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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가상 상황속의 사건들에 역사  맥락을 부여하기 한 통합  직  정보표 구조로서 

시공간 그래 (Spatio-Temporal Graph)를 설계하고 구 하 다. 일반 으로 사건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

을 유함으로써 역사  사실이 된다. 따라서 가상 상황을 시뮬 이션하기 해서는 공간  측면을 표 하

기 한 삼차원 정보구조에 시간  측면을 더한 다차원 인 맥락에 사건들을 치시키는 일이 핵심  기

가 된다. 이러한 다차원  맥락은 온톨로지 뷰, 인스턴스 뷰, 시공간 뷰, 실제 뷰 등과 같은 여러 수 에서의 

통합  직  지식표 수단들을 통해 구 된다. 이와 같이 구 된 시공간 그래 에 기반한 시뮬 이션 시

스템에 제 시나리오를 용하여 실용성을 검증한다. 본 기술은 지능형 교육시스템이나 차세  시뮬 이

션 게임 등에 필수 인 다양한 상황들을 제공하는 시뮬 이션 시스템의 심요소가 된다.

 
■ 중심어 :∣가상세계∣시공간 그래프∣상황 시뮬레이션∣역사적 맥락∣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 Spatio-Temporal graph as of a key component of our knowledge 

representation Scheme. We design an integrated representation scheme to depict not only present 

and past but future in parallel with the spaces in an effective and intuitive manner. An event 

in general occupies not only a space but a time. Hence a crucial premise for the simulation of 

virtual situations is to position events in the multi-dimensional context, that is, 3-D space 

extended by the temporal dimension. Furthermore an event tends to have physical, social and 

mental aspects intertwined. As a result we need  diverse information structures and functions 

to model entities and relations associated with events and to describe situations in different 

stances or perspectives of the virtual agents. These structures and functions are implemented in 

terms of integrated and intuitive representation schemes at different levels such as Ontology 

View, Instance View, ST View, Reality View. The resulting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knowledge structure accommodates multi-layered virtual world developing in the time to 

maximize the diversity of situations in the historical context. The viability of this knowledge 

representation scheme is demonstrated with a typical scenario applied to a simulator implemented 

based on the ST Graph. The virtual stage based on  the ST graph can be used to provide natural 

contexts for situated learning or next-generation simulatio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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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상에 시뮬 이션되는 가상세계는 응용분야에 

맞는 실제 세계의 상황들에 상응하는 가상 상황들로 

개되어 나간다. 이러한 가상 상황들은 가상세계 속의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여건으로 작용하는 외부

인 환경을 통합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1][2]. 그리

고 가상세계 속의 객체들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

들과 여러 가지 상들을 고려한 가상 상황들의 시뮬

이션에서 시간 차원의 표 이 요한 설계 요소가 된다 

[3][4]. 이러한 가상 실 속의 상황 속에 거주하는 가상 

에이 트들은 시공간  맥락 속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상응한 행 를 함으로써 히 처할 수 있게 된다.

 가상세계에서 역사  문맥(historical context)을 형

성하는 시간과 공간은 가장 기본 인 요소로서의 객체

가 존재하기 해 먼  정의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먼

 가상세계 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은 각자의 고유

한 공간을 유하게 되며 그러한 객체는 다시 다른 객

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계층 인 구조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가상거주자가 이동하거나 생활

하기 한 기반 요소가 되며 객체들 간의 배치나 충돌 

검출(collision detection)에서도 요한 요소가 된다. 구

체 인 객체가 특정 시 과 장소에 생성되고 난 후에도 

사건(occurrence)의 발생에 따라 생성  소멸되고 속

성(property)이 변화되는 과정은 시간과 공간에 기반을 

두고 일어나는 상이므로, 논리  시공간 좌표를 제공

하는 시공간 그래 (Spatio-Temporal graph, 이하 ST 

그래 )는 가상세계를 역사 으로 의미있게 구 하게

해주는 토 를 제공한다. ST 그래 는 가상 실에 존

재하게 되는 객체들의 역사  치를 객 으로 표

하기 하여 사용된다. 동시에 가상거주자가 역사  상

황을 인식할 때 가지게 되는 지식을 체계 으로 장하

기 한 지식구조로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개별 객체들

의 역사  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객체들 간의 시공간

 계를 유추해내는데 사용되고 결과 으로 객체들

과 련된 사건들의 시공간  치도 추가 으로 표

되게 된다.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들을 가상거주자가 체계 으로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되는 인간들의 행

나 행동의 경우는 논리 인 계와 개념 인 계를 포

할 때에만 의미론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부

분이므로 그에 한 데이터의 정리  논리 인 계 

설정에 ST 그래 가 긴요하다.  

 본 논문의 목표는 가상세계속의 상황들의 시공간  

문맥을 제공하는데 핵심  토 가 되는 ST 그래 를 

구체 으로 설계하고 실제로 구 하는데 있다. 상황은 

객체들의 존재  상태와 객체들 사이의 계들에 시간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통해 개되어 나간다.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을 ST 그래 에 표시함에 따라 

개별 사건들의 개과정은 물론이고 복합  사건들과 

사건들 사이의 연 성을 종합 으로 그리고 직 으

로 악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시공간 무 의 구 은 

기본 으로 삼차원 공간과 시간 차원을 합친 사차원의 

정보를 다루는 복잡한 작업으로서, 논리 인 심 개념

이나 2.5차원 공간 표  등의 여러 가지 효율  구 을 

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수많

은 정보가 연 된 복잡한 상황에 해 역사  에서 

직  추론이 가능하도록 시각 으로 자연스러운 구

이 되도록 힘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표   시공

간 데이터 표 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

서는 ST 그래 의 체  구조를 설명하고, ST 그래

를 이용한 가상 상황의 표 방법에 하여 알아본다. 4

장은 ST 그래 의 구 을 한 구체  데이터 구조들

과 련된 기능들을 구 한 결과를 보이고 간단한 제

를 통해 실용성을 검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과 향후 연구 과제에 해 언 할 것이다.

Ⅱ. 관련 연구 

2.1 온톨로지 
인공지능에서 온톨로지의 핵심은 개념을 정의하고 

계를 통해서 개념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컴퓨터가 

온톨로지에 들어있는 지식을 인지하고 추론하기 해

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1990년  반부터 분산된 

환경에서 에이 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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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를 해서 KQML(Knowledge 

Query and Manipulation Language)등을 이용한 지식 

기반의 에이 트 통신 언어가 제시되기도 했다[5]. 하지

만 일반 으로 온톨로지는 복잡한 지식을 다루게 되는 

고로 사용 목 에 따라 서로 이한 내용과 형태로 존

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우주 체를 상

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의 온톨로지는 최상 의 개념

(Concept)을 차상 의 Entity, Relation, Activity, Pure 

concept 등의 범주들로 나 어 지식구조를 구성하게 된

다 [6]. 이 때 Relation들 (그리고 Relation의 특수범주인 

Activity들) 이 개념들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범주들 그리고 그 이하의 세부개

념들을 재귀 으로 정의하는데 요구되는 데이터 형식

들이 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에 특화된 독자

인 형태의 무수한 데이터구조가 필요하다.

2.2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공간 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 인 공

간객체의 리에 한 요성이 높아지면서 시공간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7]. 시공간 데이터(spatio-temporal data)는 시간에 따

라 이동하는 객체에 한 공간상의 변화를 기록한 데이

터이다. 를 들어, 휴 폰의 이용정보, 교통정보나 태

풍의 이동을 기록한 데이터를 표 인 시공간 데이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 데이터의 부분은 ER 

모델이나 UML기반이며, 이동하는 물체에 련한 시스

템 개발을 심으로 연구되어 있고 데이터마이닝을 

한 정보 시스템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에는 표 으로 

SOLAP(Spatial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이 있

으며 지도를 이용한 표 과 표 는 다이어그램을 이용

한 표 이 모두 가능한 장 이 있다 [8]. 하지만 와 같

은 시스템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행 가 한정되어 있으

며 시간에 따른 변화의 의미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ST 그래 를 한 데이터 형식도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특화된 형

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한 데이

터들을 장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를 계산하고 평가하기 해서이다. 

2.3 2.5차원의 공간 표현
2.5차원 표 은 삼차원 공간 정보를 간단하게 표 하

기 한 하나의 방법이다[9][10]. 이 표 법은 주로 컴

퓨터 그래픽스, 비디오 게임 등에서 사용되어 졌으며, 

이차원 이미지에 “depth”나 등고선과 같이 작동하는 

z-buffer를 용함으로써 입체 인 느낌이 들게 하

다. 특히, 이차원 게임에서의 움직임은 평면에서의 움직

임만 가능하지만, 2.5차원에서는 depth의 개념을 추가

하여 수평뿐 아니라 상하의 이동까지 표  가능하게 되

었다. 기존의 2.5차원 표 은 정 인 공간 치 표 이 

주로 이루어져온  비해 본 ST 그래 에서는 공간  

이동을 포함한 모든 공간 계들을 일률 으로 표 한

다. 이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행 들은 평면

에서 일어난다고 보아, 포물선이나 각선 운동과 같은 

특수한 행 들은 따로 취 함으로써 삼차원에서 발생

하는 부분의 상황들을 이차원으로 표  가능하도록 

하여 데이터처리의 간결화를 도모하 다..

Ⅲ. ST 그래프를 사용한 상황 표현

3.1 ST 그래프의 구조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한 시뮬 이션시스템 체에

서 ST 그래 는 상황의 개를 표 하게 해주는 핵심 

기반요소가 된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ST 그래

는 실제 상황을 시청각 으로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VR 서 시스템의 바로 에 치하게 된다. 그 로는 

상황들 속에 등장하는 모든 개체들과 계 그리고 그들

의 존재  상태를 표 하기 한 인스턴스 그래

(Instance Graph)가 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스턴스 

그래 와 ST 그래 가 합쳐져 실제  상황들의 개가 

종합 으로 표 하게 된다. 그 에 이러한 객  실

제 세상에 해 느끼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작정하게 

되는 개념세계(Conceptuality)가 치하게 된다. 본 가

상세계 내에서 거주하는 가상 에이 트들은 개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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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의 독자 인 정신  개념세계를 가진다. 이와 같

은 독자  개념세계들은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실제를 

반 하는 인스턴스 그래 와 ST 그래   멀티미디어 

가상 실을 추상화내지 히 변형시켜 구 한다[11]. 

우리가 구 하고자 하는 ST 그래 는 개념들의 종합  

지식구조인 온톨로지에 기반을 둔 물리 개체(Physical 

Entity)들을 기본으로 하여 구축된다. 특정 물리개체가 

본 가상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인스턴스가 부착

(binding)을 통하여 ST 그래  상에 치됨을 의미한

다. 구체 으로 개별 개체의 공간  치와 범 를 표

시함으로서 개체의 이동과 개체들간의 공존

(collocation)  충돌이 악된다. 이러한 공존이나 충

돌은 사건의 실마리나 개의 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물리  개체들의 공간  치와 시간  변화

는 ST 그래 에 표시하되 개체들의 여타 계나 상태는 

인스턴스 그래 에 표시된다. 즉, 시간축을 따라 발생하

는 사건의 결과에 의해 인스턴스 그래 상의 모든 개체

와 계들의 존재와 상태가 변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그림 1. 전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의 ST 그래프의 위치.

3.2 ST 그래프의 활용
ST 그래 는 에 언 한 바 로 크게 두 가지 용도

에 상응하는 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는, 사람이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만들기 해 인스

턴스들과 사건들을 역사속에 치시키기 한 표  방

법이다. 둘째는, 표 된 가상세계를 가상 에이 트들이 

인식하여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에 상응하는 표

 방법이다. 하지만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한 용도로

서는 모든 련 법칙들에 맞추어 오류가 없도록 구 하

여야 하는 반면, 가상거주자가 인식하는 세계는 구 된 

가상세계로부터 개별 인 가상인간 개개인의 경험이나 

특성에 따라 히 변형시킴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구체 으로 ST 그래 는 상황 인 변화를 개체들

과 계들의 존재와 상태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낸다. 이

런 상황  변화를 나타내기 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서 각각의 객체와 계의 변화를 효과 으로 나타내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체 으로는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서로 직교하게 구성하여 장

면(scene)들을 배치함으로써 상황을 표 하게 된다. 즉 

순간 상(frame)단 가 아닌 장면들을 상황의 의미론  

진행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상황 개를 표 한다[11].

그림 2. 시간 흐름에 따른 장면들의 배치.

3.3 ST 그래프상의 충돌 검출
ST 그래 에서 3차원 공간을 컴퓨터화면에다 표

할 때, 직교하는 3개의 축을 사용하면 완 한 표 이 가

능한 반면 사용자로서는 직 인 이해가 어렵다. 따라

서 사건들의 개가 부분 평면상이나 평면방향으로 

발생한다는 제하에 직 인 2.5차원 공간 표 법을 

사용한다[11]. 하지만 2.5차원으로 표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건의 단 가 되는 객체간이나 

여타 여러 종류의 충돌을 어떻게 구체 으로 정의하느

냐이다. 왜냐하면 본 2.5차원의 표  방식에서 x, y좌표

를 가지는 평면에 객체를 치시키고, color coding을 

통한 높이를 표 하는데 이때 객체들이 정확히 어디에

서 충돌하는지 규정해야 상황의 정확한 표 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2.5차원인 ST 그래 상의 객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역을 차지한다. ST 그래 의 개체들은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슬랩(slab) 형태의 층들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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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각의 슬랩이 3차원 역을 가지게 됨으로써 높

이를 추상 으로 나타낸 2.5차원 표 방법에서도 삼차

원 표 에서와 같은 충돌의 표 이 가능하게 된다. 

를 들어, 나무와 사람을 2.5차원에서 표 하면 (x, y)좌

표와 고정된 높이를 가진 원의 모양으로 단순화하게 된

다. 각 원은 일정한 역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충돌하는 

순간을 검사하게 된다. 즉 개체의 디스크별 2.5차원 상의 

높이를 가진 역을 차례로 검사해 나가면 두 원이 겹쳐

진 화면이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충돌했는지 아닌지에 

한 정확한 별이 가능하다. 나무의 기와 잎이 차지하

는 역이 각기 다르고 사람의 경우도 머리, 몸, 다리가 

차지하는 역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에 다가갈 

경우 사람에 상응하는 원과 나무를 표 하는 원이 평면

으로는 겹쳐지지만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는 상황의 표

도 가능하다. 한편 사람객체의 경우에는 신체 인 

역에 의한 물리 인 충돌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사람은 지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계

산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정신 인 역을 고려해야 한

다. 그래서 실제 물리 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람처럼 생

각하는 동물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확 된 공간을 기

으로 충돌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11].

그림 3. 슬래브들로 표현된 객체.

3.4 ST 그래프에서 행동 및 사건 표현
ST 그래 상의 행동은 [그림 4](a)에서 보는 것과 같

이 제조건(Precondition), 과정(Procedure), 효과

(Effect)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12]. 행동의 시간에 따

른 개, 즉 사건들의 표 은 상황 개의 기본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일정한 제조건이 갖추어지면 

시작되지만 후속 여건에 따라 개 방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 개 과정은 온톨로지상

의 행동(Activity)에 규정된다. 각 행동은 [그림 4](a)에 

보는 바와 같이 련된 역할(Role)을 맡은 가상 상황속의 

인스턴스들에 한 구체  값들이 입되면 오커런스로

서 역사  실체를 갖게 된다. 행동은 행 (Action)과 사

건(Event)의 상  개념으로서 행동과 사건이 공통 으로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정의해주며, 이 속성들을 활용하여 

과거, 재에 일어난 일을 표 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

들에 해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b)에 주어진 

ST 그래 에 시간좌표를 따라서 표시된 로 사건들을 

생성시간 기 으로 나열하고 있다. 즉 진행하는 재

(Present)를 기 으로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이 각각 시

간  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에이

트들이 행 나 사건을 수행하거나 다른 객체들과 향을 

주고받는 상들이 발생함으로써 상황이 개되어나간

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의 개과정에 련된 수많은 

속성들의 변화 상태를 인스턴스 그래  상에 표시된 

로 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을 표 함으로써 가상

세계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역사  의미(historical 

context)를 종합 이고 다차원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 4. 행동 구조와 사건의 역사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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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및 실험 결과

4.1 ST 그래프를 중심으로 한 상황 시뮬레이션 시
스템 구현의 개요

본 시스템 구 의 목표는 설정된 시나리오를 탐색하

고 수정하여 다양한 상황들을 역사 인 문맥 속에서 연

출할 수 있는 논리  토 를 시공간그래 (ST Graph)

를 심으로 시각 으로 구축하는데 있다. 결과 으로, 

각 상황의 여러 측면들이 추상화 수 에 따라 온톨로지 

측면, 개체(instances) 측면, 시공간  사례

(occurrences) 측면과 시청각  측면의 순서로 계층

으로 통합되어 보여지게 된다. 한편 각 상황의 의미론

 내용은 물리 , 논리  그리고 개념  세계로 구성

된 세 계층으로 표 된다. 이와 같은 다원 이고 다층

인 구조를 가진 통합  상황생성기능을 이용함으로

써 실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다양한 측면들

(물리 , 사회 , 심리 , 개념  등등)과 시각( 치, 입

장 등등)들에 따라 종합 으로 시뮬 이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상 사건들에 역사  맥락을 제공하기 

한 시공간 뷰를 여러 측면에서 고도화함으로써 가상 상

황들에 추가 으로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의 다양성이 극 화된다. 구 을 한 도구는 

Visual Studio 2010과 OpenGL Implementation을 사용

하 으며, Microsoft Access 2007을 ODBC를 통해 

MFC 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하 다. 먼  이 시스

템의 체 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6. 인스턴스 관리기를 이용한 인스턴스 생성 과정.

기본 MFC 로그램과 OpenGL 련된 클래스들을 

제외한 모든 도구는 Management Tool(MTool) 이라는 

통합 리기를 통해 제어된다. MTool은 인스턴스 리 

도구, 임 뷰어, 월드맵과 데이터베이스를 리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있다.

4.3 프레임 뷰어
임 뷰어는 사건들의 시간 측면을 리한다. 일련

의 임들이 나열되어 한 장면을 구성하게 된다. 

임 뷰어는 [그림 7]에서처럼 재 존재하는 인스턴스

들을 시간축상에 보여주고, 아래의 스크롤바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다. 가운데 검은 수직선은 재

를 나타내며 이 선을 기 으로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를 나타낸다. 재를 기 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은 실선으로 나타나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선으로 

표시된다. 각각의 사건들의 시작 부분은 이 사건과 

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인스턴스들을 란색 실선으로 

연결해 나타내어주며, 이 선들은 액션이 재 시간에 

활성화될 때에만 유지된다. 이 선들 에 host와 

target과 같은 인스턴스들의 역할이 표시된다. 를 들

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사람과 자동차의 

역할이 각각 driver와 vehicle로 실선 에 표시된다. 

그림 7. 프레임 뷰어에서의 사건 표현.

4.4 환경변수 관리기
환경변수 리기는 력, 공기, 조도, 기온 등의 환경

요소들을 리한다. 를 들어, 조도의 경우에 실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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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연간  일간 주기의 변화를 수식화하여 용한

다. 즉 일 년 주기의 동에서 (특정) 날짜에 해당하는 

조도의 기본값(base luminance)은 최  변화량(Δ) * 

sin(0.7497 * 날짜 + 기 값(θ)) 로 계산된다. 이를 이용

해서 연 주기에서 시 에 해당하는 기본 조도를 구하

고, 이를 최댓값으로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 년 

 각 날짜에 속하는 낮과 밤에 따른 조도의 변화를 그

래 로 나타내고 Reality View에 반 한다. 이러한 기

본 조도에다 특정 지역의 도에 따른 차이와 지형에 

기인한 구체  차이들을 추가하게 된다. 환경변수 리

기의 구 에서 OpenGL의 주변 기능을 이용한 즉시

인 반응을 찰할 수 있는 조도를 구 사례로 들었지

만, 조도뿐만이 아니라 평균값과 수학  표 식들이 존

재하는 자연환경변수들( 력, 기온, 습도 등)은 유사한 

기법으로 구 이 가능하다는 을 보여 다. 특히 조도

와 물리  계가 한 기온의 경우에는 조도의 구

사례가 계   밤낮의 변화나 지형  변화형태까지 

근사하게 유도할 수 있는 토 가 된다. 

그림 8. 조도가 반영된 낮과 밤의 표현.

4.5 3차원의 그래픽 기법
지 까지 ST 그래 의 구  내용  핵심부분인 

MTool의 구성 요소를 소d개하 고, 다음으로 실제 세

계를 표 하기 한 3차원 그래픽 표 기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OpenGL 자체의 , 선, 면으로 구성되는 오

젝트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복잡한 오

젝트를 사실 으로 표 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

업이다. 본 구 에서의 3차원 오 젝트 표 기법은 좀 

더 생동감 있는 Reality View의 표 을 해 무료 공개

기법인 3D Studio Model Class[13]를 이용하여 3D 

MAX에서 만들어진 정교한 객체를 [그림 9]와 같은 과

정을 거쳐서 OpenGL을 이용해서 MFC의 Reality 

View에 더링하 다. 한편 구  내용  배열의 개수

가 인스턴스 종류의 개수인 이유는 3ds model 일은 

실제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Load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

다. Model 3ds 배열은 각 타입별로 하나씩의 객체만을 

Load한 뒤에 실제 인스턴스의 값이 가지는 치와 방

향에 따라 여러 번 그려주면 된다. 한, 이 배열의 인

덱스를 타입별로 정의하여 온톨로지에 기반한 실제 인

스턴스들이 부여받는 ID값과는 다른 Model 3DS 클래

스 배열의 타입을 구별하기 한 용도로 사용하며 각각

의 실제 인스턴스들은 이 값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9. Model 3DS를 이용한 OpenGL에 .3ds 파일
로드 과정.

4.6 3차원의 그래픽 기법
본 시스템의 메인 화면은 가상세계 속 상황들의 시간

 단면을 통합 으로 보여 다. [그림 10]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좌상단에서 시작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온

톨로지 뷰, (3-Layer) 인스턴스 뷰, Reality 뷰, ST 뷰가 

각각 나 어져 배치되어 있다. 이 네 개의 뷰들을 통해

서 특정 시 의 임(시간단 , 삼차원 실세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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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에 한 단면)을 가시 인 측면과 개념 인 

들에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게 설계되어있다. 먼  

가장 추상 인 온톨로지뷰는 특정 시 에 일어난 사건

들 에 사용자가 심을 가진 인스턴스들과 사건들에 

련된 일반 인 정보를 통계 으로 보여주고, 원하면 

스크롤을 이용하여 심 정보를 체 온톨로지로 넓

서 악할 수 있게 해 다. ( 체 온톨로지는 구성 개념

들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인스

턴스 뷰는 재 일어난 사건에 한 가상세계의 구성 

요소들인 물리 , 논리 , 개념  세계들을 통합 으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물리  세계는 가상 에이

트가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지칭하며 논리  세계와 

함께 실제세상을 구성한다. 이 뷰는 인스턴스와 오커런

스 수 에서 추상화되며 모든 가상인간들과 객체들에 

객 으로 용되며 된다. 각 인스턴스에 해서 실시

간  좌표가 존속기간과 함께 표시된다. ST 뷰는 등장

하는 객체들의 공간 인 치와 배치를 2.5차원 (즉 

바닥 치는 이차원  표시로 높이 치는 색깔농도로 

표시)으로 악할 수 있게 하고, 미니 맵을 통해 체 

맵  재 카메라(즉 특정 시각)가 바라보는 범 에 

한 치나 개체들의 공간  유범   상호 치 계

를 악할 수 있다. 한, ST 뷰는 가상세계의 좌표를 

실제 MFC 뷰의 도우 좌표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지

정한 지 에 한 가상세계 좌표를 알아내어 인스턴스

를 생성 는 삭제하거나 오커런스에 한 주체를 지정

하기 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세부기능으로는 

객체의 복잡한 구조를 계층 으로 악하게 해주는 논

리  주 기능을 가지고 있다.

Reality 뷰는 가상상황을 시청각 으로 보여주는 뷰

로서 ST 뷰와는 다르게 두 가지 시각을 가진다. 첫 번

째는 ST그래 와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

 시각으로서 거리의 원근감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장

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켜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일인칭 시야로 [그림 10]의 우하쪽 화면에 나타

난 것처럼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을 통해 사람이 가상상

황속을 이동하면서 장면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은 서로 카메라의 시야를 공

유하다가 일인칭 모드로 환이 되면 Reality 뷰에서는 

카메라의 치와 바라보는 상을 조작하게 하여 구

하 다. 추가 으로, 온톨로지 뷰에서는 재 시 에서 

선택된 인스턴스의 계층구조와 속성들을 악 할 수 있

는데, 이를 해서 먼  온톨로지 에디터를 이용하여 

개념클래스들의 구조를 정의하 다. 온톨로지 에디터

는 DB를 공유할 뿐 ST 그래 에 종속되지 않는 로

그램이므로 에디터에서 변경 이 있을 때 이를 ST 그

래 에 반 하는 동기화 작업을 하기 해 이벤트처리

기(ReLoadODB)를 추가하 다.

그림 10. ST 그래프의 메인 화면.

4.7 구체적 시나리오에서의 적용 사례
앞에서 구 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사건에 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소개한다. 짧은 시나리

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소유, 범죄와 같은 사회  개

념들과 욕망이나 의도 등과 같은 정신  개념들이 수많

이 연 되어있다[14]. 하지만 여기서는 시공간 그래

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해 제 시나리오의 수많은 구

성요소들 에서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공간  측면들을 

주로 보여 다. 이탤릭 씨체의 굵은 자는 사건 내에

서 맡은 역할들을 가리키고 그 뒤의 호속의 명칭은 

그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객체(인스턴스)를 가리킨다. 

그리고 본인(즉 나)의 입장에서 계들이나 여타 사실

들을 규정한다. 시나리오를 개 하면, 처음에 동생(사

람 1)은 우리 집(집 1)에 머무르고 있고 도둑(사람 2)은 

동생이 (우리)집 밖으로 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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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우리)집을 나와서 동생의 차(승용차 1)를 타고 

사라지면 (우리)집 안으로 들어가서 고( 고 1) 문

( 고 1의 문 1)을 열고 보석(다이아몬드 1)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 과정은 [그림 11]에 표시된 순서 로의 

장면들로 구성된다. 각 장면들에 해 해당하는 Reality 

뷰와 ST 뷰를 각각 보여 다. 한편 시간  측면은 여러 

행동들로 구성되는 도라는 행 를 규정하는 모습만 

보여 다. 그 외에 인스턴스 뷰에 개체들과 계들의 

존재와 상태에 변화가 반 되고 그에 따라 가상인간들

의 지식을 구성하는 온톨로지 뷰의 내용도 바 어 나간

다. 구체 으로, 1번 장면에서는 동생이 (우리)집 문

(철문 1)을 열고 (우리)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다. 2번 

장면은 (우리)집밖으로 나온 동생이 (자기)차를 타고 

있는 장면이다. 3번 장면에서 동생은 (자기)차를 타고 

북서쪽의 다른 장소(지역 1)로 이동한다. 4번 장면에서

는 동생이 이동한 후에 도둑은 (우리)집에 들어온다. 5

번 장면은 도둑이 고에서 보석을 훔쳐 나와 도둑의 

집(집 2)으로 돌아 온 후에, (자기네) 집안에다 보석을 

내려놓은 후의 장면이다. 마지막 6번 장면은 이 모든 과

정들을 묶어 복합사건(composite occurrence)으로 설정

하고 도사건(theft)이라고 이름을 부여한 모습이다. 

여기서 시간을 동생이 집을 떠나기 으로 돌려서 재생

해보면 모든 련 인스턴스들이 했던 일들이 기화되

고 다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마치 게임의 리 이 

상과 비슷하나 ST 그래 에서의 시간 이동은 일어났던 

액션들을 다시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도사건이 

진행되는 도 에 시간을 멈추고 도둑 앞에 장애물(

로, 나무 등)을 치시키면, 도둑은 이 장애물을 피해서 

목 지에 도달한다. 이러한 복합사건 자체가 다시 다

른 복합사건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역으로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들도 재귀 으로 분해

하여 결국은 소수의 기본 행동들(primitive actions)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도둑이 담장을 넘어서 침입

한다면, 담을 넘는 장면에서 담장, 도둑, 사다리와 같은 

인스턴스들의 (공간 ) 높이를 고려하기 해 ST 뷰의 

2.5차원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그림 11.절도사건 시나리오 전개 예.

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집을 나섰던 사람이 돈이 든 

지갑을 집안에 두고 와서 가지러 돌아간다면 사람의 생

각이 복잡하게 련 된다. 구체 으로 가까운 미래의 

돈의 필요성과 되돌아가는 것에 한 단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이상학  요소들이 물리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게 된다. 이와 같은 각 인간의 생각을 장하는 

역할은 개인 고유의 개념세계가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

림 12]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있

다. 의도  사건의 일반 인 진행과정은 먼  실세계를 

지각(sense)하는데서 시작하여 지식(Knowledge)에 근

거한 추론을 거쳐 결정된 의사(intention)를 실세계속에

서 실행하게 된다[14].

그림 12. 개념세계(Conceptuality)의 전체적 구성도

4.8 시공간을 점유하는 일반적 사건의 다양성 제
고방법

본 구 에서는 실제의 사건이 시간 축의 일정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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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으로써 가지는 역사  맥락을 요한 시뮬 이

션 요소로 삼았다. 그 에서 특히 물리  사건은 공간 

축에서도 일정한 범 를 차지하게 된다. 체 으로 사

건의 개는 련 개체들의 기본 행동들(primitive 

actions)과 개체들 사이의 ( 는 충돌)을 의미론

으로 나열함으로써 구 된다. 이 때 각 사건의 체  

진행 과정은 해당 기본 행동들이 얼마나 반복되거나 지

속하는지에 달려있다. 기본 행동은 일반 으로 외부  

개체들을 수반하지 않고 환경의 향을 받지 않는 개체

의 내부  단순 동작을 지칭하지만 외 으로 복합

인 행동이라도 모든 구성 행동들이 주체에 의해 독자

으로 행해지고 그 효과가 주체의 내부에 국한되는 경우 

( 를 들면, 먹다)는 기본 행동으로 취 한다[14]. 여러 

기본 행동들로 구성되는 사건은 나아가 더 범 한 사

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사건이 복잡할수록 

다시 말해 여러 측면이 게재될수록 구성하는 요소 사건

들과 체사건 사이 는 요소사건들 사이의 연 성들

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진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

한 사건들은 물리  사건들일 수도 있고 사회  사건들

일 수도 있다. 사회  사건일 경우에는 앞서 언 한 논

리  세계와 련된 의도 인 행 로서 가상인간들의 

개념세계들이 작용된다. 에 보여  제 상황에의 

용에서는 시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리  측면들에 

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  행 를 

수행하는 데는 가상인간의 지각기능과 추론기능과 지

식이 사용되게 되어있다. 구체 으로 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어 나는 행 에 한 규약으로 

형법 조항이 용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용도  하

나의 의도 인 사회  행 로서 수행된다. 일반 으로 

사건을 규율하는 법칙들은 무수히 많다. 즉 반복 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은 법칙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자연

상에 한 물리법칙들, 사회질서에 한 각종 규약들, 

지식에 련한 추론법칙들에 이르기까지 사건이나 

련된 상황에 다양하게 용된다. 이러한 법칙들은 온톨

로지나 인스턴스그래 의 여러 요소들에 내재되어 있

거나(embedded entailment, axiom 등) 그 지 않으면 

명확하게 변수가 포함된 규칙형태로 표 된다. 이와 같

은 법칙들에 의해 사건이 규율되어 자연과 사회가 유기

으로 연계됨으로써 실감나는 세상이 시뮬 이션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가상 상황 시뮬 이션을 한 시공간(ST) 

그래 의 구 에 한 내용을 소개하 다. 실세계의 다

양한 상황들은 각 상황을 이루는 사건들과 그들의 결과

가 축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각 사건들은 련된 개

체들의 행 나 상호 작용들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이러

한 사건들의 진행은 련된 인스턴스들의 존재와 상태

에 향을 미쳐서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를 래하게 

된다. 일반 인 사건은 물리  요소들과 함께 논리  

요소들이 복합 으로 얽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시간

 공간  맥락을 표 하기 해 ST 그래 를 개발하

고 구 하 다. 공간 인 측면은 2.5 차원으로 표 하

고 이에 더하여 시간 인 차원을 추가하 다. 이러한 

다차원 구조의 설계에서 상황들의 다양성을 극 화하

는 데에 을 두었다. ST 그래 를 사용하면 사건을 

체  맥락에서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건들을 특정 

측면이나 시각으로만 악할 수 있게 된다. 시간  측

면에서 시간 단 에 따라 는 사건의 계층  구성에 

따라 복합  사건들을 여러 에서 계획하거나 악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 상황에서는 복잡한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보이기 해 단순한 형태의 원시

인 행동들의 조합으로 도둑질이라는 복합 사건을 만

들어 보았다. 이에 해 온톨로지에서 정의되는 사건의 

종류가 많아지고 이를 실행하기 한 원시 인 액션들

이 추가된다면 개별 시나리오 내에서 측할 수 없는 

가상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각과 인식은 사건의 부분을 차지하는 의도  사건

들을 발생시키는 제조건이 되며 이들의 결과 한 다

른 사건의 제 조건으로 다양한 사건들로 되어나

간다. 사용자는 기 상태만 지정해 놓고 변화하는 과

정들을 찰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원하

는 로 상황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건들이 일

어나는 에도 다른 방향으로의 개를 유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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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진행과정에 사건의 추가가 가능한 형태로 구 되어

있다. ST 그래 에서는 원시 인 액션들에 해서 정

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사람의 지각과 인식 그리고 생각

이 필요한 액션과 이벤트들의 추가하면 일반  상황들

의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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