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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시뮬 이션을 한 농작물 NPC 모델링

박상
* 

NPC Modeling of Plants for Farm Simulation Game

Sang-Hyun Park* 

요 약

가상 실 기술을 농업 기술 교육에 목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기계 교육과 같은 직

인 교육뿐만 아니라 게임을 이용한 간  교육에도 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 실에서 핵심 인 기술은 사용

자가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게 상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농장의 환경에 따라 

동일한 향을 받는다. 한, 농작물은 각각 독립 인 특성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농작물 모델링의 이

러한 특성을 반 하여 NPC 형태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개별 농작물이 날씨와 

농장의 특성을 반 하는 방법과 독립 인 특성을 반 하는 방법을 구 한다. 구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

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농작물을 매우 사실 으로 표 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There are many studies to incorporate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to agricultural education. Interest in virtual reality 

is increasing not only for direct education such as agricultural machinery education but also for indirect education using 

games. A key technology in virtual reality is to model objects to feel as real as they are. Plants grown on a farm are 

equally affected by the environment of the farm. Plants also have their independent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model plants in three dimensions in NPC form by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method implements how individual plants reflect common weather and farm characteristics, an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Implement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imple but expresses the plants very 

rea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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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산업 명의 핵심 기술  하나로 가상 실 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가상 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체험을 실감할 수 있

게 해주는 기술이다[1,2]. 가상 실은 다양한 분야에 

목이 가능하며, 농업에서도 가상 실 기술을 목하

기 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3]. 재 국

내에서 가상 실과 농업을 목하기 해 활발히 연

구되고 있는 분야는 농기계 분야이다. 실제로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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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작하는 것은 험하고 체험을 해서는 농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근성도 좋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농기계와 가상 실 환경을 연동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인이 농기계를 조작하여 학습하도

록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농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귀농 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를 방

증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농업 정

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 도 국가에서 농업

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2D 그래픽 주

여서 사실감이 떨어지는 것이 실이다. 가상 실 기

술은 실감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농장 경 의 가능성을 확

인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4]. 귀농인들 뿐

만 아니라 가상 실은 농업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 농업과 련된 디지털 콘텐츠를 보면 게임과 

련된 분야와 교육과 련된 분야로 나 어 볼 수 

있다. 게임과 련된 분야는 농업이라는 주제를 이용

하지만, 농작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하기보다는 흥

미 주로 체 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5]. 교

육과 련된 분야의 경우도 학년 학생을 한 콘텐

츠의 경우 정확한 경작 정보를 달하기보다는 흥미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콘텐츠의 형태

도 2D 주로 아직까지는 가상 실 기술을 극 으

로 용한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

서는 가상 실을 이용한 농업용 콘텐츠 제작에 합

한 농작물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

서는 개별 농작물이 독립 으로 성장하면서도 날씨와 

농장의 공통된 특성을 반 하도록 Non-Player 

Character(: NPC) 형태로 설계하여 환경의 향과 농

작물의 다양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표 되도록 모델링

하는데 주안 을 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농작물 

시뮬 이션과 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 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농작물 시뮬 이션 시

스템의 구조와 제안하는 농작물 모델링 방법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구 한 내용과 성능을 설명하고, 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Ⅱ. 련 연구

2.1 농작물 시뮬 이션 게임

농작물 재배 시뮬 이션은 크게 사용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게임으로 구 되거나 농작물을 이해시키기 

한 교육용 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있다. 표 인 

게임은 타이니팜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다

[5]. 타이니팜은 국내 개발사의 제품이지만 국내 시장 

외에도 일본, 국, 만, 기타 어권 국가에서도 서

비스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이 제품은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사실 으로 표

하는 것보다는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 한 흥미 

주의 제품이다. 보다 문 인 게임으로 한정된 자

원을 이용하여 최 의 이윤을 창출하기 한 

AgBalance라는 게임도 있지만, 게임의 목 이 농장

주, 식품공장 등의 이윤에 한 최 화 개념에 이 

맞추어져 있어, 이 게임 역시 농작물을 사실 으로 표

하지는 않는다[7].

교육용 농작물 재배 시뮬 이션도 게임 형태로 만

들어지기도 하는데, 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AIM 

게임의 경우가 표 이다[6]. 농장에 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인 농작물 표 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

는 캐릭터 주로 게임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농사

를 짓기 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다 

풍부한 지식을 달하기 한 로그램도 연구되었다

[4]. 하지만 기본 인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고 

후속 인 개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상 실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분야에 가상 실 기

술을 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장 시

뮬 이션에 가상 실 기술을 목한 게임도 제안되었

다[3]. 이 게임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고통을 잊

게 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졌으며, 토양에 당한 

물을 주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 게임은 가상 실로 구 되기 때문에 농작

물은 기본 으로 3D 모델로 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델의 패턴이 일정하고 매우 단순한 형태로 모델링

되어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농작물을 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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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PC

NPC는 게임에서 이어가 직 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임 요소를 말한다. 게임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어가 제어하지 않는다. 게임 환경이나 이어

를 공격하는  캐릭터들이 표 인 NPC로 게임 소

트웨어에서 제어하게 된다[8]. NPC는 게임의 상황

에 한 정보를 입력으로 내부 알고리즘을 구동하여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런 NPC는 

게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게임 요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하면 게임의 재

미가 반감된다. 농장 시뮬 이션에서도 농작물을 개별 

NPC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모델을 반복 으로 사

용하면 형태가 일정하여 농장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2,9].

본 논문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뮬 이션에 한 

것이지만 게임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NPC는 게임 

소 트웨어가 조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

리즘이 용되며, 특히 요즘에는 이어의 특성에 

따라 이어의 흥미를 유지하도록 응 으로 성능

을 조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10,11]. 본 논문에서는 이어의 특성을 반 하

지는 않지만 날씨의 변화와 농장의 특성을 입력으로 

농작물들의 성장 속도 등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농작

물들을 각각 하나의 NPC로 보고 독립 인 행동 패턴

을 가지도록 구 한다. 다만, 농작물은 지속 으로 성

장하는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복잡한 인공지능 알

고리즘이 아닌 간단한 FSM(: Finite State Machine) 

형태로 구 된다.

Ⅲ. 제안하는 농작물 모델링 방법

3.1 농장 시뮬 이션 구조

본 논문에서는 농장 시뮬 이션을 한 농작물 

NPC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시뮬 이션은 장면별

로 이루어진다. 한 장면에는 여러 개의 농장이 있을 

수 있으며, 농장별로 하나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황

을 가정한다. 농작물은 날씨에 향을 받고 작물이 재

배되는 농장의 특성에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날씨 

정보를 리하는 날씨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농장

의 특성을 리하는 요소도 필요하게 된다. 그림 1은 

농장 시뮬 이션에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의 계를 보여 다. 날씨는 모든 농장과 작물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친다. 하나의 농장은 토양의 특성과 

수분  양상태 등의 특성을 가지며 같은 농장에 

재배되는 식물은 동일한 향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

로 개별 농작물은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Weather
Database

- Rainfall
- Temparature
- Wind speed

Farm

- Soil type
- Humidity
- Nutrition

Plant #1

Plant #2

Plant #3

.

.

.

그림 1. 농장 시뮬 이션 구성 요소

Fig. 1 Components of farm simulation

본 시뮬 이션은 날짜별로 식물의 성장을 시뮬 이

션한다. 즉, 일단 로 식물이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지

를 생성하여 식물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따라서 농장은 날짜가 바뀔 때마다 날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강수량 등의 정보를 가져와 토양

의 습도  양 상태 등을 업데이트한다. 농장의 상

태는 농장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의 성장 속도에 향

을 미치며 날짜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 처리 방식으로 

식물들에게 성장 속도 라미터를 달한다. 즉, 각 

식물은 NPC 형태로 동작하며, 농장에서 발생하는 이

벤트를 처리하는 리스 를 가지는 형태로 구 된다.

3.2 가지의 성장 모델링

농작물은 기본 으로 하나의 가지에서 시작된다. 본 

모델링에서는 하나의 농작물을 가지들의 조합으로 보

고, 이를 모델링하기 하여 하나의 가지가 성장하면

서 새로운 가지를 자식으로 새롭게 생성하도록 한다.

하나의 가지는 시간이 흐르면  커지게 된다. 

이때 선형 으로 커지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반에 속하게 자라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속도가 

어들고 어느 시 에서는 성장이 멈추는 방식을 

용한다. 그림 2는 하나의 가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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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ax

tmax
time

height

그림 2. 가지의 성장 곡선
Fig. 2 Growth curve of a branch

시간 일 때 성장곡선에 의한 가지의 크기 ′는 
식 (1)과 같이 결정한다.

′ max

 ×max           (1)

  ′⋅⋅         (2)

 

가지의 성장은 농장의 상태에 향을 받게 된다. 그

리고 같은 농장에 재배되는 농작물도 자신만의 고유의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된다. 식 (2)는 이를 반 하여 최

종 인 가지의 크기 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 다. 여

기서 는 농장의 상태를 반 하기 한 요소이고, 

는 농작물 자체의 성장력을 나타낸다. 각 농작물은 생

성될 때 0.8과 1 사이의 랜덤한   값을 가진다.

하나의 가지는 자라면서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것

이 아니다. 잔가지들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다. 이를 표 하기 하여 하나의 가지는 네 가지로 

모델링한다. 가지는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의 

모델로 교체되며 교체되는 모델은 식물의 특성을 반

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형태로 모델링한다. 모

델링할 때 기본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체 크기

는 식 (2)에 의해 결정되게 한다.

그림 3. 가지 (Branch)와 Branch Point에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3 Class diagram of branch and branch point

a

b

c

그림 4. Branch Point의 치
Fig. 4 Position for branch point

3.3 새 가지 생성

하나의 가지는 성장하면 새로운 가지를 만들게 된

다. 즉, 자신의 자식 가지들을 생성하게 된다. 자식 가

지는 부모 가지의 특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지가 다

시 새로운 가지들을 가지는 형태가 되며, 이런 구조는 

순환 인 모델로 표 할 수 있다[12].

본 모델링에서는 가지가 자라는 지 을 표 하기 

하여 Branch Point(: BP)를 정의한다. 시뮬 이션에

서 하나의 BP를 생성하면 거기서 하나의 가지를 생

성된다. 즉, 농장에 BP를 설정하면 거기서 가지가 만

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가 성장하게 된다. 순

환 인 가지의 생성을 구 하기 해서는 가지에 자

식으로 BP를 설정하면 된다. 즉, 가지가 성장하다가 

어느 시 에서 가지에 설정된 BP에서 자연스럽게 새

로운 가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림 3은 가지 

(Branch)와 BP의 계에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가지는 여러 개의 BP를 가지고 BP는 하나

의 가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BP와 BP에서 생성된 

가지는 생명주기가 같고, 가지와 가지의 BP 한 생

명주기가 같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두 클래스는 순

환 인 복합연 (Composition) 계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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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a
?a y

그림 5. 최상  Branch Point의 방향 설정 방법
Fig. 5 Direction setting method of the top branch point

b

c

?bx

?cx

?c y

?b y

그림 6. 나머지 Branch Point의 방향 설정
Fig. 6 Direction setting method of the rest branch 

points

그림 4는 하나의 가지에 BP를 어떻게 치시키는

지를 보여 다. 하나의 가지는 그림 4와 같이 여러 잔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잔가지는 커지기만 하고 

새로운 가지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가지를 생

성하는 것은 BP이고 가지의 본 기에 치한다. 

체 모델의 원 에 가지의 끝부분을 치시키고 수직 

방향으로 구간을 나 다. 그림 4는 3개의 BP ,  , 

를 가지에 치시키는 를 보여주는데, 이때 가지 모

델을 수직 방향으로 5개의 등간격으로 나 다. 맨  

구간과 맨 아래 구간에는 BP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

에 3개의 BP를 생성하는 경우 5개의 등간격으로 나

게 된다. BP를 생성하는 구간은 각 구간의 가운데

를 기 으로 구간 간격의 반에 해당하는 범 를 정

하며, 이 범 에서 랜덤하게 BP를 설정한다.

BP의 방향으로 새로운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가지

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해서는 BP를 생성할 

때 방향을 랜덤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개

의 BP가 생성될 때 맨 에 생성되는 BP는 기존 가

지의 방향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BP와는 설

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최상  BP인 

의 방향 설정 방법을 설명한다. 3차원 공간에서 방

향을 랜덤하게 설정할 때는 두 개의 좌표만 랜덤하게 

조정하면 된다. 기존 가지의 성장 방향을 축이라고 

할 때 최상  BP의 방향은 축 방향으로 방향의 제

한이 없다. 하지만 축 방향으로 회 할 때는 기존 

가지와 유사한 방향을 설정하기 해 범 의 제한이 

필요하다. 축 방향의 회  각도 
와 축 방향의 

회  각도 
의 범 는 식 (3), (4)와 같다.


            (3)


            (4)

나머지 BP는 아래 방향으로 순차 으로 방향을 설

정한다. 축 방향으로의 회 은 으로 퍼지는 각도

를 나타내며 일 때 가장 넓게 퍼지는 효과를 주

게 된다. 최상  BP가 아닌 BP의 축 방향으로의 

회 은 서로 독립 이다. 본 모델링에서는 식 (5)와 

같이 축 방향 각도의 범 를 설정한다.


             (5)

축 방향으로의 회 은 순차 으로 엇갈리는 방향

으로 가지가 개되게 방향을 설정한다. 먼  두 번째 

BP인 의 축 방향 회 은 임의의 각도로 설정한다. 

다음 BP인 는 의 방향과 반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식 (6), (7)과 같이 범 를 설정한다.


             (6)


  

             (7)

식 (7)은 의 축 방향 회 의 크기가 의 축 

회  방향에 해서 반  방향을 가리키는 를 

기 으로 ±의 범 에서 랜덤으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3.4 포복형 작물의 성장

농작물은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으며, 생육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크게 수직 방향으로 재배하는 작물과 수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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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vel 1 (b) Level 2

(c) Level 3 (d) Level 4

으로 퍼지도록 재배하는 작물로 나  수 있다. 수평 

방향으로 퍼지면서 자라는 작물을 포복형 작물이라고 

하며, 고구마와 딸기가 표 인 작물이다.

?m ?m
?m?m

그림 7. 포복형 작물의 성장 방식
Fig. 7 Growth modeling of creeping crops

그림 7은 포복형 작물의 성장 모델링 방법을 보여

다. 사각형이 원 가지를 의미하고, 원은 새로운 가

지가 생성되는 지 인 BP를 의미한다. 포복형 작물도 

수직으로 자라는 식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 한다. 

가지의 성장 속도는 식 (2)를 용하고, 네 가지 모델

을 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된 모습을 보여

다. 네 가지 모델 모두 크기를 동일하게 모델링하여 

성장에 따른 크기 변화는 식 (2)에 의해서 자연스럽

게 표 되도록 한다. 

하나의 포복형 가지는 방을 기 으로   방향

에 두 개의 BP를 가지는 것으로 모델링한다. 가지를 

자연스럽게 성장시키기 하여 BP의 방향을 랜덤하

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복형 작물은 지면을 따

라 수평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방향으로의 

회 만 고려하면 된다. 즉,   방향의 회 은 로 설

정하고   방향에 해서만 원 가지와 BP 사이의 방

향을 기 으로 ±의 범 에서 랜덤하게 설정한다.

그림 8. 토마토 가지 모델
Fig. 8 Branch modeling of tomato

(a) Level 1 (b) Level 2

(c) Level 3 (d) Level 4

그림 9. 고구마 가지 모델
Fig. 9 Branch modeling of sweet potato

Ⅳ. 구  결과

농작물 재배 시뮬 이션은 유니티3D를 이용하여 

구 하 고, 농작물 모델링은 스 치업을 이용하 다. 

사용자는 농장 주 를 돌아다니며 농장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물을 심

은 날짜를 설정할 수 있고, 식물의 성장 변화를 확인

하기 해 날짜를 증가시킬 수 있다.

4.1 가지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성장하는 작물과 수평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작물을 표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기 하여 수직 방향으로 자라

는 작물로 토마토를 선정하 고, 수평 방향으로 퍼져나

가는 작물로 고구마를 선정하여 모델링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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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토마토 가지 모델을 보여 다. 하나의 가

지가 자라면서 조 씩 변화가 생기는데, 토마토의 경

우 열매가 맺는 과정을 표 하 다. 벨 1은 가지 모

습이고, 벨 2는 가지에 꽃이 핀 것을 보여 다. 

벨 3은 열매가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벨 4는 열매

가 익은 것을 표 한다.

그림 9는 고구마 가지 모델로 벨 1은 싹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벨 2는 여러 개의 가지로 분화하

는 것을 보여 다. 벨 3은 가지들의 크기가 커진 것

을 보여주고, 벨 4는 크게 자란 잎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보여 다. 벨 별 잎의 색깔도 연두색에서 녹색

으로 변하다가 벨 4에서는 약간 색깔이 바랜 녹색

으로 표 하 다. 

(a) Tomato (b) Sweetpotato

그림 10. 가지에 BP 설정 
Fig. 10 Setting branch points on branch

(a)  =10 (b) =20

(c) =30 (d) =50

그림 11. 토마토 성장 과정
Fig. 11 Growth process of tomato

(a)  =15 (b) =35

(c) =45 (d) =60
그림 12. 고구마 성장 과정

Fig. 12 Growth process of sweet potato

그림 10은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를 생성하기 한 

BP를 설정한 모습을 보여 다. 토마토의 경우 기를 

따라 수직방향으로 세 개의 BP를 설정하고 고구마의 

경우 방   방향으로 두 개의 BP를 설정한다. 여

기서 BP는 노란 구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디버깅

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시뮬 이션에서

는 노란 구 형태가 보이지 않고 그 치에 새로운 가

지만 보인다.

그림 11은 토마토를 농장에 심었을 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다. 하나의 가지가 성

장하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서 토마토 기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림 11은 디버깅용 화면이어서 BP가 노란색 구로 표

시되어 실제 모델의 내용을 많이 가리는데, 실제 시뮬

이션에서 마지막 단계를 보면 빨간 토마토가 주

주  달린 것이 잘 표 된다.

그림 12는 고구마를 농장에 심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다. 토마토와 달리 고구마

는 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한다. 하나의 가지

는 두 개의 BP만 가지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풍성하게 기가 자라는 모습을 잘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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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장 시뮬 이션

농장 시뮬 이션은 그림 1에서 제시한 구조에 맞게 

NPC 형태로 동작하는 작물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는 방식으로 구 하 다. 날씨 요소로는 강수량만 

고려하 다.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순천

지역 2019년 일별 강수량 자료를 용하 다. 농장은 

날씨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수량 정보를 가져와서 토양

의 습도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작물의 성장 속

도를 계산하는 수식 (2)에 사용되는   값을 계산한

다. 습도는 간단하게 7일 평균 강수량을 사용하 고, 

이에 따른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강수량에 따른 작물 성장 요소
Table 1. Growing factor of plants according to rainfall

7-day average 

40mm or more 1

30mm or more 0.9

20mm or more 0.7

10mm or more 0.4

Less than 10mm 0.2

그림 13. 농장 시뮬 이션 화면
Fig. 13 Screenshot of farm simulation

그림 13은 농장 시뮬 이션 실행 장면을 보여 다. 

한 장면은 두 개의 농장으로 구성하 고, 각각 토마토

와 고구마를 재배한다. 토마토와 고구마를 각각 9개씩 

농장에 심는 상황을 시뮬 이션한다. 사용자 입력으로 

시작 날짜를 입력하는데, 이것은 날씨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정보를 가져오기 해 사용된다. 시뮬 이션은 

시작되는 날짜를 기 으로 날짜를 하루씩 증가시키면

서 작물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a) =20

(b) =45

(c) =65

(d) =90
그림 14. 시간 흐름에 따른 농장 변화
Fig. 14 Change of farm over time

그림 14는 날짜별로 농작물이 성장하는 농장의 모

습을 보여 다. 기존의 농장 시뮬 이션들이 단순한 

그래픽으로 농작물을 표 하 지만 제안하는 방법을 

용한 농장 시뮬 이션은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비교

 사실 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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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실 응용에 활용될 수 있는 농

작물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시뮬

이션 환경에 한 정보를 입력으로 내부 알고리즘

을 용하여 다양하게 모양을 결정하는 NPC 형태의 

농작물을 생성한다. 다양한 형태의 농작물을 표 하기 

하여 가지가 새로운 가지를 생성하는 순환구조로 

모델링하 고, 각 가지는 작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

에서 랜덤하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 다. 생육 형

태에 따라 수직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로 구분하여 모

델링하 고, 모델을 단순화하여 시뮬 이션의 로드를 

최소화하 다. 시뮬 이션 구 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

이 생육 형태에 상 없이 자연스러운 농작물 재배 상

황을 표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은 농작물 모델링에 을 두었고, 시뮬

이션의 구조와 농작물 모델이 자연스러운 농작물 재

배 상황을 표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교육  목 에 부합하는 정확한 농작

물 재배 시뮬 이션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향후 각 

작물에 한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하는 농장 모델링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제어하기 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부분을 개선하여 최종 시뮬 이션 게임을 완성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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