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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리짓기를 통한 인공지능 구현은 게이머들에게 실세계와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우

거 엔진을 이용하여 실세계의 물고기 떼의 무리 짓기 규칙을 응집, 회피, 정렬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구현 결과, 본 시뮬레이션은 실세계에서의 무리짓기에서와 같은 회피, 정렬의 특징을 보여준다.

1. 서론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는 실세계에서와 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게이머에게 실제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많

이 시도되고 있다. 이중 무리짓기는 대규모의 NPC들

이 이동하거나, 게임 캐릭터를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것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1]은 게임에서의 무리짓기

를 보여준다.

[그림 1] 게임에서의 무리짓기

실세계에서의 무리짓기는 새들이 대열을 이루어 목

적지를 향해 비행하거나, 물고기들이 일정한 패턴으

로 이동하거나, 개미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등의

형태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실세계에서의 무리짓기

에 관한 연구에는 개미[1], 물고기[2] 등이 있으며 생

물학적 관점으로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림 2]

는 실세계에서의 물고기떼의 무리짓기를 보여준다.

[그림 2] 실세계 물고기의 무리짓기

본 논문은 실세계의 무리짓기를 게임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오우거 엔진을 이용하여

물고기떼의 무리짓기[2]의 연구를 시뮬레이션 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리짓기 규칙들은 물고기들의 개체

사이에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 충돌 회피, 지역적인

상호 작용 영역안에 있는 모든 다른 물체들에게 반응

하는 정렬 법칙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오우거

엔진의 특징과 무리짓기에 관한 관련 연구를 기술하

고,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본론

2.1 Ogre 엔진 소개

Ogre는 Object oriented Graphic Rendering Engine

의 약자로 그래픽 랜더링 및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C++기반의 객체지향 게임 엔진이다. Ogre는 2001년

영국의 Steve'sinbad' streeting이 개발한 공개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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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Direct3D와 OpenGL을 동시지원을 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갖는다.

Ogre 엔진의 구조는 하나의 Root를 중심으로 장면

관리, 자원관리, 랜더링,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

다. 장면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장면

들을 관리한다. 이 장면 관리자는 노드관리, Object

관리, 재질관리가 있다. 자원 관리자는 Object에 입혀

질 Mesh나 이미지,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

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랜더링은 자원 관리와 장면

관리에 의해 설정된 Object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일을 한다.

Ogre 엔진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간결한 엔진 클래스

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소스 구현이 간단하고 쉽

다.

Ogre 엔진은 다른 게임 엔진과 다르게 애니메이션,

그래픽 랜더링만 지원하는 엔진으로 물리엔진이나 AI

엔진을 포함하는 Full 3D 엔진이 아니다. 공개 엔진

인 Ogre는 상용개발이 가능하다. Ogre 엔진의 라이

센싱 모델은 GNNLGPL이다.

2.2 무리짓기 규칙

무리짓기는 플로킹(flocking)이라 하여 1987년

Craing Raynolds 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기법으로 물고기 떼와 같은 무리가 집단행동을 보이

도록 만든 3가지 규칙이다. Raynolds는 이 규칙과 관

련되어, 비슷한 집단 행동을 보이는 파리떼, 새 떼,

물고기 떼와 같은 생물을 보이드(boid)라 명하고, 무

리짓기 규칙을 조타행동(steering behavior)이라 명명

하였다. 3가지의 무리짓기 규칙은 충돌 회피, 정렬 규

칙이다.

● 충돌회피

충돌 회피는 보이드가 다른 보이드와의 충돌을 피

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칙으로 보이

드의 회피영역에 다른 보이드가 들어오게 되면 충돌

을 피하기 위해서 보이드가 회피영역 안에 들어온 다

른 보이드와의 방향을 계산하여 해당 보이드의 방향

을 변경시켜서 다른 보이드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한

다. 식(1)은 다른 보이드와의 최소 거리 δ에 다른 보

이드가 있을 경우에 보이드의 방향을 보여준다. 각

보이드의 위치는 Ci(t), 외부 자극에 보이드가 무리짓

기 응답 대기시간 간격을 △t, 물고기가 이동하려는

방향을 d(t)로 나타낸다.

∆ 
≠ 
  

  
.....(1)

● 정렬

보이드가 주변의 다른 보이드와 동일한 방향과 속

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칙으로 정렬은 보이드가 다

른 보이드와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영역에 보이드들이

들어와 있을 때, 해당 보이드들과 무리를 지어 하나

의 보이드가 움직이듯이 보여지는 규칙이다. δ안에

다른 개체들이 없는 경우에 상호 작용(응집) 영역 ρ

에 있는 개체에 반응한다. 식(2)는 이를 나타낸다. 이

때 Vi(t)는 보이드의 방향을 나타낸다.

 ∆  
≠ 
  

  

  
 


 ....(2)

상호작용영역 ρ에 다른 보이드가 없을 때, 보이드

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방향벡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동한다. 식(3)은 이를 나타낸다.

∆    ....(3)
보이드의 최종 위치는 3가지 규칙에 의해서 구해진

새로운 방향벡터를 가지고 새로운 위치를 얻게 된다.

식(4)을 이용하여 보이드의 새 이동 좌표를 구핝다.

∆   ∆∆ ... (4)
새로운 위치 벡터 ∆는 보이드의 이전 위

치벡터 에 다른 보이드와의 관계에 의해 새로

구해진 방향 벡터  ∆와 보이드의 속도 s, 그

리고 보이드의 반응시간 (∆)을 곱한 값과 더해서

얻어진다.

3. 실험 결과

3.1 시뮬레이션 환경

Ogre 엔진 SDK 버전은 1.46을 사용하고 컴파일러는

Visual C++ express 2005 버전을 사용한다. 실험 컴퓨터는

CPU는 2.53GHz, RAM은 2GB이고 그래픽 메모리 사양

512MB이며 사용된 운영체제는 Microsoft XP Pro이다.

실험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응답 대기시간△t는 0.01, 이동

속도 s=1.25BL/s, 물고기의 크기는 4cm로 설정한다. 여기에

서 4Cm는 1BL이 된다. δ는 4L, p=8L로 설정한다. 물고

기 떼의 활동 범위는 x축으로 100~ -100 (200), Z축

으로 100~-100(200)으로 정사각형의 수족관을 만들어

준다. 10마리의 물고기를 실험에 사용한다. 이 때에

물고기의 위치와 뱡향은 랜덤하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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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과 [그림 4]는 실험 초기 화면과 정렬된 물

고기 떼를 보여준다. 정렬된 물고기 떼는 일정 시간

이 지난 후의 화면이다. 시뮬레이션 초기 화면은 물

고기의 방향이 서로 다르고 정렬되어 있지 않음을 보

여준다. [그림 4]는 화면의 오른쪽 2마리씩 물고기들

이 부분적으로 정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시뮬레이션 초기화면

[그림 4] 정렬 화면

두 번째 실험은 물고기의 크기를 원래의 mesh 보다

(4cm) 2배 키우고 수족관의 범위를 가로 200, 세로

200으로 한 정사각형의 수족관을 설정하고, 모든 물

고기들에 동일한 속도 1.3s, ∆는 0.01로 설정하고

물고기에게 방향과 위치만을 랜덤하게 부여한다.

실험 결과, [그림 3]과 [그림 4]와 동일하였는데, 다

만 좀 더 빠르게 물고기들이 응집되었다 분리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물고기가 커지면서 물고기의

분리규칙에 의한 다른 물고기를 피해가는 이동 경로

가 더욱 자세하게 보인다.

실험 초기에는 물고기 각각의 방향에 의해서만 이

동을 하다가 얼마 후 물고기들끼리 응집하고 무리지

어 이동하거나, 너무 가까이 응집하여 분리되어 이동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고기가 목적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응집

이 되기가 쉽지 않았고, 정렬되어 이동하는 모습도

다양하지 않았다. 주변에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 물고

기는 무한정으로 양쪽의 벽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을 보이면서 다른 물고기와의 응집이 되지 않았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결과

본 논문은 Ogre 엔진을 이용하여 Raynolds가 제안한 무

리짓기 3가지 규칙인 응집, 정렬 규칙을 중심으로 물고기

떼의 무리짓기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보이드의 목적지가 없어서 정렬과, 응집이 어려웠는데, 보

이드에 목적지만 설정해 준다면, 보다 실세계와 유사한 물

고기의 무리짓기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다양

한 물고기 수와 환경, 그리고 실지 게임에서 사용되는 무리

짓기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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