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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스와 로봇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물리 기

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

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 전략

과 사실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참조 모션 생

성과 추종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복잡한 움직임을 단순

화된 캐릭터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의 발에 

기반한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과 그 모델을 위한 제어 방법을 제

안한다. 사람의 발은 유일하게 지면과 접촉하며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발

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

어내기 위한 물리 기반 캐릭터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발 모델은 

대부분 한두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간단한 모델이었다. 그로 

인해 캐릭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동작의 한계

가 있었다. 우리는 실제 사람의 발에 기반하여 6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발 모델을 정의하였고, 그것을 기존 제어기에 추가하여 

발 세그먼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피드백 규칙을 적용하였

다. 그리고 우리의 발 모델과 간단한 제어 규칙을 정적 밸런스



 

ii 

 

(static balance)와 동적 밸런스(dynamic balance)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제어기가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션이 

가능해지며, 추종(tracking)과 균형 유지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인

다. 

 

 

 

 

 

 

주요어: 컴퓨터 애니메이션, 물리 기반 캐릭터 시뮬레이션, 이족 보

행 제어,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 발 제어 

학번: 2014-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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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2 사람 발의 뼈를 보여주는 해부도이다. 사람의 발은 전족

부(forefoot), 중족부(midfoot), 후족부(hindfoot), 세 무리로 

나눠지며, 각각은 발가락뼈(Phalanges), 발허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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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모션(Reference motion)과 시뮬레이션 되는 캐릭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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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도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 ３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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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물리 기반 캐릭터 시뮬레이션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영화 산업에서는 애니메이션과 특수효과에서 

실제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사용하

고 있으며,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사람과 유사한 동작

을 수행하며 다양한 외부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로 사용하

고 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의 운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것을 통해 환자에 대한 분석과 수술에 대한 결과 예측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봉한 영화[1]에서는 사람의 걸

음걸이가 복제 불가능한 최고의 보안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시뮬레

이션 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

나 상태의 자유도(DoF)보다 제어할 수 있는 구동기가 부족하다는

(underactuated) 특성과 복잡한 사람의 움직임을 단순화된 캐릭터로 

재현해내야 하는 한계 등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물리 기반 캐릭터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흉내 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션 종류에 특화된 단순한 법칙을 정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어기를 통해 외부 변화에 강건하게 대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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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 내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의 동작을 캡처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추종(tracking)

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람의 움직임을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것뿐 아니라, 오랜 기간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던 자연스러운 보행 동작 생성이 모두 가능해졌다. 그렇

지만 여전히 균형을 유지하며 따라 할 수 있는 움직임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춤 동작과 같은 모션들은 아직도 잘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동작들의 공통점은 주로 발과 지면과의 접촉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발과 지면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은 몸에 가해지는 유일한 외

부 힘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발은 이러한 지면반력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받는 유일한 신체 부위이며 발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지면반력

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발의 미세한 움직임에

도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발의 움직임이 

전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캐릭터에서 사용하던 

기존 발 모델들은 주로 한두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제어하기 

쉬운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사람의 발과 같

이 지면과의 접촉이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발 모델에 집중

하였다. 새로운 발 모델은 실제 사람의 발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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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반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발의 움직임을 위해 

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람의 발을 

해부학적으로 근사하고 다양한 발의 움직임이 가능한 다중 세그먼

트 발 모델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발 모델과 발의 움직임을 

위한 추가적인 제어 방법을 기존 제어기에 추가하여 정적 밸런스

인 발 끝으로 서는 동작, 외부 힘에 견디기 동작과 동적 밸런스인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기존 제어기가 개선 되는 것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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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관련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연스

러운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

지고 있었고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캐릭터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수의 자유도(DoF)를 가지

는 복잡한 캐릭터를 도립진자(inverted pendulum)와 같은 단순화된 

모델로 근사하여 제어하는 방법[2]이 사용되었고, 이 도립진자 모

델을 사용하여 걷는 동작[3]이나 달리는 동작[4]도 안정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특히 보행 동작을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Simbicon[5]은 유한 상태 기계

(finite state machine)기반의 포즈(pose) 제어와 발 위치(foot placement)

를 조절하기 위한 간단한 피드백 제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보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Simbicon

은 이후 많은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쳤고, Coros[6]는 중력을 상쇄

시키기 위한 가상의 힘(virtual force)을 사용한 Jacobian Transpose와 

상체에 대한 포즈를 변경하기 위한 Inverse Kinematics를 적용하여 

보행 속도 제어와 함께 보행 중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Lee[7]는 다양한 보행 모션 캡처 데이터를 추종하

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보행 제어 방법을 제

안하였는데, 이것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피드백 규칙에 의해 

실시간으로 참조 모션을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한 참조 모션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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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추종을 통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재현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보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Simbicon기반의 제어 방법들은 골반 부분의 관절을 통해 

발을 높이 들고 공중에 떠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실제 사람

의 걸음걸이보다는 쿵쿵거리면 걷는 듯한 보행을 만들어내게 된다. 

Macchietto[8]는 서있는 상태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형 운

동량(linear momentum)과 각 운동량(angular momentum) 기반의 규칙

을 정의하고, 참조 모션을 추종하면서 밸런스를 위한 규칙들을 만

족시키는 관절들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한 목적함수를 제안하였다. 

이 제어 방법은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강건한 밸런스 유지를 가능

하게 하였지만 발이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상위 레벨의 특징(feature)들로 표현하고 그것들

을 최적화는 방법을 통해 참조 모션과 오프라인 최적화 없이 다양

한 점프 동작과 걷는 동작들을 만들어낸 연구[9]와 PD 제어

(proportional derivative control)와 Jacobian Transpose 제어 방법만을 사

용하여 Inverse Dynamics와 실시간 최적화 과정 없이 이족 캐릭터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10]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절의 토크를 직접 제어하여 몸(body)을 움직이

는 방법 대신 실제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근육(muscle)을 통해 관절

을 구동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e[11]는 120개의 근육

을 사용해 사람의 정상적인 보행뿐만 아니라 근육 손상과 같은 환

자의 보행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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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어 방법들은 발 모델이 단순하여 발이 지면에 접촉하

는 상태가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밸런스를 유지하며 만

들어낼 수 있는 동작에 제약이 있었다. 발이 지면에 접촉하며 불안

정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발을 변형체(deformable body)로 정의

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12]도 제안되었지만, 이는 기존 대비 

충격 흡수 등에 개선은 있지만 여전히 실제 사람의 발과 같이 다

양한 형태로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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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목표 및 접근 방법 

 

 

발이 지면에 어떤 상태로 닿는지는 사람의 움직임을 재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의 발을 흉내 내어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도록 하였다. 이를 위

해 사람의 발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중 세그먼트 기반의 

새로운 발 모델을 제안하고 이 발 모델을 참조 모션 없이 특정 모

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간단한 제어 방법을 정의하여 기존 제어기

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발 모델을 위한 참조 모션이 없다

고 가정한 이유는 신뢰성과 재사용가능성 때문이다. 여러 개의 마

커(marker)를 발에 부착하여 발에 대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

이 크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많은 모션 데이터에는 발 

세그먼트에 대한 캡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존 모션 데이터를 그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

의 목표는 새로운 참조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하면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을 쉽게 제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사람의 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 모델을 제안하

고 그 발 모델을 제어할 수 있는 간단한 법칙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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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발 모델과 캐릭터 모델 

 

 

４.１ 기존 발 모델 

 

기존 물리 기반 캐릭터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던 발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그림 4-1). 발이 없는 도립진

자 모델(inverted pendulum model)과 발을 점 질량(point mass)으로 정

의한  선형 도립진자 모델(linear inverted pendulum model)이 사용되

었고, 질량을 가지는 한두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발 모델을 통

해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전 발 모델들은 주로 

걷거나 뛰는 동작을 위해 제어하기 위한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

였고, 제한된 동작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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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 기존 발 모델들을 나타낸다. 발이 없고 질량이 없는 다

리가 사용되었던 inverted pendulum model, 점 질량으로 발을 정의하

고 길이가 늘어나는 다리가 사용되었던 linear inverted pendulum 

model과 질량을 가지는 단일 세그먼트 형태의 발 모델과 발목 관

절로 발을 제어하는 모델이 사용되었다. 

 

 

４.２ 사람의 발 모델 

 

사람의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후족부(hindfoot), 중족부(midfoot), 전족부 

(forefoot) 세 부분으로 나뉜다[13]. 

그림 4-2에서 보듯이 전족부는 5개의 발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지발가락은 2개의 발가락뼈(Phalange), 나머지 발가락은 각각 3개

의 발가락뼈를 가지고 있다. 중족부는 다섯 개의 기다란 발허리뼈

(Metatarsal)와 발목뼈(Tarsal)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족부는 다리 정

강뼈(Tibia)와 연결되는 목말뼈(Talus)와 발꿈치뼈(Calcaneus)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발의 구조는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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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또한 걸을 때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렛대 역할도 수행한다[14].  

 

 

 

 

 

 

 

４.３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 

 

우리는 사람의 발에 기반하여 6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발 모

델을 제안한다. 이는 실제 사람의 발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이며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４-2 사람 발의 뼈를 보여주는 해부도이다. 사람

의 발은 전족부(forefoot), 중족부(midfoot), 후족부

(hindfoot), 세 무리로 나눠지며, 각각은 발가락뼈

(Phalanges), 발허리뼈(Metatarsals), 발꿈치뼈(Calcaneus), 

목말뼈(Talus)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지 출처: Wikipedi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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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4.2에서 설명했듯 사람의 발을 나누는 3부분과 같이 앞

뒤 축을 기준으로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로 나눈다. 전족부는 발가

락뼈(Phalanges)로 구성되며, 발끝으로 서는 동작이나 보행시 지면

을 밀어내는 역할과 몸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었을 때 균형

을 잡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족부는 발허리뼈(Metatarsals)로 구성되

며 발에서 제일 크고 발이 평평하게 지면에 닿아 균형을 잡는 역

할과 전족부, 후족부를 연결하여 안정된 상태의 발 모양을 유지하

도록 한다. 후족부는 발꿈치뼈(Calcaneus)로 구성되며 보행시 또는 

도약 후 착지 동작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과 무게 중심이 뒤쪽으

로 기울었을 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족부와 중족부는 

사람 발을 좌우로 나누는 축을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각각 2개의 

세그먼트로 나뉜다. (그림 4-3) 

 

 

 

그림 ４-3 사람 발에 기반하여 6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발 모델. 앞쪽부터 내/외측 발가락뼈, 내/

외측 발허리뼈, 목말뼈, 발꿈치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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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 다중 세그먼트 발을 사용한 캐릭터 모델  

 

우리의 발 모델을 포함한 캐릭터의 스켈레톤(Skeleton) 구조는 그

림 4-4와 같다. 몸 전체는 총 23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발은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 골반(Hip)을 제외한 모든 관절은 

3 자유도(DoF)를 가지는 구상관절(ball and socket joint)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４-4 다중 세그먼트 발을 사용한 캐릭터의 전체 스켈레톤

(Skeleton) 구조이다. 캐릭터는 총 23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왼발, 오른발은 각각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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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정적 밸런스 제어 방법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제어하는 정적 밸런스(static 

balance)를 위해 운동량 제어 방법[8]을 사용하였다. 이 제어 방법은 

캐릭터의 발이 땅에 고정된 상태에서 참조 모션을 추종(tracking)하

면서 외부 변화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발 

끝으로 서는 동작과 외부 힘에 견디기 동작을 수행하였다. 

 

 

５.１ 발끝으로 서는 동작 

  

발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서는 동작은 발이 지면과 닿는 부

분이 작아지며 발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 단순한 

발 모델을 사용한 물리 시뮬레이션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동작이

다.  

밸런스를 위한 운동량(Momentum) 제어기는 최적화를 통해 참조 

모션에 대한 추종(Tracking)과 밸런스를 위해 정의한 선형 운동량, 

각 운동량 기반의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는 관절들의 가속도를 

구하고, 이 가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토크(torque)를 계산하여 시

뮬레이션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 발-밸런스 토크 생성기(foot-

balance torque generator)를 추가하여 발 세그먼트들의 움직임과 추가

적인 밸런스를 위한 토크가 변화되도록 하였다. 시스템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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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그림 5-1 과 같다. 원하는 관절 가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토

크를 계산하는 Inverse Dynamics와 계산된 토크를 적용하여 캐릭터

의 상태를 갱신하는 Forward Dynamics를 위한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는 Virtual Physics[15]를 사용하였다.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어를 하게 된

다. 

 주어진 모션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상태(state)들로 구분한다. 

미리 정의된 상태는 발 전체가 땅에 닿는 평평한 발 상태(flat-

foot)와 뒤꿈치가 들어 올려진 상태(heel-off), 그리고 뒤꿈치가 

올라가기 직전 상태(pre heel-off)로 나뉜다. 상태들 간의 순서는 

평평한 발 상태->뒤꿈치가 올라가기 직전 상태->뒤꿈치가 올라

간 상태가 된다. 

그림 ５-1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위한 시스템 개요이다. 밸런스를 위

한 운동량 제어기에 발-밸런스 토크 생성기(Foot-Balance Torque 

Generator)를 추가하여 발 세그먼트들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밸런스를 

위한 토크가 변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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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토크 생성기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상태들 간에 전이, 즉 발 

세그먼트들의 움직임을 위한 토크를 만들어낸다. 이를 위한 피

드백 규칙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밸런스 토크 생성기에서 뒤꿈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균형을 잡

기 위한 상체 토크를 만들어낸다.  

 위에서 생성한 추가적인 토크들을 기존 제어기에서 얻은 전체 

관절 토크에 더하여 최종 토크를 구한 후, 그 값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발 토크 생성기(Foot Torque Generator)  

 발뒤꿈치를 들기 위한 피드백 규칙은 아래와 같다. 이 규칙은 

뒤꿈치가 올라가기 직전 상태에서 뒤꿈치가 올라간 상태로 전

이될 때 동작하게 된다. 

 

 𝜏toe =  𝑤𝑡 ((𝑅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𝑑) ∙ (𝑅𝑝ℎ𝑎𝑙𝑎𝑛𝑔𝑒𝑑)) 𝑟 (5.1) 

 

여기서 𝑤𝑡는 피드백 계수, 𝑅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은 발허리뼈(metatarsal)의 전

역 회전 행렬(global orientation matrix), 𝑑는 지향 방향 벡터(facing 

direction), 𝑅𝑝ℎ𝑎𝑙𝑎𝑛𝑔𝑒 는 발가락뼈(phalange)의 전역 회전 행렬, 𝑟은 

회전 축 벡터를 나타낸다. 즉 지향 방향에 대한 발허리뼈와 발가락

뼈가 이루는 각도에 비례하는 값에 적당한 피드백 상수를 곱하고 

회전축에 곱해 발가락 관절(toe joint)의 토크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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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뒤꿈치로 땅을 밀기 위한 피드백 규칙은 아래와 같다. 이 규

칙은 평평한 발 상태에서 뒤꿈치가 올라가기 직전 상태로 전이 

시 적용된다. 

 

 𝜏heel =  ((𝑤𝑐(𝑝𝑑𝑒𝑠 − 𝑝𝑐𝑜𝑚) + 𝑤𝑑(�̇�𝑑𝑒𝑠 − �̇�𝑐𝑜𝑚)) ∙ 𝑑) 𝑟 (5.2) 

 

여기서 𝑤𝑐 , 𝑤𝑑는 피드백 계수, 𝑝𝑐𝑜𝑚은 캐릭터의 무게 중심(CoM)

을 지면에 투영(Projection)한 값, 𝑝𝑑𝑒𝑠 는 무게 중심의 원하는 값

(desired value), �̇�𝑐𝑜𝑚은 무게 중심의 속도, �̇�𝑑𝑒𝑠는 무게 중심 속도의 

원하는 값을 각각 나타내며, 𝑑는 지향 방향 벡터, 𝑟은 회전축 벡터

를 나타낸다. 𝑝𝑑𝑒𝑠는 발의 중심 위치, �̇�𝑑𝑒𝑠는 0을 사용한다. 

 

 

밸런스 토크 생성기(Balance Torque Generator)  

발끝으로 서게 되면 지면과 접촉하여 몸 전체를 지지하는 영역이 

작아짐에 따라 현재 제어기에 정의된 방법만으로는 쉽게 균형을 

잃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체를 제어하는 추가적인 

밸런스 전략을 사용하였다. 밸런스 토크 생성기는 가상 힘과 가상 

토크를 사용하여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무게 중심(CoM)과 각 운

동량(Angular Momentum)의 변화를 제어[10]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

해 그래픽스와 로봇공학 분야에 밸런스 제어를 위해 널리 사용되

고 있는 Jacobian Transpose 제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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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위치에 가상의 힘과 가상의 토크가 가해진 것 같은 효과

를 내기 위한 내부 관절들의 토크를 계산하여 사용하게 된다. 

 

 무게 중심 위치와 속도에 대한 상체 제어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캐릭터의 무게 중심 위치와 속도, 각각의 에

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상의 힘 𝐹com 을 PD 제어(Proportional 

Derivative control)형태로 계산하고 이 힘이 캐릭터의 머리 부분에 

작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상체 관절들의 토크 

𝜏𝑢𝑝𝑝𝑒𝑟_𝑏𝑜𝑑𝑦를 계산한다. 

 

 𝐹com =  𝑤𝑝(𝑐𝑑𝑒𝑠 − 𝑐) − 𝑤𝑑�̇� (5.3) 

 

 𝜏𝑢𝑝𝑝𝑒𝑟_𝑏𝑜𝑑𝑦 = 𝐽(𝑝ℎ𝑒𝑎𝑑)𝑇𝐹𝑐𝑜𝑚 (5.4) 

 

𝑤𝑝, 𝑤𝑑는 상수이며, 𝑐는 캐릭터의 무게 중심 위치, �̇�은 무게 중심

의 속도를 나타낸다. 𝑐𝑑𝑒𝑠는 무게 중심의 목표 위치이며, 𝐽(𝑝ℎ𝑒𝑎𝑑)

는 캐릭터 머리 위치에 대한 상체 관절들의 자코비 행렬(Jacobian 

Matrix)이다. 

𝑐𝑑𝑒𝑠는 아래와 같이 구한다. 

 

 

 

𝑓𝑐𝐿 = 𝑝𝑚𝑒𝑑_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_𝐿𝑘 + 𝑝𝑚𝑒𝑑_𝑝ℎ𝑎𝑙𝑎𝑛𝑔𝑒_𝐿(1 − 𝑘) (5.5) 

 𝑓𝑐𝑅 = 𝑝𝑚𝑒𝑑_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_𝑅𝑘 + 𝑝𝑚𝑒𝑑_𝑝ℎ𝑎𝑙𝑎𝑛𝑔𝑒_𝑅(1 − 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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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𝑓𝑐 = (𝑓𝑐𝐿 + 𝑓𝑐𝑅)/2 (5.7) 

 

 𝑐𝑑𝑒𝑠 = ( 𝑓𝑐𝑥 , 𝑐𝑦 , 𝑓𝑐𝑧 ) (5.8) 

 

𝑝𝑚𝑒𝑑_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_𝐿 , 𝑝𝑚𝑒𝑑_𝑝ℎ𝑎𝑙𝑎𝑛𝑔𝑒_𝐿은 왼쪽 내측(medial side) 발허리

뼈와 발가락뼈의 위치를 나타내며, k는 상수로 여기서는 0.4를 사용

하였다. 𝑓𝑐𝑅은 오른쪽 발에 대해 왼쪽 발(𝑓𝑐𝐿 )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𝑓𝑐𝑥, 𝑓𝑐𝑧는 양쪽 발에 대한 중심점 𝑓𝑐 의 x, z축 좌표 값

이다. 𝑐𝑦는 캐릭터 무게 중심의 y축(수직 축) 좌표 값이다.  

이렇게 구한 토크는 상체를 움직임으로써 캐릭터의 무게 중심이 

지지 영역(support region)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 운동량에 대한 상체 제어 

밸런스를 위해서는 각 운동량에 대한 제어도 필요하다[10]. 참조 

모션에 대한 각 운동량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상 토크

(virtual torque)를 구하고 이 토크가 캐릭터의 머리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상체 관절들의 토크를 계산한다. 이것을 위한 식

은 다음과 같다. 

 

 𝑇𝑎𝑚 = 𝑤ℎ(𝐻𝑑𝑒𝑠 − 𝐻) (5.9) 

 

 𝜏𝑎𝑚 = 𝐽(𝑒)𝑇𝑇𝑎𝑚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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𝑤ℎ는 제어 상수, 𝐻𝑑𝑒𝑠는 참조 모션의 각운동량, 𝐻  는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캐릭터의 각운동량을 나타내며, 𝐽(𝑒)는 캐릭터 머리의 

방향(orientation)에 대한 자코비 행렬이다. 

이렇게 하여 상체를 움직임으로써 각 운동량의 에러를 보상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발-밸런스 토크 생성기에서 구한 토크들

을 기존 제어기에서 계산한 토크에 더하여 최종 토크를 얻게 된다. 

 

 𝜏∗ = 𝜏 + 𝜏𝑡𝑜𝑒 + 𝜏ℎ𝑒𝑒𝑙 + 𝜏𝑢𝑝𝑝𝑒𝑟_𝑏𝑜𝑑𝑦 + 𝜏𝑎𝑚 (5.11) 

 

𝜏는 기존 제어기에서 계산한 토크이며 𝜏𝑡𝑜𝑒 , 𝜏ℎ𝑒𝑒𝑙, 𝜏𝑢𝑝𝑝𝑒𝑟_𝑏𝑜𝑑𝑦, 𝜏𝑎𝑚

는 발-밸런스 토크 생성기에서 구한 토크들이다. 𝜏∗는 시뮬레이션

에 사용하게 될 최종 토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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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２ 외부 힘에 견디기 

 

외부 변화에 상호 작용 반응 동작이 개선되는지 보기 위해 외부

에서 미는 힘에 얼마나 강건하게 견디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

해 캐릭터의 머리에 특정 크기의 외부 힘을 0.1초 동안 가하도록 

하였다. 

 

운동량 제어 방법에 발 세그먼트들을 위한 추종(tracking)과 제약

(constraint)을 추가하였다. 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다(그림 5-2). 

 

 

 

추종은 발의 기본 포즈인 평평한 발(flat-foot) 형태를 참조 모션

으로 하여 발 세그먼트들에 대한 PD 제어를 추가하였다. 제약은 

그림 ５-2 외부 힘에 견디기 동작을 위한 시스템 개요이다. 밸런스를 

위한 운동량 제어기에 추종(Tracking)과 제약(Constraint)을 추가하여 

지면에 접촉하는 발 세그먼트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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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세그먼트들 중 지면에 닿는 각 세그먼트에 대해 지면에 고정 

시키는[8] 다음과 같은 균등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추가하였다. 

 

 𝐽𝑖�̈� + 𝐽�̇��̇� = �̂�𝑖 (5.12) 

 

 �̂�𝑖 = (
�̈�𝑑𝑒𝑠

�̇�𝑑𝑒𝑠
) = (

𝑘𝑎(𝑝𝑑𝑒𝑠 − 𝑝) + 𝑘𝑏(�̇�𝑑𝑒𝑠 − �̇�)

𝑘𝑐(log(𝑞−1𝑞𝑑𝑒𝑠)) + 𝑘𝑑(𝜔𝑑𝑒𝑠 − 𝜔)
) (5.13) 

 

𝐽𝑖는 i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자코비 행렬(Jacobian matrix)이고 �̇� , 

�̈�는 일반화 속도, 가속도(generalized velocity, acceleration)이다. 즉, 

(5.12)식은 관절 각도(joint angle)들의 일반화 가속도(generalized 

acceleration)와 공간상의 가속도(spatial acceleration)간의 맵핑(mapping) 

관계가 된다. 발 세그먼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속도 �̂�𝑖는 선형 가

속도 �̈�𝑑𝑒𝑠와 각 가속도 �̇�𝑑𝑒𝑠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위치와 각도에 

대해 PD 제어 형태로 계산한다. 𝑘𝑎 , 𝑘𝑏 , 𝑘𝑐 , 𝑘𝑑는 피드백 상수이며, 

𝑝𝑑𝑒𝑠는 원하는 세그먼트의 위치 값으로 참조 모션에서 얻은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위치가 된다. �̇�𝑑𝑒𝑠는 0으로 설정하고, 𝑝, �̇�은 해

당 세그먼트의 현재 위치와 가속도가 된다. 𝑞 , 𝜔  는 세그먼트의 

현재 방위(orientation)를 나타내는 쿼터니언(quaternion)과 각속도

(angular velocity)를 나타내며, 𝜔𝑑𝑒𝑠는 0을 사용하고 𝑞𝑑𝑒𝑠는 지면에 

수직한 벡터의 방위에 해당하는 쿼터니언을 나타낸다. 즉, 위 제약

은 지면과 접촉하는 세그먼트의 위치가 가능한 원래 위치에 가까

이 가도록 하는 동시에 방위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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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동적 밸런스 제어 방법 

 

 

발이 지면에 떨어지며 움직이는 동적 밸런스(dynamic balance) 상

황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의 발 모델과 제어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장 대표적인 모션인 보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며 균형을 잃지 않고 걸어가기 위한 제어 방법을 위해 데이

터 기반 보행 제어기[7]를 사용하였다. 이 제어 방법은 다양한 스

타일의 걸음걸이를 만들어내면서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６.１ 보행 

 

사람의 보행은 입각기(stance phase), 유각기(swing phase)로 나누어

지며, 입각기에서 유각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끝으로 지면을 살짝 

밀어주면서 추진력을 얻게 된다.  

 

데이터 기반 보행 제어 방법은 이족(biped)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보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피드백 규칙에 의

해 실시간으로 참조 모션을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된 모션을 단순

한 추종 제어 방법을 통해 따라가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사실적

인 보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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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모션과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16]. 데이터 기반 보행 제어기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참조 모션에 작은 수정을 가한다. 모션 변조기

(Motion Modulator)가 이러한 수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참조 포

즈에서 안정적인 보행을 위한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타깃 포즈

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얻은 타깃 포즈를 추종하기 위한 토크를 계

산하여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 발 모션 변조기(Foot Motion Modulator)를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한 발 세그먼트 모션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개요는 그림 6-1과 같다. 

 

 

 

 

 

 

 

 

그림 ６-1 보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 개요이다. 데이터 기반 제

어기에 발 모션 제어기(Foot Motion Modulator)를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한 발 세그먼트 모션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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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관절을 이용하여 지면을 미는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한 피

드백 규칙은 다음과 같다. 

 

 

 𝜃𝑡 = 𝜃 + 𝑤𝑎 ((𝑅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𝑑) ∙ �⃗�) 𝑠(𝑡) (5.14) 

 

𝜃𝑡는 새로운 타깃 포즈, 𝜃는 현재 참조 포즈, 𝑅𝑚𝑒𝑡𝑎𝑡𝑎𝑟𝑠𝑎𝑙는 발허

리뼈의 전역 회전 행렬, 𝑑는 지향 방향 벡터, �⃗�는 지면의 지향 방

향에 대한 벡터, 𝑠(𝑡)는 입각기 동안의 전이 함수(transition function)

을 나타낸다.  

위 피드백 규칙은 발허리뼈와 지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그 값

에 전이함수를 통해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여기에 

작은 피드백 상수 𝑤𝑎를 곱하여 얻어낸 값을 참조 포즈(𝜃)에 더하

여 최종 타깃 포즈(𝜃𝑡 )를 얻어내게 된다. 사용한 전이함수는 아래

와 같은 모양(그림 6-2)으로 자연스럽게 발가락을 들고 내리는 모

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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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2 입각기(stance phase) 동안에 내측 발가락(big toe)

을 제어하기 위한 전이함수(transition function). 발가락을 들

고 내리는 변화를 통해 입각기에서 유각기로 넘어가는 시

점에 발가락으로 지면을 미는 동작이 서서히 변화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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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장 결과 

 

 

７.１ 발끝으로 서기 

 

발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서는 동작을 위해 카네기멜론 대학

교 모션 캡처 데이터베이스(CMU Motion Capture Database)[17]에서 

얻은 그림 7-1과 같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참조 모션으로 사용하였

다. 

 

 

 

 

우리의 발 모델을 적용하고 앞에서 설명한 발 세그먼트 제어 방법

을 추가하여 그림 7-2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서 있다가 다시 발 전체로 딛고 서 있

그림 ７-1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위해 사용한 모션 캡처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참조 모션으로 하여 동작을 제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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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반복하며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연속 세 번의 반복 동

작까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의 반복 동작 이후에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게 되며 발 세그먼트의 모양도 최초 모양과 많이 다르

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７-2 발끝으로 서는 동작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우리의 발 모

델과 제어 방법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고 참조 모션을 재현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빨간색은 현재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세그먼트를 나

타낸다. 각 동작에 따라 접촉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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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２ 외부 힘에 견디기 

 

캐릭터의 머리에 0.1초 동안 미는 힘을 가한 후 밸런스를 유지하

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존 발 모델과의 결과 비교를 위해 하나의 세

그먼트로 이루어진 발 모델과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이 동일한 무

게와 크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외부 힘의 크기를 점점 증가시키면

서 실험해 본 결과 우리의 발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더욱 강한 힘

에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3과 7-4는 기존 

발 모델과 우리의 발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밀었을 때의 결과이다. 기존 단순 발 모델을 사용한 경우 그림 7-3

의 왼쪽 두 번째 포즈와 같이 발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발

의 앞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면 더 이상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18]. 그러나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을 사용하면 

이 순간에도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세그먼트의 관절을 이용해 여

전히 제어 가능성(controllability)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다중 세

그먼트 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 힘에 더욱 강건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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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７-3 기존 단순 발 모델을 사용하여 200N 크기의 미는 힘을 머

리에 가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발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

지면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밸런스를 잃게 된다. 

우리의 발 모델과 동일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는 발을 사용하였다.  

그림 ７-4 우리의 발 모델과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200N 크기의 미

는 힘을 머리에 가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발뒤꿈치가 지면

에서 떨어지지만 여전히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세그먼트들의 관절을 

이용하여 제어 가능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단순 발 모델

을 사용한 경우와 다르게 밸런스를 잃지 않고 다시 서 있는 포즈로 

돌아가게 된다. 빨간색은 현재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세그먼트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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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３ 보행 

 

자연스러운 보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과 

발가락으로 미는 동작(toe push)을 추가하여 그림 7-5와 같은 시뮬레

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사람의 정상 보행(normal gait)에서

와 같이 입각기(stance phase)의 발이 뒤꿈치가 땅에 부딪치고(heel 

strike), 발바닥이 지면과 평행하게 닿고(flat foot), 발가락이 지면에

서 떨어지는 단계(toe off)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입각기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추가적인 개선점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6은 기존 단순 발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행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의 결과이다. 참

조 모션과 실제 시뮬레이션 되는 캐릭터의 위치가 차이 나는 것을 

그림 ７-5 우리의 발 모델과 제어 방법을 추가하여 얻은 보행 시뮬

레이션 결과이다. 빨간색은 현재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실제 사람의 정상 보행에서와 같이 입각기의 발이 만들어

내는 동작 시퀀스(heel strike->flat foot->toe off)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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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이는 참조 모션의 보행 속도를 완벽히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게 중심 궤적(CoM Trajectory)의 모

양도 참조 모션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발 모델과 발가락으로 미는 동작을 추

가한 후 동일한 보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면 그림 7-7과 같이 

참조 모션의 보행 속도를 유사하게 따라가며 무게 중심의 궤적도 

비슷한 모양을 보이게 된다. 이는 실제 사람의 보행과 더욱 유사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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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７-6 기존 단순 발 모델과 데이터 기반 보행 제어기를 통해 

보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보행이 진행될수록 참조 모션

(Reference motion)과 시뮬레이션 되는 캐릭터의 위치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참조 모션의 보행 속도를 완벽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게 중심 궤적(CoM Trajectory)의 

모양도 참조 모션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７-7 우리의 발 모델과 제어 방법을 통해 보행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 결과이다. 기존 발 모델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참조 모

션의 보행 속도를 유사하게 따라가며 무게 중심 궤적도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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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８장 논의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사람의 발에 기반한 다중 세그먼트 발 모델과 그 제

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제어기에 쉽게 추가할 수 있으

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제어기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

선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

게 해준다.  

둘째, 외부 변화에 더욱 강건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자연스러운 보행 시뮬레이션을 생성해 낼 수 있다. 

 

제약 사항으로는 관절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

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힘에 견디기 동작의 경우 지면과 접촉

하는 세그먼트의 수만큼 제약(constraint)이 증가하여 기존 단순 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대비 약 2.5배 느려졌고, 보행 시뮬레이션의 

경우 기존 대비 약 1.2배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속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는 특정 모션에 특화된 제어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모션마다 필요한 발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제어 방법을 정의하

고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 발의 기능을 상위 

단계에서 추상화하고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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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함으로써 일반화된 방법으로 더욱 다양한 사람의 모션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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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ped control using a multi-segment 

foot model  

Seokjae Lee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standing and reproducing the human movement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computer graphics. To keep balance of the biped character 

like human and generate natural looking movements in physics based 

simulation, it needs creating reference motions and tracking & balance 

strateg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enerate complex human movements 

by using simplified character. In this thesis, we propose multi-segment foot 

model based on the human foot and control methods for it. The foot is the 

only part of the human body that is affected by the ground reaction force 

directly. In this reason, the contact state of foot with the ground is critical to 

maintain balance and to generate movements. However, widely used human 

dynamics model to reproduce human movements has the simple foo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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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s of one or two bodies. We define new foot model consisting of six 

segments based on the human foot and apply the feedback rule to generate 

the motion of foot segments to incorporate our foot model into existing 

controllers. We demonstrate three motions with our foot model such as tiptoe, 

locomotion and static balance to show that tracking and balancing 

performance of the controller improves. 

Keywords: Computer Animation, Physics Based Character Simulation, 

Biped Locomotion Control, Multi-Segment Foot Model, Foot Control 

Student Number: 2014-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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