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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는 어떻게 움직이나?

물리적 요인
    무게, 힘, 속도

생리적 요인
    골격, 근육, 힘줄, 피부

문화/심리적 요인
    스타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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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는 어떻게 움직이나?

지각 능력
    시각, 청각, 촉각

사고 능력
    고수준 행동 양식

운동 능력
    수백 개 근육의 정교한 상호작용



원리와 관찰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가 존재하는가?
    수식, 알고리즘, 절차, 규칙, 제어기,
    물리 법칙, 최적의 원리
    세포 단위 중앙 패턴 생성기

아니면, 과거에 본 것을 단순히 따라 하는가?
    모션 캡쳐, 근전도계, 지면압력측정기
    데이터 기반, 통계적 분석, 기계 학습 



모션 캡쳐



원리와 관찰

원리의 복잡성에 의한 어려움
   사고 깊이의 복잡성
    원리 구현의 복잡성
    계산의 복잡성

데이터의 크기에 의한 어려움
   무수히 많은 조건에 적절히 분포된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



균형을 유지하며 두발로 걷기는 어려운가?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균형
안정성
사실성
다양한 걸음걸이

이윤상, 김성은과 공저 (Siggraph 2010)



















주은정, 원정담, 최병국, 노준용, 최민규와 공저 (ACM ToG에 개재예정)

새의 날개짓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수퍼맨의 움직임도 만들 수 있나?

석광원, 카츠 야마네, 제시카 호긴스와 공저 (SCA 2010)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빠르게, 바닥에 착지



달나라 점프



더 높게, 물리적으로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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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면?

김만명, 현경렬, 김종민과 공저 (Siggraph 2009)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모두 같이 한꺼번에











군중은 어떻게 움직이나?

주은정, 이강훈, 최명걸, 박민지, 홍규연, 시
게오 다카하시와 공저
(SCA 2007, Siggraph Asia 2010)



비디오에서 사람의 움직임 추출











군중의 행동 양식 변환

?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섞으면?

* w1 *  w2 *  w3

?













미해결 난제로의 도전

의료 보행 분석 및 가시화
 뇌성마비 환자의 수술적 보정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모션 캡쳐 스튜디오
 수술 전의 보행 데이터로부터 수술 후 보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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