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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상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기

하여 사람의 움직임에 한 정보를 획득하여 가상의 캐릭터에게

용한다.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서 조 만 변화가 있어도 새롭게 그

동작에 한 정보를 획득해야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상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기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새로운 움직임을 생성하기 해서 기

존의 동작들을 바탕으로 수학 으로 모델링을 한다. 한 동작은

개인의 스타일 다양한 요인들에 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

수들이 수학 모델링에 포함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움직임인 걸음걸이를

생성하는 방법에 하여 제안한다.개인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음걸이들을 수학 으로 모델링하고,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새로운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다.그리고 원하

는 동작을 생성하기 하여 걸음걸이 분석을 기 로 하여 최 화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제안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

여 생성된 걸음걸이와 실제 걸음걸이 사이의 오차 분석을 수행

하 다.

주요어 :걸음걸이,모션 모델,모션 생성,텐서,애니메이션

학 번 :2012-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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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1연구 배경 목표

가상의 캐릭터를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은 고, 화 교육 등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움직임을 만들기 해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모션캡쳐를 통하여 실제 사람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 하

는 것이다.하지만 원하는 움직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를 경

우 다시 모션캡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 같은 사람의 움직임을 생성하기 해서 많은 연구가 진

행 이다.하지만 부분의 생성 방법들이 개인의 스타일 등 다양한 요

소에 의한 움직임의 변화들에 해서 생성에 제 로 반 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 은 사람 자체가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한 움직임에 변화와 다용한 요소들 사이의 계에 하여 정의를 할 수

없다는 이다.

동작과 스타일 사이의 계를 수학 으로 정의하고,해당 동작의 스타

일이 바 었을 때 동작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이 특히 많이 연구되었

다.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은 단지 생성된 동작을 시각 으로 유사하다

고 보 을 뿐,정말로 생성된 동작이 해당 스타일 특징을 가지는지에

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한 많은 방법들이 사람의 움직임에 한 분석

보다는 수학 으로 새로운 생성방법을 찾는 것에 집 해왔다.

본 연구는 개인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른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람의 많은 자유도에 합한 수학 모델링 방법

과 사람의 걸음걸이에 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생성을 하는데 용시

키고자 하 다.일반 인 행렬 기반의 모델링의 단 은 다양한 요소들에

한 향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고차원 데이터에 합한 텐서 기반의 방법을 제안하 다.이러한

모델링은 개인의 특징과 속도에 의한 특징을 독립 으로 표 할 수 있다



-2-

는 장 이 존재한다.

한 새로운 걸음걸이를 수학 으로만 추정하는 방법과 달리 걸음걸

이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걸음걸이를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한

다.이는 향후 사람의 분석을 토 로 새로운 움직임을 생성하는데 있어

서 기 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그리고 생성 방법에 한 유효성을 단

하기 하여 개인의 특성을 유지하 는지 그리고 생성된 걸음걸이가 원

하는 속도와 일치하 는지에 하여 평가하 다.개인의 특성을 유지하

는지에 한 평가를 정량 으로 분석하기 어렵지만,개인 인식을 통하

여 간 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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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먼 2장에서는 모션 생성의 정의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에 한 표 인 방법에 하여 소개한다.3장에

서는 제안하는 생성방법에 앞 서 좀 더 정확한 걸음걸이 생성을 해 속

도에 따라 걸음걸이의 변화에 한 분석을 설명한다. 한 이러한 분석

을 통하여 생성에 사용하기 해 속도에 따라 Stridelength와 Stride

time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4장에서는 제안하는 텐서기반의 방법

에 하여 논의하기 에 텐서를 이용한 간단한 수학에 하여 설명한

다.5장에서는 제안하는 걸음걸이 생성방법에 하여 논의하며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수학 으로 걸음걸이를 표 하는 다요인 걸음걸이 모

델,그리고 생성하고자 하는 걸음걸이를 해 새로운 특징을 추정하는

방법에 하여 논의 한다.6장에서 이러한 생성방법을 용한 실험결과

를 서술하 다.구체 으로 3가지 방법에 하여 일정한 속도의 걸음걸

이 생성결과와 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이러한 생성 결과를 시각 뿐만 아니라 정량 으로 분석하 다.끝

으로 7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장 과 단 ,그리고 향후 과제에 해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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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련 연구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기구학,동역학,그리

고 데이터 기반 생성방법으로 크게 나 수 있다[1].데이터 기반의 생성

방법은 움직임 데이터들을 기 로 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

식으로 실제 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 사용된다.본 논문

은 데이터 기반의 생성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생성방법과

련된 연구에 을 두었다.

가장 일반 인 생성방법은 움직임의 자세들 사이에 연결 계를 만드

는 모션 그래 (MotionGraph)이다[2][3].모션 그래 는 움직임들을 조

각(Clip)으로 나 고,각 조각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낸

다.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생성된 움직임이 기존의 움직임들의 재구성일

뿐 존재 하지 않는 움직임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다른 일반 인 방법은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다[4][5].

이러한 방법은 움직임들을 보간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여기서 스타일은 속도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 걸음걸이의 종

류(고양이 걸음걸이 등)가 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해당 스타일을 용하는데 실패하 다.사람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차원 데이터들에 하여 각 들은 개별 으로 보간

을 하게 된다.하지만 사람 들의 움직임은 연 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따라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차원화된 공간에서 보간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6][7].걸음걸이에 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을

수행하여 차원화된 계수들을 구하고 새로운 움직임에 하여 계수를

구하여 생성하 다. 한 독립성분 분석기법을 통하여 하나의 움직임을

많은 요소들로 분해하고,스타일에 한 요소를 추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8].하지만 이러한 행렬기반의 통계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람의 다양한 요소에 해서 제 로 표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요소와 고차원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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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합한 텐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텐서를 이용한 모델

은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데 Tucker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9].이러

한 텐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표 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0].그

리고 스타일과 사람의 특징을 독립 으로 표 하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

운 걸음걸이를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12].기존의 스타일을 토

로 간의 스타일을 만들기 하여 기존 스타일들의 특징으로부터 평균

을 통하여 간 스타일의 움직임을 만들었다.하지만 문제는 이 게 생

성된 움직임이 정말로 제 로 된 스타일이라는 보장이 없다.

제안하는 방법은 텐서를 이용한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

법에 감을 얻었다.사람의 많은 자유도로 인한 고차원의 데이터에

합하며,걸음걸이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에 한 수학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특징을 추정하는데 있어

서 불확실성에 한 해결을 해서 걸음걸이 분석 결과를 이용하 다.

속도에 따라 사람의 요소들(Stridelength,Stridetime)에 한 분석을

하고 새로운 특징을 추정하는데 활용하 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생성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서 시각

으로 단하 다.하지만 이러한 단은 개인의 주 이 들어갈 수 있으

며, 한 미세한 움직임의 변화들에 해서는 시각 으로 단하기 어렵

다.따라서 생성 결과의 평가를 하여 개인의 특징을 유지하 는지 그

리고 생성된 걸음걸이의 속도가 얼마인지에 해서 정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6-

III.걸음걸이 분석

실제 인 사람의 걸음걸이를 만들기 해서는 근본 인 걸음걸이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연구 목표인 다른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하여 속도에 따라 사람의 특정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하여 분

석하여야 한다.속도에 가장 크게 향을 주는 요소는 Stridelength

Stridetime이다.1주기 동안의 사람의 속도는 Stridelength와 Stride

time의 비로 구할 수 있다, 한 개인에 따라 같은 속도로 걷더라도

Stridelength와 Stridetime은 상당히 다르다.따라서 정확한 속도의 걸

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 개인에 따라 한 Stridetime과 Stride

length를 가져야 한다.

걸음걸이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로 Stridelength는 선형 으

로 증가하며,이에 따라 Stridetime은 비율 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분석

을 통하여 밝 졌다[13].이러한 속도에 따른 2가지 요소의 변화가 실제

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단하기 하여 모션캡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험을 하 다.총 5명의 실험자들에 하여 1주기 동안의 Stridelength와

Stridetime을 계산하 다.1주기를 분할하기 하여 양발 끝이 가장 거

리가 멀면서 왼발이 오른발의 앞에 오는 것을 keyframe으로 정의하고,

keyframe사이를 1주기로 정의하 다.이 게 1주기로 분할된 걸음걸이

의 시간을 Stridetime으로 정의하고,이동거리를 Stridelength로 정의하

다.그 결과 그림1처럼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보 으며,Stride

length를 1차식으로 모델링 하 을 때 약 1.7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사람의 2가지 속도의 정보만 알더라도 식(1)을 통하

여 다른 속도일 때 Stridelength와 Stridetime을 측하는 것이 가능하

다.이러한 결과는 5장에서 소개할 생성 방법에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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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속도에 따른 요소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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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텐서 Algebra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생성방법을 언 하기에 에 기본 인 텐서를

이용한 연산 기호에 해서 설명한다[14].

텐서는 행렬의 상 개념으로 행렬은 2차원 텐서에 해당된다. 한

행렬의 행과 열에 해당되는 것을 모드(Mode)라고 정의한다.그림2는 3

차원 텐서에서 각 모드를 설명한다.

한 텐서를 재배열하여 행렬로 표 하는 것을 행렬화(Matricization)

라고 한다.텐서

∈

××⋯×의 모드-n에 한 행렬화 은 텐서

의 ⋯에 해당하는 원소를 행렬의 에 해당되며 는 다음

의 수식으로 구해진다.

  
≠

  











 i f    or i f    and   

≠



⊓ 

(2)

그림 2.3차원 텐서와 각 모드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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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의 곱하기 연산처럼 텐서 한 행렬과 곱하기가 존재한다.하지만

많은 모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텐서와 행렬의 곱은 모드-n곱(Mode-n

Multiplication)이라고 불린다.텐서

∈

××⋯×와 행렬 ∈
×

의 곱은

× 로 표 되며 그 결과는


∈

×⋯××××⋯×

이며 각 원소들은 다음의 식으로 구해진다.

⋯ ⋯
 
  



⋯ (3)

이러한 모드곱은 한 교환 법칙이 가능하며,따라서 다음의 식이 만

족한다.



×× 


××


×× (4)

텐서와 행렬의 곱은 행렬화를 통하여 행렬의 식으로 표 가능하며 다

음과 같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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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텐서 기반 모션생성

본 에서는 텐서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

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동작을 기반으로 원

하는 동작을 생성할 때,기존 동작들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차원화

된 특징벡터를 통하여 새로운 특징벡터를 조합한다.하지만 이러한 조합

을 하는 방법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걸음걸이 분석을 통해서 얻

은 결과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안하는 방법의 특징이

다.

그림3은 제안하는 방법은 체 인 흐름도이다.먼 모션캡쳐 데이터

를 통하여 걸음걸이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통계 모델(텐서 모

델)을 통하여 학습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개인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벡터

를 추출하게 된다.그리고 만약 원하는 속도와 사람이 주어지면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Stridelength와 Stridetime을 추정하게 된다.이 게 추

정된 결과와 기존에 통계 모델을 통해 학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한 특징벡터들을 추정한다.그리고 최종 으로

원하는 걸음걸이 데이터를 만들어 새로운 걸음걸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

그림 3.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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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처리 과정

사람의 걸음걸이는 주기 으로 반복되기 때문에,1주기의 걸음걸이 데

이터만으로 해당 걸음걸이를 표 할 수 있다.1주기의 걸음걸이는 앞서

2장에서 설명하 듯이,양발사이의 거리를 기 으로 정의 하 다. 한

제안하는 방법은 텐서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걸음걸이

데이터들은 텐서로 표 가능하여야만 한다.하지만 사람의 걸음걸이는

개인마다 1주기 동안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텐서로 구성하기 하여

걸음걸이 데이터에 하여 시간을 일정하게 정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규화를 하여 LinearTimeNormalization를 이용하 다. 한

각 1주기의 걸음걸이 마커 치들을 정규화하기 하여 첫 번째 frame

몸통의 심을 원 으로 좌표 변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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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다요인 걸음걸이 모델

사람은 자유도가 상당히 높으며,속도에 따른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는 시간 정보,속도 정보 개인의 특징 정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에서 텐서를 이용할 경우 고차원의 정보를 주성분분석과

같은 행렬 기반의 방법에 비하여 효율 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처리과정을 통하여 각 걸음걸이데이터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는 데

이터로 정규화 된다.따라서 처리된 데이터들은 속도에 따른 걸음걸이

가 아닌 해당 속도에서의 시간정보를 제외한 움직임의 변화만을 포함하

는 정보이다.이러한 정보들을 고려하기 하여 그림4처럼 4차원 텐서


∈

×××를 구성하 으며,여기서 은 정규화 된 임 수,는

마커 치 정보,는 사람의 수,는 속도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게 구성된 텐서는 개인의 특징과 속도에 의한 특징을 다른 차원

으로 구성함으로써,각각의 특징에 맞는 향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

다.먼 기존의 걸음걸이 데이터

를 통하여 다른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하여 개인의 특징을 의미하는 특징 벡터와 속도의 변화를 의

미하는 특징벡터를 구하여야한다.이를 하여 TuckerModel을 이용하

그림 4.걸음걸이 정보의 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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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 × × 


∈

×××

∈

××× ∈
× (6)

여기서

는 코어텐서이며,는 모드 에 한 요인 행렬이다.코어

텐서

와 요인행렬 를 계산하기 하여 Alternative Least

Square(ALS)알고리즘을 사용하 으며,이는 식(7)에서처럼 Frobenius

norm F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min


⋯





× × × × 



 

∈

××× ∈
× or (7)

사람의 특징에 해당되는 행렬   
⋯
 


는 각각의 행벡터가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며,속도가 바 어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개인 인

특징을 의미한다.마찬가지로 속도에 의한 특징을 나타내는 행렬

  
⋯
 


은 개인과 련 없이 고유한 속도에 의한 특징을 의미

한다.따라서 걸음걸이 데이터는 사람의 특징벡터가 존재하는 부분공간

과 속도에 의한 특징벡터가 존재하는 부분공간을 통하여 표 가능한 것

이다. 한 텐서

의 데이터들이 연 계가 크다면 코어텐서


는 특

정부분에서 큰 값을 가지며,작은 값을 가지는 부분은 체 으로 데이

터에 미치는 향이 작기 때문에 보다 작은 차원인 로 효과 으로

차원축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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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행렬 는 각 모드에 특징을 의미하기 때문에,모델의 고려 상

인 개인의 특징과 속도에 의한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행렬을 제외한 나머

지 행렬은 코어텐서와 합쳐서 나타낼 수 있으며,텐서

는 식(8)처럼

간단하게 표 가능하다.




′× × 


′

× ×  (8)

텐서 분해를 통한 다요인 걸음걸이 모델은 사람의 특징과 속도에 의

한 특징을 독립 으로 표 가능하며,해당되는 특징벡터의 변경을 통하

여 워하는 걸음걸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그 결과 특정 사람의 특

정속도에서 걸음걸이 데이터 은 식(9)처럼 해당되는 특징벡터를 통하

여 구할 수 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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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걸음걸이 생성 용

다요인 걸음걸이 모델을 통하여 새로운 속도의 걸음걸이를 만들기

해서는 원하는 특징벡터에 한 추정이 필요하다.본 에서는 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와 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한 특징 벡

터 추정 생성방법에 해서 논한다.

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는 해당 속도에 해당되는

속도의 특징 벡터를 추정하는 것이 요하다.이러한 특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사용되는 Pseudo-Inverse를 이용한 모션 리타게

방법과 걸음걸이 분석 결과를 이용한 추정 방법에 하여 서술한다.

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의 특징벡터를 추정하고,다요인 걸음걸이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하

는 방법에 하여 서술한다.이 방식은 시간에 따라 원하는 속도들의 함

수가 주어지면,그 함수에 따라 변화하는 걸음걸이를 생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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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방법

5.3.1.1모션 리타 (MotionRetargeting)

그림 5.모션 리타게 의 [15]

모션 리타게 이란 특정한 움직임의 특징을 추출하여 다른 상에 이

특징을 달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를 들어 그림5처럼 사

람의 움직임을 로 에 용하는 것은 다른 모델에 동작을 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모션 리타게 의 한 로 볼 수 있다.

모션 리타게 을 이용한 생성방법은 다른 사람의 알지 못하는 속도에

한 특징을 추출하여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는 사람에게 달하는 것을

기 로 한다.

먼 알지 못하는 속도의 특정 사람의 걸음걸이 데이터를 이라고

하면,다요인 걸음걸이 모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식(10)로 표 가능하

다.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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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다요인 걸음걸이 모델에서 구해진 코어 텐서이며,는

특정 사람에 한 사람의 특징벡터이며,는 알지 못하는 속도에 한

속도의 특징 벡터이다.따라서 이러한 속도에 한 특징 벡터를 추정하

기 해서 식(11)은 다음과 같이 행렬기반의 식으로 변형 가능하다.

 



′×

 (11)

여기서 는 걸음걸이 데이터 행렬 을 재구성하여 벡터로 표

한 것이며,

′×

는 코어텐서

′과 사람의 특징벡터 의 모드 곱

의 결과 텐서를 행렬로 표 한 것이다.따라서 원하는 속도의 추정된 특

징 벡터는 Pseudo-inverse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




(12)

이 게 추정된 속도의 특징 벡터 와 이미 알고 있는 생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걸음걸이를 생성할 수 있다.

 

′×
×
 (13)

한 이 게 구해진 데이터들은 처리과정으로 인하여 시간 정규화

되었기 때문에,생성된 걸음걸이가 어떤 시간동안의 움직임인지 알아야

한다.이는 생성된 걸음걸이 데이터로부터 Stridelength를 구하고,원하

는 속도와 Stridelength의 비가 Stridetime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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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모션 보간(MotionInterpolation)

그림 6.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은 그림6처럼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의

다른 속도 걸음걸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람의 알고 있지 못한 속도의 걸

음걸이를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사람에 한 특징벡터는 이미 알고 있

지만 속도에 한 특징벡터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속도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 데이터의 변화는 쉽게

측 할 수 없다. 를 들어 2가지의 속도에 한 걸음걸이를 알고 있다

고 가정했을 때,이 2가지 속도의 간인 속도에 한 걸음걸이는 단지

두 속도의 특징벡터의 평균이 간의 속도에 해당되는 특징벡터라는 보

장은 없다.따라서 걸음걸이 분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특징 벡터를 추정하는 것이다.이를 해서 그림7처럼 분석을 통해 추정

한 Stridelength와 생성된 걸음걸이의 Stridelength를 최소화 하는 것

이다. 한 이러한 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조건으로 해

가 기존에 다요인 걸음걸이 모델을 통하여 획득한 속도 벡터의 스 라인

곡선 에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이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속도가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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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최 화를 통한 특징 벡터 추정

에 따라 데이터는 연속 이며,데이터의 변화 한 연속 일 것이기 때

문이다.

최 화를 통해 구한 특징벡터는 식(13)를 통하여 걸음걸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모션 리타게 방법과 달리 걸음걸이 분석을 통하여

Stridetime을 구할 수 있다.따라서 정규화 된 시간을 가지는 걸음걸이

데이터를 Stridetime만큼 역으로 Timewarping시킴으로써 최종 걸음

걸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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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방법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는 1주기의

걸음걸이 내에서도 속도가 변화해야 한다.이 게 각 순간 시간에서의

속도를 조 하기 해서는 식(6)의 을 이용할 수 있다.의 각 행벡

터는 1주기 내의 걸음걸이 데이터 에서 해당 순간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 다.따라서 각 의 행벡터에 따라 속도 변화에 의한 특징벡터들이

변화하여야 하며,이는 식(14)와 같다.



× 
 × × 

× 
 (14)

여기서 는 번째 임에서 걸음걸이 데이터를 나타내며,

는

코어텐서  는  행렬의 번째 행벡터이고,는 생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벡터,는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속도 해당시간의 속

도에 한 특징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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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험 결과

6.1실험 환경 데이터 정보

제안하는 생성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모션캡쳐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걸음걸이 데이터를 수집하 다.데이터 취득을 하여 차세

융합기술원의 VICON 모션 캡쳐 시스템을 이용하 으며,12 의 16메가

픽셀의 T160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5명의 사람으로부터 5가지

속도에 해서 걸음걸이 데이터를 획득하 으며,각 실험자들은 Plug-in

GaitModel을 따라서 그림8처럼 신체에 35개의 마커를 부착하 다.

그림 8.Plug-inGaitMode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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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5가지 속도에 한 걸음걸이 데이터에 하여 훈련데이터와 생

성 방법을 검증하기 한 테스트 데이터를 나 었다.여기서 검증을

한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데이터에 복되어 사용되지 않았다.훈련데이

터는 5명 원의 몇가지 속도에 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를 들어

15개의 데이터(5명 × 3가지 속도)가 훈련데이터에 사용되었다.그림9은

걸음걸이 데이터 하나를 나타낸다.

(a)t=0s (b)t=0.2s (c)t=0.4s

(d)t=0.6s (e)t=0.8s (f)t=1s

그림 9.실험에 사용된 걸음걸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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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모션 리타게 )

그림 10.모션 리타게 을 이용한 생성을 한 데이터

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 먼 걸음걸이 분석 결과

를 사용하지 않는 모션 리타게 방법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 다.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훈련데이터로써 5명에 하여 3가지 속도가 사용되

었다. 한 한 사람의 훈련되지 않는 속도에 한 걸음걸이 데이터를 이

용하여 해당하는 속도의 특징 벡터를 5.3.1.1에서 설명한 방법 로 추정

하 다.

추정된 속도에 한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사람 A)의 해당

속도에 한 걸음걸이를 생성해보았다.그 결과 그림11처럼 걸음걸이에

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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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0s (b)t=0.2s (c)t=0.4s

(d)t=0.6s (e)t=0.8s (f)t=1s

그림 11.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결과(모션 리타게 )

모션 리타게 은 생성한 걸음걸이 데이터의 Stridelength를 기반으로

Stridetime을 추정한다.만약 생성된 걸음걸이의 Stridelength가 개인에

따라 다른 특징을 반 하지 못한다면,생성결과는 더욱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걸음걸이 분석을 통해 얻은 Stridelength의 추정 값과 모션 리

타게 을 이용한 생성 결과의 Stridelength의 오차를 비교한 결과 7.618

로 상 으로 큰 오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모션 리

타게 은 비교 다양한 상황에 용이 가능하지만 다소 부족한 결과를

얻는 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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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분석 이용)

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서 5가지의 속도에 한 걸

음걸이 데이터 3가지 속도를 학습을 해 사용하 다.그리고 학습되

지 않은 속도를 생성하기 하여 5.3.1.2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하는 속도에 한 특징 벡터를 추정하 다.

생성결과 그림1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a)t=0s (b)t=0.2s (c)t=0.4s

(d)t=0.6s (e)t=0.8s (f)t=1s

그림 12.일정한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결과(분석 이용)



-26-

분석을 이용한 걸음걸이 생성방법은 모션 리타게 방법과 달리

Stride length와 Stride time을 추정가능하기 때문에 역으로 Time

warping을 Stridetime에 맞춰서 수행하면 된다.

정량 으로 생성된 걸음걸이 데이터의 정확도를 악하기 하여 실

제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속도로 걸었을 때 데이터와 생성된 걸음걸이

사이의 평균 오차를 분석하 다.총 5명의 사람과 5가지 속도의 데이터

를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통하여 평균 오차를 분석하 으며,오차

를 구한 방식은 식(15)과 같이 단일 임에서 마커의 평균 이 치

오차이다.


  








×




(15)

여기서 는 사람의 걸음걸이의 마커 치 벡터,는 생성된

마커 치 벡터,는 정규화 된 임 수,는 마커의 개수이다.그

결과 약 ±의 치 오차가 존재하 다.

하지만 이러한 치 오차만으로 생성된 걸음걸이에 하여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본 연구의 목표인 개인의 특징을 유지하 는지

한 생성된 걸음걸이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 에 하여 생성 결과에 한 분석을 하 다.

(1)생성 목표의 속도와 생성된 걸음걸이 속도의 차이

(2)개인의 특징을 유지 하 는지에 한 평가

(3) 치 기반의 생성이 각에 미치는 향

먼 (1)에 한 속도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로 매

우 정확한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했다고 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에 한 평가는 정량 으로 표 하기 상당히 어렵다.개인

의 특성을 유지하 는지에 한 수치 인 평가는 아직까지 공식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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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orm 2-norm 주성분분석

인식률 100% 100% 100%

표 1.개인 특성 유지에 한 간 인 평가

이 없고 기 한 없다.이러한 것과 유사한 표 인 련 연구는 개

인을 인식하는 것이다.개인을 인식한다는 것은 개인의 특징을 수학 으

로 정의하고,정의된 특징을 이용하여 구와 가장 유사한지 간 으로

단하는 것이다.만약 생성된 사람의 걸음걸이가 비교 개인의 특징을

유지하 다면,생성된 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5명 생성하고자 했던 사

람의 걸음걸이와 가장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하지만 인식에 련해서도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온다.

따라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마커 치 사이의 2-norm 거리와

1-norm거리 그리고 가장 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Analysis)을 사용하여 개인 식별을 하 다.그 결과 표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치 기반의 생성이 비록 치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지만,

각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 측 할 수 없다. 치를 최소화하는

과 각을 최소화하는 에는 각 장단 이 있지만,무엇이 좋다고

정의할 수 없다.그러므로 치 오차를 최소화하는 인 제안하는 방

법이 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그림13,14는 실제 걸음걸이의

각과 생성된 각의 차이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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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왼쪽 무릎 각 x축 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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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왼쪽 무릎 각 y축 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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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왼쪽 무릎 각 z축 회 변화

그림 13.실제 걸음걸이와 생성된 걸음걸이의 무릎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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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실제 걸음걸이와 생성된 걸음걸이의 엉덩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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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실제 애니메이션 로 등을 한 걸음걸이를 생성할 때,일정한 속

도의 걸음걸이 이외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속도로 변하는 걸음걸이가 필

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는 느린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필수 이다.따라서 5.3.2에서 설

명하 던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원하는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

하도록 하 다.실험으로는 그림15에서처럼 속도가 약 0.82에서 1.5

로 진 으로 증가하는 걸음걸이를 생성하도록 하 다.

그 결과 그림16에서 볼 수 있듯이 진 으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

가하는 걸음걸이를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림 15.생성하고자 하는 변화하는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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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0.5s (b)t=1s (c)t=1.5s

(d)t=2s (e)t=2.5s (f)t=3s

(e)t=3.5s (f)t=4s (g)t=4.5s

그림 16.변화하는 속도의 걸음걸이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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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도의 걸음걸이를

생성하는 방법에 하여 제안하 다.주성분분석 독립성분 분석방법

과 같은 행렬 기반의 단 을 극복하기 하여 텐서를 이용한 통계 모델

을 사용하 다. 한 새로운 걸음걸이를 생성하기 해 통계 모델을 기

로 새로운 특징 벡터를 추정하는 방법에 하여 제시하 다.새로운

특징벡터를 추정하기 하여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Stride length와

Stridetime을 추정하 고,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특징벡터 추정이

가능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속도에 한 오차를 분석

하 으며,개인의 특성을 유지를 단하기 하여 개인 식별 에서

근하여 결과를 증명하 다.이러한 실험결과는 5명의 5가지속도에

한 걸음걸이를 바탕으로 증명되었다.

실험 결과가 비교 작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향후

실험을 통하여 결과의 유효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한 속도에 한 걸

음걸이 이외에 성별 다양한 변화에 해서 실험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텐서 기반 방법은 데이터들이 여러 데이터들이 서로 칭되듯

이 맞아야 텐서구성이 가능하다.하지만 이러한 은 실 으로 많은

제한조건으로 작용한다.따라서 만약 서로 칭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존

재할 때 이를 바탕으로 텐서 분해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하

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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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ofHumanWalking

atDifferentSpeeds

MingonKim

DepartmentofTransdisciplinaryStudies

GraduateSchoolofConvergenceScienceandTechnology

SeoulNationalUniversity

Inthefieldofcomputergraphics,themotionofvirtualcharacteris

madefrom thedataofhumanmovementwhichisacquiredbymotion

capture.Butthis process have two majorproblems.One is the

processneedsalotoftime.Theotheristhemotionisreacquired

dependingonvariationofhumanmotion.

Thus,manyresearcheshasbeendonetomakenew motionfor

virtualcharacterby using pre-acquired motion data.To make a

realisticnew motion,mathematicalmodelling should beapplied by

pre-acquired motion data. The model also provide explicit

parameterizedrepresentation ofhuman motion in termsofvarious

factor,especiallyindividualstyleandgaitvelocity.

In this paper,we suggestgaitsynthesis algorithm which is

generalmotion forhuman.The goalis modeling mathematically

individualcharacteristicandfeatureofgaitvelocity. Asaresult,the

modelcanbeusedtosynthesizenew gaitatdifferentspeedand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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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umanmotioninindividualstyleandgaitvelocitysubspace.To

estimatethefeaturevectorofdesiredmotion,optimizationalgorithm

isusedbasedonanalysisofhumangait.

Toprobeouralgorithms,wecomparederrorsbetweengenerated

gait and realgait.The individualstyle of synthesized gait is

indirectlyverifiedintermsofgaitrecognition.

keywords:Humanwalking,motionmodel,motionsynthesis,

tensor,animation

StudentNumber:2012-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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