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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물리 기반 캐릭터의 저글링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저글링은 다양한 물체들을 복잡하게 

다루고 조작하는 기술이다. 이중에서 공 저글링은 여러 

개의 공들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받는 기술을 말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적절한 순간에 공을 올바른 속도로 던지고, 

또 떨어지는 공을 정확하게 받는 동작을 계속해서 수행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공이 

추가되는 상황에서도 저글링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정

해진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손의 궤적

을 생성하고 이에 맞게 캐릭터를 제어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저글링 이론을 바탕으로 물리 기반 시뮬레이

션에서 캐릭터가 저글링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을 제

어하는 방법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다. 걷기, 달리기와 같은 보행[2] 외에도, 

수영, 자전거 운전, 공 드리블과 같이 다양한 동작 제어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 물체

를 조작하는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 저글링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공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저글링을 실

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공을 던지

는 시점, 위치, 속도를 적절히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조건에 맞도록 공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캐릭터의 각 관절(joint)에 토크(torque)를 가하는 방

식으로 컨트롤 되는 물리 기반 캐릭터가 공 저글링을  

 

 
그림 1. 공 3개를 이용한 캐스케이드 저글링(3 ball cascade 

juggling). 캐스케이드 패턴은 양손이 각각 물체를 반대쪽 손

으로 같은 높이로 교차로 던져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2. 공 저글링 
 

저글링이란 다양한 물체를 다루는 공연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저글링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보통

은 물체를 던지고 받는 행위를 반복하는 토스 저글링

(toss juggling)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토스 저글링 

안에서도 다양한 물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공을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cascade) 저글링(그림 1 참조)을 가상 공간에서 제어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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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글링 이론 

 

캐스케이드 저글링에서 관련된 시간들이 만족해야 하는 

수학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1]. 

 (F+D)H = (V+D)B 

F는 공이 공중에 있는 시간, D는 공이 손에 있는 시간, 

V는 손이 비어있는 시간이며, H와 B는 각각 손과 공의 

개수이다.  

위 공식은 위의 변수로 사용된 시간들(F, D, V)이 모두 

일정한 저글링(uniform juggling)에 적용되는 공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손이 두 개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 하였으므로 H를 2로 고정하였고, D와 V를 실제 

저글링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하였다. 그 후, 

위 공식에 따라, B를 이용해 F를 계산하였다.  

 

3. 제어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 저글링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

은 손의 궤적(hand trajectory)을 만든 뒤 비례-미분 제

어기(PD controller)를 이용해 궤적을 따라가는 방식으

로 구성된다.  

 

3.1. 손의 궤적(hand trajectory) 생성 

 

공을 던지기 위해선 공을 잡은 시점(t)의 손의 위치( )

와 속도( )로부터 목표로 하는 위치( )와 속도

( )로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생성해야 한다. 목표 

위치는 미리 정의되어 있으며, 목표 속도는 2.1절의 저

글링 이론에 의해 계산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와 같다. 
t, , , ,   

에 의해 형성된 궤적은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으로 구

성된다. 직선 구간은 공을 던지기 위해 로 움직이

고 를 지나는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 를 지

나는 순간에 공을 놓는다. 곡선 구간은 	 과 직선구간

의 시작점을 잇는 베지에 커브 형태의 구간이다. 

공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도 목표 위치( )에 도

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에는 목표 위치를 목표 속도로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

라, 최대한 빨리 목표 위치에 도착해서 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목표 속도를 0으로 설정하고, 궤적의 형태

도 단순한 직선 형태로 생성한다. 따라서 궤적 생성에 

속도가 필요가 없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 ,  

공을 던지기 위해 움직이는 궤적의 경우 공을 잡는 순

간 한번만 계산된다. 하지만, 공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궤적은 공이 외부 충격에 의해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을 잡기 전까지 매 순간마다 

갱신된다. 

 

3.2. 궤적 추적(trajectory tracking) 

 

궤적 추적은 역운동학(inverse kinematics)과 비례-미분 

제어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다음 순간의 손의 위치

를 만족시키는 관절의 각도(joint angle)를 역운동학을 

이용해 구한 뒤, 이 값과 현재 관절의 각도를 이용해 비

례-미분 제어 방식으로 토크(torque)를 계산하여 캐릭

터의 각 관절에 적용한다.  

 

3.3. 공의 추가와 삭제 

 

새로운 공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공이 사라지는 경우 공

을 던지는 높이를 변경하고, 공을 던지는 타이밍을 새로 

조절해야 한다. 공의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저글링 이론

의 공식을 이용하여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변경된 높이

를 바로 양손 모두에 적용하면 공을 던지고 받는 패턴

이 망가져서 공이 충돌하거나, 공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된다. 

공을 추가하는 경우는 한 손부터 차례대로 공을 던지는 

높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 오른손

의 던지는 높이를 증가시킨 뒤, 오른손에서 증가된 높이

로 던져진 공이 왼손에 도달한 순간부터 왼손의 던지는 

높이를 증가시키면 된다. 공이 삭제되는 경우도 마찬가

지로 한 손부터 높이를 낮추면 된다. 단, 오른손도 삭제

된 공의 다음 공부터 높이를 줄여야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의 개수가 변하거나, 공중에 있는 공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캐릭터가 저글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 알고

리즘은 공이 캐릭터가 잡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

하여 저글링을 계속 하였으며, 공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

어드는 상황에서도 동작하였다.  

그러나, 충격에 의해 공의 잡는 시점이 과도하게 빨라지

거나 느려질 경우,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공을 놓쳐 

저글링을 실패하였다. 또한, 사람에 의해 정의된 파라미

터를 사용하였고, 단순한 커브와 선형 궤적을 역운동학

을 이용해 추적하는 방식으로 제어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움직임과 달라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 하기 위해 최근 캐릭터 제어 방법

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심(data-driven) 제어 방법이나, 

심층 강화 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등을 시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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