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ap-Together Motion: Assembling Run-Time Animations 

 

 

그림 1: 제안 process의 개요도 

Motion의 linear corpus는 user-guided process를 통해 인식한 common pose를 갖는다. 

 

 

그림 2: Transitions은 common pose를 중심으로 생성되며 simple graph를 형성한다. 

 

 

Abstract 

 

 Snap-Together Motion (STM) 

 짧은 clip의 집합에서 motion capture examples의 한 부분을 가공 

 Clip은 motion의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결 가능 

 결과 process는 character motions의 효과적인 계획을 쉽게 하는 단순한 그래프 구조 

 User-guided process로 “common” character poses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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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자동으로 poses을 통해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의 transition을 합성 

 잘 연결된 그래프는 특정한 application에 적절하도록 구성 

 모든 transitions을 일일이 수동으로 조정하는 일 없이 일반적인 interactive control을 허용 

 

 

1 Introduction 

 

 Run-time overhead를 가진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합성된 quality motions을 위한 방법 소개 

 Motion capture data의 corpus는 short clips의 집합으로 가공 

 Short clips는 run time에서 끊김 없는 motions의 흐름으로 “snapped together” 가능 

 이 process는 human author에 의해 유도 

 제작자는 corpus에서 자주 나타나는 character 자세를 인식 

 그러한 자세는 임의의 자세를 떠나 다른 자세로 들어가는 jump point로써 제공(그림 1, 2) 

 그 결과는 simple graph structure로 나타남 

 클립이 더 긴 모션에 연결되도록 함 

 모든 transition의 생성과 cleanup operations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실행 

 실시간 character animation module은 단지 그래프에 의해 결정된 유효한 순서를 미리 

계산만 하면 가능 

 Graph construction process에서 사용자 참가는 clips의 연결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 

 Animation designer는 시스템에게 구조를 갖는 그래프를 만들도록 유도 

 그 구조는 실시간으로 쉽게 추출되도록 고안됨 

 일반적으로 designer가 high branching factor를 가진 그래프를 생성한다면, run-time 

motion planner는 새로운 액션이 추가되어야 할 때 several options로부터 선택된 유연성을 

갖게 됨 

 

 이전 연구와의 비교 

 우리의 연구는 거의 이전의 non-linear animation methods과 관련이 있슴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 graph structures는 computer games에서 일반적인 move trees와 

유사 

 주요한 차이는 우리의 그래프는 제공된 data corpus에 기반해서 알맞게 구성된다는 것 

 반대로 전통적인 move trees은 인위적인 motions과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transitions을 

사용 

 어떤 면에서 우리는 real-time animation synthesis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data structures를 구성하는 new approach를 제공 

 우리 approach의 증가된 자동화는 graph structures을 생성에 요구되는 planning, effort, 

skill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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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극단적으로 지루해질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진 구조의 

그래프를 생성 

 

 Main Contributions: 각각은 가상 환경에 대한 character motion의 생성을 용이하게 함 

1. 향상된 생성방법을 제공하며 candidate transition points을 자동적으로 인식 

 다수의 edges을 포함하는 소수의 hub nodes를 갖는 그래프의 생성에 도움이 됨 

 전체 허브들을 그래프에 추가함으로 클립의 추가를 위한 속도를 증가시킴 

 Original motion data를 기반으로 허브를 자동으로 추천하여 구성을 더욱 간단하게 함 

2. Multi-way transitions의 생성을 위한 방법의 제공 

 Cut transitions 허용 

 Cut transitions은 추가 processing없이 두 clips을 간단히 하나로 합침 

 Original motions을 조정함으로 가능하며 transitions은 끊김이 없슴 

 Transitions은 C1 smooth를 가지며, 적절한 제약을 만족 

 

 연구의 장점 

 Resulting graph가 단순함을 유지함 

 Run time으로 motions의 효과적인 생성을 허용함 

 Visual artifacts를 피하는 multiple motions을 연결하는 것이 관건 

 

 논문의 나머지 구성 

 Section 2: Graphs 구성을 위한 현재 tools의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 방법을 제안 

 Section 3: Related work에 대한 논의 

 Section 4: Algorithms 기술 및 graph 생성 과정 설명 

 Section 5: Example results 소개 

 Section 6: 연구의 장단점을 가지고 결론을 맺음 

 

 

2 Issues with Current Practices 

 

 High-quality motion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applications은 motion capture 혹은 

keyframing같은 전통적인 animation techniques으로 생성된 motion의 static clips을 결합 

 Assembly process는 motions 사이의 transitions을 요구 

 달리기에서 주저 앉기 사이의 Transition 혹은 이와 유사한 경우의 transitions은 만들기 

어렵지만, 한 clip의 end와 next clip의 beginning이 동일하다면 쉬움 

 Motions이 유사한 경우 linear blends만으로도 transitions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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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 clips의 집합과 그들 사이의 transitions은 graph를 형성 

 Graph에서 edges은 motions의 조각이고 nodes은 motions을 연결하는 choice points 

 A graph of this type은 computer games에서 일반적으로 move tree라고 불림 

 Move trees은 pre-planning movements에 의해 구성 

 Initial clips은 similar beginning and end points를 가짐 

 Artist는 transition이 만들고 생성한 transition motions의 clips에서 exact points를 선택 

 Character Studio, Softimage XSI, Diva, Messiah:Animation같은 commercial motion editing 

tools은 identified points에 간단한 transition methods(Linear blends)를 제공 

 

 Graph의 구조는 유용성 측면에서 significant impact를 가짐 

 Graph가 잘 연결될 수록 animation의 통제가 더욱 용이해짐 

 Motions의 모든 clips은 action이 언제 어디서라도 가능하도록 연결 가능 

 근본적으로 different clips에서 good transitions의 생성은 어려움 

 Tradeoffs는 transitions의 품질과 graphs의 연결성 사이에 존재 

 

 모든 clips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잘 구성된 graphs은 많은 incoming과 

outgoing edges을 가짐 

 그러한 nodes을 hubs라고 부름 

 Hubs은 flexibility와 high-level requirements 모두를 만족하므로 이상적 

 특정 hub는 몇몇의 다른 종류의 punches와 kicks을 포함하고 character는 high-level 

논리화 module을 따라 타격의 흐름과 함께 엮어질 수 있슴 

 예> 상대의 방어를 풀면서 주먹을 날림 

 몇몇 방향을 따라 걷는 several outgoing edges를 갖는 “walking” hub도 존재 

 Jogging과 running hubs를 합치면, planning module은 speed와 direction을 정하여 가상 

환경에서 characters를 단순히 움직이게 함 

 

 Hubs를 포함하는 Graphs은 구성하기 어려움 

 Authors는 함께 동작하는 several motions을 motion corpus 안에 위치시켜야 함 

 Multi-way transitions을 고안해야 함 

 이것은 단지 두 clips 부드럽게 합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 

 Current tools은 hub의 생성에 거의 도움이 안됨 

 우리는 반대로 hub의 생성을 외적으로 지원 

 고품질 transitions을 위해 수동으로 clip의 경계를 선택하는 대신, 우리는 starting과 

ending frames이 닫혀있는 clips의 집합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함 

 의도한 transition의 위치가 주어지면, original database를 자동적으로 변형하여 

transitions이 가능하도록 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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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very transition에서 clips은 끊김 없이 연결 

 Motion에서 임의의 제약은 transition boundaries에 걸쳐서 존재하는 제약을 강요 

 예> 발은 반드시 땅에 붙어있어야 함 

 

 Computer games과 그 밖의 가상 환경에서, move trees는 수동으로 만든 graph에 기반한 

motion으로 합성된 utility의 예를 보여줌 

 이 기술의 가장 큰 제약은 authoring process의 어려움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노력은 graphs의 복잡도와 applications의 범위를 제약 

 Our framework는 이 문제를 줄여주는 수동 제작 또한 제공 

 

 

3 Alternate Approaches 

 

 Computer animation literature은 synthetic characters를 수많은 motion 생성 방법을 제공 

 가상 환경이 motion의 연속적인 흐름을 요구하므로 어떤 approaches은 부적절 

 두 개의 명백한 examples은 keyframing과 motion capture 

 독립적이고 정적인 clips 

 유사하게 motion capture editing[4, 11, 3, 23, 19, 5]과 multi-target motion interpolation 

[22, 20]이 motion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 

 여전히 이 방법은 individual clips의 생성만 가능 

 

 Procedural approaches은 임의의 길이의 flexible motions을 생성하는 장점을 가짐 

 가장 큰 부류는 physically-based motion synthesis 

 physically-based methods가 많은 자연 현상에 성공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running [6]과 

jumping[13] 같은 특정 동작을 제외하고는 character motions의 복잡도의 확장에 실패 

 더욱 극단적인 procedural methods는 더 큰 범위의 character motions [17, 18]을 계승 

 수동으로 제작된 새로운 motion을 요구하고 종종 realistic results를 생성하지 못함 

 

 Motion synthesis에 대한 몇몇 최근 approaches은 motion capture data의 집합을 기반으로 하는 

mathematical models의 구성을 포함 

 Researchers은 새로운 motion을 생성하기 위해 hidden markov models [2]과 linear 

dynamic systems [12]을 사용 

 그러한 방법들은 임의의 motion의 긴 streams을 생성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가살 환경에서 요구하는 high-level control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 

 Motion synthesis에 대한 여러 graph-based approaches이 발전되어 오면서 graph 

construction process [1, 8, 10]는 완전히 자동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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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법들은 graph structure를 통제하는 몇몇 제약을 가지고 꽤 빠르게 graphs을 생성 

 하지만 생성된 graphs는 비구조적 

 

 Unstructured motion graphs은 움직임 사이의 pre-determined connections을 갖지 않으며 

얼마나 빠르게 한 동작이 다른 동작으로 바뀔지에 대한 보증이 없슴 

 두 motions사이의 path는 복잡 

 Unstructured graphs에서 motions의 합성은 검색 속도에 의존 

 Unstructured graphs는 interactive applications에 부적합 

 

 다른 문제는 connectivity의 복잡성으로 인해 unstructured graph에 가능한 motions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어려움 

 만일 designer가 transitions의 어떤 집합이 character의 actions에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동작이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불가능 

 Interactive applications에 사용되는 현재의 control approaches는 알려진 구조에 의존 

 Interactive applications은 graph structure를 통한 designer control을 요구 

 

 최근에, graph-based approach는 수동으로 구성된 graphs를 확장 

 기본 단위는 motion의 static clip이 아니라, 보간이 가능한 carefully-chosen clips의 집합 

 이러한 interpolations의 적절한 매개변수화는 더 좋은 character의 제어를 가져옴 

 선택의 이산 집합보다는 directions과 speeds의 연속으로 locomotion을 지정 가능 

 얼마나 일반화 되었고, motions의 expressive sets을 준비했는지는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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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맨 위쪽의 diagram은 두 개의 모션을 가진 초기 database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좌측은 프레임의 두 그룹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측은 대응되는 그래프이다. middle diagram은 4 

프레임중의 match set을 만든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smaller clips으로 database를 쪼개고 

그래프에 새로운 node를 추가한다. bottom diagram은 두 번째 match set의 추가 데모를 보여준다. 

 

 

4 Constructing Graphs 

 

 사용자가 standard skeletal format의 motion capture data의 database를 갖고 있다고 가정 

 Database안의 많은 Motions이 부적합 

 많은 short clips이거나 하나의 long clip 

 각 motion의 frame은 parameters(p, q1, …, qn, o1, …, on)의 vector에 의해 표현 

 p는 world coordinates에서 root joint의 position을 나타내는 three-vector 

 qi는 parent’s coordinate system에서 i번째 joint의 orientation을 나타내는 quaternion 

 oi는 parent’s coordinate system1에서 i번째 joint의 offset을 나타내는 three-vector 

 Corpus의 linear indexing이 있다고 가정 

 특정 frame의 vector는 corpus의 frame i인 Fi로 표시 

 

 Motion이 end-effector positions상에서 관련 제약을 가지고 주석이 달려 있다고 가정 

 제약들은 particular foot의 heel 혹은 ball이 어떤 frames의 set에서는 땅 위에 위치하게 함 

 이런 constraints는 지금까지 motion capture data에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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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에서 각 edge는 motion의 clip이고 각 node는 transitions이 발생하는 frames의 group에 

의해 정의 

 이런 frames의 group이 match set 

 match set의 각 요소는 match frame 

 Original database가 n개의 motions을 갖는다면, corresponding graph는 2n nodes와 n 

edges을 갖는 trivial structure를 가짐(그림 3) 

 각 match set은 더 짧은 clips에서 database의 partitions을 자연스럽게 지정 

 Clips은 common node에 붙어있는 그래프에서 차례로 edges과 일치 

 

 Graphs은 match sets을 선택함에 의해 하나의 node를 생성 

 Author가 단순히 수동으로 match frames 선택 가능 

 Author는 특정 frame을 열거하고 similar frames의 group 중에서 match set을 자동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가짐 

 Author는 database에서 가장 큰 similar frames의 collection 중에 match set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슴 

 

 일단 graph designer가 match sets의 생성을 끝내면, 우리의 system은 자동적으로 motions을 

조절 

 Corresponding transitions은 simple cuts에 의해 활성화 가능 

 이것은 match set을 위한 common pose의 선택을 요구 

 각 match frame은 common pose의 rigid transformation에 의해 치환되고 surrounding 

frames을 변환시킴 

 이 변환은 끊김이 없슴 

 Pose에서 야기되는 임의의 motion은 그 pose가 존재하는 임의의 모션 뒤에 붙어 multi-

way transition을 생성 

 

 Section의 나머지는 세부적인 방법을 설명 

1. Graph designer가 match sets 을 만드는 process 설명 

2. 끊김 없는 cut transitions을 생성하기 위한 original motions의 조정 방법 설명 

3. Final graph를 가지고 motion의 생성을 자세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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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 프레임 Fi and Fj사이의 거리는 다음처럼 계산된다. 

(1) 프레임들의 small neighborhoods은 Fi and Fj에서 추출된다. 

(2) 프레임의 이러한 집합들은 두 개의 point clouds로 변환된다. 

(3) corresponding points 간의 squared distances의 최적 합은 gravity axis에 대한 회전, 바닥에 

대해 이동 가능한 각 point에 의해 계산 된다. 

 

 

4.1 Choosing Match Frames 

 

 다른 frames과 유사한 frames의 collections을 선택 

 두 frames Fi와 Fj사이에 거리를 정의하는 scalar function D(Fi, Fj)를 사용 

 Fi와 Fj에 대한 common coordinate system을 자동으로 선택 

 Distance를 계산하기 전에 Fj는 Fi로 “aligned” 되어야 함 

 Distance calculation은 [8]에서 동기를 얻었고, 그림 4에 간략히 표현 

 Angle computations에서 scaling issues를 피하기 위해 points clouds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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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ames의 small neighborhoods가 Fi와 Fj에 대해 추출 

2. Skeletons의 markers로 두 point clouds 생성 

3. Rigid 2D transformations을 각 point cloud에 적용하여 distance 계산 

 

 : frame i로부터 생성된 cloud에서 k번째 point kip ,

 : y(수직)축에 대한 00 ,, zxTθ θ  degrees의 rotation과 (x0, z0) translation으로 구성된 linear 

transformation 

 가중치 wi의 합은 1 

 Fi와 Fj에 대한 중요도를 주기 위해 선택 

 Neighborhoods의 edges쪽으로 frames에 대한 중요도를 감소시킴 

 

 

 이 optimization은 다음의 closed-form solution을 가짐 

 

 ∑= i ii xwx 이고 나머지 관련 항도 유사하게 정의 

 

 Frames의 모든 쌍에 대해서 database내에 두 개의 가능한 transitions이 존재 

 하나는 Fi에서 Fj로 따라가는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연결된 프레임 

 Interaction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distances와 aligning coordinate transformations을 

database내의 프레임의 모든 쌍에 대해 미리 계산 

 

 특정 frame F와 사용자 정의 임계 값이 주어지면, match set S = {F1, …, Fn}를 검색 

 Database내의 각 motion에 대해, F와 이 motion의 모든 프레임 사이의 거리를 구성함으로 

1D function을 형성 

 이 함수의 local minima는 지역적으로 최적화된 transition points와 일치 

 local minima와 일치하는 frames의 set S0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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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값은 threshold 이하 

 이러한 frames은 match frames에 대한 similarity requirement를 만족 

 각 match frame은 displacement map과 관련됨 

 그것은 corresponding transitions을 motion database에서 부드럽게 소개 

 displacement maps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match frames이 wmin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함 

 F에 대해 가장 작은 distance의 순서로 S에 대해 우리는 S0에서 frames을 추가 

 모든 존재하는 match frame으로부터 최소 wmin frames에 존재 

 

 만일 graph designer가 그래프에서 hub node로써 제공하기 위해 F를 원한다면 S는 이 허브에 

연결된 transitions을 결정 

 다른 thresholds를 Interactively choosing함으로 designer는 허브에 붙어있는 다수의 

edge들과 resulting motions의 quality 사이에서 적절한 tradeoff를 결정 

 designer는 또한 database 내에서 유사한 프레임의 가장 큰 그룹을 원할지도 모름 

 database에 있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S를 형성하고 가장 원소가 많은 것 하나를 

돌림으로 간단히 찾아냄 

 

 

4.2 Creating Transitions 

 

 original database를 조정해서 motions이 모든 transitions points에서 끊김 없이 돌아가게 함 

 Transitions은 match set의 프레임들간에 항상 발생 

 original motions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 

 match frames의 각 skeletal parameter의 values와 velocities는 동일 

 motions에 제약이 없다면 displacement mapping techniques의 적용으로 충분 

 Displacement maps의 적용은 constraints를 위배 

 두 가지 경우를 고려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transition의 생성과 제약이 존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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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맨위) original motions에서는 match frames은 global coordinate system에서 흩어져 있다. 

(중간) 우리는 특정 match frame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것을 정렬하고, common pose로써 

제공될 average skeletal posture를 계산한다. (아래) displacement maps 집합의 사용으로 각 match 

frame은 이 common pose를 갖기 위해 바뀌어진다. 

 

 

4.2.1 Transitions Without Constraints 

 

 각 match set 에 대해서 match frames을 대표하는 “average” frame  생성 iS
iSF

 이 pose를 common pose라 칭함 

 common pose를 가진 각 match frame을 변환하는 displacement maps을 적용 

 

 알고리즘 (그림 5) 

 Original database에서 match frames은 global reference frame에 대해서 산재함 

 average pose를 계산하려면, 우선 match frames을 정렬 

 match frames의 모든 쌍은 ikj SFF ∈, 는 rigid 2D transformation을 가짐 

 그 변환은 transition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match frames을 정렬 

 : 가 로 정렬되는 변환 jkT jF kF

 각 transformation이 equations (2)-(4)를 통해 독립적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그들은 jlkljk TTT ≠ 과 조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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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rdinate의 변환을 정의하기 위해 단순히 다른 모든 match frame에 대해서 하나의 특정 

match frame( )을 선택 
basejF

 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 pqT

 

 새로운 coordinate transforms은 prqrpq TTT = 을 보장 

 transformation 를 적용함으로 에서 를 가진 k번째 match frame을 정의 
base base

base

kjT iS jF

 

 일반적으로 는 임의로 뽑지 못함 jF

 다른 frames의 중심에서 가장 비슷한 match frame을 뽑으려고 시도 

 이것은 다른 match frames에 대해 distances의 최소 합을 가진 match frames을 뽑는 것과 

일치 

 가 선택되면, 의 coordinate system에 match frames을 정렬하여  계산 basejF
basejF

iSF

 의 root position, joint offsets, joint orientations은 match frames에서 대응하는 

quantities의 평균 

iSF

 Average joint orientation은 [16]에서처럼 계산 

 

 우리는 이제 각 를 가진
ibase Skj FT 1−

ik SF ∈ 에 대해 displacement maps 형성 가능(그림 5). 

 각 match frame이 동일하기 때문에, motion은 transitions에서 continuous 보장 

 displacement maps의 사용은 previous work[10, 1]과 유사 

 displacement maps을 transitions에서 C0 continuity를 보장 

 다른 velocity characteristics를 가진 motions에 대해서 C0 continuity는 부족함(그림 6) 

 C1 continuity를 만족하는 displacement maps을 만들어 previous efforts를 확장 

 각 skeletal parameter를 위해 우리는 모든 match frames에 대한 average velocity를 계산 

 parameter velocities를 가지고 motions이 common pose를 통과하는 displacement maps을 

구성 

 Motions은 sampled signals로 직접 표현이 되므로, 미분 계산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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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cement map의 각 변은 nearest match frame이거나 모션의 경계 (그림 7). 

 match frames을 최소한 wmin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 

 만일 skeleton에 n개의 joints가 있다면, displacement map은 2n+1 splines로 구성 

 하나는 root position, n개는 joint offsets, n개는 joint orientations 

 각 spline의 끝은 0의 값을 가짐 

 이 splines은 두 개의 Hermite cubic segments에서 구성됨 

 orientations을 위해 우리는 [7]의 방법을 사용하여 quaternion splines을 구성 

 

 

그림 6: 만일 motions이 매우 다른 속도를 갖는다면 C0 transitions은 여전히 discontinuities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C1 smooth displacement maps을 사용한다. 

 

 

그림 7: 각 match frame에서 displacement map은 transitions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션을 부드럽게 

변형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그림은 3개의 match frames과 corresponding displacement maps을 갖는 

motion을 묘사한다. 각 변에서 displacement map은 next match frame 혹은 motion boundary를 

확장한다. Displacement maps은 각 side에서 최소한 wmin frames의 확장을 요구한다. 그래서 match 

frames은 최소한 wmin frames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4.2.2 Transitions With Constraints 

 

 제약을 보존하는 동시에 smooth multi-way transitions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 

 일반적인 constraints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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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plant constraints 

 left heel, right heel, left ball, right ball중 하나가 반드시 땅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줌 

 Footplant constraint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 

 constrained joint 선택 

 motion을 부드럽게 보간 

 footplant constraints를 위해 [9]의 방법을 사용 

 알고리즘은 그들의 current positions 유지하기 위해 두 발의 root, heels, ball을 

제약함으로 특정 프레임을 변경 시키지 않음 

 이것을 frame을 locking한다고 함 

 

 basic strategy는 각 match set 에 대하여 대표 frame 를 구성하고 와 동일한 match 

frames을 만들기 위해 displacement maps을 사용 

iS
i i

i

i

SF SF

 

 Constraints가 final motion을 강제하므로 는 모든 제약을 만족해야 함 SF

 constrained joints는 반드시 땅에 있어야 함 

 각 match frame이 common pose와 동일한 모든 match sets에 대해 displacement maps 

적용 가능 

 각 match frame을 고정시키고, constraint enforcement algorithm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motions database는 의도한 속성을 갖게 됨 

 모든 constraints은 강제될 것이고, 각 match set은 동일한 frames을 포함 

 

 Section 4.2.1에서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common poses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constraint information을 설명하는데 실패함 

 각 match frame을 locking함으로 common poses를 통과하는 constraint solver에 의해 

돌아오는 motion을 강요 

 common posed서 왼쪽 발꿈치가 우연히 땅에서 떨어진다면, constraint solver는 

unnatural speed로 발이 당에서 떨어지는 motion의 생성을 강요 

 

 직관적으로, 적절한 common pose를 가지고 각 match frame을 위치시키고 고정시킬 때, 그 

locking은 가능한 최소의 효과를 주게 되는 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SF

 특정 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의 2단계 iterative procedure를 사용 i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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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match frames의 사본을 포함하는 “working set”을 생성으로 시작 

 각 iteration은 working set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 common pose를 계산 

 displacement map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common pose가 통과하는 each 

motion의 변종을 생성 

 다음으로, matched frames을 조정하기 위해서 modified motions에 constraint 

enforcement algorithm을 적용 

 그 후에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은 matched frames은 working set으로 다시 복사 

 final iteration의 끝에 common pose 를 working set poses의 average로 지정 iSF

 경험상 적은 iterations (3-5)이 필요 

 

 위의 algorithm을 통해서 생성된 는 반드시 이 제약을 만족시켜야 함 
iSF

 제약에 대한 positions을 결정하고 inverse kinematics를 적용하여 적절히 수정 

 일반적으로 constraint positions은 each 에 대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음 iSF

 특히, 두 common poses가 constraint을 공유하고 있고 각 프레임에서 제약을 갖는 clip을 

경계에 두고 있다면, common poses를 위한 constraint positions은 같은 위치에 있는 

클립에서 선택해야 함 

 

 

그림 8: 위쪽은 short sneaking motion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match set의 다섯 프레임이다. 

아래는 대응되는 common po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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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우리의 시스템에서 생성된 two-node martial arts graph의 개요도 

match sets을 자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허브로써 좌, 우측의 “ready” 

stances를 자동적으로 선택했다. 

 

 

4.3 Generating Motion at Run Time 

 

 각 transition은 두 종류의 information을 포함한다 

 transitioning 하려는 clip과 현재의 clip을 가지고 정렬시킬 coordinate transformation 

 현재 clip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current coordinate transformation으로 (미리 

계산된) 모든 frame의 root를 조정 

 transition이 생성되면 바로 transformation을 업데이트 

 

 그래프의 어떤 node는 어느 cycle에도 포함되지 않는 dead ends가 됨 

 dead ends는 animation의 생산에 제약이 됨 

 characters은 임의의 긴 시간 동안 반드시 애니메이션 되어야 함 

 dead ends를 연결된 component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graph designer에게 알림 

 디자이너는 새로운 transitions을 추가할지 이러한 node들을 제거 여부를 결정 

 

 

5 Results 

 

 디자이너를 위한 인터페이스 (그림 10) 

 Section 4의 방법으로 시스템 구현 

 다수의 motion datasets 적용 

 우측 상단은 distance function 

 pixel (i, j)는 distances가 작아질수록 더 어두운 픽셀로 D(Fi, Fj)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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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오른 쪽에 있는 것은 유저에 의해 선택된 프레임과 database에 있는 다른 프레임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2D distance function의 slice 

 윈도우의 아래쪽에 있는 것은 주어진 현재의 match sets의 그래프 개요 

 Horizontal black lines은 original motions을 표현 

 vertical lines은 match frames을 표현 

 같은 match set의 모든 frames은 같은 색 

 Segment를 클릭하면 좌측 상단의 윈도우에 일치하는 클립이 표시 

 

 Match frames의 largest sets에 기반한 node를 자동적으로 생성함으로 graphs의 집합을 생성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3초 분량의 조심스럽게 걷는 모션으로 시작 

 단일 node와 7개의 클립을 생성 

 그래프의 생성, video game controller를 통한 입력을 사용하여 larger data sets위에서 

움직임(그림 8) 

 900 프레임의 격투기 동작을 포함하는 dataset에서 two-node graph를 생성 

 common poses는 two “ready” stances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 

 하나는 왼발이 앞으로 나와있고, 다른 것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있다. 

 Clip을 game pad의 버튼에 대응 

 사용자가 punch, kick, dodge, shuffle-step, and switch stances를 직접 지시 

 3000 프레임의 걷기 데이터에서 one-node graph 생성 

 이 graph는 사용자가 경로의 curvature를 따라 캐릭터를 안내하는 것을 허락 

 options은 면에 대해 부드러운 호로부터 날카로운 호에 이르기까지 지정 가능 

 이전의 모든 연산을 허락하면서 걷기와 싸우는 모드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two datasets을 

larger graph에서 결합 

 

 반-자동 시스템은 그래프 생성을 꽤 빠르게 생성 

 Martial arts graph를 생성하는 총 소요 시간은 — raw data로부터 캐릭터의 interactive 

control까지 가능하게 하는데 까지 — 약 12분 

 walking graph는 대략 20분 

 이 시간의 대부분은 gamepad에 클립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결정하는데 소요 

 

 

6 Discussion 

 

 motion capture data의 corpus에서 생성된 clips을 모아서 가상환경에서 character motions의 

합성을 기술 

 original motions의 충실한 보존을 통해서 virtual environments의 시각적 요구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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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authoring time에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 performance demands를 만족 

 실시간으로 클립들이 적절한 명령으로 결합됨 

 사용자가 직접 그래프의 구조를 설계함으로 controllability와 responsiveness demands를 

만족 

 특히, common point에서 도달 가능한 많은 다른 액션을 허가하는 hub nodes의 생성을 

지원하고 장려 

 

 approach는 graph construction process를 자동화 

 데이터를 더욱 적절하게 사용 가능 

 graph construction을 위해 특별히 capture되지 않은 광범위 data에서도 그래프 생성 가능 

 디자이너가 생성하기에 너무 비싸지 않은 일정 범위의 그래프를 생성 

 

 이 논문에서 기술된 authoring tool은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techniques을 요구 

 graph designer가 지루한 construction process를 피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potential hub 

nodes를 인식 

 quality cut transitions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C1 displacement maps을 소개 

 preprocess로써 constraints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공 

 제약 만족의 복잡도를 피함으로 실시간이 가능 

 

 본 연구의 run-time execution은 현재의 수동적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 

 일반적인 virtual environments에서 우리의 방법을 더 쉽게 적용되도록 함 

 run-time synthesis를 위한 graphs 생성에 요구되는 노력을 줄임으로써 다양한 

applications에 적용 가능한 run-time animation의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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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우리의 graph-building interface의 screenshot 

 

 

Appendix 

 

 Section 4.2.2의 iterative algorithm을 통해 생성된 는 제약들이 명백히 강요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제약들을 만족하지 않음 

iSF

 각 constraint에 대해 positions을 동일하도록 함 

 positions이 도달하는 relevant joints를 확신하는 inverse kinematics를 수행 

 이 process는 constraint positions의 선택이 각 에 대해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복잡하게 됨 

iSF

 와 가 어떤 constraints를 공유하고 매 프레임에서 이러한 제약을 갖는 

clip에 접하는 경우를 고려 

iSF ∈ iSF ∈′

 연속적인 resulting motion에 대해, 우리는 와 가 같은 위치의 constrained joints에 

위치할 것을 요구 

iSF
jSF

 와 는 이러한 제약으로 연결 되어 있슴 iSF
jSF

 Constraints는 어느 장소라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common poses은 임의로 연결 가능 

 

 

 Continuous motion을 확실히 하기 위해, 와 의 linked constraint positions은 2D rigid 

transform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 

iSF
jSF

 linked constraints가 same foot의 joint에만 있다면, 그 발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constraint 

positions은 자동적으로 rigidly similar 함 

 만일 linked constraints가 발의 4 부분에 모두 존재한다면, C1과 C2를 그 발의 중심을 

연결하는 segments라 하고, 각각은 starting common pose와 ending common pose(그림 

11) 

 1Lθ 과 1Rθ 은 C1에 대해 상대적인 starting common pose에서의 좌, 우 발의 방향이라고 

하고, 2Lθ and 2Rθ 는 유사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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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id similarity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21 CC =
, 1Lθ = 2Lθ , 1Rθ = 2Rθ 의 조건을 만족 

 

 우리는 이제 linked constraint position의 every set이 rigidly similar하다는 것을 보증 

 그러나 clips을 정렬(Section 4.2.1에서의 계산처럼)하는 coordinate transformations은 

constraints positions을 정렬하지 못할 수도 있슴 

 이것은 constraint positions이 starting clip의 last frame과 ending clip의 first frame에 대해 

동일하도록 coordinate transformations을 재정의함으로 해결 

 

 

그림 11: Rigid 2D transformation을 위에서 보면, 바닥에 평행인 two feet의 configuration은 두 발 사

이의 distance에 의해 유일하게 정의된다. 그리고 각 발의 방향은 중심에 연결된 선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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