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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달은 화, 게임 등 각종 엔터

테인먼트 산업의 발 으로 이어졌으며, 가상의 공간상에 

다양한 객체를 생성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들도 속

도로 발달하고 있다. 특히 객체(캐릭터)는 컴퓨터 애니메

이션 분야에 있어서 가상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아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의 공간상에서 많은 수의 

객체가 애니메이션 될 경우 고정지형이나 객체 간의 충

돌 등의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 해

결을 해서는 세부 인 제어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가상의 수족 을 배경으로 하여 해  지형과의 

충돌 회피와  다른 객체와의 충돌 회피에 한 제어 기

법을 제시하고 구 한다.

The development of computer graphics techniques came 

after development of various entertainment industry 

such as movies, game and so on, and techniques that 

make diverse objects in virtual space and control the 

action of objects are growing rapidly. Especially 

objects(charact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couraging virtual space at computer animation field. If 

lots of objects are animated in virtual space, undesired 

matters of fixed topography or collision between objects 

etc occu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control 

techniques in detail. This paper presents and implements 

collision evasion with submarine topography in a virtual 

aquarium and control technique about collision evasion 

with other objects.

I.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화나 게임 등의 각

종 콘텐츠에서 3차원의 객체(캐릭터)를 쉽게 할 수 있다. 3

차원 게임이나 시뮬 이션 로그램에서 객체의 증가는 게임 

시나리오  여러 가지 요소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객

체끼리 충돌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1]. 그러므로 시뮬 이션 시스템은 객체들의 행동 애니메이션

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

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한 에이 트의 메시지 교환방법을 통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에이 트 시스템은 지능  에이 트 기

반 구조로써 환경 데이터 처리, 객체 애니메이션,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제어, 객체들의 다양한 상호 계를 정의함에 사용되

어진다. 

본 논문은 Ⅱ장에서 상호작용  에이 트 기법에 해 알

아보고, Ⅲ장에서는 상호작용 모델을 설계하며, Ⅳ장에서는 상

호작용기법을 이용한 가상수족  시스템의 구성  구 된 결

과를 보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3차원 게임이나 시뮬 이션 환경 내에는 많은 수의 객체들

이 존재한다. 객체로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정 인 

객체(건물, 책상, 의자 등)와 이동할 수 있는 동 인 객체(사람, 

동물 캐릭터 등)로 나  수 있다. 객체들은 게임 시나리오의 

개 속에서 논리 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논리 인 

규칙에는 게임 객체들 간의 동 인 의사소통 규칙들과 충돌 

탐지  회피처리, 경로 탐색 등 이동과 련되는 알고리즘들

이 포함되고, 객체의 속성에는 객체 간의 반응에 따른 지능  

처리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 행동 유형 등 세부 인 사항

들이 포함된다. 게임은 정해진 시나리오  규칙에 따라 진행

되지만 진행도  객체의 행동유형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경

요소로 인해 게임 디자이 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게임에서는 스토리 달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게임의 외부와 내부 모듈에서 상호작용을 유동 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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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작용 기술
가상 캐릭터와 정  객체간의 상호작용 기술은 처음 OSR 

(Object-Specific Reasoning) 모듈을 이용한 자연어 명령 기

반 시뮬 이션에서 언 되었다[2]. 그러나 주로 작업을 이해하

는 측면만 고려하고 복잡한 여러 환경에서의 객체들 간의 조

정이나 상호작용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 까지의 주된 

심은 사용자와 주변 환경 객체 간의 직  상호작용이었다

[3-4]. 이것은 객체가 한 행동을 가지도록 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스템은 객체의 기능성만을 강조할 뿐 동  객체와 정

 객체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5].

가상 객체의 동작 정보를 정의하고 상호작용 능력을 부여한 

기법[6]의 경우 스크립트 기반 동작 오토마타와 시각  상태 

머신을 제안하 다. 그러나 순차 인 행동의 결과에 따른 단

처리만이 설정되어 있고 3차원 게임 환경과 같은 유동 인 환

경에서 사용자 객체나 다른 객체의 추론 , 인지  행동 처리

는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객체 상호간의 제어보다는 동작 

생성의 제약 조건에 심을 두는 경우 서로간의 화 규칙을 

통한 제어 계가 결여되어 있다[7]. 특히 3차원 게임의 경우 

체 게임 시나리오의 개 시 게임 객체 간 많은 상호작용 등

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충돌 등의 의도

하지 않은 결과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3차원 게임 환경과 

같이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유동 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게

임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  객체들 사이에 자신의 

개별 동작과 상호작용을 제어하기 한 조정이 필요하다.

2. 에이전트 기법
게임 캐릭터 객체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내부

인 인지  능력과 신뢰성 있고 일 성 있게 다른 가상 객체

와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지능 , 자율성의 속성

을 제공하는 에이 트 기법[8-9]은 각 게임 캐릭터의 동작 상

태 변동에 따른 자원을 리하기 한 구조 인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고, 동 인 환경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

할 수 있다. 가상 인체 모델 에이 트 시뮬 이션을 한 랫

폼을 제안한 ACE는 특징  모델링 근법을 이용하여 에이

트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디자인하고 스크립트된 모듈을 

통해 각 에이 트의 추론  행동을 제어하 다[10].

Ⅲ. 상호작용 모델 설계
에이 트 객체는 정해진 시나리오의 개 속에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황인지 능력, 상황에 따른 행동결정 능력을 

갖추고 상황 발생에 따른 메시지 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행동 유형 제어
에이 트 기술은 상호작용을 한 지능 인 가상 객체를 형

성하는 컴퓨터 그래픽, 가상 실, 3차원 게임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게임 객체는 에이 트 형태로 인지  능력을 기반으

로 한 행동 단  속성을 가지고 있다[11]. 에이 트의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지능  능력은 다른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해 사용된다.

1.1 에이 트 객체

에이 트 객체는 실시간으로 각 에이 트의 정보를 분석하

여 처리한다.

1.1.1 에이 트 종류

- 동  에이 트 객체 : 인지  능력을 가진 객체로 본 시스

템에서는 어류가 해당된다.

- 정  에이 트 객체 : 해 환경을 이루는 암 나 산호  

등이 해당된다.

1.1.2 에이 트 속성

- 기본 객체 정보 : 객체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과 리를 

한 리번호, 크기, 속도, 물속에서의 세 축의 좌표 등

- 상호작용 정보 : 다른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한 상태 정보

- 반응 행동 정보 : 상호작용에 따른 에이 트의 반응 행동 

정보

- 행동유형별 시나리오 : 행동유형에 따른 이동 경로  속

도 등

1.2 메시지 처리

에이 트 객체는 의사 달을 해 메시지를 사용한다[12]. 

메시지는 동  에이 트와의 의사소통을 한 메시지와 정  

에이 트와의 의사소통을 한 메시지로 구분된다. 메시지의 

내용은 에이 트 간의 의사소통을 해 객체의 리번호, 세 

축의 좌표, 속도, 행동유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메시지

는 스크립트를 통한 사용자의 제어나 동  에이 트의 인지로 

인한 충돌 등이 상될 경우에 발생한다.

2. 상호작용 시스템 구조
에이 트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로탐색  다른 에이

트와의 상호작용 처리, 충돌 탐지, 상황에 따른 행동유형 결정

을 해 그림 1과 같은 제어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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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상호작용 시스템 구조도

Ⅳ. 가상 수족관 시스템
에이 트 객체의 상호작용 기법을 이용한 가상 수족  시스

템은 해 환경 구축 모듈과 어류속성 편집 모듈, 시나리오 생

성 모듈, 그리고 행동유형 제어 모듈로 구성된다.

1. 해저환경 구축 모듈
가상 수족 의 해 환경은 정  객체에 해당하는 암   

산호 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각각 2,000 ～ 3,000개 정도의 

삼각형으로 모델링되었다.

2. 어류속성 편집 모듈
본 시스템에서는 3 종류의 모델로 어류를 구성하 다. 첫 번

째 모델은 동물성 랑크톤이나 부착조류 등을 섭취하는 식

성 어류이다. 두 번째 모델은 부착조류  자신보다 작은 크기

의 어류를 섭취하는 잡식성이며, 세 번째 모델은 상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이다. 이 모델은 각각 4,000 ～ 5,000 개 정도의 삼

각형 형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꼬리를 흔드는 등의 자

연스러운 유  형태를 표 하기 해 30개의 임으로 모델

링하 다. 어류 객체는 객체를 구분하기 한 기본 정보  

리번호, 물속에서의 좌표, 이동 속도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어류 속성 편집 로그램의 구동 화면이다.

▶▶ 그림 2. 어류 속성 편집 화면

3. 시나리오 생성 모듈
어류는 방추형, 측편형, 원통형, 종편형 등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의 유  형태를 가지고 있다. 측편형의 경우 꼬리지

느러미를 좌우로 흔들며 유 하며, 종편형의 경우 상하로 지느

러미를 흔들며 유 한다. 이처럼 어류마다 가지고 있는 유  

특색인 피치, 롤, 요와 같은 세 축으로의 이동 각도  속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행동유형별로 시나리오로 생성하여 사용한

다.

3.1 자유 유

으로부터의 이 없으며, 정  객체  동  객체와의 

충돌이 상되지 않는 상태로 가장 일반 인 유  형태이다.

3.2 응집 유

어류 객체는 자신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가

까운 무리를 향해 모여들게 된다. 이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객

체들이 포식자의 근을 함께 감시 하다가 포식자가 발견되면 

순식간에 무리로부터 이탈함으로써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

여 험으로부터 탈출하기 함이다.

3.3 분리 유

무리를 향해 모여드는 응집 형태로만 유 하게 되면 다른 

객체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므로, 다른 동  객체와 일정한 

간격을 두기 해 무리의 반 쪽을 향해 유 하는 형태이다.

3.4 정렬 유

동 인 객체끼리 무리를 지어 다닐 경우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단히 많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리에 속한 부분의 객체는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선두 그룹의 방향 환은 곧 무리에 속한 나머지 

객체의 방향 환으로 이어진다.

3.5 리더 따라가기

어느 특정한 객체가 리더가 되어 무리 체의 흐름을 제어

하는 유  형태이다.

3.6 사냥과 도망

포식자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사냥감을 찾아 나서게 되며,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기회를 포착하여 최  속도로 유 하면

서 사냥을 하게 된다. 이때 피식자가 포식자를 발견하게 되면 

포식자를 피해 도망을 하게 된다.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빠른 

속도를 이용해 사냥에서 부분 성공하지만, 피식자가 정  객

체인 산호  등으로 인해 포식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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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긴장 상태에서의 유 이 이어지다가 자유 유  형태나 

무리로의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4. 행동유형 제어 모듈
어류 객체는 각각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해 어류의 기본정

보와 유  형태 등에 해 기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 다음 

에이 트를 통해 인지된 상황을 종합하여 정  객체와의 충돌

이나 다른 객체들과의 충돌에 해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메

시지 라우터로 메시지를 송신한다. 행동 유형 제어 모듈에서는 

인지된 상황들  가장 험한 것과 가장 가까이에서 감지되

는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객체는 행동 유형이 결정

되면 행동 유형에 따른 시나리오 로 행동하게 된다.

5. 구현화면
어류 객체는 에이 트를 통한 상호작용 기법을 이용해 동작

을 결정하게 된다. 고정지형인 정  객체에 해서는 메시지 

라우터에 있는 정  객체에 한 메시지를 읽어서 이동 경로

를 결정한다.

A

B

C

D

▶▶ 그림 3. 상호작용 기법을 이용한 충돌 회피

동  객체에 해서는 모든 객체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 메

시지 라우터로 재의 좌표와 이동 속도, 행동 유형 등을 남기

고, 각 객체는 메시지 라우터에서  다른 객체의 정보를 가져

와서 충돌 등의 험이 있는지 단하게 된다. 충돌이 상될 

경우 경로를 수정하게 되며, 충돌의 험이 은 경우는 방향

을 선회하고, 충돌의 험이 높은 경우는 속도를 격히 여

가면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이 에 충돌의 험으로 인해 

방향을 선회하고 있었다면 이 의 회  방향을 유지하며, 충돌

의 험이 사라지면 차 속도를 높여서 평상시의 속도까지 

높이며, 행동 유형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

림 3은 에이 트를 통한 상호작용 기법을 이용한 충돌 회피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의 흰 선은 어류 객체에 해  

치부터 100 임 앞까지의 상 경로이며, 메시지 정보에 따

른 분석에 의해 충돌이 상될 경우 방향을 선회하게 되며, 충

돌의 험이 없을 경우 상 경로를 연장하게 된다. 그림에서 

객체 A는 메시지 라우터에서 가져온 객체 B의 정보를 분석하

여 객체 B와의 충돌을 피하기 해 경로를 수정한 경우이며, 

객체 C도 객체 D와의 충돌을 피하기 해 경로를 수정한 경우

이다.

6. 구현환경
본 시스템은 어류 객체들의 충돌 회피 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  형태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MFC 환경에서 

Visual C++ 6.0과 OpenGL을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어류 

객체는 3D Max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한 에이 트의 메

시지 교환방법을 통해 어류 객체들의 행동 애니메이션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에이 트는 게임 시나리오 

개 속에서 논리 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객체들은 

지능  에이 트를 통해 정  객체   다른 동  객체와 의

사소통을 하며, 충돌 탐지  회피에 해 처리하며 경로를 탐

색한다. 에이 트 간의 통신은 메시지 라우터를 통해 스크립트 

형태의 언어  방법을 사용하 고, 사용자의 제어를 통해 행동 

유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 다.

어류 객체를 이용해 에이 트를 통한 상호작용을 구 하기 

해 가상 수족  시스템을 구 하 으며, 어류의 일반 인 유

 형태인 자유 유 , 응집, 분리, 정렬, 리더 따라가기, 사냥 

 도망 형태의 유  등을 구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어류 객체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

 형태를 취하면서 성장 1단계부터 성장 n단계까지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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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여주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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