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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레이싱 게임은 자동차의 물리 지형과의 마찰 그리고 오브젝트간의 충돌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되어야 한다. 그러나 NPC 의 이동 시에 NPC 도 PC 와 같이 일반적인 자동차 물리를 사용한다면 많

은 부하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하를 줄이고 NPC 의 이동을 구성하며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물리엔진과 네비게이션 메쉬를 사용하였다. 

 

1. 서론 

최근 개발되는 게임, 시뮬레이션에서는 많은 수의 
NPC 가 등장한다. 그 중 차량 NPC 는 레이싱 뿐 아니

라 도시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상의 차량 NPC 는 몇몇 곳의 시작

지점과 중간지점, 도착지점을 설정하여 정해진 위치

를 순환하거나 NPC 를 생성하고 도착지점에 도착한 
후에 시작 지점으로 위치를 바로 수정하거나 NPC 를 
삭제한 후 새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 

이러한 방법들은 가상세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플레

이어 눈앞에서 차량 NPC 가 사라지거나 플레이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라

지는 등 플레이어가 시뮬레이션의 가상세계의 어색함

을 느끼게 된다. 
구현 시에 이러한 순환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하여 

네비게이션 메쉬와 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작위

의 위치로 도착지점을 설정하고 도착 후에 다시 무작

위로 도착지점을 설정하여 순환 경로와 다른 경로로 
차량 NPC 가 움직이는 것을 설명한다. 

상용 엔진인 Bullet Physic 엔진과 공간 표현 기법의 
대표적인 네비게이션 메쉬를 바탕으로 하여 차량 
NPC 의 경로 탐색과 플레이어와의 상호 작용을 적용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은 네비게이션 
메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로탐색을 구현하여 기존 
순환 경로와의 차이점을 보인다. 3 절은 Bullet Physics
의 NPC 데이터에 네비게이션 메쉬를 사용여 탐색한 
경로를 설정하여 NPC 차량의 이동부분을 기술하였다. 
4 절에는 결과화면 보인다. 5 절에서는 결론과 추후과

제를 기술한다. 
 

2. 네비게이션 메쉬 경로탐색 

네비게이션 메쉬는 기본적으로 Poly 를 List 로 연결

하여 연결된 리스트 내에서의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이는 3D 환경에서도 2D 환경과 같은 경로탐색 알고

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네비게이션 메쉬는 3D 
메쉬를 사용하여 경로 탐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

한 제약이 정점의 색을 이용하여 현재 지점에서의 이
동 불가능 지역 설정이다.[2] 

네비게이션 메쉬는 이미 지정된 경로를 따라가는 
경로 설정이 아닌 기본 구성된 영역 내에서 2D 경로

탐색 기법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목표지점을 설정하

고 해당 경로를 탐색하여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이 장점이다.[3] 
 

표 1 네비게이션 메쉬 경로탐색과 순환경로의 장 단점 
 

 장점 단점 

순환경로 

• 연산의 양이 
적음 

• 경로 재설정

이 불가능  
• 여러 경로를 
직접 지정해야 
함 

네비게이션메쉬

• 경로를 실시

간으로 탐색하

여 재설정 가능 
• 3D 환경에서 
2D 환경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 
사용 

• 연산의 양이 

많음 

• 제약여부가 

없을 시 네비게

이션 메쉬내 모

든 경로 이동가

능 
 

- 1159 -



 
 

제 36 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8 권 제 2 호 (2011. 11) 

 

3. Bullet Physics 설정 

네비게이션 메쉬의 경로탐색이 끝나고 목표지점으

로의 이동을 위해 차량 NPC 의 위치 값을 수정한다. 
위치 값의 수정은 월드행렬을 수정하는 것인데 물리

엔진에서는 월드행렬의 수정으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동 시킬 시에는 다른 오브젝트와의 상호관계 적용

이 되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위치 값을 강제 수정하

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 연산이 반영된 후에 다시 강
제 수정된 값으로 위치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차량 NPC 는 충돌형태를 
구성하는 것 외의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NPC 의 형태를 Rigidbody 외에 CharacterContloller
를 이용하여 물리엔진의 독립적 물리 가상세계에 추

가한다. Rigidbody 만을 사용할 시에는 오브젝트의 속
도 등을 변화 시켜 충돌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치 이
동을 하는 네비게이션 매쉬를 사용할 시 요구하는 위
치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m_Parent->ResolveMotionOnMesh(m_Position, 

m_CurrentCell, NextPosition, &NextCell); 
 

if (NextPosition.x - m_Position.x > 0) 

walkDirection += strafeDir; 

else 

walkDirection -= strafeDir; 

 

if (NextPosition.z - m_Position.z > 0) 

walkDirection += forwardDir; 

else 

walkDirection -= forwardDir; 

 

m_character> 

setWalkDirection(walkDirection*walkSpeed); 
 
4. 구현 결과 

네비게이션 메쉬를 바탕으로 경로를 탐색하고 차량 
NPC 가 이동할 수 있었고 이동경로는 Bullet Physics
에 적용 되어 다른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이 가능하

였다. 
 

4.1 이동경로 탐색 결과 

 
그림 1 이동경로  

네비게이션 메쉬를 사용하여 목표지점을 임의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설정하여 경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였다. 정점의 색을 사용하여 Poly 의 색을 
구별하여 다른 차선으로 이동을 금지하게 설정하였다. 

 
4.2  충돌설정 결과 

 

 
(그림 2) 다른 오브젝트와의 충돌 

 
Bullet Physics 를 사용하여 NPC 의 충돌객체를 설정

하고 플레이어와의 충돌이 가능하였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 NPC 는 경로를 재 탐색하여 목표지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이는 기전 시뮬레이션에서 충돌 
이후 삭제되거나 위치가 재설정되는 NPC 와의 차이

를 보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네비게이션 메쉬와 Bullet Physic 를 사용하여 레이

싱 게임을 구현하였다. NPC 차량이 실시간으로 경로

탐색, 목표 재설정을 반복하며 자연스러운 도로 환경

을 구현하였다. 차량 NPC 는 충돌 이후에도 다시 목
표지점을 향한 경로탐색을 실행하여 이동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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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좌표 색의 검사로 반대차선 침입을 막았으나 
같은 차선에서 역 주행을 하였고 방향성 지표에 따라 
경로탐색 알고리즘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차선에 맞
는 방향에 따라 이동 할 수 있게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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