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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가상 실은 실처럼 구성된 가상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에이 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가상

공간이란 시각  표 뿐만 아니라 질량, 력, 마찰력등과 같은 물리속성들과 법칙들에 의해 규율되는 질

서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구축하기 해서는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가상 에이

트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정해진 공간이나 기억에 하여 설계자의 지식에 따라서 그 로 

반응하게 만들어진 기존의 반응형 에이 트의 행동방식을 개선하여 능동  행동이 가능하기 해서는 에

이 트의 활동 공간에 련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식 에서 공간  지식에 

한 표 구조를 설계하고 구 한다. 이와 같은 지식표 은 사실 이고 효율 인 물리  가상환경을 구축

하는 바탕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가상에이 트들의 지식을 표 하는 구조로 이용된다.

 
■ 중심어 :∣공간관계∣가상현실∣온톨로지∣

Abstract

The virtual reality consists of a virtual space constructed similar to the reality and agents 

residing in it. Our virtual space refers to an orderly space that is governed by such physical 

properties as mass, gravity, friction, and associated rules on top of the usual visual rendering. 

To construct this virtual world we are to develop virtual agents behaving like human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existing reactive agents designed to act 

to their designers’ dictation in predetermined space or memory into autonomous agents, we need 

diverse kinds of knowledge among others related to the spaces for the agents to act in. Our 

design and implementation focuses on the spatial knowledge among those diverse aspects of 

knowledge required. The developed knowledge representation scheme is used on a basis for 

realistic and efficient physical cyber-environment, and as the knowledge structure to simulate 

the virtual agents’ knowledges o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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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 실이란 컴퓨터상에 구 된 가상의 세계

(cyberspace)이다. 가상 실은 실처럼 구성된 가상공

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에이 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 가상 실 기술은 컴퓨터 성능의 향상에 힘입어 컴

퓨터 그래픽, CAD, GIS, 멀티미디어, 의학, 게임 같은 

많은 분야에 용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실제와 근 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능동  가상 에이 트와 그를 둘러싼 실감나는 환

경(environment)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실감나는 환

경이란 단순한 시각 (visual) 표 이 아니라 질량, 

력, 마찰력등과 같은 물리 속성들과 법칙들에 의해 규

율되는 질서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1]. 능동  가상 에

이 트는 지각(perceive)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어떠

한 목 을 달성하기 해 계획(planning)을 하는데 이

는 거주하는 가상환경에 한 정보를 입력받아 목표

(goal)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행동한다[2].

기존의 반응형(reactive) 에이 트[3]에는 다양한 상

황에 능동 으로 처하는 기능이 제한 이다. 본질

으로 이들 에이 트의 행동은 설계자에 의해 사 에 결

정되어 있거나, 학습 는 진화과정에 의하여 선택된다. 

이러한 방법은 정해진 공간이나 기억에 하여 설계자

의 지식에 따라 그 로 반응하게 만들어진 공간기반 

는 기억기반의 에이 트 행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방 한 양의 메모리를 필요

하게 되며 설계자는 모든 가능한 상황들에 한 한 

반응을 고려하기 한 막 한 측력을 가져야 한다[3]. 

능동  에이 트가 되기 한 핵심기능의 하나는 임의

의 가상공간에서 공간이동이나 여러 물리  행동을 자

율  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

동  행동이 가능하기 해서는 에이 트의 활동 공간

에 련된 다양한 공간 계들에 한 지식이 필수 이

다. 이와 같은 공간 계  련된 동작들에 한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에이 트는 설계자가 미리 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한 공간 계를 계속 으로 

인지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  에이 트가 공간  상황변

화에 한 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

다. 이러한 기능을 구 하기 해 지각된 공간  정보

를 지식화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에이 트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물리  구조를 표 하고 공간과 

물리 객체에 한 공간 계를 통합 으로 용하여 에

이 트를 둘러싼 공간에 한 지식을 표 한다. 우리는 

에이 트의 행동을 설계함에 있어 행동의 사실성

(realism) 보다 다양성과 융통성에 을 맞춘다. 이러

한 통합  지식표 은 가상환경을 구축할 때 보다 사실

이고 효율 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진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주제와 련 있는 연구에 해서 살

펴보고 3장에서는 가상환경에 한 간략한 정의와 공

간과 물리 객체들에 한 공간 계에 해 살펴보겠

다. 4장에서는 물리  상황들에 해 소개를 하고 5장

에서는 3장과 4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 된 가상세계

를 소개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에 해서 논한다.

Ⅱ. 관련 연구

2.1 GIS 분야의 공간관계 모델
GIS 분야에서는 두 객체 사이의 상 계를 표 하

기 한 모델로서 Egenhofer와 Franzosa에 의해 제안

된 4-intersection model과 이것을 확장한 9-intersection 

model이 있다. 4-intersection model은 객체를 경계

(boundary)와 내부(interior)로 표 하며 9-intersection 

model은 객체를 경계, 내부 그리고 객체의 외부

(exterior)로 표 한다[4]. Intersection model은 공간 개

념에 련된 GIS 질의어를 처리하기 해서 좀 더 다양

하고 임의의 두 객체 간의 공간 계에 용 가능한 

상 공간 계를 객체의 경계와 내부와 같은 집합의 

연산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총 16가지 계로 두 지

역(region)간의 공간 계는 9개의 계가 존재한다. 

한 3차원에서 두 객체의 공간 계는 다음 [표 1]과 같

이 7개의 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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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ntersection model은 두 객체간의 공간 계의 상

 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게 해 다.

∩   ∩   ∩   ∩ 두 객체간의 상 공간 계

 (   ∅ ,     ∅ ,    ∅ ,     ∅ ) A and B are disjoint
 (  ∅ ,     ∅ ,    ∅ ,     ∅ ) A and B touch
 (  ∅ ,   ∅ ,    ∅ ,     ∅ ) A quals B

 (   ∅ ,   ∅ ,   ∅ ,     ∅ ) A is inside of B or　B 
contains A

 (  ∅ ,   ∅ ,   ∅ ,     ∅ ) A is covered by B or B 
covers A

 (   ∅ ,    ∅ ,    ∅ ,    ∅ ) A contains B or B os 
inside of A

 (  ∅ ,   ∅ ,    ∅ ,    ∅ ) A　 covers B or B is 
covered by A

표 1. 3차원 상에서 두 객체 간의 위상 공간 관계

2.2 온톨로지
기존의 온톨로지들은 단지 계층구조나 용어 사이의 

개념  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지식의 공유나 재사

용에 합한 형태로 특화되어 왔다[5][6]. 이는 실세

계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유사한 컴퓨

터상의 가상환경에서 에이 트의 행  제어나 추론(즉, 

새로운 개념의 유추, 계설정)등의 기반구조로는 불충

분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지식정보처리에 있어 인

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표 하여 가상환경에서 

에이 트가 스스로 추론  행  제어에 사용할 수 있

는 지식표  구조로서 새로운 온톨로지의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온톨로지의 핵심은 개념을 정의하고 

계를 통해 서로를 연결함으로써 컴퓨터가 온톨로지

에 들어있는 지식을 인지하고 추론하기 해서 사용하

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온톨로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컴퓨

터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하며 시스템마다 요구하는 내용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

이다. 이미 1990년  반부터 분산된 환경에서 에이

트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필요성이 두되

었다. 이를 해서 KQML(Knowledge Query and 

Manipulation Language)[7]등을 이용한 지식 기반의 

에이 트 통신 언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 시스템에

서는 개념(Concept)을 개체(entity), 계(relation), 활

동(activity), pure concept의 네 가지 범주로 나 어 지

식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8]. 따라서 이들을 정의하는데 

요구되는 데이터 형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특

화된 독창 인 형태의 데이터 구조에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2.3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시스템들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해서 그래픽 분야에서의 연

구  환경을 모델링한 것으로 N. Farenc의 LIG City는 

가상도시를 구 하기 해 정형화된 GIS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 다[9]. 즉 도시에 한 세만틱 정보를 이용

하여 각각의 ENV(Environment Entities)를 트리형식

으로 계층화하고, 각 ENV를 장애물(Obstacle)과 에이

트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형 객체(smart object)

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이 트들이 도시 내의 

여러 행동들, 를 들어 인도를 따라 걷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공원을 가로질러 가고, 지하철로 들어가는 행

동 등을 시뮬 이션 하 다. 하지만 LIG City에서 구조

화된 환경은 주로 에이 트의 이동을 한 지리 인 정

보만을 제공해 뿐 환경자체가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

을 보여주거나 에이 트에 향을 주지는 못한다. 

앞에서 언 한 연구 이외에도 가상세계를 구 한 시

스템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개 환경을 등장

객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수동 인 배경만으로 처

리하 거나[10][11], 특수한 목 을 해 설계하 다

[12]. 그리고  많은 경우 체계화 되지 못한(ad hoc) 디

자인을 함으로써 일반 인 가상세계에 용하기는 어

려웠다. 이는 많은 가상 실 시스템들[13][14]이 환경의 

논리  처리보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시각 인 그

래픽 더링에 치 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실 시스템들을 설계할 때 환경의 외부 인 요소

와 더불어 내부의 논리  구조설계와 물리학 등을 이용

하여 실세계와 유사하면서 일반화된 가상환경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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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상 환경과 물리 기반 공간관계의 표현

3.1 가상 환경의 구조
가상환경은 물리  개체(Physical Entity)들로 이루

어져 있다. 이 물리  개체는 물리  객체(Physical 

Object), 물질(Matter), Physical Concept을 포함한다

[15]. 물리  객체는 시공간에 실존하고 물리 으로 인

식할 수 있는 모든 개체들을 의미한다. 이  특히 객체

와 물질은 공간을 배타 으로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객체는 세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모든 객체를 의미한다. 한 물질은 자체

로 존재하거나 객체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여러 물질과 

다른 객체들로 이루어진 객체를 복합객체(Composite 

Object)라 한다. Physical Concept은 빛, 소리, 에 지 

등 물리 인 성질은 가지지만, 배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물리  가상환경을 구축하기 하

여 기본 인 환경을 이루는 지형과 환경 내의 객체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추가 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1. 온톨로지 계층구조의 최상부 

3.2 객체의 추상화된 위치에 대한 모델링
실세계와 유사한 공간 계(spatial relation)를 성립

시키기 해서는 먼  거리, 방향에 한 추상화된 

치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가상 실에서 공간(Space) 상

에 객체가 존재하게 되면 범 와 치를 부여받게 된

다. 공간 계를 인간의 인식하는 바와 유사하게 모델

링하기 해  치정보를 추상화된 모델로 변환

하여 표 한다. 즉 실제 수치를 기 으로 하는 정량

(quantitative)인 치와는 다르게 객체의 치를 추상

화 하여 정성 (qualitative)으로 표  한다. 이를 해

서 계층 으로 표 된 거리나 방향과 치(position)에 

한 모델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일한 공간 속에 

치한 여러 개의 객체사이의 계를 나타내기 해 기

본 인 거리 외에 방향성을 표 할 필요가 생긴다. 이

를 해서는 객체의 역을 구분하고 추상화하여 

인 치에 한 표 을 나타내어야 한다.

3.2.1 거리
실에서 사물의 거리를 표 할 때 흔히 사람들은 

‘멀다(Far)’, ‘가깝다(Near)’처럼 정성  표 을 주로 사

용한다. 반면 컴퓨터는 정량  수치만 인지하며 정성  

표 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멀다’ 와 ‘가깝다’

처럼 정성  표 을 컴퓨터가 인지하기 해서 정량  

표 을 정성  표 으로 재정의한다. 즉 [그림2]에서 A

를 기 으로 A부터 B사이의 어느 지 까지(0~10)를 ‘가

깝다’라고 하고 A를 기 으로 B부터 C사이의 어느 지

까지(11~30)를 ‘멀다’라고 정량  수치를 정성  표

으로 재정의한다. 이것으로 컴퓨터는 정량  수치와 별

도로 정성  표 을 인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정량적 거리의 정성적 표현

3.2.2 방향
객체의 방향을 나타내기 해서는 3.2.1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정량  표 을 정성  표 으로 재정의 할 

필요성이 있다. 방향은 [그림 3](a)에서 객체 A의 심

을 기 으로 하고 방향의 표 을 [그림 3](b)와 같이 

각도를 8등분으로 나 어 즉, 8방 로 표 한다. [그림 

3](b)을 배경으로 하고 객체의 방향은 삼각함수를 이용

하여 객체가 바라보는 방향의 각도를 구하고 배경에 있

는 8방 의 범 와 비교하여 해당하는 방향을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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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방향의 정성적 표현

3.2.3 위치
사물의 공간 내에서의 치를 정성 으로 표 하기 

해선 반드시 1개 이상의 비교 상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이 비교 상을 특정 공간이 가진 역의 

심 을 기 으로 하여 이 역을 [그림 4]와 같이 9개의 

부분 역들로 구분한다. 

그림 4. 위치의 정성적 표현

앞에서 언 한 거리와 방향 그리고 치를 하나로 

목시킨다면 공간 심과의 공간 계는 [그림 5](a)와 같

이 표  된다.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

리는 [그림 5](b)에 있는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심  

A를 기 으로 객체 B사이의 거리 r( )을 구하고 이 정

량  수치를 앞서 정의된 정성  표 으로 멀다와 가깝

다로 변환 하여 표 한다. 방향 한 삼각함수의 각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θ와 방향 모델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각도의 방향을 정성  표 으로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치모델과 객체 B의 좌표

를 비교하여 치모델에서 정의한 정성  치표 으

로 재정의하여 나타낸다. 즉, 거리와 방향 그리고 치 

각각의 모델링을 모두 목시킨 [그림 5](a)에서 [그림 

5](b)의 심  A를 기 으로 하는 객체 B를 정성  표

으로 재정의 해서 나타내면 “객체 B는 A 에서 멀리 

있고 A 에서 북동쪽(Northeast) 방향에 있으며 

R_Front지역에 치한다.” 라고 표 할 수 있다.

그림 5. 거리, 방향, 위치를 접목시킨 모델링

3.3 공간객체
공간객체란 에이 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객체

지향 기법으로 나타낸 것이다[16]. 우주공간을 제외한 

부분의 공간객체는 물리  객체의 한 부분으로 유도 

공간객체(Derived Space)이다. 물리  객체가 생성되

면 그 객체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은 다른 물리 객체들이 

유할 수 있고 이러한 거주객체들에 의한  다른 하

 공간이 형성되는 반복 인(recursive) 구조를 가지

게 된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은 지구객체의 외부공

간의 일부이고, 우리들이 거주하는 집은 건물객체에 의

해 제공되는 내부공간이다. 이들 유도공간객체는 각각

의 객체 특성에 따라 다른 환경을 이루고, 서로 공간상

의 포함 계에 따라 계층구조로 표 함으로써 에이

트의 공간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9].

3.3.1 공간과 객체 사이의 관계
공간과 객체 사이의 계에서 IN과 OUT이라는 공간

계를 표 하려면 먼  공간의 역을 정의 하여야 한

다. 즉 3차원 공간 좌표(x, y, z) 상에서 [그림 6]의 공간

의 역 S1과 객체 P의 3차원 좌표를 비교하여 공간의 

역 안에 P가 있을 때 IN(P, S1)을 표  할 수 있고 공

간의 역과 P가 겹치지 않을 때 OUT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림 6](c)에서 두 공간의 역을 S1, S2라고 한

다면 객체 P는 공간의 역 S2의 내부에 있으며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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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S2는 공간의 역 S1 내부에 있다. 이때  

 ⊃   이고   ⊃   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   도 성립 한다.

(a)             (b)            (c) 
그림 6. 공간과 객체 사이의 포함 관계

3.3.2 공간관계
본 연구 에서는 CSG-tree를 이용하여 모델링되어진 

객체들의 물리 기반 공간 계를 Egenhofer가 제안한 

4-intersection model을 기반으로 객체에 련된 

constraint를 용하여 상 공간 계를 추출하고 아래

의 [표 2]과 같이 의미를 부여한다. 보다 많은 공간 계

가 나올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추

출하면 [표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본 으로 8가지

만 필요하고 한 서로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공

간 계는 객체와 객체의 공간 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정보를 에이 트에게 제공하여 에이 트가 공간 

계를 악하는데 사용 한다.

d x and y are disjoint
s x support y
ts y touch the side of x
sI y is studded in x
su y is suspended from x
cI y is inside of the closed inner space of x
oI y is inside of the opened inner space of x
on x is on the y

표 2. 선택된 물리 기반 공간관계들 (PSR)

Ⅳ. 물리적 상황의 표현

본 논문에서는 가상 실의 시각  사실성보다 상황

의 구성이나 개의 진실성(correctness)에 이 있

기 때문에 물리학  상을 정확히 표 하기 한 다양

한 물리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물리  요소들

은 질량, 력, 습도, 마찰력, 부력, 도 등을 포함한다. 

[그림 7]에 주어진 제 상황을 표 하기 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규정한다. 

다음의 물리  변수들을 사용한다.

Physical Parameters = { 질량(m), 력(g), 습도   

  (h), 마찰계수(μ), 부력(bu), 도(de) }

상황에 등장하는 객체들은 다음과 같다. 

Objects = { 담벽(Object_A), 사다리(Object_B), 

사람(Agent_H) }

련된 환경을 구축하기 해 다음의 환경  상들

을 사용한다.

weather = { 맑음(clear), 비(rain), (snow) }

phenomena = { 일반(general), 홍수(flood) }

그림 7. 물리적 현상들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 상황

4.1 힘과 저항력
실세계에서 물체에 가하는 힘이 그에 한 항력을 

넘어서게 되면 이동이 생기게 된다. [그림 8]는 사다리

가 담벽에 기 어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는 담벽에 일정 

힘을 가하고 있으며 담벽은 그 힘에 항 하고 있다. 

[그림 8]에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사다리 질량(m), 

력(G), 담벽 높이(a), 담벽 폭(b), 담벽 질량(M) 이라고 

가정하면 사다리가 담벽에 가하는 힘은 m * G * sinθ 

* cosθ * a 이고 담벽이 항하는 힘은 M * G * b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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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다. [그림 8]의 왼쪽 그림은 기설정 상황이고 

오른쪽 그림은 사다리의 질량 m을 임의로 증가시키면 

사다리가 담벽에 가하는 힘이 담벽이 항하는 힘보다 

능가하여 담벽이 넘어지고 사다리 역시 연쇄 으로 넘

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사다리무게와 담벽의 저항력에 의한 연쇄반응의 예

[그림 9]은 에이 트가 사다리에 올라갔을 때 에이

트의 무게가 사다리에 가하는 힘과 사다리가 에이 트

의 무게를 지탱하는 항력을 보여주기 한 상황이다. 

[그림 9]의 각 매개 변수를 사다리 질량(m), 력(G),  

사다리 길이(L), 에이 트가 사다리를 올라간 길이(l), 

에이 트 질량()이라고 하면 에이 트의 무게가 사

다리에 가하는 힘은   * G * l 이 되고 사다리가 에이

트를 지탱하는 항력은 m * G * L 이 된다. [그림 

9]의 왼쪽그림은 기의 설정으로 사다리 에 에이

트가 올라가 있고 사다리는 에이 트가 사다리에 가하

는 힘보다 에이 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더 높은 상

태이다. 그와 달리 에이 트의 질량이 사다리가 버티는 

힘보다 커진다면 [그림 9]의 오른쪽 그림처럼 사다리는 

부서지고 사람 역시 연쇄반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림 9. 사람의 무게와 사다리 계단의 저항력에 의한 연쇄반응

4.2 물리인자들의 상호관련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  인자들의 상호연 성은 

다양한 상들이 연쇄 으로 얽 있는 실제 상황들의 

핵심 연결고리이다. 를 들어 강수량은 습도에 향을 

미치며 습도는 마찰계수(μ)와 가연물질.발화온도  물

질의 부식에 향을 미친다. 부식은 그 정도에 따라 내

구력(Durability)에 향을 주며 질량과 력은 무게를 

결정하고 마찰계수(μ)와 무게는 마찰력에 향을 미친

다. 이와 같이 몇 개의 표  물리인자들이 서로 향

을 미치는 계를 종합 해보면 [그림 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a⟶b는 b가 a에 의해 향을 받는 의존
(dependency) 계를 나타낸다.  

그림 10. 의존 관계 도표(Causality dependency graph)

[그림 11]는 날씨의 변화로 습도가 올라갔을 때 마찰

력의 변화가 가져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의 매개 변수들은 마찰계수(μ), 습도(H)가 있다. 이때 

마찰력(Friction)은 μ * m * G * sinθ * cosθ 이고 사다

리가 넘어지려는 힘은 m * G * cosθ * cosθ로 구해질 

수 있다. 왼쪽 그림은 기 상태에서 비가 막 내리기 시

작하는 상황이며 오른쪽 그림은 지속  강수에 따라 습

도가  올라가고 사다리와 지면사이의 마찰계수(μ)

가  떨어지다가 결국 사다리가 미끄러지려는 힘이 

사다리가 버티는 힘 즉, 사다리의 마찰력 보다 커질 때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628

그림 11. 날씨 변화에 의한 마찰력과 습도의 영향 예시 

Ⅴ. 예제 및 적용   

앞서 3장과 4장에서 정립된 공간 계를 바탕으로 

제 상황을 시뮬 이션한다. 구 에는 VC++ (MFC) 와 

OpenGL을 사용하 으며, Microsoft Access 2010을 데

이터 베이스로 이용하여 제작하 다. 이 실험에서 등장

하는 객체는 지구, 나무, 담벽, 건물, 새, 의자, 책상, 침

, 고, 보석, 액자, 달력, 계단 등이며 그리고 에이

트가 있다. 이 로그램의 체 구조는 [그림 12]과 같다.

그림 1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객체는 Index, Name, color(R, G, B), Point(x, y, z), 

Position(x, y, z), Composite 등의 속성을 가지도록 설

계 되어 있다.  [그림 13]는 구  로그램에 사용된 테

이블들의 필들값과 그들 사이의 계를 소개한 그림이

다. 

그림 13.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Table들의 Field값

본 시뮬 이터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묘사하는 애니

메이터와 에이 트의 공간 지식을 표 하는 공간 그래

로 구성된다. 이때 애니메이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간 계는 공간 그래 에 실시간으로 반 된다. 애니

메이터와 공간 그래  두 측면에 상응하여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그림 14]과 [그림 15]에 각각 보여진다.

그림 14. 애니메이터의 예시화면

그림 15. 공간 그래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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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뮬 이션의 제로 에이 트가 물건을 훔

쳐 나오는 시나리오를 시연해보고자 한다. 이 도둑1이

라는 에이 트가 집안에 있는 보석을 훔쳐서 나오는 상

황을 보여주게 된다. 이때 애니메이터에서 실질 인 움

직임과 행동들이 보여 질것이고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간 그래 에 내부 인 공간 계의 변화가 반 된다. 

[그림 16]의 1번 장면(scene)은 기에 설정된 객체들의 

배치 구도 이고 2번 장면에서 도둑1이 집 앞까지 

Move()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3번 장면에서 문 앞에서 

문을 여는 Open()을 실행 한다. 4번 장면에서 집의 문

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서 다시 방2의 문을 열고 고 

앞까지 도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5번 장면은 고를 

잡기 해 Hold()를 실행하여 고를 들고 다시 집밖에 

나와 있는 장면이며 1번 장면부터 5번 장면까지 시나리

오의 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도둑 시나리오속의 연속장면들

[그림 16]의 2번 장면에서는 선택이 필요한 분기 이 

존재 한다. [그림 16]의 3번 장면에서는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도둑1이 문을 열고 고를 훔쳐서 나오는 과정

을 나타냈지만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그림 17]의 3-1

번과 3-2번 장면처럼 문을 부수는 방법과 우회 하는 방

법으로 행 의 분기 이 존재한다. 3-1번 장면은 도둑1

이 문을 열어보고 잠겨있기에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

가서 [그림 16]의 4번과 5번 장면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3-2번 장면은 2번 장면에서 문이 잠겨있고 문을 부수는

데 실패한 경우로서 이때 도둑1은 문이 아닌 집 2층으

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된다. 이후는 [그림 16]의 4

번과 5번 장면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림 17. 분기점을 가진 시나리오의 예

애니메이터는 시각 으로 실제 상황변화를 보여주는 

반면 공간 그래 는 상황변화에 한 에이 트의 인식

을 추상 으로 보여 다. 구체 으로 Link로 두 개의 

노드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한편 화살표를 사용하여 

포함 계를 보여주고 한 문장으로 내부 인 공간

계를 기술하게 된다. [그림 18]은 왼쪽 그림이 도둑1이 

집안으로 이동하기 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

은 이동 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오른쪽 그림의 A부분

은 도둑1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Link가 집안으로 연결

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B부분은 도둑1의 치좌표 

 도둑1이 들고 있는 물건을 나타내는 등의 In 과 On 

되어 있는 장소를 보여주고 도둑1에 한 에이 트의 

공간상황에 한 인식상태를 간략히 보여 다.

그림 18. 공간 그래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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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목 은 두 물리 객체간의 상 , 물리 , 

방향, 거리 등의 공간 계들을 통합하여 가상세계속의 

에이 트가 실세계와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상시

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이 트와 환경

으로 구성되는 가상 상황을 구 함에 있어 사실성 보다 

다양성과 융통성에 을 맞춘다. 추론을 한 공간

계 지식으로서 다양하고 실세계와 유사한 공간 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간 계가 련된 상황에서 에이

트의 능동  처를 히 묘사할 수 없다. 이를 

해 먼  가상환경에 필요한 추상화 된 치에 한 정

의를 하 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간 계와 물리  상황

을 표  하 다. 가상세계 로그램은 삼차원 화면을 

통해서 가상 실을 모델링하 고 물리  상을 나타

내었으며 요한 공간 계는 이차원 화면의 공간 그래

로 표 하 다. 이것은 애니메이터가 보여주는 상황

의 공간  측면을 추상화한 것으로 공간 계에 한 핵

심 인 요소들이 표시된다. 이는 사건 발생을 사실 으

로 구 하는데 사용되는 동시에 공간에 한 에이 트

의 지식을 표 하는데도 사용된다. 이러한 추상화된 공

간 계에 한 지식구조는 가상 에이 트가 가상세계 

속에서 자율  행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본 연구

에서 구 된 이러한 통합 모델이 정 인 상황에서의 공

간 계 추론은 가능하지만 동 인 상황에서는 모두 

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시간개념을 추가해서 과거

와 재사이에 공간 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16]. 앞으로 공간 계의 

연구는 더 복잡한 상황에서의 계와 정형화된 표 을 

다양하게 만드는 연구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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