에 있어서 오랜 연구분야였다. 최신의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명체의 움직임이 특

수효과 기술에 기반해서 보여지고 있다. 우리는 본 연

구에서 특별히 비행하는 새에 초점을 맞추었다. 날개

짓은 대부분의 새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주 방식인데 

이 날개짓은 복잡한 공기역학에 기반한 움직임이다. 
새는 양쪽 날개를 넓게 펴고 깃털을 나란히 함으로써 

아래로 날개짓을 하는 동안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반대로 위로 날개짓을 하는 동안에는 날개를 부

분적으로 접고 깃털을 세워 깃털 사이의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공기가 지나가게 하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 한

다. 이러한 복잡한 공기역학에 따른 움직임을 근사하

여 모방하는 것은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구자들은 두발

로 혹은 네발로 보행하는 생명체와[1-6], 수영하는 생

명체[7], 비행하는 생명체[8]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제어기중에 몇몇은 그 동작의 참조 

데이터로써 카메라나 모션캡쳐 장비로 촬영한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캡쳐된 

참조 데이터는 동작 제어기가 실제 생명체의 미묘한 

동작들까지도 모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의 목표는 

새의 비행모션을 위한 사실적인 날개짓 제어기를 생성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실적인 비행 동작을 재현해내고

자 한다. 우리의 시뮬레이션 되는 새 모델은 딱딱한 뼈

대 구조와,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에 의해 양력과 추진

†본 원고의 원본 논문의 제목은 “Data-driven Control of Flapping Flight”
으로써 2013년 9월자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저널에 게재되

었다.

력을 생성해내는 부드러운 형태의 깃털로 이루어져 있

다. 우리의 제어기는 마커기반의 모션 캡쳐 장비와 여

러대의 초고속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실제 새의 날개짓

을 모방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

는 제어기는 새의 비행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실시간에 

변화하면서 몸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 제어기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는 새는 실시간에 

시뮬레이션되고 제어되어야 하며 외력에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새의 비행 동작을 물리 시뮬레

이션에 의해 제어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마커기반 모션캡쳐 장비와 초고속 비디오 카메라

를 이용하여 비둘기의 비행 동작을 녹화하였다. 마커

기반 캡쳐 시스템은 새의 골격 움직임을 캡쳐하였고, 초
고속 비디오 카메라는 깃털의 부드러운 휘어짐과 비틀

림의 모습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 저장된 움직임 데

이터는 제어기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된 

역할을 하였다. 첫째로는 모션 캡쳐 데이터가 시뮬레

이션 되는 새에게 날개의 관절 움직임의 참조 데이터

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새의 움직임을 모방한 날개짓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움직임 데이터의 집

합이 날개짓의 자연스러운 다양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었다. 제어문제는 한가지 결과에 대해서 많은 수

의 해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새가 동일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날개짓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

다. 실제 새의 비행 동작으로부터 얻어낸 학습 데이터

는 같은 도착 지점을 만들어내지만 실제 새의 동작과는 

다른 형태의 수많은 해들로부터 가장 사실적인 동작을 

찾아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새를 모션 캡쳐할 때의 가장 큰 문

제는 새는 사람과는 달리 계획된 움직임 데이터를 얻

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의 캡쳐 데이

터로부터 제어기를 생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 새의 매우 편향되고 듬성듬성하게 수집된 적은 양

특집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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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의 모션캡쳐. (좌측 위) 캡쳐 공간과 카메라 배치

(우측 위) 캡쳐에 사용된 비둘기 (아래) 마커 부착 위치

의 데이터로부터,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된 형태의 학

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어기 학습 알고

리즘은 학습 데이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

적으로 상태-행동 공간을 탐색하여 제어를 위한 안정

적인 회귀 기법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우리의 회귀 기

법은 상태-행동 공간에서 고차원의 비선형 제어 방법

을 발견해내고 그 제어법을 시스템적으로 매개변수화 

하고 일반화 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학습

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제어되어 시뮬레

이션 되는 새의 비행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제

어기가 일반화된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2. 관련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자들은 컴퓨터로 살아 있는 생

명체를 만들어 표현하는 것에 오랜 시간동안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 Reynolds[9]는 새의 무리 지어 날

아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행동 모델을 제안

하였고, Miller는 뱀과 벌레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기

법을 제안하였다. Tu와 Terzopoulos[10]는 가상 물고기

의 움직임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2000년
대에 들어서서 Wampler와 Popovi’c[2]는 가상의 다리

를 가진 동물의 움직임을 생성해내는 방법을 연구하였

으며, Coros와 그의 동료[6]들은 네발 동물인 개의 움

직임을 연구하였다. 또한 Tan과 그의 동료[7]들은 연

결체로 이루어진 몸체와 비압축성의 유체 사이의 양방

향 연결성을 제어하는 기법에 초점을 맞춘 수중 생명체

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다. 

그림 2 우리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날개짓 제어기(wingbeat 

controller), 학습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a training 

data DB), 물리기반 시뮬레이터(a physics-based 

simulator)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명체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특히 두

발 보행 생명체의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매우 각광받는 연

구분야였다. 물리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사람의 움직임

을 모방하는 동작을 생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풀

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이 어려

운 문제의 부분적인 해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물리 시뮬레이션 기법은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 동작을 생성해내는 것에 있어서 그 잠재 가

능성을 인정받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

어 왔다. 
사람의 보행이 땅을 미는 추진력에 의해 동작하며 

그렇기 때문에 발의 착지 위치가 보행에 있어서 균형

을 이루는 주된 방식인 것에 반해 새는 날개짓에 의

해 양력과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날개짓의 모양을 변

형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주된 방식이다. 사람과 새

의 이러한 움직임 원리의 차이는 새의 날개짓을 목표

로 하는 새로운 제어기를 생성해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러나 비행 동작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

법은 두발 보행의 시뮬레이션 연구보다는 지금까지 덜 

연구되어 왔다. 2003년 Wu와 Popovi’c[8]는 사용자가 

제공한 3차원 궤적을 따라가는 공기역학에 기반한 시

뮬레이션을 하는 동적 새 모델을 최적화 기법을 통해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런 특정 궤적을 따라 가도록 시

공간상의 최적화 식을 풀어내는 방법과는 달리 임의

의 상태에 대해서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제어 가능한 동

적 제어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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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획득과 후처리

우리는 새의 정교한 비행 동작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마커기반 모션 캡쳐 장비를 이용하였는데, 그림 1
에서와 같이 총 28대의 장비를 이용해 240fps로 비행

동작을 캡쳐하도록 세팅하였다. 캡쳐에 사용된 새는 

염주 비둘기로써 매우 온순하며 쉽게 제어가 가능하

다. 새의 비행은 마커 기반의 캡쳐 데이터로 캡쳐하기

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먼저 몸의 무게

가 170그램 정도로 매우 가볍고 비행에는 매우 넓은 공

간이 필요하다. 넓은 공간에서의 캡쳐를 위해서는 최

소 10mm 크기의 마커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마커는 작은 새가 부착하고 날기에는 너무 무겁다. 그
래서 우리는 새에게 부착하기에 적합한 반구 형태의 

초경량의 마커를 손수 제작하였다. 수의사에 의해 새

가 마취되어 있는 동안에 마커 부착위치에 털을 제거

하고 의학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새의 몸에 마커를 부착

하였다. 총 14개의 마커가 새의 각 관절에 위치에 되

었고 꼬리 움직임을 위해 특별히 꼬리 깃털에도 마커

를 부착하였다. 모션 캡쳐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3차원 

마커 위치 궤적은 후처리를 통해 각 조인트의 각도 값

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총 

152번의 날개짓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의 좌우 대칭 변

환을 통해 총 304개의 날개짓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새의 깃털들은 의도에 따라 펴고 접을 수 있는 능동적

인 행동이 가능한데, 이것이 새의 공기역학에 의한 비

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새의 깃털은 마커를 

부착하기에는 매우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마커 기반

의 캡쳐 방식으로는 캡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
래서 우리는 마커 기반의 캡쳐를 통해서는 날개짓의 

형태를 얻고 깃털의 움직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고

속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초고속 카메라는 500~1000fps
로 새의 움직임을 녹화하는데, 우리는 녹화된 데이터

를 통해 프라이머리 깃털의 미묘한 깃털 움직임까지 

관찰 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될 새의 모델은 강체로 이루어진 골격

과 부드러운 형태의 깃털로 이루어져 있다. 연결 강체 

형태의 몸은 몸통, 윗쪽 팔, 아래쪽 팔, 손으로 이루어

져 있고 각각 어깨와 팔꿈치, 팔목 관절로 연결되어 있

다. 몸의 전체 무게와 각 부위의 길이는 실제 캡쳐에 

사용된 비둘기로부터 측정되었고 몸 부위별 무게는 조

류 해부학 자료를 참조하여 추측하였다. 깃털은 프라

이머리, 세컨더리로 이루어진 날개깃털과 꼬리 깃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개수, 폭, 길이는 실제 비둘

기로부터 측정하였다. 각 깃털은 삼각형의 연결구조로 

그림 3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새 깃털의 휘어짐(좌측 상단)과 

깃털 열림(우측 상단) 동작을 캡쳐하였으며, 시뮬레이

션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하단) 깃털은 삼각형 메쉬로 

표현되는 얇은 변형가능한 쉘 형태로 모델링 되었다

만들어져 있으며 실제 새의 깃털처럼 휘어짐이나 비틀

림이 가능한 형태로 모델링 되었다.

4. 날개짓 시뮬레이션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새의 동적 시스템은 날개짓

을 형성하는 근육으로부터 발생되는 내력과 공기역학

이나 중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의 영향을 받는다. 
뼈대는 깃털에 의해 생성되는 공기역학에 의한 양력

과 항력으로 제어된다. 각 관절의 내력은 우리의 날개

짓 제어기에 의해 생성되는 관절 궤적값을 따라가기 

위한 값으로 계산된다. 공기역학의 힘은 단순화된 공

기역학 모델에 기반하여 깃털에 대해 계산된다. 각각

의 깃털의 무게는 몸 전체의 무게에 비해 매우 작은 비

중을 차지하는 매우 가벼운 물체이다. 이렇게 무게의 

차이가 큰 모델은 동역학 시스템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는 깃털의 움직임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

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깃털을 얇은 쉘 형태로 모델

링하고 모드 해석법을 도입하였다. 
우리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관절의 궤적을 따라가

기 위해 기본적으로 비례미분(Proportional Derivative- 
PD) 제어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PD 제어기는 조인트의 

각 자유도에 대해 토크를 생성한다. 

여기서 와 은 현재 조인트 각도와 각속도를 의미하

고, 와 은 참조 궤적으로부터 얻은 목표로 하는 조

인트 각도와 각속도를 의미한다. ks와 kv는 비례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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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값에 대한 가중치이다.
깃털의 공기역학은 항력과 양력을 만들어내는데, 우

리는 깃털의 기하학구조에서 모든 삼각형 메쉬에 대해 

이를 계산하였다. 외부의 바람이나 공기의 흐름이 없

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인 바람의 방향은 각각의 메쉬 

그림 4 Angle of attack에 따른 항력과 양력 계수 그래프

그림 5 각 관절의 움직임 데이터 그래프. x축은 시간 y축은 

관절각을 의미한다. 빨간색과 초록색은 선은 각각 좌

우 날개를 의미하고, 노란색과 하늘색 선은 꼬리 깃털

의 구부러짐과 펼쳐짐을 표현한다 

이동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하였다. 항력과 양력의 방향

은 각각 상대적인 바람의 방향인 v에 수평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가해진다. 우리의 공기역학 모델에서 항력 fd

와 양력 f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ρ는 공기의 밀도, V는 공기의 속도, A는 메쉬

의 면적, CD와 CL은 각각 항력과 양력의 계수를 의미

하며, 항력과 양력의 계수는 받음각(angle of attack) θ
에 비례한다.

여기서 vn은 바람의 상대방향의 법선 방향이고, vt는 접

선 방향이다. 이 공기역학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Withers[11]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 항력과 양력은 새의 몸체를 밀어내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데에 사용되며 또한 깃털의 형태를 변형하고 

깃털이 열리도록 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깃털은 변형 

가능한 얇은 쉘 형태로 모델링 되었다. 우리는 효과적

이고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모달 와핑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2007년 Choi[12]의 논문

을 참조하였다. 

5. 날개짓 제어 기법

새의 비행모션을 제어하는 데에는 두가지 주요한 문

제가 있다. 첫째는 동역학 시스템이 자기제어 시스템하

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는 스스로 각각의 관절들에 

힘을 줄 수 있지만, 몸통의 중심이나 각 깃털들에 직

접 힘을 가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문

제 공간의 차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 공간의 차

수가 높으면 상태-행동 모델 공간을 탐색하는데 어려움

이 많아진다. 이에 대해 새의 비행에 대한 모션 캡쳐 

데이터는 실제 새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식

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다. 우리 제어기의 목적은 관찰된 실제 새의 제어 기법

의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고, 상태-행동 공간에서 이를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것으로써, 시뮬레이션 되는 새의 

동적 상태가 주어지면, 제어기는 새가 어떠한 날개짓을 

해야 균형을 유지하면서 목표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

는지에 대한 해를 제시한다. 목표점은 의도하는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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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뮬레이션 결과(상)와 초고속 카메라로 캡쳐한 영상(하)간의 비교 이미지

임 방향이나 따라가야 할 궤적 혹은 도착해야 할 위

치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학습 데이터는 새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고 있다. 상태-행동 모델의 회귀 분석 기법은 관

찰된 적은 수의 비연속적인 샘플들에 기반해서 연속적

인 상태-행동 모델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고르게 분산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회귀분석 기법은 데

이터기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적절하게 동작한다는 것

이 지난 연구[1]에서 증명되었지만, 우리의 새 시뮬레

이션 모델은 과거 연구에서보다 자유도가 높고 학습 데

이터가 듬성듬성하다는 면에서 쉽게 일반화되지 않는

다. 우리는 고차원의 비행 모션을 다루는 회귀 방법과 

고차원의 공간에서 조밀하고 고르게 분산된 샘플을 얻

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샘플링 방식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5.1 상태 행동 모델

우리는 시뮬레이션 되는 새의 몸체의 동적 상태를 몸

통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선속도와 각속도로 정의 하

였다. 모션 캡쳐 데이터를 통해 획득한 날개짓은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폭, 주기, 위상에서 약간씩

의 다양성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기적인 형태임

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체 날개짓 데이터의 평균 값

을 기본이 되는 참조 데이터로 활용하여 다양한 날개

짓을 이 참조 데이터로부터 진폭과 위상의 변화값으로 

정의하였다.

5.2 회귀 방법

특정 상태에 있는 새를 특정 날개짓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새를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온다. 우리의 날개짓 제어의 목표는 현 상태를 목표 

상태로 변화시키는 날개짓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의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KNN 회귀법을 통해 목표로 하는 날

개짓을 찾아낸다. KNN 회귀법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입력으로 주어지는 현 상태와 목표 상태의 조합과 가

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찾은 후 이것을 입력값과의 

차에 반비례하게 가중치를 주어 합을 구함으로써 목

표 매개변수값을 얻는 방식이다.

6. 학습 데이터의 확장

이전 챕터에서 소개한 회귀방법은 고르게 잘 분산

된 상태-행동 샘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

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상태-행동 공간의 차원이 280여
차원에 달하는 고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

범한 랜덤 샘플링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실제로 시

뮬레이션 되는 새의 상태-행동 데이터는 전체 공간상

에서 매우 비선형적이며 좁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가 획득한 실제 비둘기의 모션 캡쳐 데이터는 실

제로 상태와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보여

주기 때문에 고차원의 공간에서 실제 유효한 공간을 

탐색하는데 좋은 시작 지점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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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번째로는 모션 캡쳐 데이터로부터 획

득한 초기의 학습 데이터 주변을 샘플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샘플들 주변의 데이터에 대해

서는 충분한 밀도의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우리의 회

귀법에 기반한 제어기가 아주 짧고 단순한 비행에 대

해서는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두번째 샘플링의 목

표는 첫번째 샘플링 과정으로부터 얻은 많은 샘플 데

이터 중에서 실제 제어에 사용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추려내는 것이다. 그 결과 샘플 데

이터들이 타이트하고 균일하게 샘플링되고, 더 나아가

서 숨겨져 있던 새의 비행 전략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

게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이러한 정보는 제어 

전략을 추론하여 확장하며, 제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7. 결 론

우리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모션 캡쳐 데이터는 

두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한다. 날개짓 동작을 매개변수

화 하는 것과 기본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날개짓 샘플링

을 할 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사실적인 비행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

실적인 관절 움직임과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 관절의 움직임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모델링 

해야 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문제는 더 안정적

면서 넓은 범위로 조종 가능한 제어기를 만드는 것이

다. 실제로 상하좌우의 방향을 제어하는 매개변수는 고

차원의 공간상에서 실제로는 저차원의 면으로 형성되

어 있다. 그 면은 매우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임의의 샘

플링 기법으로는 그 구조를 알아내기 힘들다. 모션 캡

쳐 데이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차원의 공간을 탐색할 

때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우리가 사용한 모션 캡

쳐 데이터는 실제로 매우 적은 양인데, 만일 많은 양의 

동작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제어기 학습 알고리즘은 

더 효과적으로 제어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바꿔 말하

자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통해 단 한번의 

날개짓 같은 매우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제어

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학습 데

이터의 크기와 제어기 학습을 위한 시간은 서로 균형 

관계에 있기에 적은 데이터로부터 제어기를 만들어내

려면 오랜 학습 시간이 걸린다. 우리의 시뮬레이션 되

는 새의 날개짓은 여전히 우리가 기대처럼 완벽하게 

사실적이지는 않다. 이는 간략화된 공기역학 모델을 사

용한데 대한 시뮬레이션의 정확성 부족과, 새의 모델링

을 간략화된 형태로 모델링 한 것, 그리고 모션캡쳐 데

이터 획득에 있어서의 에러 등에서 기인한다. 
다른 종류의 새는 다른 모양의 날개짓을 가진다. 새

의 주기적인 형태의 날개짓 궤적은 새의 크기 날개의 

비율, 새 몸의 특징들 같은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특
정한 종류의 새로부터 캡쳐된 데이터가 다른 종류의 새

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종류,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를 위해 제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도전해 볼

만한 연구 과제이다. 
 우리는 새의 날개짓에 의한 비행 이외의 높이 날아

오르거나, 급하강 하는 것, 공중에서 날개짓을 하며 정

지해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동작들을 캡쳐하고 싶었

지만 실내 공간에서의 캡쳐로는 불가능 하였다. 이러

한 다양한 동작들을 참조할 모션 캡쳐 데이터 없이 시

뮬레이션 하도록 하는 것 역시 미래의 좋은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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