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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연스러운 사람의 동작은 어떤 암시적인 규칙을 가지

게 된다. 단위 동작들을 이용해 긴 동작을 만들어낼 때 

이런 규칙들을 이용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

어 낼 수 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동작 규칙을 정

의하고 이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동작들을 생성한다. 동

작 규칙을 사용해 생성된 동작들은 기존의 방법으로 생

성된 동작들과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다양한 환경에 알

맞은 동작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새로운 방법은 

복잡한 환경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캐릭터를 훨씬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한다. 

 

1. 서론 
 

모션 캡처 기술이 발달하면서 풍부한 양질의 동작 데이

터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기반 애니메이

션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동작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

동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캡처

된 단위 동작들을 연결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동작 그래프가 제안되었다[1]. 동작 그래프

(motion graphs)는 일종의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로 정규 문법(regular grammar)의 표현력을 

지닌다. 정규 문법보다 표현력이 뛰어난 문맥 자유 문법

(context-free grammar)을 이용하면 좀 더 계층적으로 

동작을 다룰 수 있게 되고 장기적인 동작 생성을 효율

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 동작 문법 
 

2.1. 확률적 문맥 자유 문법 

 

문맥 자유 문법은 그보다 상위 계층인 문맥 자유 문법

에 비해서 구현과 계산이 훨씬 쉬워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정의하기 위하여 확률적 문맥 자유 문법을 사용

한다. 확률적 문맥 자유 문법(probabilistic context-

free grammar)은 생성 규칙(production rules)들에 확

률이 정의되어 있는 문맥 자유 문법이다. 각 중간 기호

(non-terminal symbol)들을 확장할 때 어느 생성 규칙

이 사용될지를 확률적으로 결정한다. 

 

동작 문법은 확률적 문맥 자유 문법으로 각 말단 기호

(terminal-symbol)가 분류된 단위 동작 데이터를 의미

하게 되고 중간 기호들은 추상화된 동작 시퀀스를 의미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걷기’,’뛰기’,’제자리에서 회전’ 등

이 말단 기호가 되고 ‘물건을 집다’, ‘상대방을 피해서간

다’ 등이 중간 기호가 된다. 시작 기호로부터 말단 기호

만 남게 될 때까지 생성 규칙들을 적용하여 말단 기호

들을 얻어내고 각 말단 기호에 해당하는 동작 데이터들

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동작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규정

을 준수하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2.2.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 

 

환경에 알맞은 동작은 훨씬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를 위

하여 우리는 문맥 자유 문법에 환경을 추가하였다. 환경

은 동작 문법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 주위의 환경을 말

하는데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물건들의 상대적인 위치, 

상대 캐릭터의 위치, 현재의 시간 또는 과거 어떤 사건

과의 상대적인 시간 등이 환경의 요소로써 사용된다. 

 

환경은 동작 규칙의 생성 규칙들에 정의된 확률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확률이 0이 되면 특정 생성 규

칙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올바른 동작 생성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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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작 평가 

 

양질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된 

동작들을 평가한다. 먼저 매끄러운 동작을 보장하기 위

해서 각 동작 클립의 연결지점에서 연결된 동작 시퀀스

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주어진 동작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생성 규칙들

의 확률들의 곱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동작의 말단 기호들이 얼마나 우리

가 원하는 대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적절한 상수를 곱하고 더해 동작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가장 평가가 좋은 동작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역적 점프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Reversible Jump Markov Chain Monte Carlo)를 

이용했다. 임의로 동작 규칙을 확장하여 얻은 초기값을 

이용하여 많은 무작위 행보를 통해 최적 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2가지 방법의 점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생성된 동작의 나무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말단 기호에 연관된 동작 데이터를 교체하는 것이다.  

각 말단 기호는 그와 관련된 많은 모션 데이터 중에 하

나를 임의로 고르게 된다. 두 번째로는 생성된 동작의 

나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생성된 동작의 중간 기호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다시 생성 규칙을 적용하면 

기존의 동작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 일부만 다른 동

작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위 두 가지 점프를 적용하여 

얻은 동작 샘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과정을 반복

하여 좋은 품질의 동작을 얻을 수 있다. 

 
3.2. 실시간 동작 편집 

 

실시간에 동작 편집은 현재 주어진 동작에 약간의 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현재 동작과 유사하면서도 제약 조건

을 만족하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찾는 것이다. 동작의 구

조를 바꾸는 이산 편집과 동작의 경로를 편집하는 연속 

편집과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다[2].  

우리의 동작 문법은 이중 이산 편집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모션에서 수백 번의 마르

코프 스텝을 수행하면 현재 모션과 유사하면서 제약조

건을 만족하는 동작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라플라시안 

편집 기법을 이용해서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도

록 편집하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생성한 농구 동작. 골대에 충분히 접근한 후 슛을 하

고 있다. 

 

4. 결론 
 

우리는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문법 규칙과 그를 이용

해서 동작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

여 기존의 동작 생성 알고리즘이 다루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여러 캐릭터의 

상호 작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작 규칙을 만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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