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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품 또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물리현상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 거동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CAE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 한편, 가상의 공간에서 협업, 운영, 유지보수, 
훈련 등의 다양한 목적을 구현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은 대상체 물리현상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신뢰도의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AE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현실 
시스템에 정밀한 물리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분석과 연동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간단한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1. 서론 

제품 또는 시스템의 개발 분야에 있어, 복잡한 물
리 현상에 대해 정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거동을 예측하거나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
해,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등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로 사용된다. 즉, 구조해석 응력분포, 동역
학 거동, 유체 유동, 열전달, 전자기장 분포 등의 다
양한 물리량을 얻기 위해 대상체에 대해 해당 목적에 
맞는 적절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FEA (Finite Element 
Analysis),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BD 
(Multi-Body Dynamics) 등 다양한 수치 시뮬레이션 기
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가상의 공간에서 인간의 인지를 시뮬레이션

하고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은 제품의 설계 뿐 아니라, 협업, 운영, 유지보수, 
훈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목적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고차
원적 데이터의 분석과 판단, 체험 훈련, 다분야 협업
에 있어서는, 인간의 사고 및 판단 능력을 최대한으
로 이용하기 위해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지는 가상현실 시
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상체 물리현상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및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확보된 정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보통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가상현실 시스템과의 연동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AE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밀한 물리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
의 설계 및 데이터 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EA, CFD, MDB 등 몇 가지 공학 해석 기법에 대한 
출력 데이터의 분석과 이를 가상현실 씬 구성요소와 
연동하는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2.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분석 

CFD 를 포함하는 유한요소 해석 방법은 연속적인 
대상체를 절점으로 이루어진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
고 각 요소에 대한 물리적 근사해를 구하여 전체 문
제를 푸는 방법이다. 구조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FEA
는 각 절점과 요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 각 절점에서의 변위와 응력 등의 물리량
을 계산한다. CFD의 경우, 해당 유체 공간을 위와 마
찬가지로 메쉬화 한 후, 각 절점에서의 유체 속도, 온
도, 압력 등의 물리량을 얻을 수 있으며, MBD 의 경
우, 미리 정의한 질점에 해당하는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을 계산해 낸다. 이를 종합하면, FEA의 경우, 각 요
소는 3 차원 폴리곤, 각 절점은 마찬가지로 절점으로 
매핑될 수 있다. CFD 의 경우, 유체의 유동을 표현하
기 위해 화살표 등의 매개체를 각 절점에 매핑할 수 
있으며, 또한 볼륨 렌더링을 통해 해당 셀에 해당하
는 물리량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 동역학 질점의 경
우, 가상현실 오브젝트의 중심점과 직접 매핑될 수 
있다. 표 1 은 각 해석 종류별로 연속체의 분할 단위 
및 이를 3 차원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의 씬 구성요소
와의 매핑 관계 및 렌더링 기술의 예를 보여주고 있
다. 

 
<표 1> 해석 종류별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매핑 예 
 
해석 종류 분할 단위 매핑 요소 렌더링 예 

FEA 절점, 요소 Vertex, 
Polygon 

Polygon 
Rendering 

CFD 절점, 셀 Vertex, 
Volume 

Volume 
Rendering 

MBD 질점 Center of 
Object 

Object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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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연동 

FEA 의 경우, 각 절점이 가상현실 그래픽 프로그램
의 Vertex 와 매핑될 수 있으며, 그래픽 하드웨어 기반
의 Vertex Buffer Object를 사용하여 실시간 변위 변화
값의 표현이 가능하다. 즉, 각 노드의 연결관계를 먼
저 Index Buffer 를 통해 생성한 후, 실시간 메모리 복
사를 통해 FEA 변위값을 VertexBuffer 에 저장함으로
써 실시간 변위 데이터의 표현이 가능하다. CFD 의 
경우에는, 고정된 그리드 내에서의 물리량 변화를 주
로 관측하기 때문에, 각 복셀(Voxel)에 매핑되는 정점
을 모두 생성한 다음, 각 정점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매개체(화살표) 또는 볼륨렌더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위의 경우처럼 고속의 하드웨어 데이터 복사
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Octree 등의 공간분할을 사
용하여 효율적인 대용량 데이터 관리가 적용될 수 있
다. 동역학 해석의 경우에는 속도나 가속도로 표현되
는 물리량을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프레임 주기에 따
라 실시간 적분을 수행하여 그 변위를 계산하고, 이
에 따라 각 오브젝트 중심점의 위치와 방향을 설정함
으로써 연동이 가능하다. 

 
4. 가상현실 응용 프로그램 

그림 1, 2, 3은 각각 FEA, CFD, MBD 해석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응용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주고 있
다. 첫 번째 예는 해양파와 구조물의 탄성에 의해 해
수면에 떠있는 대형 구조물의 거동을 표현하는 가상
현실 프로그램이다[1]. 이를 위해 2 차원 FEA 해석 데
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물의 변위값의 변화를 실
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다. 두번째 예는 3 차원 화재해
석 CFD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 훈련용 가상현실 프로
그램이다[2]. 연기 농도, 온도 등의 물리량 분포를 볼
륨 렌더링을 통해 가시화 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현실과 근접한 화재상황 체험과 대피 훈련을 수
행할 수 있다. 특히, 대용량 CFD 데이터에 대해, 적
절한 공간 데이터 구조의 생성과 변환 작업이 필요하
며, 본 예에서는 Octreee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다중
해상도 기반의 볼륨 렌더링을 수행하였다. 세번째 예
는 정해진 궤도위를 움직이는 열차에 대한 다물체 동
역학 해석결과를 이용한 노선 주행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이다[3]. 1 량당 4 개의 대차로 이루어진 열차에 대
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각 대차와 열차에 대한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였으며, 사용자는 가상 탑승 체
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  FEA기반 이용한 구조물 거동 가시화 

 
(그림 2)  CFD 기반 화재 물리량 가시화 및 체험 훈련 

 

 
(그림 3)  MBD 기반 열차 노선주행 가시화 및 탑승체험 
 

5. 결론 

가상현실 시스템의 응용에 있어, 가상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사실감과 신뢰도 제공을 위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분야 전문
가 협업, 운용성 평가, 체험 훈련 등의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E 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가상현실 그래픽 프로그램과 연동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매핑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앞으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연동을 위한 
씬그래프 데이터 모델의 개발과 실시간 성능확보를 
위한 심화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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