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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많은 응용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캐릭터는 변화된

상황이나 물체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며 사용자에

게 친근감을 줄 수 있다. 특히 교육이나 엔터테인먼

트 분야에서 캐릭터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매

개체로서, 적절한 캐릭터의 동작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캐릭터가 사용자의 입력에 대하여 적응적인

반응을 생성하는 등 사용자-캐릭터간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용자의 응용서비스에 대한 몰입

감을 배가 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캐릭

터의 사실적이고 적합한 행동 생성은 컴퓨터 그래픽

스 또는 HCI에서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어왔다.  

가상현실분야에서는 캐릭터의 사실적인 행동생

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캐릭터가 행동하면서 어떤 이동경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경로탐색(path planning), 걷는 행

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보행운동(locomotion), 물

체를 이용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물체조작

(object manipulation) 등에 대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캐릭터와 가상 물체간의 상

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으로는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심은

(embedded) 자율형 객체(smart object)를 이용하는

방법[1], 물체를 특징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물체와 에이전트사이의 상호작용 행동을

정의하는 방법(object categorization)[2], 에이전트

의 과거 경험을 통하여 상호작용 행동을 생성하는

행동유도성(affordance) 방법[3][4] 등이 개발되었

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주어진 3D 공간상의 기하학

정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추상화된 물체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반응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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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분야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가이드[5],

레고조립 가이드[6], 유물 가이드[7] 등 캐릭터를 이

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

행되어왔다. 이와 같은 응용서비스들은 주로 엔터

테인먼트 또는 에듀테인먼트용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실공간에 캐릭터를 증강하여 사용자와 함께 존재

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몰입감과 사실적인 느낌을

줌과 동시에 흥미를 유발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용된 증강현실 캐릭

터들은 인간형 에이전트로서 현실공간과의 적응적

반응과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현실에 공존하

는 듯 한 느낌을 증대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과 증강현실에서 캐릭터 행

동생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적 내용들

을 설명한다. 그리고 동적환경에서 캐릭터의 적응

적 행동생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 한다.

Ⅱ.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캐릭터
행동생성

가상현실에서 캐릭터의 행동생성은 컴퓨터그래픽

스의 운동계획(motion planning)분야로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는 물리 기반

의 2족 캐릭터의 보행운동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

다[8]. 이 연구는 실시간으로 걷는 행동을 생성하며

비교적 큰 외란에도 강건하게 균형을 유지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 법칙을 적용한

가상공간에서 캐릭터의 보행운동을 위해 캐릭터에

<그림 1>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물체와 캐릭터간의 상호작용[4]

<그림 2> (a) 인테리어 디자인 가이드[5], (b) 레고조립 가이드[6], (c) 유물 가이드 에이전트[7]

(a) (b) (c)

Available
objects

Bob Agent Bob

Object
Orange

action execution

action result

Stream: Color
• Red
• Orange

Stream: Shape
• Spherical

Stream: Smell
• Fragrant

Action: See
Sensations:
• Shape - Spherical
• Color - Orange

Action: Smell
Sensations:
• Smell - Fr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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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동역학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계

산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시

간 성을 위해 이러한 복잡한 물리적 모델을 단순화

시킨 역립진자 모델(inverted pendulum model)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PD

Control을 사용하며, 중력에 의해 생성되는 지면과

의 반력과 걷는 속도를 고려하기위해 자코비안 변환

을 이용하여 ‘걷는 속도’ , ‘스타일’ , ‘뒤로 걷기’ , ‘물

건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저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캐릭터의 행동 생성을 위해 물리적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모션 캡쳐 장비로 사람의 움직

임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모션합성

(motion synthesis) 방법도 있다.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는  모션합성 방법

을 이용한 보행운동 연구[9]가 진행되어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먼저

각기 다른 포즈로 걷는 동작을 캡처하여 모션필드

(motion field)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행동 가능한 후보 모션

들을 유사성에 따라 찾으며, 합성 과정을 통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장 적절한 행동

을 선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모든 행

동을 정확히 모델링하기 보다는 모션DB를 이용하여

유사한 행동을 찾아 자연스런 행동을 생성한다. 이

연구에서 구현한 보행운동을 이용하여 예측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도 경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확장하

여 단순한 보행 동작만이 아닌 ‘서기’, ‘뛰기’ 등 여

러 동작들이 포함된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션

합성 방법은 모션DB에 의존하므로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행동을 보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운동계획 연구에는 보행운동과 물체조작을

계획하는 연구도 있다[10]. 이 연구에서는 캐릭터를

단순화 시킨 모델을 이용하여 그래프 기반 탐색 기법

을 수행한다. 탐색방법은 보행운동을 위한 하체와 물

체조작을 위한 상체로 나뉘어져 있으며 임의의 모션

표본을 다수 생성한 후 이를 연결하는 행동 가능 그래

프를 만든다. 걷는 부분과 물체 조작 부분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며 그래프 탐

색이 정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급격히 변

화하는 동적 환경에서는 탐색을 실패할 확률이 크다.

Ⅲ.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캐릭터
행동생성

증강현실에서 캐릭터는 사용자와 교감하고 응용

<그림 3> (a) 물리 기반 2족 캐릭터 보행운동[8], (b) 모션합성을 이용한 보행운동[9], (c) 보행운동 및 물체조작[1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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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사회적 인터페이스로서의 MR 에이전트[11], (b) MonkeyBridge[12], (c) 유비 에이전트[13], (d) 기억기반 감성모델을 이용한 증강현실 캐릭터[14],
(e) EyePet[15], (f) 인지주의 모델기반 증강현실 캐릭터[16]

(a)

(b)

(f)

(d)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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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

스로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UCD(University College of Dublin)에서는

증강현실 캐릭터를 현실의 로봇위에 증강시켜 로봇

의 현실 상호작용 능력과 가상 캐릭터의 사회적 소

통 능력을 겸비하는 에이전트에 대해 연구하였다

[11]. 이 연구에서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아닌 평면

이동을 하는 바퀴 구동형 로봇이기 때문에 상호작

용측면에서 제한적이며 캐릭터의 사회적 소통 능력

은 개념적 구현으로서 단순한 응시와 인사만이 가

능하다.

TU Graz(Graz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는 증강현실기반의 캐릭터를 이용한 협동 게임에

대해 연구하였다[12]. 이 연구의 특징으로는 증강현

실 기술을 이용하여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직접 상

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하며 주

어진 현실물체의 특성에 따라 캐릭터가 시나리오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 또 다른 연구로 TU Graz에서

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에이전트 인지를 위한 BDI

(Belief-Desire-Intention) 모델을 이용한, 이종기

기간의 이주가 가능한 유비 에이전트(ubiquitous

AR agent)[13]를 개발하였다. 유비 에이전트는 이

벤트 기반의 행동결정 뿐만 아니라 추론엔진이 포

함되어 있어 사전(proactive) 행동결정이 가능하다.

증강환경에서의 캐릭터는 가상환경보다 현실과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에서는

증강현실 캐릭터의 감정을 모델링하여 사람과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14]. 감정 모델은 감정, 행동, 성격으로 구성되며

이전의 감정들이 축적된 후 다음 감정에 영향을 주

는 기억기반 감정 모델(memory-based emotion

model)이 연구되었다. 감정은 크게 공포, 기피, 분

노, 슬픔, 놀람, 즐거움의 여섯 개로 구성되며 사람

개개인을 인식하여 각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를 쌓

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상용화된 증강현실 게임으로는 SONY에서 개발

된 EyePet[15]이 있다. EyePet의 증강현실 캐릭터

는 다양한 상호작용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적합한

반응을 보여준다.

증강현실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현재의 영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증강된 정보 및 모델을 보

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캐릭터가 주의(attention)

된 대상을 선별하는 인지주의(perceptual

attention) 모델을 이용한 증강현실 캐릭터가 연구

되었다[16]. 이 연구는 증강현실 캐릭터가 주위의 물

체들 중 주어진 목표에 대한 적합한 물체를 선별하

고 그 물체에 대해서만 캐릭터가 상호작용을 함으로

서 지각 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Ⅳ. 토론 및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가상과 증강현실에서의 캐릭

터 행동생성 관련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금까

지 연구된 캐릭터들은 이미 정해진 물체와 행동패

턴을 가지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거

나 알지 못하는 물체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더욱이 증강현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델

링된 현실 물체에 대한 캐릭터의 상호작용은 어려

우며 이는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사실적인 느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캐릭터가 알지 못하는 물체에 대해 어떻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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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

었다. 이 연구들은 물체의 속성과 캐릭터의 행동정

보를 물체자체에 내포하여 캐릭터가 반응을 생성하

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3D 물체에 기하정보외

에 추가적 정보를 지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는

동적환경에서도 캐릭터가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

도록 기하정보를 이용한 캐릭터의 행동 생성 추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하여 지능화

된 캐릭터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몰입

감을 주어 응용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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