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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운동 시뮬레이션 기술에 있어 운동감의 생성은, 일반적으로 대상 오브젝트의
운동에 대한 동역학적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적 운동감 효과 생성을
위해 보다 정밀한 수치 계산이 필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실시간 시
뮬레이션 기술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운동감 생성
을 위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연구되
고 있다. 이중 미리 생성된 다양한 모션 데이터(샘플)들을 서로 혼합하여,
실시간 운동감 효과를 재현하는 방법을 모션 합성(Motion Blending)이라 한
다. 미리 계산되거나 샘플링 된 모션 데이터를 기존 모션에 중첩
(Superposition)하면, 복잡한 운동을 단순한 몇 가지 운동의 조합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모션 데이터의 파라메트릭화를 통해 모션의 강도 및 주기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감 효과
재현을 실시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샘플링에 의한 모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중첩하는 Motion Blending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가상현실 시뮬
레이터에 응용하였다.
.
Keyword : VR, Simulation, Motion generation, V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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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자유도를 가지는 운동판의 회전 및 병진운동에
의해, 운동판에 탑승한 인간이 실세계에서와 비슷
한 감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사용자가 인위적인 가상의 환경에 몰입하여 실
하는 가상현실

운동판은 운동감 표현을 위해 실시간 시스템의

(virtual reality, VR) 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라 할

일부가 되는 컴퓨터 내에서, 탑승한 물체의 동역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학 모델에 대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가상 효과들이 강한 몰입감을 제공하여, 이를 체

런 실시간 시스템의 경우 모델의 충실도 및 처리

험하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

속도는 항상 상충하게 마련이며, 좀더 사실적이고

경을 조성하는 것이다.[03]

구체적인 운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고

세계와

1권

흡사한

체험을

가능케

이런 가상환경을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러

성능 컴퓨터의 사용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

가지 VR 장비들이 개발 되었고, 그 중 탑승 장비

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단순화 하여

(vehicle)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운동감을 재현해

야 한다.[04] 모션 합성(Motion Blending)이란, 특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운동판(motion platform)

정 모델에 대해 복잡한 여러가지 운동을 몇가지

이라는 시뮬레이션 장비가 개발되었다. 이는 다수

가능성 있는 단순한 운동 요소의 합성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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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13]으로,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의 문제

는 워시아웃 알고리즘을 통과하면서 적분되어 운

점을 후자(모델의 단순화)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동판의 자세제어(Sway, Surge, Heave) 데이터를 생

또는 실제의 운동을 측정(모션 캡쳐)하여 이들을

성한다. 이는 특정 운동판의 스펙에 따른 출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래픽의 텍스처 매핑처럼 오

내기 위해 역기구학을 통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히려 동역학 계산보다 사실감 있는 운동효과를 낼

운동판의 액츄에이터 길이로 변환된다.
이 중 워시아웃 알고리즘은 순간 가속도와 지속

수 있다.

적인 가속도를 안정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고주파

모션 합성은 가능한 모션을 샘플링하고 처리하
여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 실시간에

및 저주파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 되는데,

서 모션에 대한 요구를 얻는 과정, 이런 요구를

진동과 같은 운동감을 표현할 경우 노이즈로 해석

반영하는 적절한 모션을 생성하여 운동판에 중첩

되므로, 부드럽게 필터링되어 문제가 된다.[02]

하는 과정, 운동의 제약 조건을 반영하고 튜닝하

따라서 운동판의 운동을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하

는 과정 등을 포함하며, 본 논문에서는 ㈜시뮬라

기 위해서는 정확한 동역학 모델링 뿐만 아니라

인사의 3 자유도 운동판[07]에 간단한 운동 효과를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워시아

추가하기 모션 중첩을 구현하였고, 이 과정 중 모

웃 알고리즘을 수정 및 튜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션 데이터의 파라메트릭화를 통한 모션의 강도 및

하지만 이런 작업은 실시간 시뮬레이션 표현에 있

주기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어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감각

다.

기관이 느끼는 운동감에 있어서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 관련 연구
2-2 Motion Blending
Motion Blending 은 근래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

2-1 Classical Motion Generation

야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재현하기 위해

가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간 시스템 중,
인간이 그 일부로 포함되는 MILS(man-in-the-loop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14][15] 이는 복잡한 인

simulation)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자

간의 동작을 관절 모델링 및 동역학 계산이 아닌,

유도 운동판 시뮬레이터이다. 운동판은 탑승한 물

실세계에서의 모션 캡쳐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체에 대한 동역학 모델을 미리 생성하고, 이를 운

생성된 동작들을, 특정 키 프레임 단위로 합성하

동판의 물리적인 한계 내에서 해석하는 워시아웃

는 방법이다. 이는 재사용 가능한 동작 단위를 미

(washout) 알고리즘을 통해, 운동판의 액츄에이터

리 샘플링하고 이를 그래프에 저장한 후, 알고리

길이를 변화시켜 여러 가지 운동 상황을 재현하게

즘에 의해 선택된 적절한 동작들을 실시간으로 검

되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전정기관(vestibular)과

색해서 합성 및 보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며[13],

촉각(haptic/tactual)을 자극하여 실제 운동효과를

운동판 시뮬레이션 기술에 있어서 모션데이터의

재현한다.[01]

샘플링 및 중첩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
다.

Acceleration,
Angular velocity

Length Of Actuator

3. 운동감 효과를 위한 모션 중첩

Motion 1
Motion 2

Vehicle
Dynamics

Washout Algorithm
(+Integrator)

Inverse
Kinematics

Actuator
Controller

Motion
Platform

Motion 3
Sway, Surge, Heave,
Roll, Pitch, Yaw

탑승물체(또는 비행물체)의 실시간 모션 생성은
주로, 탑승자 뷰포인트 동영상(Ride Film 형식) 내

그림 1. Classical Motion Generation Procedure

1권

[그림 1]은 기존 운동판의 제어 과정을 보여준

부의 카메라 위치정보에 따라 Passive 운동감을 재

다. 동역학 모델에 의해 생성된 가속도 및 각속도

현하는 과정과, 탑승자의 인위적인 조작 또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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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이벤트 상황에 의한 Interactive 운동감을

로부터 구축된 Motion Database 를 이용해 주어진

재현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하며, 이는 동시에 구

상황에 적절한 Motion Stream 을 생성.

현되거나 부드럽게 전환되어야 한다. Interactive
3-1 Building Motion Database

운동감 재현은 탑승자의 명령 또는 주어진 상황에

모션

따른 운동변수들을 입력 받아 모델에 반영하고,

합성에 사용될

데이터는

실제 샘플링

이를 다시 운동판의 변위로 계산해 주는 과정이

(Sampling) 되거나, 가상 모델에 대한 인위적인 운

필요하지만, 재 모델링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연

동방정식에 의해 계산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산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 처리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실세계에서의 모션을 샘플링하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nteractive 운동감

기 위해서는, 가속도 및 각가속도 센서를 실제 운

재현을 실시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샘플링에 의한

동하는 물체에 부착한 뒤 운동을 수행하며, 주어

모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중첩하는 Motion

진 운동 변수 (자동차의 경우, 가속 페달 깊이 또

Blending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는 핸들 각 변위)에 따른 결과를 운동판 제어 시

[그림 2]는 Motion Blending 을 적용한 후의 시

스템에 맞게 액츄에이터 작용 변위로 변환 된 후,

스템 구조이다. 지속적인 동역학 계산이 필요한

식별자와

함께

파라메트릭화하여(Parametrization)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존의 Classical 방법으로 제

저장한다. 가상 모델을 이용할 경우, 주어진 운동

어하되, 순간적인 효과가 필요한 복잡한 움직임에

변수 들을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낸 후 일정한 간격

대해서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Motion2, Motion3 의

으로 샘플링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한

운동 데이터를 Motion1 의 변환 결과에 중첩하는

튜닝(Tunning) 단계를 거친다..

과정을 보여준다.
3-2 Obtaining Motion Demands
Motion 1

Vehicle
Dynamics

Motion 2

Washout Algorithm
(+Integrator)

Inverse
Kinematics

Actuator
Controller

Motion
Platform

운동에 대한 요구를 얻는 과정은 운동에 관한
제약조건(Constraint)을 얻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

Motion Blending

Motion 3

정 운동효과를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운동
그림 2. Enhanced Motion Generation with Motion

을 나타내는 식별자를 제공받고 그 지속시간, 강

Blending

도, 주기 등의 조건 및 운동 변수를 입력 받는다.

모션 합성(Motion Blending)기술을 운동판 시뮬레

3-3 Generating Motion

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3]처럼 보통 5

제공받은 식별자로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가지 절차를 거친다. Motion Database 의 구축과정

후, 최적의 모션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샘플링된

은 시뮬레이션 작동 이전에 미리 수행되며, 나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거나, 파라메트릭화하여 저

지는 실시간으로 이루어 진다.

장된 식에 운동 변수를 대입하여 단위 모션을 생
성한다. 이를 제공받은 운동 조건(주기, 강도)들

Obtaining Motion Demands

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모션 데이터로 연
Building Motion Database

Sampling
Tunning
Parametrization

결된 모션 스트림을 생성한다.

Generating Motion

Motion Stream

3-4 Superposing Motion
생성된 모션 스트림은 역기구학을 통해 전달된

Superposing Motion
Motion Example 1
Motion Example 2
Motion Example 3

운동판의 액츄에이터 작용 변위에, 실시간으로 선
Post Processing

형 합성된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은 동역학 계산,

그림 3. Motion Blending Procedure. Motion Example

1권

워시아웃필터, 역기구학 계산이 제외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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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되는 운동감을 생성하고 반영하는데 실시

SMCP 에 전달하여, 기본적인 비행 운동에 대한

간 처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이때, 포격, 충돌, 진
동의

운동효과를

재현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SMCP Controller 가 SMCP 에 네트워크를 통한 운

3-5 Post Processing
위의 과정을 통해 합성된 액츄에이터 작용은 그

동 효과 명령을 주게 되고, 구동 시스템(SMCP)은

범위에 대한 한계값 적용 또는 기타 자연스러운

샘플링된 모션 데이터를 적절히 합성하여 운동판

동작 연결을 위해 변위에 대한 가속도 필터 적용

에 반영한다.

등이 필요하다.
Motion Platform

4. 시뮬레이터 적용 구현 및 실험
㈜시뮬라인사의 3 자유도 운동판인 ‘Inverted

SMCP

SMCP Controller

Camera Position

Camera Position
Motion Effect
Command

Specific Force

CX1’의 운동감 생성 시스템을 소개하고, Motion
Blending 기술을 적용하여 간단한 운동 효과를 재

Platform Attitude

Motion Generation

Actuator Length

Motion Stream

Superposed Length

현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Visual Steaming

Final Length

Motion Event

Index
Time Stamp
Enabled Flag
Duration
Repetition
Ratio
Constraints..

그림 5. Motion Blending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

4-1 시스템 구조
Inverted CX1 은 [그림 4]와 같이 3 자유도 매달

도. 지속적인 Camera Position 데이터는 기존의

림형 운동판으로서, 시뮬레이터 명령 시스템과 구

Washout 필터를 통해 액츄에이터 길이로 변환되며,

동 시스템이 Ethernet 을 통해 네트워크로 통신한

순간적인 Motion Event(충돌, 포격)발생시 Motion

다. 구동 시스템은 SMCP(Simuline Motion Control

Effect 호출 명령을 네트워크 패킷에 담아 전달하

Program)라

여 SMCP 내부에서 Motion Stream 을 생성.

불리는

운동판

제어

프로그램이,

100Hz 주기의 CAN 통신에 의해 액츄에이터를 제
어한다. 또한 명령 시스템은 구동시스템과 규격화

4-2 모션 데이터베이스 생성

된 네트워크 패킷을 TCP/IP 통신으로 주고 받으면

가상의 캡슐은 실세계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이

서, 명령 또는 상태정보를 송수신한다.[07] 이 명

불가능 하므로, 가상 모델링을 통한 운동방정식의

령 시스템은 렌더링 시스템과 통합 되거나, 또 다

계산에 의해 운동 데이터를 샘플링한다. 이번 연

른 네트워크 통신에 의해 서로 동기화 된다.

구에서는 간단한 진동효과 (포격, 충돌 포함)를
구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Sine 파를 응용해서 확장
가능한 진동효과 생성 함수를 개발하였다.

Y = M sin [2φX / (100/125W)]
(X : 0~W/5, M : 0.01 ~ 0.1)
그림 4. ㈜시뮬라인 매달림형 운동판 ‘Inverted

Y = M <0.5 + 0.5sin {[2φX / (100 / 125W)] / 2 +φ/4} >

CX1’

(X : W/5 ~ W, M : 0.01 ~ 0.1)

식 1, 진동효과 재현 함수

[그림 5]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장기를 탐험하는 가상의 캡

식에서 M 은 운동효과의 Magnitude 를 나타내며,

슐을 모델링하고, 운동중인 캡슐의 영상신호(카메

W 는 10 분의 1 milli-second 주기를 표현하며, 운

라 위치)를 입력받아, Motion Platform 을 제어하는

1권

79

동효과의 세기와 주기를 파라메트릭하게 표현할

화 상태가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될 경우, 갑작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세가지 운동효과에

러운 변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해, 운동판에 직접 탑승하여 그 현실감을 피드

보간을 수행하는 정보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

백 받아 계수들을 튜닝 하였고, 그 결과 가장 자

다. 또한 중첩된 데이터는 액츄에이터 변위로 전

연스러운 공통적인 M 값으로 0.01 ~ 0.05, W 값

달되기 전, 물리적 액츄에이터 스펙에 따른 한계

으로 충돌효과의 경우 40~50, 포격감 30~40, 진동

값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동효과 삽

효과 10~20 의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들은 각각

입 방식은 그 변위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파일로 구조화되어 저장되며 시뮬레이터 초기화

운동 효과들의 활성화 상태가 변경될 경우, 위에

시 SMCP 의 유저 메모리에 로딩된다. [그림 6]은

서 말한 적절한 보간을 수행하는 필터가, 자연스

W 의 변화에 따른 [식 1]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러운 운동감 생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6. 모션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 자체 제
작한 진동 구현 함수를 W 의 변화 따라 플롯팅한
결과. 이 데이터는 시뮬레이터 초기 구동시 메모
리에 로딩된다.

4-3 운동효과의 명령전달 및 생성
모델링된 캡슐은 인체내부를 여행하면서, 장기
의 내부벽에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때 모
션 제어 시스템은 충돌효과 명령에 해당하는 식별
자, 타임스탬프, 활성화 여부, 지속시간, 반복여
부 및 증폭비 등을 네트워크 패킷에 담아, 모션
구동 시스템에 전달한다. SMCP 는 메모리에 로딩
된 모션데이터를 검색하여 해당 데이터를 찾고,

그림 7. Motion Blending 을 이용한 운동효과의 중

패킷에서 전달된 여러 Constraint 들을 반영하여 일

첩전 및 중첩후의 액츄에이터 변위 그래프. (a)

정한 구간의 모션 스트림을 생성하게 된다.

운동 데이터에 대한 기존의 워시아웃필터를 통과
한 결과. (b) 운동 효과가 삽입되어 중첩된 결과.

4-4 운동효과의 중첩 및 후처리

(W 에 따라 진동효과를 조절)

생성된 모션 스트림은 Time Key 를 차례로 증가
시키며 액츄에이터 운동변위에 선형 합성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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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뮬레이터 적용 결과

위 모션 스트림의 합성이 끝나게 되면, 그 반복

[그림 7]은 캡슐의 운동에 있어 액츄에이터 변

여부에 따라 Time Key 를 변경하거나, 활성화 상

위를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액츄

태를 변경하여 모션 합성을 제어한다. 여기서 중

에이터는 중립 위치에 대해 상하로 변위를 생성하

첩되는 각 모션 스트림의 마지막 값은 별도로 저

고, 운동판이 해당 자유도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장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중첩중인 효과의 활성

운동감을 생성한다. [그림 7]의 아래 그림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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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진동효과 모션을 적절히 중첩하는 과정을

* 본 연구는 ‘과학기술문화 체험전시기술 연구사

보여준다. W 가 클수록 주기가 큰 진동효과를 나

업’과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

타내며, 진동효과의 크기는 [식 1]의 M 값을 조

구 결과로 수행 되었습니다.

절함으로써 반영이 가능하다. 직접 탑승한 사람은
이 운동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실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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