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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하나의 캐릭터 이상을 애니메이션 하기를 원할 때 캐릭터들 사이에 충

돌과 같은 기대되지 않은 동작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적
절한 제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애니
메이션 시나리오을 표현하기 위해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에이젼트 기반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3차원 공간상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캐릭터
들간의 충돌을 회피하고 동작의 형태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에이젼트는 동작을 동
기화하기 위해 다른 에이젼트와 통신한다. 에이젼트는 캐릭터의 동작을 조정하는 여러 지
능적인 에이젼트로 확장되어진다. 에이젼트 시스템은 의도된 동작 애니메이션 뿐만아니라
전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동작의 스케쥴링을 가능하게 한다. 에이젼트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에이젼트들의 현 상태를 추론하는 방법으로써 에이젼트의 대화를 위한 페트리넷
분석을 이용하여 오토마타 모델을 디자인한다. 에이젼트 기술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에이젼트 시스템을 구현한다. 인체 모델 캐릭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예를 보
이고, 동작 제어의 가능성을 보인다.
A b s t ra c t W hen u ser w ant s t o anim at e ch ar act er m or e th an on e, ther e can gen er at e
an unexpect ed m otion anim ation like collision bet w een char act er s . T her efor e, this
pr oblem

should

solv e u sing

proper

contr ol m echanism . T his

paper

pr opos es

an

agent - ba sed sy st em that contr ols a m otion anim ation of ch ar act er for ex pr es sing
anim ation scen ario that reflect ed u ser ' s int ention . T his sy stem pr ovides a m eth od that
coor dinates a type of m otion an d av oid collision bet w een char act er s accor din g t o the
m oving path of char act er on thr ee dim en sion al space. A gent com m unicate w ith oth er s
for syn chr onizing m otion . A g ent is ex t ended int o a sev er al int ellig ent a gent th at
coor dinates m otion of char act er . A gent sy st em m ak e a pos sible not only an inten ded
m otion anim ation , but als o th e schedulin g of m otion t o a w hole char acter anim ation . It
de sign s aut om at a m odel u sing petri- n et an aly sis tool for the conv er sation of ag ent a s
m eth od th at pa s s es the inform ation of ag ent s an d r efer en ces current st ate of a gent s .
w e im plem ent a gent sy st em to contr ol th e m otion of char act er u sin g ag ent t echnology .
w e sh ow an ex am ple to control the m otion of hum an char act er m odel and the
pos sibility of m otion contr ol.

1. 서 론
에이젼트란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정
의 할 수 있다[1][2]. 에이젼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게임 캐릭터와 주변 환경
사이의 자동화된 상호작용, 아바타 어플리케이션, 스토리보드 디자인을 위한 3차원 그래픽 에이젼트, 만
화, 광고를 애니메이션하는 곳에 적용될 수 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술적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키프레임, 운동학, 역운동학 등과 같은 방식에서는 인체 모델 캐릭터와 같은 대상체를 이용하여 각
신체 부위의 위치값을 설정해서 동작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거나 하나의 캐릭터 대상만을 중점적으로 디
자인하는 문제점이 있다[3]. 그림 1과 같이 3차원 공간상에서 여러 캐릭터간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실행
할 경우 각 캐릭터간의 충돌 문제나 이동 경로에 따른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연출을 표현하기 위한 제
어 기법이 부족하다. 3차원 모델링 도구인 3D 스튜디오나 마야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3차원 객체의 모델
링과 애니메이션을 표현하지만,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 표현에서 캐릭터의 동작 자세만을 표현할 수
있고 캐릭터들간의 동작 표현에 따른 상관관계를 디자인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체 캐릭터 모델의 동작 변이를 위해 시간, 공간적 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동작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허용하는 동작 언어 해석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데이터, 자연스러운 동작 변이를 가능하게 한다[4].
그러나, 여러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동작 변이를 스케쥴링 할 경우는 많은 동작 상황과 동
작을 스케쥴링 해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간의 상호작용적인 면[5]을 통한 다양한 동작 애니
메이션의 제어와 표현력이 부족하다.
실시간 캐릭터 동작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Im prov시스템은 계층화된, 동작간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을 사용한다. 동작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은 텍스트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여 동작을
정의하고 사용자 관점의 환경을 제공한다[6]. 그러나, 동작의 전체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의 표현력과 캐
릭터간의 동작 종류에 따른 동작 제어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림 1 캐릭터간의 동작 시나리오

본 논문은 캐릭터의 동작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여러 동작
시나리오에 따라 캐릭터 각각에 대한 애니메이션 동작을 사용자 의도에 따른 동작 시나리오 형태로 전
체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표현하고 제어하기 위해선 단순히 하나의 캐릭터 동작 제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캐릭터들 간에는 상호 동기적으로 캐릭터 동작 애니메이션을 제어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도로 3차원 공간상에서 캐릭터간의 동작 표현을 원활히 제어하고 지원하
기 위해 에이젼트 기반 기술을 이용한 여러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에 따른 동작 제어에 적용해
본다. 그 대상으로 인체 모델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에 따른 제어에 에이젼트 기술을 이용한다.
이러한 각 캐릭터간의 동작 표현 제어가 캐릭터 상호간의 의사 전달을 위한 통신과 언어학적 측면, 캐
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위한 조정 서비스와 같은 에이젼트 속성을 이용하여 여러 캐릭터간의 다양한
동작 제어가 가능하다.
본 논문의 제 2절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에이젼트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에이젼트의
형태와 속성을 정의한다. 제 3절에서는 캐릭터 동작 에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에이젼트 시스템 프레임워
크와 특징을 설명한다. 제 4절에서는 에이젼트간의 대화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페트리 넷 모델을 설명
하고 그 예를 보인다. 제 5절에서는 에이젼트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인체 모델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
션 제어에 대한 구현 예를 보인다.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 6절에서 제시한다.

2 . 에이젼트 형태와 속성

본 절에서는 개별 에이젼트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에이젼트와의 조정과정을 통해
추론해야 하는 일반적인 에이젼트가 가져야 할 특징과 속성을 제외한 애니메이션을 디자인 할 경우 각
캐릭터간의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에이젼트가 가져야할 형태와 속성에 대해 언급한다.
에이젼트는 쓰레드 형태로 각각 실행되며 동작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지식, 목표, 계획을 조정하는 지능
적 에이젼트를 형성한다.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캐릭터(인간과 같은 형태의 동물 등), 정적인 주변
환경 객체가 에이젼트의 개체로 분류된다. 여러 에이젼트들은 동일 3차원 공간상에 동시에 존재하고 실
행된다. 에이젼트는 캐릭터와 주변의 환경 객체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이동 경로에 따른 동작 표현의 내
부적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2 .1 에이젼트 형태

(1) 인터페이스 에이젼트
- 사용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행동을 관찰하고 모니터한다.
- 각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페이스

- 에이젼트의 실행 조건 상태를 나타낸다.
- 각 에이젼트 파라미터를 보여주며 에이젼트가 가지는 현 동작 타입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2 인터페이스 에이젼트의 상호작용성

그림 2는 인터페이스 에이젼트가 사용자와 에이젼트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시간으로 각 에이젼트의 초기화와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에이젼트 시스템과 메세
지를 교환[7]함으로써 캐릭터의 동작 형태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어를 요구하게 된다.

(2) 정보 에이젼트
에이젼트를 위해 요구된 동작 형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자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현재의 캐릭터
에이젼트가 의사소통을 하기 원하는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에게 관한 속성 정보와 메세지 타입을
가진다. 요청된 모든 자원 목록을 유지하고 에이젼트가 어떤 자원을 요구할때마다 관련된 자원 목
록을 생성한다. 이러한 요구성을 그룹으로 등록된 각 캐릭터 에이젼트에게 전달한다. 에이젼트 리
스트에 그 자원 정보를 저장하고 탐색할 수 있다.

(3) 그룹 에이젼트
에이젼트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하는 대상을 그룹화하여 각각의 쓰레드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서로간
의 정보를 교환한다.
(4) 캐릭터 에이젼트
캐릭터의 대상을 움직이는 객체와 정적인 객체로 구분한다.
- 능동적 에이젼트: 현재 동작 애니메이션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 에이젼트

- 수동적 에이젼트: 능동적 에이젼트와 상호 의사 전달을 하여 능동적 에이젼트의 특별한 동작 요
구에 반응하여 자신의 동작 애니메이션의 진행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에이젼트
능동적 에이젼트의 특별한 동작 요구를 성취하고 서로 직접적으로 다른 수동적 에이젼트를 제어
하기 위한 정보를 유지한다

.

그림 3 자동화된 캐릭터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 전략

그림 3은 능동적 에이젼트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다른 정적인 객체나 수동적 에이젼트와의 의사
전달을 통하여 이동 경로에 따른 동작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전체 제어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이
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에이젼트 시스템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캐릭터와의 상호 교환을 통
한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에이젼트에 대한 동작 표현은 각 캐릭터의 동작
시나리오와 주변 객체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의도된 동작 표현과 우선 순위에 따른 동작 제어 보장
을 위해 구조적으로 내부 통신을 수용하여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즉, 각 캐릭터 에이젼트와 주변
의 환경 객체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동작 표현의 동기적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5) 환경 에이젼트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캐릭터 에이젼트에 대한 주변 객체와의 현 상태에 따른 상호 관계를 모니터링
하고 상호 작용을 하기 원하는 대상에 대한 메시지 처리를 담당한다.

(6) 탐색 에이젼트:
각 에이젼트 대상(인체모델, 동물, 정적인 객체)에 따라 적용되는 동작 형태와 행동 타입을 지정, 여
기서는 키프레임과 역운동학을 적용하여 동작 형태를 정의한다. 동작의 종류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인덱싱 형태로 호출한다.

2 .2 에이젼트 속성 타입

(1) 동작 정보: 각 캐릭터 에이젼트 대상에 따른 동적인 동작정보
- 에이젼트 식별자: 에이젼트 대상에 따라 주어지는 식별자
- 위치 정보: 에이젼트의 공간적, 위치적 정보
- 시간 정보: 각 캐릭터 에이젼트 동작 프레임수에 따른 시간 정보

(2) 동작 속성: 각 캐릭터 에이젼트 동작 형태를 정의하고 디자인(예: 달리다. 걷다. 흔들다. 등)한
다.
- 대화 리스트: 에이젼트 안에 있는 각 에이젼트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대화 메시지 형태의 목
록들. 여기서 대화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이젼트의 계획을 의미한다.
즉, 다른 에이젼트와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최종 동작 애니메이션 계획이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와의 동작 형태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자원 리스트: 각 캐릭터 에이젼트가 표현할 동작의 형태에 관한 자원목록(예: 달리다, 걷다.
뛰다 등)

(3) 메세지 형태 : 대화에 따른 에이젼트사이의 메세지 타입을 정의한다.
- 그룹: 현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와 제어를 전달하기 위한 다른 캐릭터를 그
룹화하여 서로 통신한다.
- 일대일 통신: 능동적 캐릭터 에이젼트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수동적 캐릭터의 동작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메시지 라우터: 각 에이젼트로 전달되는 대화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메시지 라
우터 역할

(4) 에이젼트 목록: 현 능동적 캐릭터 에이젼트가 자신의 동작 애니메이션 형태를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수동적 에이젼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3 . 동작 제어를 위한 에이젼트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에이젼트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에이젼트 프레임워크가 기존 에이젼트 이론 방법에 따라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동작 제어에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

3 .1 에이젼트 프레임워크의 특징과 개념모델

에이젼트 프레임워크란 단일 에이젼트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여러 에이젼트들이 상호 협력
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에이젼트간의 상호 연결을 책임지는 하부구조이다. 캐릭터 에이젼트 시스
템은 에이젼트 생성과 처리, 각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 형태를 결정하고 에이젼트 타입과 속성, 이
름, 에이젼트가 등록하는 그룹 정보를 생성, 관리한다.

그림 4 프레임워크와 클래스들의 형태

그림 4는 계층화된 구조로 서비스를 분할함으로써 각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위한 통신과 상호
작용, 조정 등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4는 여러 계층을 구성하는 구조와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1) Opeat or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에이젼트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캐릭터
에이젼트가 존재하는 환경정보와 동적인 변화 상태를 보여준다.
(2) 로컬 모델은 사용자가 디자인하는 애니메이션 동작 형태와 정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통신 계층은 에이젼트의 행동을 조정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언어적 계층 즉, 각 에이젼트간에 독립적인 상호 통신 교환을 위한 메세지를 처리하게 된
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대상이 그룹인지 개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통신 형태를 표시
한다. 에이젼트의 통신이 보장될 때 에이젼트간의 동작 애니메이션 생성 규정은 대화 규칙

그림 5 로컬 모델

에 따라 상호 조정된 협동적인 양식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제어된다.
(4) 에이젼트의 사회적 모델은 통신계층상에서 확립되어진다. 각 에이젼트간의 언어적, 조정지
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립되면 에이젼트를 생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필요한 컴포넌트
들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작 애니메이션을 위한 각 캐릭터의 에이젼트를 구성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언어학적 레이어[8]는 에이젼트의 내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독립되는 메시지 기반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에이젼트 독립적인 시멘틱을 제공한다.
이러한 캐릭터 에이젼트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에이젼트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캐릭터의 동작 생성과
제어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3 .2

에이젼트간 내부 처리관계

각 캐릭터가 공간상에서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선 규칙 기반(예: 그림 1의 어떤
하나의 능동적 캐릭터가 어떤 형태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 다른 나머지 캐릭터가 반응해야 할 동
작 애니메이션 상태에 대한 규칙)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각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동작 생성 형태에

따른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규칙 기반 형태로 각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사회적 행동을 나타
내고 관련된 에이젼트와의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규칙성을 가진 대화를 통해 각 캐릭터 에이젼트는
상호 동의된 규칙 관습에 따라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현 상황에 따른 동작 상태를
변경하고 동작 애니메이션을 수행한다. 각 캐릭터 에이젼트는 자신의 실행 쓰레드를 가지고 있으며, 동
시적으로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실행되며 그들을 스케쥴하는 방법에 대하여 관여
함이 없이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와의 대화를 통해 동작 생성 시간과 형태를 제어 할 수 있다.

그림 6

에이젼트간 상호 처리 관계도

그림 6은 에이젼트에 따른 동작 생성시에 에이젼트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상호 처리 관계를 나타
낸다. 에이젼트가 생성되면 동작 애니메이션을 만족하기 위해 캐릭터 등록 레지스터리에 정보를 등록한
다. 각 캐릭터 에이젼트의 식별자와 함께 등록되어진다.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의 정보를 받기 원하는

능동적 캐릭터 에이젼트는 여러 수동적 캐릭터 에이젼트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리스트내지 큐 구조에
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다른 에이젼트에게 큐잉 메시지에 있는 정보를 엑세스
가능하게 한다.

(1) 통신 계층은 프레임워크 상에서 그들의 통신언어(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에 의해 사용되는
여러 통신 모드를 나타낸다. 통신 모드는 직접 및 간접 형태로 각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메시

지 전송을 담당한다.
(2) Oper at or 인터페이스는 동적으로 에이젼트를 생성하며 에이젼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
상태를 보여준다. 즉, 에이젼트의 생성, 모니터링, 대화 상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3) Cr eateA gent : 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한 각 캐릭터에 따른 에이젼트의 생성과 시작에 대한 설정,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 지정을 생성하기 위해 확장되어질 필

요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표현한다.
(4) S ocial M odel: 에이젼트의 S ocial 행동은 일관적 해결책을 야기하기 위해 시스템의 다른 에이
젼트와 통신하거나 상호작용,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이것은 에이젼트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면중의
하나이다.
(5) Dir ect Com : 캐릭터 에이젼트가 직접적으로 일대일 통신을 통한 동작 제어 정보를 공유하고 제
어하도록 하는 처리를 담당한다. 능동적 캐릭터 에이젼트가 수동적 캐릭터 에이젼
트보다 더 신뢰할 수 없다면 예외 사항을 리턴하게 된다. 직접 메시지를 주고 받
고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가 자신의 동작 실행을 제안하기 위해 액세스 할 수 있
도록 만드는 형태로 확장되어진다.
(6) Gr oupCom : 단일 에이젼트 실행 쓰레드의 분리 형태로 디자인되고 캐릭터 에이젼트 쓰레드는
항상 동작 애니메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시나리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서로 상호
의사교환의 채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단일 에이젼트의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에이젼트를 위한 자원을 생성하고 능동적 에이젼트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자원이 요청된 어떤 다른 수동적 에이젼트에게 응답한다. 이것은 다른 에이젼트의
존재 여부와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그룹에 속한 에이젼트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
한 요구와 광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어떤 에이젼트와 정보를 교
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7) M e s sag e : 에이젼트가 사용하는 동작 메시지의 구조를 정의한다. 이것은 메세지 큐 형태로 저
장되게 된다. 모든 메세지 객체는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각 에이젼트에 보낸 시간과
받은 메세지의 시간 속성을 가지게 된다. 메세지의 두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다.
- declar ativ e m es sa ge : 에이젼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거나 그것의 가용성
을 광고, 에이젼트가 수행하고자 하는 동작 형태의 상태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 cont ent m es sa ge : 제공된 동작 지식베이스의 형태와 규칙 형태를 메세지 클래스
의 슬롯 형태로 정의한다.
에이젼트는 메세지의 형태를 보고 주변 객체 및 다른 에이젼트간의 상호 관계를 정
의하게 된다. Speech - a ct 형태[9]의 메세지를 구현하여 내부 에이젼트 상호작용의 고

수준 모델을 전달하기 위한 통신언어를 허용한다. 각 메세지는 Speech - act 컴포넌트
의 P erform ativ e와 관련되어질 수 있다. P erform ativ e는 메세지의 내용과 함께 do 혹
은“perform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에이젼트는 신념, 지식, 의도를 전
달 할 수 있다. 메세지는 sender 에이젼트의 지식베이스에 대한 정보와 그것의 목표,
의도, r eceiv er와 함께 상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
다.
(8) 메세지 라우터: 대화 초기화 및 운영의 기능을 수행한다. 에이젼트 안에 적절한 동작 형태에
따른 대화 메세지 큐에 대하여 에이젼트에 의해 받은 메세지를 라우트 하게
된다. 다른 에이젼트에게 보내기 위한 메세지 형태를 정의하고 메세지를 받기
를 기대하는 에이젼트를 지정하여 메시지 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동작 정보
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한다. 메세지의 의도를 체크하고, 만일 에이젼트에서 운
행되지 않는 대화 형태 규칙을 형성한다면, 새로운 대화 쓰레드를 생성하는 기
초로서 정의하게 된다.
(9) 메시지 큐: 큐에 지정된 메세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메세지 목록을 리턴
한다. 우선 순위를 가진 에이젼트에 대한 동작 생성 정보의 자원을 관리한다.

4 . 동작 제어를 위한 에이젼트간 대화 규칙

대화는 다른 에이젼트와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이젼트의 계획이다. 즉, 다
른 에이젼트와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동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각 캐릭터의 동작을 스케쥴하고 제어하
기 위한 규칙을 나타낸다. 계획은 다른 에이젼트의 동작 형태와 조건에 따라 오토마타 모델의 관점에서
시각화될 수 있다. 이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제시하고 각 에이젼트에 대한 동작 애니메이션의 일관된 분
석을 허용한다. 대화를 정의하는 형태는 현 동작 상태의 상황에 근거한다. 스케쥴링에 의해 다음 동작
애니메이션은 다른 캐릭터의 동작 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에 처리해야 할 동작 상태를 생성하고 현 상황
에서 다음에 어떤 동작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대화적 요소에
따른 동작 표현을 오토마타 형태로 표현한다. 스케쥴링된 동작 실행은 항상 초기상태에서 시작하여 최
종 목표에 종료되는 상황을 묘사한다. 대화하고자하는 에이젼트와 함께 상호 일치된 관습에 따라 메시
지를 교환하고 상태를 변경하며 에이젼트의 현 동작 애니메이션을 수행한다. 에이젼트간의 동작 생성
계획은 대화규칙에 의해 정의된다. 대화 규칙은 캐릭터의 현 의도된 동작 상태가 대화 규칙의 상태와
매치할때만 현 캐릭터의 동작 상태를 변경하고 그 정보를 다른 캐릭터의 에이젼트에게 전달하게 된다.
만일, 현 대화 상태에 매칭되는 자신의 현 상태를 가지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 그때 규칙의 대화 상태
목록에서 규칙에 매칭되는 첫번째 요소가 실행되어지게 된다. 그림 7은 이러한 대화규칙 호출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7 대화규칙생성과정

대화 규칙은 대화가 주어진 현 동작 상태에서 다음에 수행될 수 있는 동작 형태를 큐에서 탐색한다.
다음 동작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에게 동작 애니메이션의 수행 여부를 알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른 에이젼트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경우 에이젼트간
의 우선순위를 체크한 후 다음 동작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동작 형태의 다음 동작을 묘사하는 정
보를 설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캐릭터 에이젼트 간의 동일한 경로와 동작 애니메이션으로 인한 캐
릭터간의 충돌회피와 기대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막을수 있다.

4 .1 동작 제어를 위한 제어 모델

에이젼트의 동작 제어를 위한 제어 모델 기법을 설명한다. 동작의 모든 제어 상태를 표시하기위해 에이
젼트 시스템에서 다른 에이젼트와의 모든 가능한 상호 작용의 대화 규칙 상태를 유한 상태 모델로 표시
한다. 이것은 여러 실행조건을 식별하고 대화의 각 규칙을 위한 동작 애니메이션 타입을 식별한다. 각각
의 대화는 오토마타 모델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캐릭터 에이젼트의 이동경로에 따른 여러 동작 애니메
이션은 다시 세부적 동작으로 분류된다. 대화의 현 상태가 에이젼트의 다음 동작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준다. 계획의 최종 상태는 계획의 실행이 종료되어지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대화란 에이젼트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규칙 기반 묘사를 나타낸다. 에이젼트의 여러행위는 규칙에 대
한 실행 조건을 이용하여 식별한다. 이것은 각 대화를 위한 대화 규칙을 식별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
한 대화 모델을 분석하고 일관성을 위한 도구로 본 논문에서는 페트리넷 모델을 이용하여 캐릭터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기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대화 규칙을 이용하여 에이젼트의 계획을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peech - act기반 메시지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한 상태 머쉰 형태로
디자인된다. 페트리넷은 정보 흐름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모델이다. Places와 T r an sition s 네트워크 형
태로 4개의 튜플 PN = (P , T , IN , OUT )로 구성된다. P ={p1, p2, p3 .. pn }은 P lace s (조건 혹은 자원)의
집합, T ={t 1, t 2, t3 .. tn }은 tran sition s (각 에이젼트에서의 모델 행동)의 집합을 나타낸다. 페트리넷은 순
차적 실행, 병렬적, 동기화, 계층적인 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페트리넷 모델을 이용하여 캐릭터
의 각 동작 애니메이션에 따른 상태 변화를 표현 할 수 있다.
각 대화는 유한 상태 머쉰 모델로 표현되어진다. 대화는 에이젼트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타내는 규칙기반 설명을 나타낸다. 이러한 규칙이 유한 상태 머쉰의 변이를 정의한다. 대화의 각 규칙
에 대한 여러 실행조건과 행위를 식별한다.
그림 8은 3차원 공간상에 3명의 인체 모델 캐릭터와 1개의 정적 객체가 있는 경우 3명의 캐릭터가 1개
의 정적 객체를 목표로 3차원 공간상에서 이동하며 동작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경우 3명의 각 인체 모델
캐릭터 에이젼트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한 페트리넷 모델의 시각적 구조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8에서 P 1, P4, P6는 3명의 인체 모델 캐릭터 에이젼트 각각의 동작 계획 초기상
태로 동작 실행이 시작되는 상태이고 최종 목표 동작 애니메이션을 만족하면 최종상태에 종료한다. 여
기서 P 1에서 P9은 각 캐릭터 에이젼트의 조건에 따른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t 1에서 t8은 각 에이젼트
가 취해야 할 동작 실행 조건 규칙을 의미한다. CA 1(캐릭터 에이젼트 1번)은 t 1을 통해 CA 2에게 자신
이 먼저 동작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CA 2는 t 2를 통해 CA 1의 동작 실행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인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판단은 다른 CA3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규칙 결정을 위한 상태정보(P )
와 실행 조건 규칙(t )은 지식 베이스 형태로 저장된다.
그림 8의 페트리넷을 통해 대화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적인 문제를 단일화된 P etri- net의 형태로 분
석하여 deadlock을 회피하고 P etri- net의 인접 행렬을 이용한 liv en es s와 safen es s의 조건을 체크한다.
이것은 현재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안정성 있고, 충돌회피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에이젼트들은 상호 관습에 따라 메시지를 교환 할 수 있고, 상태를 변경하고, 각 에이젼트 동작 형태에
따라 동작 애니메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8 3명의 인체모델 캐릭터에 대한 페트리넷 모델

4 .2 에이젼트 연산

캐릭터 에이젼트 사이에 통신, 협동, 조정 메커니즘이 구현되어지면, 필요한 컴포넌트 요소들이 서로
결합된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시스템의 여러 에이젼트와 통신하여 조정, 결합력있는 연산을 가진다.
그림 9는 대화 규칙에 따른 각 캐릭터의 에이젼트 생성시 적용되는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에이젼트를
식별하고 에이젼트간 대화를 식별한다. 대화 규칙을 식별하고 대화모델을 분석한다.
각 캐릭터 에이젼트는 자신의 실행 쓰레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대화는 다른 캐릭
터 에이젼트와 문맥상에서 동시적으로 실행된다. 캐릭터 에이젼트의 동작 정책을 지정하기 위해 대화
규칙을 사용한다. 즉, 캐릭터 에이젼트가 다음 동작 상황에서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효과적으
로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와의 동작 애니메이션을 조정하게 된다. 그림 9에서처럼 대화의 최종 상태에
도달할때까지 연속적으로 인터프리터 함수에 의해 실행된다. 현 캐릭터 에이젼트의 요구조건에 만족하
는 규칙에서만 실행을 시도한다. 하나의 캐릭터 에이젼트에 의해 실행되는 메시지 형태는 다음 다른 캐
릭터 에이젼트가 실행될 때 대화를 초기화한다. 적절한 메시지를 라우트하기 위해 메시지를 받은 쪽의
캐릭터 에이젼트와 동일한 그룹에서 대화 규칙을 통해 서로 인스턴스화한다. 캐릭터 에이젼트가 동작

그림 9 에이젼트 연산과정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면 대화 목록에 그 동작 메세지를 저장한다. 최종 상태에 도달하면 그 동작 메세지
를 삭제하여 특별한 자원을 요청하는 다른 그룹에 메세지를 알린다. 여러 캐릭터 동작을 세부적인 여러
동작 형태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에 각 캐릭터 에이젼트가 가지고 있는 동작 형태는 다른 애
니메이션 동작 그룹의 동작 에니메이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그룹에서 서로 통신하고자 하는 에이
젼트 객체를 등록하고 생성한다. 능동적 에이젼트에 대해서 두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
련된 그룹 객체에 메세지를 연속적으로 보내게 되고 둘째, 그룹에 등록한 모든 에이젼트가 이들 메세지
를 받도록 그 그룹에 대해 메세지를 알리게 된다. 이들 두 함수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과 받는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안에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등록하게 된다. 메시지는 보내는 에이젼트의 현재성과 가용성
을 광고(공유 접근)하거나 특별한 요구 혹은 서비스를 위한 전체 커뮤너티에 대해 에이젼트를 대신하여
요청을 표현할 것이다. 메시지들은 보내는 에이젼트에서 다른 모든 에이젼트에게 동작 애니메이션의 제
어 명령이 될 수 있다. 에이젼트가 등록하는 모든 그룹은 분리 쓰레드 객체를 가진다. 에이젼트안에 있
는 쓰레드는 동시적으로 실행한다. 이것은 동시에 등록하는 다양한 그룹에 보내진 메시지에 응답하고
청취가능하게 한다.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을 구현한다. 메시지를 받을 때 능동적 에이젼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체 캐릭터들의 동작 애니메이션이 종료하면 메시지가 그룹으로 가는 것을 멈춘다.

5 . 에이젼트 시스템의 구현

본 시스템은 Visual C++ 6.0과 OpenGL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0 3명의 캐릭터와 1개의 정적 오브젝트에 대한 동작 제어

그림 10은 그림 8의 페트리 넷 모델을 이용하여 3명의 캐릭터 에이젼트가 1개의 정적 객체로 향하는
동작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 3차원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각 캐릭터 에이젼트가 서로 상호작
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1번 캐릭터가 먼저 도착하고 3번, 2번 캐릭터가 도착하
는 순서로 디자인하였으며 시간, 공간, 캐릭터 에이젼트 동작 우선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애니메
이션 과정이 대화 규칙을 통해 구성되며 페트리넷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충돌이나
간섭없이 동작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다. 각 캐릭터의 동작 형태는 1번과 2번 캐릭터는 걷다 , 3번
캐릭터는 달리다 라는 동작 형태로 동작 애니메이션을 실행한다. 여기서 각 캐릭터의 이동 경로를 나타
내는 선 모양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시각적 스케칭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캐릭터들의 시작과 종료지점을
나타내고 이동시 동작해야 할 동작 형태도 정의하게 된다.
에이젼트 시스템을 이용한 캐릭터 동작 애니메이션과 기존의 동작 제어를 위한 기법들을 캐릭터와의 상
호작용성과 동작 제어 디자인 관점에서 항목들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동작 제어 기법들의 비교
기법
항목
캐릭터간의
상호작용
세부적 동작
묘사
동작 확장성
및 재사용성
에이젼트
구현 가능여부
쓰레드 구조
사용자의
의사 전달

키프레임, 운동학,
역운동학
-

Im prov 시스템
부분적 지원

3D 스튜디오,
마야

에이젼트
시스템

-

가능

지원

-

지원

-

-

-

-

가능

-

-

-

가능

-

-

-

가능

정밀한 제어 요구

가능

정밀한제어요구

가능

6 . 결론

본 논문은 3차원 공간상에서 여러 캐릭터간의 동작 애니메이션 제어를 에이젼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
작 제어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디자인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동
적으로 동작이 변경되는 애니메이션 형태에 대한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는 에이젼트 사이의 의사교환과
조정, 협동 지식의 획득과 수정, 모델링을 하기 위한 유틸리티와 에이젼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안한 에이젼트 시스템의 특징은
(1) 일관성있고 동기적으로 사용자의 에니메이션 저작 의도를 반영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2) 확장성을 지원, 에이젼트들의 등록정보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동작 애니메이션에 따른 동작제어
를 이미 등록된 다른 에이젼트와 협동작업을 통해서 스케쥴 가능하다.
(3) 전체 애니메이션 동작을 각 에이젼트의 부분적인 동작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누어 에이젼트간의
동시동작 애니메이션, 우선 순위에 따른 단일 동작 애니메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에이젼트 프레임워크는 캐릭터의 에이젼트를 정의하고, 동작 계획, 동작을 안내하기 위한 규칙,
에이젼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동작 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
어 개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 에이젼트간의 동작 제어를 위한 규칙을 생성하기 위해 동작 상
태와 변이과정이 테이블 형태로 지정되어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사용자가 동작 시나리
오에 따른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페트리 넷 모델을 디자인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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