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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large-scale crowd simulation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manipulating

interactive behaviors to minimize the computational cost for controlling realistic behaviors such as collision

avoida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large-scale realtime crowd simulation method using the affordance

and navigation potential fields such as attractive and repulsive forces of electromagnetic fields. In

particular, the model that we propose locally handles the realistic interactions between agents, and thus

radically reduces the cost of expensive computation on interactions which has been the most problematic

in crowd simulation. Our method is widely applicable to the expression and analysis of various crowd

behaviors that are needed in behavior control in computer games, crowd scenes in movies, emergent

behaviors of evacu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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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규모 군중행동 시뮬레이션은 영화나 애니메이

션 그리고 게임과 같은 영상콘텐츠[19] 분야뿐만 아

니라 긴급 상황(재난)시의 군중행동이나 건축설계,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집단행동의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각 개체들의 움직임을 사실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의 행동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접근방법과 유체역학 등을 기반으

로 하는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접근방법으로 움직

임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 접근방법은 

개체간의 상호 작용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특성 및 

상태 등을 상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 사실적이고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 할 수 

있다. 반면에, 멀티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에 

따른 움직임을 생성하는데 있어 많은 계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규모의 군중 행동 시

뮬레이션과 같은 거시적 환경에서의 움직임의 현상

을 해석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

이 있다.

한편,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접근 방법은 개별 

개체들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보다는 집단전체의 행

동특성에 관해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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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으로 움직이는 군중 행동이나 거시적 환경에 있

어서 개체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멀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

는 개별 개체의 다양한 특성 및 속성에 따른 미시적

인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

리고 동종의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단점과 개체간의 

상호작용을 대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

는 수식 및 함수의 표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대규모 군중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

한 분야에서는 멀티에이전트가 가지는 개별 개체의 

특성이나 성질에 따른 미시적이고 세밀한 행동 표현 

특성과 파티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군중 

행동의 현상 해석적인 표현 특성으로 하는 양쪽 모두

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는 군중행동 시뮬레이션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시적 접근방법 이나 미시적인 접근

방법중이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멀티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시

스템과 파티클 시스템의 역장(Force Field)개념을 기

반으로 하여 대규모 군중시뮬레이션에서 거시적인 

행동표현 특성과 미시적인 행동표현 특성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군중행동 시뮬레이

션의 고속화 기법과 이에 따른 다양한 행동 제어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중의 조종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계산 비용을 차지하는 에이전

트끼리 상호작용을 자기장과 같은 역장(Force Field)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핵

심요소이다. 이를 위해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도를 각 에이전트 특성에 따른 상태, 모양 및 크

기를 수식 형태의 포텐셜장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이

미지 기반의 개별 에이전트의 유도 포텐셜장(Affor-

dance Potential Field:이하 AF)형태로 변환하여 적

용한다. 각각 에이전트의 AF는 에이전트의 위치에 

맞게 가상공간에 맵핑된다. 에이전트는 항해 계획

(Navigation Planning)을 위해 가상공간상에 맵핑된 

AF를 바탕으로 항해 포텐셜장(Navigation Potential

Field:이하 NF)을 생성하고 자신의 여러 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생성된 NF 로부터 값을 읽어와 행동에 필

요한 조종력을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파티클 시스

템의 역장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군중시뮬레

이션에서 거시적인 행동표현 특성과 미시적인 행동

표현 특성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군중행동 시뮬레이션의 고속화가 가능하다.

2. 이전 연구

많은 수의 객체들에 대한 군중행동 시뮬레이션은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비디오 게임[1],

영화 등에서 그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로봇공학[2], 교통공학[3], 그리고 사회과학

[4]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군중행동 시뮬레이션 모델은 

크게 군중 모델의 접근방법과 특징에 따라서 군중의 

규모와 시간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군중 규

모에 따른 미지적인 모델은 주로 규칙기반 플로킹 

모델[5], 사회적인 힘 모델[6-7], 셀룰라 오토마타 모

델[8], 속도-장애물 기반 공식화모델[9] 등 다양한 방

법들이 제안되어왔다. 거시적인 모델은 주로 유체모

델[10-12]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스케일에 따른 군중시뮬레이션 모델은 적용

목적에 따라 장시간에 걸쳐 군중의 물리적인 특정보

다는 무형의 사회학적인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포

함한 인지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델과 단시간

적으로 섬세한 움직임의 패턴과 같은 군중의 물리적

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모델이 있다. 이들 모델은 

주로 자율형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상태

를 인지하고 또한 주위의 환경에 대해 동적으로 반응

하여 움직임을 생성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실제 군중 

행동의 비디오 정보로 부터 의미있는 흐름 정보를 

추출하여 그룹 행동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기

반 처리방법[13-14]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접근 방법은 미시적 영역에서의 에이전트 

움직임을 제어함으로 사실적인 움직임 표현에 중점

을 두었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규모의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가능하더라도 국

지적 영역에서 에이전트간의 충돌 및 교착상태에 빠

지는 문제점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비사실적인 움직

임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

로, Patil [15] 등은 군중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 사용자의 직접적인 스케치나 비디오데이터

에서 추출정보를 벡터장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대



110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7권 제9호(2014. 9)

Fig. 1. Flow diagram of crowd simulation based on affordance and navigation potential fields.

(a) Image of repulsive field (b) Force direction of

repulsive field

(c) Image of attractive field (d) force direction of

attractive field

Fig. 2. AF on agents and scalar potential fields of obstacles.

역적인 현상 및 그룹의 동적인 움직임을 경로 입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규모 에이전트에 가장 큰 연산 시간을 

차지하는 충돌처리 부분에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3. 유도 포텐셜장(AF)과 항해 포텐셜장(NF)

이 장에서는 제안한 가상 역장(Virtual Force

Field)개념을 이용한 대규모 군중시뮬레이션 시스템

의 흐름도와 AF와 NF에 대한 설명하고자 한다. 제

안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 1과 같다. 먼저,

사용자로 부터 에이전트 및 장애물과 같은 가상 환경

을 구성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이미지 또는 수식 입력 

값을 받아 AF를 생성하고, 생성된 AF는 가상공간상

의 오브젝트 위치에 맵핑하여 NF를 생성한다. NF는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을 위한 가상환경의 전체 포텐

셜장 이미지를 나타낸다.

AF는 자석이 자신의 주위에 일정크기의 자기장을 

만들고 상호간의 자극에 따라서 인력장(Attractive

potential field)과 척력장(Repulsive potential field)

을 형성하는 것처럼 에이전트나 장애물이 다른 에이

전트나 주변의 장애물과 상호작용을 위한 포텐셜장

으로 정의한다. 특히, 에이전트의 AF는 자신의 위치

에서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목표물을 찾기 위한 시계

장(Visual Potential Field)으로 간주한다.

이에 에이전트의 AF는 에이전트 상태에 따라 여

러 가지 심리적인 포텐셜장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태의 장으로서 표현한

다. 하나는 가상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

나 장애물에 대한 충돌회피를 위한 척력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이전트가 목표물을 찾아가기 위한 인

력장이다. Fig. 2(a)에서는 척력장으로서 포텐셜장의 

구배(Gradient)가 밖으로 나가는 형태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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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ex placement for

AF generation

(b) AF image of potential field

equation on each square vertex

(c) Applied AF image of potential

field equation on all vertices

Fig. 3. Generation of AF images based on the simple potential equation.

나타내고, Fig. 2(c)는 인력장으로서 포텐셜장의 구

배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

는 AF 모양이다.

최근, 이동로봇연구에서 목표경로 결정을 할 때 

포텐셜장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6,

17].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장애물 회피나 목

표 위치로 유도하기 위해 방정식 형태의 포텐셜장을 

적용하는데 이는 상태의 변화에 따 포텐셜장을 실시

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든지 혹은 오브젝트와의 상호

작용 범위가 바뀔 때 마나 새로운 방정식 모델을 도

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였다. AF를 이미지로 사

용함으로써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잡한 수식을 사

용할 필요가 없다.

• 에이전트의 심리적인 특징과 형태에 따라 자유

롭게 표현이 가능하고 만들기가 쉽다.

• 이미지 처리를 함으로써 보간이 용이하고 GPU

병렬처리를 통해 고속화가 가능하다.

NF는 에이전트끼리 또는 에이전트와 장애물과 같

은 오브젝트간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다. NF는 에이전트의 AF와 장애물AF 그리고 목적

지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장(Target Force Field)의 

AF 등을 가상 환경의 맵상에 텍스쳐로 맵핑한 전역

적인 포텐셜장의 이미지이다. NF는 에이전트의 목

적지이동과 에이전트간의 충돌회피처리 및 장애물 

회피 등의 상호작용을 이미지로  처리함으로서 기존

의 수식기반에 비해 획기적으로 계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는 다양한 상태 특성을 나타내는 

AF를 다중 레이어 NF에 나누어 적용함으로써 다양

한 심리상태의 조종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

3.1 유도 포텐셜장(AF) 생성과 항해 포텐셜장(NF) 

생성

유도 포텐셜장(AF)와 항해 포텐셜장(NF)는 가상 

군중환경에서 에이전트 및 가상 오브젝트와의 다양

한 상호작용적 특성을 GPU상의 컬러 버퍼 메모리에 

컬러 코드화된 포텐셜장 이미지(Color Coded Image

of Potential Field)이다.

AF생성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포텐셜장 방정식을 이용한 AF생성방법과 다른 하나

는 이미지편집 툴을 활용한 AF생성방법이다. 먼저,

포텐셜장 방정식을 이용한 AF생성방법은 AF를 생

성할 정점 정보와 식 (1)과 같은 가우시안 포텐셜 함

수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각 정점의 위치는 Fig. 3(a)

와 같이 정방형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각 정점은 가

우시안 포텐셜 함수의 결과값을 색상 값으로 하고 

정점 색상 보간을 통해 Fig. 3(b)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를 모든 정점들에 적용하면 Fig. 3(c)와 

같은 하나의 AF를 생성할 수 있다.

 





 

   

(1)

이 방법은 사전에 간단한 포텐셜장 방정식을 이용

하여 AF생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별한 이미지 편

집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두 번째 생성 방법은 이미지 편집 툴을 사용

한 AF생성방법이다. 이 방법은 AF를 이미지편집 툴

을 사용하여 직접 다루기 때문에 방정식을 이용한 

AF를 생성방법보다 빠르게 AF생성이 가능하다. 또

한,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복잡한 AF를 생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F생성은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위한 목적장과 가

상환경에서의 장애물장, 에이전트의 유도장 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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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pping of Agent AF onto NF.

Fig. 5. Mapping onto NF depending on AF properties by controling AF shape vertices.

Fig. 6. AF mapping onto multi-layered NF.

상환경의 맵상에 텍스쳐로 맵핑한 전역적인 포텐셜

장의 이미지이다. NF는 가상환경에서 에이전트 및 

장애물과 같은 오브젝트들의 현재 위치에 AF를 NF

의 그리드상에 맵핑하여 생성한다. AF는 NF에 맵핑

할 때에 에이전트를 포함한 각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AF의 영향도 범위를 조정하여 맵핑한다. Fig. 4는 

에이전트의 목적장을 NF에 맵핑한 포텐셜장 이미지

Fig. 4(a)와 에이전트의 충돌처리 척력장을 NF에 맵

핑한 포텐셜장 이미지 Fig. 4(b)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AF는 Fig. 5와 같이 NF에 맵핑할 때에 에

이전트나 오브젝트의 다양한 상태 및 특성에 따라 

스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모양을 조정하

여 NF에 맵핑된다. 그리고 NF는 Fig. 6과 같이 AF의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 다중 레이어로 NF생성하여 

에이전트의 상태나 특성에 맞게 NF의 포텐셜장 값

을 조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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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sor position of agents (b) Changes of center positions depending on agent velocities

Fig. 7. Sensor design of agents.

3.2 에이전트의 센서 설계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대규모 군중 시뮬레이션 환

경에서 적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행동하도록 에

이전트의 센서를 시야센서(Visual Sensor)로 간주하

여 에이전트의 속도 및 상태에 따라 위치나 감지 범

위가 적응적으로 변동 가능하도록 용장성있게 설계

하였다. Fig. 7(a)과 같이 에이전트의 주변 8방향(S1

∼S8) 센서는 근접 상황에서 충돌회피와 같은 상황

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전방(VS1∼VS3) 센서는 사람

의 이동속도에 따른 시야범위 조절과 같이 에이전트

의 속도에 증감에 따른 센서의 위치조절과 함께 전방

에 대한 사전감지를 통해 충돌회피 방향 전환과 감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전방 센서의 위치조

절은 진행 속도에 따라 에이전트의 중심에서 방사형

으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아닌 Fig. 7(b)와 같이 에이

전트의 진행 방향으로 속도에 비례해서 직선 방향으

로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간의 시야가 속도에 

따라 전방주시점이 멀어지고 시야범위가 좁아지는 

것과 같이 에이전트의 속도증가에 따라 센서 범위를 

전방으로 좁히고 속도에 비례해서 사전 충돌 처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4. 에이전트의 조종력 계산

에이전트의 조종력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

는 도착하기, 회피하기, 배회하기 등의 기본 행동 조

종력과 에이전트간이나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에 따

른 조종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에이전트의 기본 행동 조종력은 Reynolds[5]가 제안

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따른 조종

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NF에 의한 조종력이다. 에

이전트는 이 두 가지 조종력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형 결합하여 다양한 조종행동 표현이 가

능하다.

4.1 척력과 인력 계산

척력장은 에이전트간 혹은 벽과 같은 장애물을 피

해야하는 상황을 표현하기 적합한 장 (potential

field) 으로 Fig. 8(a)와 같이 장의 중심에서 바깥쪽으

로 에이전트를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킨다. 포텐셜장

의 힘을 계산할 때에는 구배법을 사용하여 스칼라값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형식이다. 이

를 간단한 정수 값으로 표현하면 Fig. 8(b)와 같다.

이 형태를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AF로 변환을 하게 

되면 Fig. 8(c)와 같은 표현된다. 척력장의 AF의 바

깥 끝 부분은 AF가 맵핑되기 전 NF의 컬러코드 초

기값과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아래의 식 (2)은 에이전트의 센서를 통해서 NF에 

매핑된 척력장의 이미지로부터 척력을 계산하는 식

이다.






∥∥


(2)

×

여기서, N은 에이전트의 센서 개수이고,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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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ce direction of repulsive

field depending on scalar gradient

(b) Example of simple integer

values of repulsive force

(c) AF image of repulsive field

Fig. 8. Representations of repulsive force.

Pos는 센서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다. AgentPos는 에

이전트의 현재 중심위치이다. 그리고 SensorValue

와 AgentValue는 각 센서 위치와 에이전트의 중심

위치에서 읽어낸 척력장의 크기 값을 나타낸다. 식 

(2)는 각 센서에서 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여 하나

로 합친 척력이다.

인력장은 에이전트 자신의 중심으로 다른 에이전

트를 끌어 들이는 힘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인력장

의 힘은 척력장의 힘 계산과 동일하지만 힘의 방향이 

역으로 향하도록 SensorValue와 AgentValue의 위

치를 바꾸어 반대가 되도록 하였다. 아래의 식 (3)은 

NF에 매핑된 인력장의 AF로부터 힘을 계산하는 식

이다.

 




∥∥


(3)

×

에이전트는 기본 행동 조종력과 NF에 의한 조종

력을 합산하여 조종 행동 제어에 필요한 최종 조종력

을 계산한다. 에이전트의 조종행동은 상황에서 따라 

하나의 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로, 충돌처리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어떤 조건을 보다 우선시 하는가 

혹은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에이전트 간 

충돌이 일어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이는 조종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

라 에이전트가 목적을 달성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조종행동을 결정하

는 최종 조종력 은 식 (4)에서와 같이 에이전트

의 기본 행동 조종력(B), 인력장의 조종력(A),척력장

의 조종력(R), 충돌회피 조종력(C)을 선형결합해서 

구한다. 각     는 에이전트의 상태에 따른 각각

의 조종력을 조절하기 위한 가중치이다. 이 가중치는 

어떤 조종력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에이전트의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따

라서는 다양한 조종력을 추가할 수 있다.

   (4)

4.2 충돌회피

본 논문에서는 충돌회피를 위해 AF, NF와 같은 

역장(Force Field)형식의 컬러코드화된 이미지를 이

용함으로써 기존 O(  )수준의 에이전트간 상호작

용 계산량을 O(N)수준의 실시간처리 방법을 제안한

다. AF를 이용한 충돌회피방법은 에이전트 자신이 

척력장과 같은 충돌회피를 위한 AF를 가지는 것이

다. 이는 에이전트를 움직이는 자성체로 간주하고 같

은 극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상호 회피하려는 동작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충돌회피는 사전충돌영역 감지단계와 이

를 기반으로 한 상호충돌회피 단계로 진행된다. 먼

저, 사전충돌영역 감지단계는 Fig. 9 (a)와 같이 동일

한 역장의 세기를 갖는 에이전트의 유도장 (AF)이미

지를 사용한다. Fig. 9(b)와 같이 사전충돌영역 감지

용 AF를 사전충돌 NF에 맵핑하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첩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색상 농도가 

높아진 영역이 나타난다. 이 영역이 사전 충돌감지영

역이다. 에이전트는 이 사전 충돌영역의 역장 값으로 

사전 충돌 영역을 감지할 수 있다. 사전 충돌영역의 

역장으로는 충돌회피를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Fig. 9(a)와 같이 에이전트간 거리가 멀거나 가깝더

라도 동일한 컬러코드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충돌회

피 움직임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상호충돌회피 단계에서 충돌회피를 처리한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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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entically-colored

agent AF for detecting

collision spheres in

advance

(b) Detection of collision

spheres between agents

through intersection after

NF mapping of collision

sphere detection AF

(c) Repulsive field AF

for handling collision

avoidance

(d) Calculation of collision

avoidance force be way

of agent sensors after

NF mapping of repulsive

field AF

Fig. 9. Collision avoidance by way of AF-based repulsive field.

(a) Target field NF
of oagent group A

(b) Target field NF
of agent group B

Fig. 10. Environment setting for cross simulation.

충돌회피 단계는 Fig. 9(c)와 같이 상호충돌회피를 

위한 에이전트의 척력장 AF를 이용해 상호충돌회피 

NF에 맵핑 후 Fig. 9(d)와 같이 센서를 통해 읽어드

린 척력장의 값으로 충돌회피 조종력 계산하여 에이

전트의 최종조종력에 선형결합형태로 적용된다.

  exp (5)

 
  



 (6)

충돌회피 조종력은 위의 식 (5)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N 은 에이전트의 전방 센서의 개수를 나타내

다. AgentValue는 에이전트 중심위치에서 척력장 

값을 나타내고, SensorValue(N)은 전방센서 위치에

서의 척력장 값을 나타낸다.  는 충돌회피 조종력

의 가중치 계수이다. 충돌회피 조종력계산은 식 (6)

와 같이 에이전트의 센서 위치에서의 척력장 값과 

에이전트의 중심위치에서의 척력장 값의 차를 지수

함수로 취하여 합하여 구한다. 여기서 지수함수를 취

한 이유는 에이전트 중심에서 척력이 가장 강하고 

거리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5. 시뮬레이션 실험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에이전트기반의 대규모 군

중행동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횡단보도와 

같은 교차환경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먼저, A,B 두

개의 에이전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에이전트그

룹이 목적지로 하는 목적장의 NF를 Fig. 10와 같이 

생성하였다. 목적장 NF는 에이전트들을 목표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인력장의 역할을 한다. Fig. 10의 

화살표 모양은 스칼라장의 구배방향을 표현한 것이

다. Fig. 10(a)는 에이전트 그룹A의 목적장 NF로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포텐셜장 이미

지이다. 반대로 Fig. 10(b)는 에이전트 그룹B가 목적

장 NF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포

텐셜장 이미지이다.

본 교차 시뮬레이션에서는 에이전트 그룹 A와 B

의 목적장 NF(Fig. 11(a)(b))와 사전충돌영역 감지 

NF(Fig. 11(c)) 그리고 충돌회피처리를 위한 척력장 

NF(Fig. 11(d))로 총 4개의 NF를 사용하였다. 각 그

룹의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의 센서를 통해 해당되는 

NF에서 포텐셜장 값만 읽어 들이기 때문에 충돌회

피처리에 대한 계산량을 O(N)수준으로 줄이 수 있다.

Fig. 12(e)는 교차 시뮬레이션 5초 후에 나타난 결

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에이전트 그룹

A(황색)가 조밀하게 모여 있는 에이전트 그룹B를 피

하기 위해 외각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12(f)는 시뮬레이션 20초 후에 나타난 결과로 

상호 에이전트끼리 교차상태 심화 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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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age of potential

field size of group A
target field NF

(b) Image of potential

field size of group B
target field NF

(c) Image of mapping

obstacle field of NF
outer wall onto NF

(d) Image of mapping

repulsive field AF of
collision avoidance onto NF

Fig. 11. Four NF images used for cross simulation.

(a) Inital layout of

agent groups

(b) Target field NF of agent

groups in initial layout

(c) Result of mapping

collision detection domain
AF onto NF

(d) Result of mapping

repulsive field AF for
collision avoidance onto NF

(e) 5 seconds after cross
simulation of collision

avoidance

(f) 20 seconds after
simulation

(g) 40 seconds after
simulation

(h) Result of simulation
for 20,000 agents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cross avoidance simulation.

있다. Fig. 12(g)는 시뮬레이션 40초 후에 나타난 결

과로 중심 부분에서는 교착상태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각 쪽의 일부 에이전트 교착이 

해소되어 빨리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또

한 에이전트끼리 상호 뚫고 들어가는 형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충돌회피를 잘 하면서 목적지로 이동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제안 방법

[18]에서는 200명 정도의 군중 시뮬레이션을 실시간 

처리하지 못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Fig. 12(h)에

서 보는 것과 같이 20000명 정도의 대규모 군중 교차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실시간으로 상호 충돌 없이 

잘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군중행동 시뮬레이션에서 

복잡한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에이전트 간 상호작

용을 AF과 NF이라는 이미지기반의 포텐셜 역장을 

이용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 방법은 군중의 세밀한 행동 제어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포텔셜장의 집합 연산을 통해 충돌체크 

및 회피에 대한 계산량을 O( 
)에서 수준에서 O

()으로 최소화하여 고 밀집 군중 시뮬레이션이 실

시간으로 가능한 새로운 방법이다. 특히, 제안한 유

도장과 항해장 모델은 기존의 복잡한 수식 및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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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에이전트 간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국

소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군중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 연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은 대규모 군중시뮬레이션에

서 중요한 두 가지 필수 요소인 거시적인 군중의 흐

름제어와 미시적인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특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는 평면상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로 다양한 임의지형 

상에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 향후,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통시뮬레이션 및 재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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