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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군  장면은 화나 게임에

서 자주 등장한다. 군 의 보행동작을 생성하기 해 기

존의 기술들은 주로 군 의 각 개체들의 행동을 모델링

하여 근하 다. 하지만, 군 의 규모가 커질수록 모든 

개체를 개별 으로 제어하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규

모 군 의 경우 개체별로 행동을 모델링하기보다 집단별

로 모델링하여 보다 직 으로 군 을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의 경로 추  행동을 시뮬 이션하기 

한 집단 역장 모델을 제안한다. 집단은 같은 목 , 즉 

같은 경로를 따라 무리지어 행동하는 개체들의 모임으로 

정의된다. 한 집단의 무리짓는 행동은 정렬, 응집, 분리

의 세 가지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집단 역장 모델

을 통해 이러한 집단의 특징들을 보존하면서 개체 간의 

충돌을 자연스럽게 회피할 수 있다. 제안한 기술을 통하

여, 사용자는 나란히 늘어선 집단에서 동그랗게 뭉쳐진 

집단까지 원하는 형태의 경로 추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Computer-animated crowd scenes are often observed in 

computer games and feature films. The common way to 

model locomotion of large human crowds is to employ 

agent based methods where the behavior of each person 

is independently modeled. But for large crowds, it is 

difficult for a user to control all the individuals using 

individual behavior model. Instead, crowd behaviors can 

be controlled more intuitively at the group level than at 

the individual level.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group force field model to 

simulate path following behavior for groups. A group is 

a set of characters who have the same goals, i.e. the 

same path to follow. We also define three characteristics 

of grouping behavior: alignment, cohesion, and 

distribution. Our group force field model preserves these 

characteristics while avoiding collisions. By using our 

model, user can generate desired group behaviors from 

line-up behavior to lumped one.

I. 서 론
사람들이 집한 거리나 장과 같이 규모의 군 이 등장

하는 장면은 화, 게임 등의 상 매체에서 흥미와 감동을 유

발한다. 군  장면은 그 규모나 비 이 차 커지고 있는 추세

이나, 실제로 이를 제작하기 해서는 규모의 인력과 막 한 

비용,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군  장면을 생성하고 있다.

일반 으로 군  시뮬 이션은 개체의 개별 인 행동을 제

어함으로써 장면을 생성한다. 군 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개체

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자신의 상태, 목 을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개체들의 모임이므로 이러한 모델링은 타당

하다. 이 패러다임에 따라 각 개체별로 목 , 행동  행동 규

칙을 설정함으로써 군 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개체를 개별 으로 제어

하기는 어려워진다. 각 개체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체들의 행동이 모인 군  장면이 어떠할지 측하기는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사용자가 각 개체별이 아닌, 더 큰 단

, 즉 집단별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집단은 단순히 여러 개체의 모임이 아니라, 같

은 목 에 따라 무리지어 행동하는 개체들의 모임으로 정의한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 집단에게 경로를 추 하는 행동을 부

여하면, 자동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같은 경로를 따라 무리지

어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여러 개체들이 같은 경로를 추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리

지어 이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복잡한 환경에서는 처음

에 한 무리를 이루고 있던 개체들이라도 충돌 회피 등을 해 

진행 방향을 수정하면서 여러 무리로 나뉠 수 있다. 4장에서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개체들이 무리지어 이동할 수 있도록 김도

한 등[7]의 역장 모델을 개선한 집단 역장 모델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본 논문은 집단의 이동을 다루고 있으므로, 군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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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련이 있다.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장 먼  군 의 

시뮬 이션을 다룬 사람은 Reynolds로, 지역 인 정보에 기

반하여 동물들이 무리지어 이동할 수 있음을 보 고[19], 이를 

확장하여 자율 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의 스티어링 행동

(steering behavior)을 제안하 다[20].

보행자 역학 분야에서 Helbing 등[5]은 일반 인 경우와 패

닉 상황에서의 보행자를 시뮬 이션하기 한 social force 

model을 제안하 다. 김도한 등[7]은 이를 변형하여 사건 구

동 패러다임에 합한 역장 모델을 개발하 으며, 본 논문의 

집단 역장 모델은 이를 개선한 것이다. 유체 역학에 기반한 

Continuum Crowds[22]에서는 연속체 역학에 기 하여 동  

포텐셜 필드를 이용한 실시간 군  모델을 제안하 다.

Brogan 등[1]은 집단의 행동을 모델링하기 해 개개인이 

집단의 속도, 이웃 개체들과 주변 장애물을 바탕으로 계산한 

치로 이동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Musse 등

[16]은 개체 간의 계를 정립하기 해 사회학 인 모델을 

용하 으며, Funge 등[2]은 행동 역학뿐만 아니라 지식, 학습 

등의 인지 인 측면까지 모델링한 방식을 제안하 다. Shao 

등[21]은 인지 모델에 보행자의 시야 정보와 경로 계획을 추가

하 다. 

충돌 회피에 한 연구로는, 행동 모델을 이용한 방법[23], 

개체들의 도를 이용한 방법[15], 그리드에 기반한 방법[12], 

입자들 간의 작용력을 모델링하는 방법[4], Bayesian 결정 과

정을 이용하는 방법[14], 시간이 따라 크기가 변하는 경계

(time varying bound:TVB)를 이용한 방법[7, 8] 등이 있다. 

TVB를 이용하면 충돌 시간을 측할 수 있으므로 사건 구동 

방법에 합하며, 본 논문에서도 이를 이용하 다.

역 인 경로 계획을 한 표 인 방법으로는 그래  기

반 기법[10]과 정 인 포텐셜 필드[3]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Li 등[11]은 지도자-추종자 모델을 가정하여, 지도자에 해

서만 경로를 계획함으로써 역 계획의 비용을 다. 

Kamphuis와 Overmars[6]는 경로 계획을 확장하여 개체들이 

응집성을 가지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기반 방법을 

이용하 다.

III. 시뮬레이션 시스템

장면
초기화

집단
역장 모델

동작 생성

시나리오

집단
경로 생성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은 장면 기화 모듈과 행동 시

뮬 이션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1). 먼  시나리오에 따라 장

면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기화하면, 사건 구동 방법[7]에 기

한 시뮬 이션이 시작된다. 시뮬 이션은 집단의 경로 생성, 

집단 역장 모델을 이용한 개체별 경로 수정  보행 동작 생성

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최종 애니메이션이 생성

된다.

장면 기화 모듈은 시나리오를 입력으로 받아 시뮬 이션

에 필요한 기화를 수행한다. 시나리오는 연출할 장면을 구성

하고 개체  집단의 행동을 설정하기 한 도구로 스크립트

를 통해 기술되며, 본 논문에서는 범용 스크립트 언어인 

Lua[13]를 이용하 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 경로 생성을 해 

장면 기화 시 공간을 분할하고 A* 검색을 하여 분할된 공간 

사이의 모든 경로를 계산해둔다.

집단 경로 생성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경로를 이용하

거나, 기화 단계에서 계산해둔 경로를 참고하여 집단의 경로

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집단의 경로가 생성되면, 경로 추  

행동이 구성원에게 되며, 각 개체들이 집단 경로를 근사하

며 추 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개체의 동작 생성은 매 임 수행되며, 집단 역장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힘을 바탕으로 개체의 속도와 치를 갱신하

고 그에 따른 동작을 [9, 17]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집단 역장 모델은 [7]의 역장 모델을 확장하여 집단의 무리

짓는 특성을 추가한 것으로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에

서는 [7]의 역장 모델을 간략히 설명한다. 역장 모델은 보행자

가 마치 외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보행자 역학에 

기반하여, 한 개체에 가해지는 힘을 여러 작용력-추진력, 억제

력, 회피력-의 합력으로 수리 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1)

 ⋅                            (2)

추진력(driving force, 
)은 희망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힘

이고, 억제력(braking force, 
 )은 이웃 개체()를 향한 속

력을 조 하여 충돌을 방지하려는 힘이며, 회피력((avoiding 

force, 
 )은 진행 방향을 바꾸어 충돌을 피하려는 힘이다. 가

치 는 개체 로 인한 작용력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는 

개체 의 속도이고, 두 개체의 치가 각각 , 일 때,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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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집단 역장 모델
기존의 역장 모델을 이용하면 개체들이 회피력에 의해 수정

된 방향으로 이동하여 집단 분리 상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

이 복잡할수록 이는 더 심화된다. 이러한 상을 해결하기 

하여 집단의 무리짓는 특성을 유지하는 힘인 집단력(grouping 

force, 
)을 추가한 집단 역장 모델을 제안한다. 

  
 




 




 


                (3)

집단의 무리짓는 특성은 정렬, 응집, 분리의 세 가지로 나타

낼 수 있다. 정렬은 이웃 개체들과 비슷한 속도로 이동하려는 

특성으로 집단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응집은 집단에서 멀어진 

개체들이 다시 집단에 합류하려는 특성으로, 집단의 경계를 형

성하고 개체들이 경계 안에 존재하게 한다. 분리 특성은 구성

원들이 경계 내부에서 고른 분포를 갖고, 소규모 집단을 형성

하지 않도록 한다. 개체 에 작용하는 집단력 
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4)

우변의 항들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용력들로, 각각 정

렬력(
), 응집력(

), 그리고 분리력(
)이다. 정렬력과 

분리력은 주변 개체와의 계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지역

인 성격을 띄는 반면, 응집력은 집단의 심을 고려하므로 

역 인 성격을 가진다.

1. 정렬력
추진력에 의해 각 개체는 경로의 선 방향을 희망 방향으

로 설정하므로 인 한 개체들은 비슷한 방향을 갖는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에서는 충돌 회피를 해 속도를 조정하여 인 한 

개체들도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집단이 분리

되는 계기가 된다.

장애물

장애물

장애물

장애물

▶▶ 그림 2. 정렬 특성 
(좌)Reynolds의 방법 (우)본 논문의 방법

Reynolds는 주변 개체들의 평균 속도를 희망 속도로 설정

하여 정렬 특성을 부여하 다[19, 20]. 이 경우, 주변 개체들은 

비슷한 방향을 가지지만 경로 추 이라는 원래의 목 을 잃을 

수 있다(그림 2 (좌)). 따라서, 집단 구성원들이 비슷한 속도로 

이동하도록 국지 으로 정렬력을 더하여 정렬 특성을 갖게 한

다(그림 2 (우)).


  






















                          (5)


 













     

 
                (6)

정렬력 
는 주변 개체들의 거리에 따른 가  평균 속도를 

이용한다. 는 조  상수이고, 
는 두 개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는 가 치이다. 는 반지름을 제외

한 두 개체 , 사이의 실제 거리이고, 는 정렬력 
가 

용되는 범 이다.

2. 응집력
무리지어 있는 개체들과 주변 환경 사이에는 가상의 경계선

이 있는 것처럼 보여, 개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한

다. 그러나 복잡한 환경에서는 집단을 이루고 있던 개체들이 

흩어져 본래의 경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집력은 집단

의 경계에서 벗어난 개체를 본래의 집단으로 합류시켜, 개체가 

집단 경계 내에 존재하려는 경향을 갖게 한다. 

집단의 경계는 집단 심으로부터의 거리 로 결정되며, 집

단의 역은 집단의 심을 따라 반지름 인 원이 쓸고 간

(sweeped) 역이다. 개체들은 추진력에 의해 경로 주변에 존

재하므로, 추 하고자 하는 경로의 일부분을 집단의 심으로 

근사할 수 있다. 경로 ⋯에 해, 집단 심은 경로 

⋯ ≥ ≤ 이다. 개체 와 가장 가까운 상의 

을 라 할 때, 응집력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7)

는 조  상수이고, 응집력의 방향 는 개체 에서 경

로 상의  로 향하는 방향이며, 크기는 집합 역의 경계로

부터 개체까지의 거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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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의 역과 응집력 

의 길이와 는 각각 집단의 진행 방향과 그 수직 방향으

로 퍼지는 정도를 조 하며, 이 둘이 만드는 역(그림 3)은 

Kamphuis 등[6]이 말한 수송 경로(corridor)와 유사하나, 내

부에 장애물을 포함할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3. 분리력
개체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진행 방향을 수정하며 이동하는

데, 이로 인해 집단의 역 내에서 소규모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정렬 특성에 의해 이웃한 개체는 비슷한 속도를 가지므

로, 한 번 형성된 소집단이 지속되어 집단의 분리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개체들이 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소규모 집

단의 생성을 억제하는 분리 특성이 필요하다.


 ∇                              (8)

분리력은 주변 개체들의 확률 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도가 높은 방향을 가리키는 기울기 벡터이다. 개체 

에 작용하는 분리력 
는 고른 분포를 해 도가 낮아지는 

∇  방향으로 작용한다. 는 조  상수이다.  

주변 개체들의 도는 젠 도우(Parzen window) 방법

[18]을 이용하여 근사하 다. 주변 개체들의   좌표를  

 ⋯ ∈ 이 라고 할 때, 2차원 젠 
도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10)

는 확률핵(stochastic kernel)으로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2차원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한다. 원하는 분리 특성을 

얻기 해서는 의 선택이 요한데, 실험 으로 개체의 반지

름 크기정도가 당하 다.

V. 실험 결과

(1) (2) (3) (4)

▶▶ 그림 4. (1)초기 배치 (2)역장모델 (3)(4) 집단 역장 모델

본 논문에서는 Intel PentiumR 4 3.0GHz CPU, 2GB RAM, 

ATI Radeon
TM
 X800 XT VGA를 사용하 다. 실험은 장애

물이 없는 환경과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 기존의 역장 모델

과 집단 역장 모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한, 집

단 역장 모델 실험 시 집단의 폭을 조 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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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정렬 및 응집 특성

그림 5는 시뮬 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집단 심으로부터의 

평균거리와 경로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

다. 이는 각각 집단이 차지하는 역의 크기와 개체들이 경

로를 얼마나 잘 따라 이동하 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존의 

역장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들이 많이 흩어져 경로

에서도 멀어지고 집단의 크기도 커졌으나, 집단 역장 모델을 

이용한 경우는 일정한 집단 크기를 유지하며 경로를 따라 이

동하 음을 알 수 있다.

역장 모델
집단 역장 모델

넓게 이동 좁게 이동

장애물

없음

1st nearest 97.78 56.55 41.89

2nd nearest 146.31 73.20 46.65

3rd nearest 188.72 92.90 59.29

장애물

많음

1st nearest 88.50 55.64 41.74

2nd nearest 144.73 73.35 47.11

3rd nearest 200.97 92.31 59.80

[표 1] 분리 특성(단위: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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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개체들의 분리 특성을 확인하기 해, 각 개

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개체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까운 개체

와의 거리 평균을 측정해보았다(표 1). 이 값들이 비슷할수록 

개체들이 고른 분포를 가진다. 집단 역장 모델을 사용하면 기

존 역장 모델보다 개체들 간 거리 분포차가 어 고른 분포를 

가진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군 을 시뮬 이션하

기 해 사건 구동 방식에 기반한 시뮬 이션 시스템을 제안

하 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같은 행동을 할 여러 개체를 묶

어 집단 단 로 제어할 수 있다. 한, 집단의 무리짓는 특성을 

정렬, 응집, 분리로 규정하고 이를 수리 으로 모델링한 집단 

역장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재의 역장 모델은 개체 간의 상호 작용만을 고려하나, 집

단끼리의 상호 작용이나 계층 인 구조에서 상하  계층 간의 

상호 작용도 고려한다면 좋은 연구가 나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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