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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환경과 에

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시도와 실패를 통해 보상

을 학습한다. 심층 인공신경망이 도입되기 전 강화학

습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산 복잡도, 차원

의 저주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1]. 이러한 문제를 

딥러닝(Deep Learning: DL)의 특성인 경험 재생

(experience replay)을 통한 함수 근사(function ap-

proximation)를 통해 해결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2, 3]. DL과 강화학습이 결합되어 딥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 이라고 부른다.

DRL은 고차원의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 환경

에서 에이전트가 물리 기반 제어의 행동을 학습하고 

강건하게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4].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물리 시뮬레이션

을 통해 캐릭터와 환경을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동작

을 생성한다. 또한 환경의 변화와 외부의 입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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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캐릭터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제어할 수 있다[5]. 하지만 인간과 

같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많은 관절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고차원 운동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므로 실시간으

로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DRL을 이용해 환경과 상태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정책을 구하는 것이다. DRL을 통해 

학습된 정책의 장점은 상태만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강건

함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국소 최저치(local minima)를 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TRPO)[6]나 Proximal

policy optimization(PPO)[7]가 등장하게 되었다. TRPO

와 PPO는 이전에 찾은 최적의 경우를 신뢰 구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통

해 강화학습에서 학습 시간과 결과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DRL을 기반으로 물리 기반 캐릭터

의 다양한 동작을 생성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물리 기반 환경

에서 인간 상체를 본 뜬 캐릭터와 샌드백을 상호작용

하여 Fig. 1과 같은 동작을 다양하게 생성했다. Fig.

2는 우리가 수행한 기법에 대한 개요다. 먼저 사용자

가 어떤 동작을 만들 것인지 계획하여 물리 환경에 

대한 보상으로 설정한다. 이후 경로 탐색 기법을 통

해 한 에피소드에서 최대 보상을 얻는 행동 집합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구한 행동 집합으로 

행동과 상태, 보상을 갖는 테이블 형태의 자료 집합

(data set)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DRL 기법들 중의 

하나인 Advantage Actor-Critic(A2C)에 저장된 자

료 집합을 지도학습으로 초기화한 후 강화학습을 수

행한다. 학습이 끝난 에이전트는 재생할 때 임의의 

Noise를 행동에 주입하여 다양한 동작을 만들 수 있

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Agent)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 필수적이지만 물리 기반 환경에서 환경과 상호작

용하는 것은 물리 환경의 연산 때문에 부하가 높은 

작업이다. 또한 DRL은 학습 초기에 좋은 정책을 찾

고 안정화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연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DRL의 학습 초기에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물리 엔진의 연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 집합으

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에 설정

된 보상이 어떤 동작을 만들지 빠르게 예측할 수 있

었으며 에이전트에 좋은 초기 경험을 학습시킬 수 

있었고 물리 엔진의 연산을 줄여서 환경과 상호작용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강화학습의 한 에피소드에서 최대 보상

을 얻는 행동 집합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경로 최적

화 기법을 제안한다. 물리 기반 환경을 사용하는 연

속 행동 공간의 A2C 알고리즘에서 물리 연산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집합을 통해 초기화한 후 학습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학습된 모델의 행동에 노이즈

를 일정량 주입하는 것에 비례하여 다양한 주먹 지르

기 동작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실험 결과와 함께 제시

한다. 2장에서 우리 연구와 관련된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강화학습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3장에

서는 경로 탐색에 들어가는 Tabular Trust Region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Trajectory Smoothing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공신경

Fig. 1. Learning to punch animation for physics-based character control.

Fig. 2. Overview our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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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모델과 경로 지도학습, A2C를 설명한다. 5장에

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6장에서 결론과 향후연구

로 마무리를 하겠다.

2. 관련 연구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는 물리적으로 

타당한 동작과 움직임을 생성하는 연구를 한다. 인간

을 본 뜬 가상의 캐릭터가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무게 중심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연

구가 이어져 왔다[8-12]. 이와 함께 캐릭터의 상반신

을 제어하여 다양한 동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13]는 모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복싱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Hwang et al. [14]는 역진자 모델을 사용하여 두 캐릭

터의 격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agent)가 환경(environment)

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재 상태(state)를 바탕으로 보

상(reward)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

법이다. 매 단계에서 에이전트가 행동 α를 수행하면 

환경은 보상 r과 다음 상태 를 s 반환한다. 에이전트

는 이를 반복하여 한 에피소드(episode)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policy) π은 주어진 상태 s에서 어떤 행동 α을 선택

하는가 결정하는   꼴의 함수이다[15]. DL 이

전의 강화학습은 상태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

습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연구되었다[16]. DRL은 심

층 인공신경망을 정책 함수 근사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DQN은 이산 행동 공간(discrete action space)

에서 경험 재생을 효율적으로 역전파함으로써 사람 

수준의 게임 조작이 가능해졌다[2].

강화학습에서 연속 행동 공간은 행동을 ≦≦

와 같이 실수 범위로 선택하는 것이다[17]. 이산 행동 

공간(deterministic action space)을 다루는 강화학습

이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풀기 위해 유한한 행동 

집합을 고려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Policy Gradient와 Actor-

Critic 기법을 사용한다. 연속 행동 공간을 풀기 위한 

Policy Gradient 기법[18-20]은 학습하고자하는 모

델을 몰라도 정책의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는 

model-free 특성을 이용한다. 그리고 Actor-Critic

기법은 실제 행동하는 행동 정책(Actor)과 보상을 평

가하는 가치 함수(Critic)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는 방

법이다.

A3C(Asynchronous Advantage Actor-Critic)[21]

는 행위자(Actor)를 비동기적으로 더 많이 수행하여 

경험의 표본을 많이 쌓아 학습 속도를 높였다. DPG

[22]는 연속 행동 공간의 강화학습에서 정책 학습 확

률적 정책(stochastic policy) 대신 결정론적 정책

(deterministic policy)를 사용해 학습에 필요한 표본

의 수를 줄여 성능을 높였다. 그리고 DDPG[23]는 

DPG에 DQN의 심층 인공신경망을 도입하여 가치 

함수 근사에 사용했다. TRPO[6]와 PPO[7]은 정책의 

성능이 낮게 나오는 구간의 표본 데이터를 최적화했

다. 이를 위하여 정책 함수를 학습할 때 loss function

에 대체 목적 함수(surrogate objective function)를 

활용했다. PPO는 Nicolas et al. [24]에서 다양한 환

경과 보상을 통해 캐릭터의 locomotion들을 만들 수 

있음을 보였다.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는 물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는 물리 환경과 물리 기반 제어를 수행

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강화학습을 적용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Tan et al. [25]는 인간을 본 뜬 캐릭

터가 자전거를 타는 물리 제어 기법을 제안했다.

Wang et al. [26]은 영상처리로 입력된 실제 사람의 

동작과 가상 캐릭터의 칼싸움을 상호작용했다. Liu

et al. [27]는 물리 기반 환경에서 다양한 물체 위에 

선 캐릭터가 무게 중심을 잡는 여러 동작을 생성했

다. Won et al. [28]는 공기역학과 물리 기반 모터 

제어를 통해 가상 생물의 날갯짓을 학습 시켰다.

Xue et al. [29]는 인간 하체를 본뜬 캐릭터의 이동 

동작(locomotion)을 제어하기 위한 계층적 학습 기

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축구를 하는 동작까지 성

공했다.

3. Trajectory Search

본 논문은 물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강화학습 

환경의 한 에피소드에서 최대 보상의 행동 집합을 

구하는 TTR(Tabular Trust Region) 기법을 제안한

다. 상태에 대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에피소드에서 

각 단계(step)의 행동 값을 저장함으로써 DRL에 비

해 적은 연산 회수로 행동 집합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최적의 행동 집합을 찾을 수 있지만 DRL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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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동작을 만들 수 없다. 반면에 DRL은 하나의 

유의미한 동작으로 수렴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물리 

시뮬레이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DRL로 찾

은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를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

경과 보상을 설계하고 실험을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TTR를 

통해 환경과 에이전트를 빠르게 검증한다. 그리고 최

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자료 집합은 

동일한 조건의 DRL에서 초기 학습의 자료 집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

Fig. 3은 Trajectory Search의 동작 방법을 시각화

했다. 좌측은 처음 경로를 찾을 때 넓은 범위로 경로

를 탐색한 것이다. 첫 시도에선 어느 경로가 좋은가 

알 수 없으므로 탐색 범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σ를 

크게 설정한다. 우측은 더 좋은 보상을 발견한 경우 

해당 경로를 최적으로 가정하고 그 경로를 중심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σ를 줄여 탐색 범위를 좁힌다.

본 논문에서 경로(Trajectory)는 물리 환경에서 

관절 제약(Constraints)에 따른 끝점의 위치 값이다.

시공간 최적화(spacetime optimization)이라고도 불

리는 이 문제는 불연속적인 이벤트 처리를 최적화 

한다. 여기서 시공간(spacetime)은 불리는 불연속적 

이벤트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강화학습에서 행동 값을 적용하기 위한 각 단계를 

나누는 단위다. TTR에서 행동은 각 단계마다 정하

지만 보상은 한 에피소드에서 총합으로 평가한다.

3.1 Tabular Trust Region

Tabular Trust Region(TTR)은 강화학습의 환경,

에이전트 구조를 따르며 행동을 탐색할 때 정규분포 

N를 사용한다. 그리고 최대 보상을 얻는 행동과 보

상, 상태를 단계별로 테이블 형태의 자료 집합으로 

저장한다. DRL과 가장 큰 차이점은 행동과 보상에 

대해서 정책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 직접 행동을 저장

하고 에피소드를 반복할 때마다 σ를 다시 계산하는 

부분이다.

경로 T는 한 에피소드에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행동 α와 행동에 대한 보상 r을 프레임 재생 순서에 

따른 각 단계 저장한다. TTR에서 경로를 구할 때 

상태 s는 사용하지 않지만 DRL 등에 필요한 경우 

경로를 재생하여 저장한다. 경로 탐색은 정규분포 N

에서 평균 μ과 표준편차 σ를 파라미터로 사용한다.

μ의 범위는 -1～1이며 0으로 초기화하며 σ는 1.0로 

초기화한다. μ는 직접 행동 값으로 사용되며 σ는 탐

색 범위로 사용한다. 더 나은 경로를 발견할 경우 μ는 

직접 대입하여 바꾸고 σ는 같은 반복 단위의 탐색 

경로들과 비교한 기대값을 바탕으로 갱신한다.

Algorithm 1은 TTR을 통해 경로 탐색하는 기법

을 설명한다. 는 한 반복에서 탐색하는 경로의 수

이며 이는 같은 조건에서 탐색하므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line 4). 각 경로는 탐색할 행동을 단계별로 

저장된 μ와 σ 파라미터의 정규분포를 통해 구한 후 

Trajectory Smoothing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한다

(line 5). 탐색하기로 결정한 행동을 환경에 상호작용

하여 수행한 후 이에 대한 r을 얻어 저장한다(line

6). 지금까지 최대 보상을 얻은 경로보다 더 큰 보상

을 얻은 경로를 발견하면 최대 보상 경로를 갱신한다

(line 9).

한 반복에서 경로 탐색이 끝난 후 최대 보상 경로

의 μ는 최대 경로의 μ를 직접 대입하여 저장한다(line

Fig. 3. Example of Trajectory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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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번 반복에서 탐색한 경로들과 현재 최대 보상 

경로의 보상 오차를 구하여 Advantage 를 계산한

다(line 14). σ는 를 통해 다음 탐색 범위를 결정하

기 위한 기대값 범위를 갱신한다(line 16). 이 때 기대

값 계산에는 PPO 기법의 클램핑 조건을 사용한다.

앞서 구한 는 σ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사용

한다. σ가 기본 값에 비해서 너무 크게 변할 경우 와 

비례해 일정량 이상 바뀌지 않도록 클램핑한다.

3.2 Trajectory Smoothing

경로 Trajectory Smoothing은 에피소드의 각 단

계에서 생성되는 행동들을 스무딩하는 최적화 함수

이다. 경로내 평균이 크게 형성될 경우 보상은 유사

하지만 대체로 사람 눈에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온

다.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인간과 유사한 질량,

길이 등을 적용한 캐릭터지만 실제 세계만큼의 복잡

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탐색한 행동을 지금까지 누적된 행동의 평균에 가깝

게 조정하여 부드럽게 선택되도록 최적화 함수를 적

용한다. 현재 단계 t에서 n만큼 이전 행동을 참조하

며 w는 t에서 c만큼 전의 특정 단계를 의미한다

(Equation. 1).

 


  






 



   
(1)

TTR를 통하여 얻은 모션과 실제 주먹 지르기 모

션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모션 캡처 데이

터와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한 모션 캡처 데이터는 

Carnegie-Mellon Mocap Database(CMU)에서 얻었

다. 해당 데이터는 20대 남성에 대해서 모션 캡처를 

진행했다. Table 1은 실제 모션을 캡처한 남성의 신

체 정보와 논문에서 사용한 캐릭터의 정보를 보여준

다. Armstrong et al. [29]을 참고하여 우리가 사용한 

캐릭터와 비슷한 신체 조건의 남성 모션 캡처 데이터

를 사용했다.

Fig. 4의 3차원 그래프에서 파란 선은 모션 캡처한 

주먹의 궤적이고 빨간 선은 TTR를 사용하여 얻은 

모션이다. 두 개의 궤적은 모두 처음에 주먹을 뒤로 

당겨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음에 팔을 펴서 주먹을 

측면으로부터 반원형으로 돌려 목표물을 타격한다.

궤적을 비교하면 TTR를 사용하여 얻은 모션이 실제

의 훅 모션과 유사하고 보기에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Algorithm 1. Tabular Trust Region Trajectory Search

 : number of Trajectory Searches

 : number of episode’s step

 : best trajectory in search result

1: procedure TRAJECTORY SEARCH

2: while not terminate do

3: for  ⋯ do

4: for   ⋯ do

5:  ← TrajectorySmoothing()

6:  ← Environment()

7: end for

8: if (sum( )) < (sum()) then

9:  

10: end if

11: end for

12:  ← 

13: for  ⋯ do

14:   (sum( )) - (sum())

15: for   ⋯ do

16:  ← maximizeExpectation(
)

17: end for

18: end for

19: end while

20: end procedure

Table 1. Compare of our character and real human

mass(kg) height(m) arm length(m)

Person 75 1.71 0.79

Character 80 1.74 0.84

Fig. 4. Compare our trajectory with MoCa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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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학습

TTR은 최적의 보상을 얻는 경로를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지만 비슷한 보상을 얻는 다양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없다. 반면 신경망는 정책이 

수렴한 이후 행동에 노이즈를 주입해도 강건하게 동

작하며 실시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 기반 케릭터 애니메이션에 최적화된 경로를 구

하고 실시간으로 동작을 재생하기 위해서 신경망에 

지도 학습시킨 후 A2C 기법을 적용한다. 학습된 신

경망의 정책은 TTR를 통해 생성된 경로와 유사한 

동작을 보이도록 수렴하며 재생할 때 정책에 σ를 노

이즈로 섞어 다양한 동작을 생성한다. 우리는 Fig.

5와 같이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고 완전연결신경망를 

사용한다. 이렇게 μ와 σ를 출력을 구분함으로서 재생

시 노이즈를 σ에 설정할 수 있다.

Fig. 5. our Neural Network Model.

4.1 경로를 활용한 신경망 정책 학습

강화학습은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해 임의의 행동을 취하거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동을 탐색한다. 물리 시뮬레이션을 강화학

습의 환경으로 사용할 경우 에이전트가 탐색한 후 

보상과 상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물리 시뮬레이션 

연산을 수행해야한다. 이로 인하여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하는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

호작용할 때 부하와 병목이 발생한다.

초기 신뢰 구간 형성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물리 환경 연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TTR에서 얻은 

경로를 자료 집합으로 지도학습을 수행한다. TTR에

서 얻은 경로를 각 단계의 상태, 보상, 행동으로 이루

어진 테이블 형태의 자료 집합을 A2C 기법에 적용한

다. 최적의 경로를 자료 집합으로 사용하면 물리 환

경을 직접 연산하지 않으면서 이미 검증된 좋은 경험

을 사용하므로 빠른 초기 학습이 가능하다.

우리는 A2C 기법에서 가치 함수를 갱신할 때 

TTR에서 σ를 최적화 했던 것과 동일한 PPO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TTR에서 형성된 결

과와 이 자료 집합을 통해 학습된 정책이 유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정책은 TTR 탐색과 마찬가지

로 정규분포 N을 사용하며 μ와 σ를 파라미터로 가진

다.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복수의 경로를 사용해 초

기화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

다.

4.2 신경망 정책의 강화학습과 재생

우리는 최적 경로를 생성하여 이를 자료 집합으로 

만들고 지도학습을 수행했다. 지금까지 신경망을 활

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물

리 시뮬레이션 연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

안했다.

최적 경로만 지도학습한 에이전트는 스스로 환경

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새로운 경

험을 에이전트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

시 학습시켜야 노이즈가 주입되어도 유효한 보상을 

얻는 강건한 에이전트가 생성된다.

먼저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은 Algorithm 2와 같

다. 먼저 경로를 학습할 때는 행동 α, 상태 s, 보상 

r에 대한 정보를 환경이 아니라 최적 경로의 자료 

집합에서 얻는다(line 4). 상태 s는 물리 환경을 통해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 우리

는 상태로 주먹의 위치(position)나 속도(velocity),

충격량(impulse) 그리고 샌드백의 위치를 사용했다.

미리 구한 자료 집합(DataSet)을 충분히 학습이 

된 후에는 A2C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지도학습이 끝

난 에이전트는 A2C 알고리즘에 따라서 행동을 직접 

선택한다((line 7). 신경망을 직접 강화학습 할 때 

는 지금까지 얻은 최고 보상과 이번 에피소드의 보상

의 차로 사용했다(line 15). 그리고 최대 기대 값을 

평가하는 가치 함수 V를 같이 갱신한 후 행위자의 

행동 μ를 갱신한다(line 17).

Algorithm 3은 학습이 끝난 에이전트를 재생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학습이 끝난 에이전트가 

동작을 다양하게 생성하기 위해 학습이 끝난 에이전

트에 σ를 조절하는데 이를 노이즈로 정의한다. 우리

는 재생시 학습이 끝난 에이전트를 불러온 후(line

2) 임의로 노이즈 σ를 설정하고(line 5) 정책인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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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서 평균 μ의 분산으로 행동을 구한다. 출력된 

행동에서 μ는 최적의 행동이며 σ는 표준편차만큼 이 

행동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든다. 하지만 μ는 다음 단

계에서도 최적의 행동을 계속 선택해 유효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5.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실험은 Inter(R) Core(TM) i7-7820X

CPU와 GeForce GTX 1080Ti GPU에서 수행됐으며 

물리 환경으로 Bullet Physics 2.86을 사용하였다. 실

험 환경에서 TTR은 3분 51초, A2C 알고리즘을 활용

한 신경망 학습은 100 에피소드를 수행하는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우리는 약 10000 epoch 정도 지도

학습한 후 A2C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Fig. 6은 TTR으로 지도학습한 후 A2C를 수행

한 경우와 A2C만 수행한 경우에 대해 에피소드의 

평균 보상을 측정했다. 두 조건을 같은 epoch에서 비

교하기 위해 TTR을 사용한 A2C는 지도학습을 수행

한 만큼 epoch를 수행한 시점에서 A2C만 사용한 경

우와 비교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TTR를 사용

하는 것이 A2C만 사용하는 것 보다 유용함을 확인했

다. 또한 TTR로 지도학습하는 동안은 물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지 않아 연산량과 시간의 소모를 줄일 

수 있었다.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과 유사한 움직임을 만

들기 위해 캐릭터 모델의 비율과 질량을 Armstrong

et al.[30]에 기재된 평균 수치로 Fig. 7처럼 각 부분의 

무게(kg)를 설정하였다. 우리는 Ragdoll 상태에 상체

만 가진 3D 모델을 사용했다. 그리고 캐릭터의 골반

은 고정시킨 상태로 양손을 물체를 연결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캐릭터 모델은 인간 상체를 

본 떠 타격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서 10개의 관절로 

이루어졌다(Fig. 7). 관절들은 회전축에 따라 4가지

로 나눠서 연결하였다. 타격을 할 때 회전이 필요 없

는 머리, 목, 가슴, 손목은 0 자유도인 Weld로 관절을 

연결하였다. 나머지는 사람의 형태에 따라 팔꿈치는 

1자유도의 회전 관절, 허리는 2자유도의 유니버셜 관

절 그리고 어깨는 3자유도인 볼 소켓 관절을 이었다.

Algorithm 2. Learning A2C Agent

1: procedure LEARNING A2C WITH TRAJECTORY

2: while not terminate do

3: if learn from Trajectory then

4:  ← Dataset obtained through TTR, T

5: else

6: for  ⋯ do

7:   Environment(  )

8:  ←  

9:    

10:  ← Environment( )

11: end for

12: end if

13: if  sumr  then
14:   sumr 
15:   

16: end if

17:    sumr 
18: for  ⋯ do

19:  ← maximizeExpectation(
)

20: end for

21: end while

22: end procedure

Algorithm 3. Replay A2C Agent

1: procedure REPLAY A2C

2:  ← load learned A2C Agent

3: for   ⋯ do

4:  ←  

5:  ← set Noise

6:   

7:  ← Environment( )

8: end for

9: end procedure

Fig. 6. Compare A2C with TTR and A2C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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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rajectory Search 환경 설계

우리는 캐릭터의 주먹의 움직임에 사용자의 의도

를 반영하기 위해 샌드백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값들을 보상으로 설정했다. 본 논문에서 보상 값을 

만드는데 사용한 물리 환경의 파라미터들은 주먹과 

샌드백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주먹이 샌드백이 충

돌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량, 주먹의 속도와 3차원 좌

표공간의 절대 좌표를 사용했다.

보상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의도에 맞게 우선순

위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동작이 만들어진다. Fig. 8은 보상의 우선순

위에 따라서 경로가 각각 다르게 생성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예제는 정면의 보상이 높은 반면 아래의 

예제는 측면의 보상이 높게 설정한 사례이다.

Fig. 9는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Table 2와 같이 설

정하여 여러 움직임을 학습한 결과이다. (a)와 (b)는 

거리와 속도에 따라 보상을 주도록 만들었다. 에이전

트는 표적과 거리가 가깝고 z축으로 향하는 속도가 

빠르면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가상의 캐릭

터는 권투의 스트레이트[31]처럼 최단 거리를 이용

하여 신속,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하도록 학습되었다.

다만, (a)는 에피소드의 길이를 50 프레임으로 제한

하여 힘을 축적하는 예비 동작없이 바로 샌드백을 

타격하는 반면에 (b)는 100 프레임으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허리의 회전력도 이용하여 샌드백을 타격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에피소드에서 단계 단위

는 프레임의 길이로 조절되며 에이전트는 5 프레임

마다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피소

드가 길어질수록 행동의 범위는 넓어지고 힘을 최대

한으로 높이기 위해 준비하는 동작이 길어지면서 거

의 마지막 프레임에 샌드백을 타격하게 된다.

(c)는 권투에서 사용하는 훅과 유사한 움직임을 

학습하였다. 권투에서의 훅은 허리와 어깨를 회전하

는 힘으로 상대방을 측면에서 타격하는 위력있는 타

격 기술이다[32]. 우리는 이를 목표로 에이전트에게 

표적과의 거리와 x와 y축으로 향하는 속도를 보상으

로 주었다. 이대로 학습한 캐릭터는 (c)처럼 먼저 오

른쪽으로 주먹을 움직이고 허리와 어깨를 회전하는 

힘을 사용하여 샌드백의 측면을 힘있게 타격했다. 그

림(d)는 권투의 스윙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권투의 스윙은 팔을 펴서 주먹을 측면으로부터 반원

형으로 돌려 옆으로 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충격량과 

X와 Z축으로 향하는 속도를 보상으로 정의하였다.

Fig. 7. The dynamic models of our upper body character.

Fig. 8. Compare of reward direction.

Table 2. Reward of each case to generate motion

Frame Reward

(a) Straight 50 max   
(b) Straight 100 max   
(c) Hock 50 max     
(d) Swing 50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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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d)처럼 캐릭터는 주먹을 뒤로 빼서 목표물

과의 거리를 최대로 만든 다음 반원형으로 허리와 

어깨를 회전과 동시에 목표물의 측면을 타격했다.

5.2 Replay with Noise

우리는 신경망 정책으로 학습된 정책에서 다양한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서 학습이 끝난 후 정규분표 

정책에서 σ를 노이즈로 주입했다. 정책이 강건하게 

학습된 에이전트는 노이즈를 주입한 정도에 따라서 

일정량의 보상과 자연스러운 동작을 출력할 수 있었

다.

Fig. 10은 노이즈를 주입하고 재생하여 생성되는 

동작들의 예제와 생성되는 동작들의 영역에 대한 실

험 결과이다. 우리는 노이즈가 주입되면 최선이 아닌 

행동을 출력하지만 그에 맞춰 오차를 수정하면서 보

상을 획득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노이즈의 주입 

정도에 비례하여 동작이 생성되는 영역이 넓어지고 

환경에서 얻는 보상 값이 낮아짐을 확인했다. 만약 

노이즈가 0으로 설정하면 μ만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학습된 에이전트가 노

이즈가 없이 출력하는 최선의 행동이 노이즈가 0일 

때이다.

본 논문은 노이즈를 주입한 정도에 따라 에이전트

의 행동이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시한다. Fig. 11는 학습된 신경망 정책에 노

이즈를 0.1단위로 0.1부터 0.9까지 주입한 후 10,000

회 재생한 결과이다. 좌측은 동일한 환경과 보상 조

건에서 Trajectory Search를 수행하여 얻은 경로의 

보상 값에 대한 노이즈를 주입한 정책의 보상 값의 

Fig. 9. Result of generated motion. (a) (b) (c) (d).

Fig. 10. Result of replay with Noise(σ)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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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다. 이를 통해서 노이즈를 주입하는 비율에 따

라 얻어지는 평균 보상이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은 에피소드의 성공률에 대한 결과다.

우리는 성공을 보상이 0이 아닌 에피소드로 정의했

다. 그 후 총 재생 횟수에서 성공한 에피소드의 비율

을 구하여 비교했다.

(Noise < 4)는 한 에피소드에서 총 10번의 행동 

중 처음 4번 행동에만 노이즈를 섞고 이후 6번의 행

동은 노이즈를 주입하지 않은 결과이다. 우리는 처음 

몇 프레임에만 섞은 후 Noise 0으로 재생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동작이 생성됨을 확인했다. 노이즈를 

주입하고 재생하는 실험 결과 노이즈를 섞는 비율에 

따라서 동작이 점진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이를 사용

자가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6. 결  론

우리는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여 캐릭터에게 샌드

백을 타격하도록 학습시켰고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하나의 에이전트가 물리 환경에서 다양한 주먹 지르

기 동작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보상

만을 설정해주면 고차원의 물리 방정식의 지식이 없

어도 캐릭터 스스로 권투와 유사한 동작을 학습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보상 전략을 설정해주면 다양한 동작을 만들 수 있음

을 확인했다.

물리 환경에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행동, 보상, 상태를 설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보상을 최

대로 얻을 수 있는 최적 경로 탐색 방법으로 Tablular

Trust Region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캐릭

터가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Trajectory Smoothing 기법도 제안했다. 신경망의 

정책을 학습할 때 A2C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학습 

후 정책을 재생할 때 노이즈를 섞어 여러 동작을 생

성할 수 있음을 실험결과와 함께 제안한다.

우리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Fig. 12와 같이 실패한 

경우가 발생했었다. (a)는 강체가 물리 시뮬레이션의 

오류로 정상적인 강체의 위치를 벗어났다가 원래 자

리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속도를 이용하도록 경로가 

학습된 경우였다. 이와 같이 물리 연산의 오류를 활

용해서 높은 보상을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또 (b)의 경우 보상 조건이 샌드백의 무게 중심이었

는데 무게 중심과 닿지 않게 샌드백을 밀어낸 후 반

동을 이용해서 가격하여 충격량을 최대화하는 경로 

탐색 결과였다. 이런 종류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Fig. 11. Result of replay with Noise (σ) rate.

Fig. 12. Failure case of 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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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엔진의 정확도와 보상 조건 설정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게임 분야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물리 사뮬레

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Ragdoll 형태나 환경

과 상호작용 정도의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학습의 연속 행동 공간(continuous ac-

tion space)을 다루는 기법을 통해서 수동적인 반응 

뿐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A2C와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

을 적용해 비교해보고 인공신경망을 경량화해 실시

간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물리 

엔진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강화학습을 접목시

킬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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