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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객체를 위한

스테이트챠트 기반의 점진적인 행위 LOD 모델 연구

서진석*, 윤주상**

요 약
본 논문은 게임과 가상현실 시스템을 위한 스테이트챠트(Statecharts) 기반의 점진적인(progressive) 행

위 LOD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임의의 복잡

도를 가진 행위 LOD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스테이트챠트 기반의 명세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모델

간 개량(refinement) 연산, 모델 간 전환(switching) 법칙, LOD 선택 정책 등을 정의하였다. 더불어, 제안

된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상 자동차가 단계적으로 설계되어가면서 점진적인 LOD 모델

이 되는 예를 들고 있다.

Study on Statecharts-based Progressive Behavior LOD Model

for Virtual Objects

Jinseok Seo*, Joosang Youn**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Statecharts-based progressive behavior LOD model for computer games

and virtual reality systems. In order to use computing resources efficiently and generate an LOD

model having arbitrary complexity, we defined a progressive behavior LOD model which including

a Statecharts-based specification process, refinement operations, a switching policy, and an LOD

selection policy. Additionally, in order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proposed approach, we

demonstrate an example of progressive LOD models by illustrating a step-by-step design of a virtu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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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배경

최근 컴퓨터나 콘솔 게임기 등의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해져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된 3차

원 콘텐츠가 대중화 되었다. 반면, 사용자들은

항상 좀 더 사실적이면서도 실시간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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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제한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능을 최적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3단계로 이루어진 기하 LOD 모델

성능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표

적인 방법은 LOD(Levels-of-Detail) 기법을 이

용하는 것이다. LOD의 기본 아이디어는 중요하

지 않은 특정 개체를 덜 상세하게 렌더링(보다

적은 수의 폴리곤으로 구성된 3차원 모델을 사

용) 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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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림 1의 경우 3단계의 서로 다른 폴리

곤 수를 가진 기하 LOD 모델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LOD 기법은 기하 모델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물리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행위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인

공지능의 경우, 덜 중요한 개체를 위해서는 보다

적은 자원을 소모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

는 대신 시뮬레이션 결과가 중요하거나 오류에

민감한 개체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시점(카메라의 위치)으로

부터 매우 먼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위의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도로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 비록 도로

와 근접한 물체와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

자는 이 사실을 눈치 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멀리 있던 자동차로 갑자기 가까

이 접근하게 되면 예측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색

한 자동차의 행위 시뮬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다.

멀리 있던 자동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근처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검사를 수행하지 않

은 동시에 도로의 궤적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

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어느 임계 영역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충돌 검사를 하기 시작하고 도로

의 궤적도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시뮬레이션 한

다. 이 때, 만약 자동차가 이미 다른 물체와 충

돌한 상태이거나 (겹쳐져 있는 상태) 도로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면 행위를 시뮬레이션

하는 알고리즘은 자동차를 매우 불안정하게 움

직이게 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와 같은 행위 LOD 모델에서의 문제는 기하

LOD 모델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기

하 LOD 기법에서는 이 문제를 "Popping 효과"

라고 하며 [1]의 "Progressive meshes"라는 연구

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경우와 환경을 위한 연

속적인 기하 LOD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2][3][4] 가상현실 시스템이나 게임에 활용되고

있다. Progressive meshes의 기본 아이디어는,

원본 모델이 가장 간단한 LOD로부터 복잡한 모

델까지 개량되어지는 연산을 기록해두었다가 임

의의 해상도를 가지는 LOD 모델을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하 모델에서는 메쉬를 구성하는 삼각형의

개수라는 1차원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행위 모델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기법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복잡도를 갖는 모델

을 정의하기 어렵다. 즉, Progressive Meshes에

서는 하나의 삼각형이 2개 이상의 삼각형으로

분리되는 연산과 2개 이상의 삼각형이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합되는 연산을 수학적으로 정의하

기가 수월하지만, 행위 모델에서의 알고리즘이나

기법은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드코딩 되거

나 의사코드로 표현되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로

부터 간단한 모델로의(혹은 역으로) 변환을 논리

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위 모델간의 변환을 논

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챠트

(Statecharts)[5] 기반의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스테이트챠트는 기존의 상태전이도

(State-Transition Diagram)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시간 반응이 필요한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설

계 도구로써 처음 고안되었지만, 가상현실 시스

템 및 게임의 특성상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가

상 객체의 행위를 설계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도

구이다.

<그림 2> 스테이트챠트 기반의 행위 모델

위 그림 2는 가상현실 선박시뮬레이터에서 선

박의 행위를 설계한 결과이다. 스테이트챠트를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행위 모델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설계 되었는지 검

증하기에 매우 수월하다. 더불어, 의미

(semantics)가 명확하여 명세 결과(specification)

를 직접 프로그래밍 코드로 변환하는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행 가능한 형태로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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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

2. 선행 연구

2.1 행위 LOD 기법

기하 모델이 아닌 행위 및 시뮬레이션 모델에

LOD를 적용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

며, 상용화 게임 및 대형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다.

Carlson[7]은 하나의 다리로 돌아다니는 가상

객체를 설계하여 동적으로 3단계의 시뮬레이션

LOD를 적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 LOD

의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행위 LOD 기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군집을

이루는 개체를 대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

규모 가상현실 시스템이나 게임에서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에이전트 형태의 개체를 많이 넣으려

는 노력을 해왔지만, 제 각각 자연스러운 행위를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언제나 자원의 제한에 부딪

혀야 했다.

초기에는 주로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 및 특성에 근거하여 충돌 검사 여부, 애니

메이션 활성화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8][9][10]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는

큰 효과가 있는 반면 Popping 효과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비슷한 연구로, ALOHA(Adaptive Level of

Detail for Human Animation)[11] 프레임워크는

군집을 이루는 개체의 행위를 묘사할 때, 중요도

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컴포넌트별로 수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

부 애니메이션에서의 popping 효과는 있지만, 전

체적인 애니메이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8][9][10]에서의 연구결과에 비하여 자연스러운

LOD 모델 간 전환이 가능해졌다. [12]에서는

ALOHA를 개선하여 보다 여러 단계의 LOD 모

델이 가능하도록 컴포넌트들을 좀 더 세부 조각

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군집 개체를 위한 행위 LOD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점진적인 메쉬와 같이

임의의 복잡도를 가지는 LOD 모델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여러 단계의 LOD

모델을 생성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행위

LOD 모델을 명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모델간의 전환 정책

이 보완되어야 한다.

군집 개체를 위한 행위 LOD가 아닌 단일 개

체에 대한 행위 LOD로는 [13]에서와 같이 복잡

한 모양을 갖는 식물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

기 위하여 LOD를 적용한 예를 들 수 있다. [13]

에서는 여러 단계의 복잡도에 해당하는 LOD 모

델을 미리 계산하여 만들어 둔 다음에 모델 간

전환이 일어나도 popping 효과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물이라는 개체의 특징을 잘 활용한

예로 임의의 개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비게이션 제어 알고리즘에 시뮬레이션 LOD

를 적용한 예는 [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도

역시 군집의 경로 따라가기나 무리 짓기 행동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연구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개체 군집이 아닌 다양한 개체의

행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행위 LOD 기법은 복잡도 문

제를 해경하기 위해,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

거나 혹은 특정 애니메이션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많은 객체로 구성된 복잡한 가상현실 시스템이

나 게임은 대부분 상태기계를 기반으로 한 행위

엔진이나 인공지능 엔진을 사용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상태기계 기반의 행위 모델에 자연스

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스테이이트챠트를 활용

한 LO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2 스테이트챠트 기반의 행위 모델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가상 객체의 행위

를 설계하기 위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

다. 초기에는 주로 자료흐름도(Data-Flow

Diagram)를 이용하여 그래픽 객체들 간의 함수

적 기능 관계를 정의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15][16], 확장된 페트리넷을 이용하여 가상 객체

의 행위를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도 있

다[17].

스테이트챠트를 이용하여 가상 객체의 행위를

모델링하기 위한 시도는 [18]에서 시작되었다.

스테이트챠트는 기존의 유한상태기계(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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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Machine)를 위한 평면적인 상태전이도에

비해 훨씬 복잡한 시스템도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스테이트챠트가 갖는 직

교성(orthogonality)과 깊이(depth)라는 특성 덕

분이다. 직교성이란 한 번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상태가 2개 이상일 수 있는 특성이며, 이는 그림

2에서 “simulating" 상태와 ”changing" 상태로

이루어진 상태전이도, 그리고 “collision_

checking" 상태와 ”resolving“ 상태로 이루어진

상태전이도가 서로 독자적인 상태기계인 것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깊이 특

성은 ”navigating" 상태 내부에 다시 다른 내부

상태전이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8]에서는 기하 모델과 함께 행위 모델도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복잡한 형태로 개량해가

는 과정을 “개량 트리(refinement tree)”로 정의

하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절한 복잡도의 기하 LOD와 행위 LOD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모든 중간 단계의 행위 LOD를

자동 생성해주는 것은 아니고 컴포넌트 형태의

각 LOD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OD 간의

명확한 전환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18]에서 발전된 연구로 [6]에서는 스테이트챠

트로 명세된 가상객체를 직접 프로그래밍 코드

로 변환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저작

도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LOD에 관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18]의 결과와 함

께 본 연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점진적인 행위 LOD 모델

3.1 스테이트챠트를 이용한 행위 모델의

명세 프로세스

기존의 기하 LOD 기법에서는 각 단계의

LOD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가장 복잡한 모델로

부터 간단한 모델로 단순화(simplification) 시켜

가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6]에서는 이와 반대로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

은 하향식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향식 접근방식은 제일 간단한 행위 모델로

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아감으로써

복잡한 최종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다. 행위 모델

을 개량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델에 새로운 기능

(feature)을 추가함으로써 그 명세 결과물인 스

테이트챠트를 확장 또는 상속한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새로운 스테이트챠

트는 이 전 모델이 충족시키고자 했던 요구사항

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복잡

한 행위 모델을 명세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스테이트챠트의 상속 또는

확장에 관해 연구해왔는데[19][20], 주로 모델 간

부합성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부합성은 확장된 행위 명세에서도 확장되기 전

의 행위 명세에서와 동일한 일련의 사건들을 인

식하여 동일한 상태로 전이되는가를 말하는 것

이고, 대체가능성은 확장된 모델이 기존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LOD

모델간의 교체 시 현재 상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모델의 개량

연산을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

도 모델 간 부합성과 대체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량 연산(3.2절)을 정의하였으며, 행위

모델 간 전환 법칙(3.3절)과 LOD 선택 정책(3.4

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수식 1> 행위 모델의 점진적인 개량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1과 같다. 최초의 행위 모델(비어

있는 스테이트챠트)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씩 추

가할 때 마다 좀 더 복잡한 새로운 행위 모델로

개량된다. 수식 1에서 보면 최초의 행위 모델인

"Behavior0"로부터 새로운 기능들인 "Feature1",

"Feature2", ... , "Featuren" 등이 추가되면서 최

종 모델인 "Behaviorn"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식 2> 새로운 기능의 정의

새로운 기능은 다시 여러 개의 개량 연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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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상객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화면

정의할 수 있다. 수식 2에서 보면 새로 추가되는

기능인 “Featuren"은 Op1, Op2, ... Opk 등의 연산

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 연산은 상태 분해

연산, 상태 추가 연산, 전이 추가 연산 등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3.2절)에서 하

고 있다.

위와 같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만들어

지는 중간 단계의 행위 모델은 잠정적인 LOD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

든 중간 단계의 모델이 LOD로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성능 평가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성능 평가에서는 각 객체가 시뮬

레이션 되고 렌더링 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측정

하게 되며, 이 중 시뮬레이션 시간의 평균 시간

을 계산하여 각 LOD 모델의 성능 지표로 삼는

다. 그림 3은 선행 연구인 [6]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3차원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장면 그래

프의 특정 노드(하나의 객체 혹은 서브 트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면이다.

3.2 행위 모델의 개량(refinement) 연산

본 절에서는 행위 모델의 점진적인 개량에 필

요한 연산을 정리하고 있다. 연산에는 크게 상태

분해(decomposition) 연산, 상태 추가(addition)

연산, 전이 추가 연산, 전이 조건 변화, 상태 명

세 변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2.1 상태 분해 연산

상태 분해 연산은 한 상태가 내부에 다른 상태

2개 이상을 갖게 되면서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해 연산은 다시 다음과 같이 'OR 상

태로의 분해 연산‘과 ’AND 상태로의 분해 연산‘으

로 구분할 수 있다.

- OR 상태로의 분해 연산

A 상태 내부에 자식 상태인 B와 C 2개의 상

태를 갖는 형태로 분해되는 연산이다. 기본적으

로 A 상태가 활성화 되면 내부 디폴트 상태인

B도 활성화된다. B와 C 상태간의 전이는 자동으

로 추가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이의 조건이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엔 다음번 시뮬레이션 프레임

에 강제로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4> OR 상태로의 분해 연산

이 연산은 A라는 상태를 위한 자료구조의 자

식 노드로 B와 C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머신(본 연구에서는 STM이라는 클래스를 정의

함)을 추가하고, 다시 새로 추가된 상태머신에 B

와 C라는 2개의 상태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구현

되었다.

연산 적용의 예는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처음에는 "collision_checking" 상태가 내부에

별도의 상태들을 갖지 않았지만, "OR 상태로의

분해 연산“에 의해 내부에 "waiting"과

"checking" 상태를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 AND 상태로의 분해 연산

<그림 5> AND 상태로의 분해 연산

A 상태 내부에 자식 상태인 B와 C 2개의 상

태를 갖는 형태로 분해되는 점은 위의 연산과

동일하지만, B와 C 상태가 서로 병렬 구조가 되

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A 상태가 활성화 되면

B와 C가 병렬 구조이므로 각각이 디폴트 상태

가 되어 모두 활성화 된다.

이 연산은 A라는 상태를 위한 자료 구조의

자식 노드로 2개의 새로운 상태머신을 추가하고,

각각의 추가된 상태머신에 B와 C라는 상태 노

드가 다시 자식 노드로 하나씩 추가됨으로써 구

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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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상태로의 분해 연산”은 주로 어떤 상태

내부에서 병렬로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수행하

고자 할 때 적용한다. 그림 9에서 보면 원래

"moving“ 상태는 자동차를 움직였다가 멈추었다

가를 반복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수행하지만, 그림

10에서와 같이 "rotating"과 "forwarding" 상태로

분해되어 회전 움직임과 직진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3.2.2 상태 추가 연산

상태 추가 연산은 자식 상태가 아닌 형제 상태

(sibling state)를 더하는 연산이다. 분해 연산과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2가지 연산의 예를 들 수

있다.

- OR 상태의 추가 연산

가장 간단하면서도 빈번하게 사용될 연산중에

하나로 새로운 상태 B가 형제 상태로 추가되는 것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산은 A 상태에

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A가 이미 형제관계에

있는 다른 상태에도 같은 연산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구조로 보면 이 연산은 A를 가지

고 있던 상위 상태머신의 노드에 B라는 상태 노드

가 추가된다.

이 연산의 예는 그림 10과 11에서

"collision_checking" 상태의 내부에 "backwarding"

상태가 추가되는 것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멈추었다가 기다린 후

충돌이 해소되었을 때 다시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그림 11에서는 후진 운동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충돌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6> OR 상태의 추가 연산

- AND 상태의 추가 연산

<그림 7> AND 상태의 추가 연산

A 상태의 형제 상태인 B 상태가 병렬 구조로

추가되는 연산이다. 이 경우, 아무리 간단한 병렬

구조라도 A, B와 같은 상태를 자식 상태로 포함하

게 될 C라는 부모 상태가 추가되어야 한다. 더불

어, 원래 존재 했던 (A, B, C 상태를 제외한) 다른

상태로부터 A상태로의 전이나, A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전이는 대상이 C로 변경되어야 한다.

자료구조상으로는 원래 A 상태를 자식 노드로

가지고 있던 상태머신에 A 대신 C 상태로 대체하

게 되며, 동시에 전이의 속성도 모두 A로부터 C로

변경된다.

3.2.3 전이 추가 연산

2개의 상태 사이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전이

가 추가되는 연산이다. 전이는 출발지, 목적지, 조

건 등과 같이 3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같은 형제 상태끼리만 전이가 정의될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전이는 상태머신 클래스가 리스트 형태로 관리

하며 새로운 전이의 추가는 이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함으로써 구현되었다.

3.2.4 전이 조건 변화 연산

전이 조건 변화 연산은 전이의 속성인 출발지,

목적지, 조건 등이 변경되는 연산이다. 전이의 리스

트를 지니고 있는 상태머신 자료구조에서 해당 전

이를 찾아 속성을 변경한다. 이와 같이 전이는 속

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LOD 모델별로 서로 다

른 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전이의 변경

이력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3.2.5 상태 명세 변화 연산

상태 명세는 OnEnter, OnDuring, OnExit과 같

이 3개의 속성을 지닌다. 각 속성은 스크립트 언어

로 객체가 수행해야 할 세부 명령을 정의한다.

OnEnter는 해당 상태가 활성화되었을 때 한번 수

행되고, OnDuring은 해당 상태가 활성화 상태이면

계속 수행되면, OnExit은 다른 상태로 전이가 발생

할 때에만 한번 수행된다. 위의 전이 조건 변화 연

산과 마찬가지로 상태 명세도 LOD 모델 별로 서

로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테이블로 명세

변화 이력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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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위 모델 간 전환 법칙

전이 추가 연산은 모델 간 전환 시에 특별한 처

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고, 전이 조건변화 연산과

상태 명세 변화 연산은 각 테이블에서 해당 조건

및 명세를 불러오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단, 상태 명세 변화 연산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전환 시에 두 상태의 어느 속성(OnEtner,

OnDuring, OnExit)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수행해

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3.3.1 전환 전 상태의 OnExit 수행 여부

기본적으로 모델 간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OnExit을 수행해야할 필요는 거의 없다. 하

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OnExit을 수행해야 어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행위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행위 모델을 명세할 때 개발자가

결정하도록 해주었다.

예를 들어 그림 11의 "backwarding" 상태는 후

진 기능이 없는 모델로 갑자기 전환 될 경우 계속

후진 운동을 유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OnExit(후진 운동을 멈춤)을 수행해야 한다.

3.3.2 전환 후 상태의 OnEnter 수행 여부

디폴트로는 전환 후 상태의 OnDuring부터 수행

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와 마찬가지로 반드

시 OnEnter부터 수행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발자가 명세단계에서 명시

해야 한다.

이 예는 그림 10과 11의 "rotating"과

"forwarding"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10의 모델에

서 11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림 11의 "rotating"

과 "forwarding"에서는 가속, 정속, 감속 순으로 애

니메이션을 수행하므로 OnEnter(멈춤 상태에서 가

속을 시작)부터 수행해야 한다.

3.3.3 전환 법칙

위의 두 연산과는 달리 두 개의 상태 분해 연산

및 두 개의 상태 추가 연산은(총 네 개의 연산) 전

환될 때 활성화할 상태를 정의해야 하는데, 각각

복잡한 모델로 전환될 때의 전환법칙

(switching-down rule)과 간단한 모델로 전환될 때

의 법칙(switching-up rule)을 모두 정의하였다.

<표 1> 개량 연산 별로 본 모델간 전환 법칙

연산 switching-down switching-up

OR 분

해

1) A → A and B

2) A → A and C

1) A and B → A

2) A and C → A

A N D

분해

1) A → A and B

and C

1) A and B and C

→ A

OR 추

가

1) A → A

2) A → B

1) A → A

2) B → A

A N D

추가

1) A → A and B

and C

1) A and B and C

→ A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switching-up 법칙은 복

잡한 모델에서 간단한 모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

문에 활성화될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

다. 하지만, OR 상태가 수반되는 switching-down

법칙은 원래는 없던 상태가 추가되는 경우기 때문

에 활성화될 상태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예

를 들어, "OR 상태로의 분해 연산"의 경우엔 B를

활성화 시킬지 C를 활성화 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기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 히스토리에 근거한 결정

<그림 8> 스테이트챠트의

enter-by-history

스테이트챠트의 기능 중에 "히스토리에 의한 상

태 입장(enter-by-history)"이 있다. 이는 여러 상

태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부모 상태로 전이가

발생할 때 자식 상태 중 활성화할 상태를 무조건

디폴트 상태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

8에서 보면 상태 A에서 B로 전이가 발생할 때 기

존에는 디폴트 상태인 C가 활성화 되지만 히스토

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활성화 되

었던 상태"로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B

상태가 활성화 되었을 때 동시에 D가 활성화 상태

였다면, A 상태로 전이가 된 후 다시 B 상태로 돌

아올 때 디폴트 상태 C가 아닌 D가 활성화 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복잡도를 가지는 LOD 모델 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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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할 때에는 위와 같이 히스토리에 근거한

활성화 상태 결정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히스토리 기능을 모든 전환

법칙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이유로, 특

정 행위는 반드시 다른 행위 뒤에 수행되어야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우선순위에 근거한 결정

기하 모델의 경우 개체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특

정 개체는 사용자의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

도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혹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메쉬의 단순화를 수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준의 예로는 "거리가

멀더라도 화면의 중앙에 위치할 때는 단순화를 하

지 않는다.", "모델의 가장자리 부분은 단순화를 하

지 않는다." 등이 있다.

3.4 LOD 선택 정책

LOD 선택 정책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직결된

다. 여러 개체 중 어떤 것을 좀 더 간단한 LOD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한 개체 내에서도 어떤

LOD 모델을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개체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마련하였다.

- 거리에 따른 선택

대체로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체일수록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개체

부터 선택하여 보다 덜 복잡한 LOD 모델을 선택

할 수 있다.

- 크기에 따른 선택

위의 거리에 따른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다. 멀

리 있더라도 화면에 렌더링 되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면 함부로 덜 복잡한 LOD 모델을 선

택하여서는 안 된다. 거리에 따른 선택을 하되 크

기가 크면 다른 개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요도에 따른 선택

아무리 카메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크기

가 작다고 하더라도 콘텐츠의 성격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

자가 개체별로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할 수 있

도록 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체는 가장

나중에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4. 가상 자동차의 LOD

자동차의 초기 행위 모델은 그림 9와 같이 설

계하였다. 이 모델에서의 자동차는 주어진 목적

지까지 정속도록 이동하며, 도착하면 멈추었다가

다시 회전하는 식의 간단한 행위를 지닌다. 또

한,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도 무시하였다.

<그림 9> 자동차의 초기 행위 모델

다음 단계에서는 우선 충돌검사 기능(Feature1)

을 추가하였는데, 충돌이 감지되면 멈추었다가 일

정 시간(1단위의 프레임타임)동안 기다린 후, 다시

충돌검사를 되풀이하고, 100단위의 프레임타임이

흐른 뒤에도 되풀이 된다면 포기하고 다음 목적지

로 이동하는 식이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Feature1“은 그림 10에서 확인 해보면

"collision_checking"이라는 상태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collision_checking" 상태는 다시

”OR 상태로의 분해 연산“에 의해 내부에

"waiting"과 "checking" 상태를 갖게 되었다.

다음에 추가되는 기능인 "Feature2"는 회전 움직

임과 직진 움직임의 분리이다. 초기의 끊임이 있는

움직임과는 달리 부드러운 회전 운동으로 변경하

였다. “Feature2"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moving"

상태가 ”AND 상태로의 분해 연산“에 의해 내부에

"rotating"과 "forwarding" 상태로 분해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을 계속 추가하여 최종

모델(그림 11)이 완성되는데, 그림 10으로부터 추

가된 기능은 바퀴의 움직임(Feature3), 회전 운동의

개선(Feature4), 직인 운동의 개선(Feature5), 충돌

회피 운동(Feature6) 등이다. 그림 11에서 생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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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간 단계의 행위 모델

부분은 "Feature4"와 "Feature5"로 각각은

"rotating"상태와 "forwarding" 상태가 "OR 상태로

의 분해 연산“에 의해 내부 상태전이도를 갖게 되

면서 개량된다. 이 두 개의 기능이 추가되기 전에

는 정속도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멈추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수행되었지만, 개량된 후에는

가속, 정속, 감속의 순으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1> 완성된 행위 모델 ("rotating"과

"forwarding"의 내부 상태전이도는 생략)

5. 결론

최근 3차원 그래픽 관련 SW 및 HW 발전으로

매우 사실적인 3차원 영상을 렌더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중화되었다. 대신, 복잡한 인공지능 테

크닉이나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인하여 CPU 연산

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물리 연산만

을 위한 가속기도 등장하고 있다. 점진적인 행위

LOD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사실적인 행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래 본 연구는 점진적인 행위 LOD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3차원 기하

LOD 기법과의 통합을 통해 보다 완전한 LOD 기

법의 완성을 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6]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기하 모델과 행위 모델과의 호환성

(compatibility)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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