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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들어 웹상에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그에 따라 웹상
에서 결과를 가시화해 줄 가시화 툴이 필요하다. 기존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가시
화하는 방법으로 VRML, Vega, SEDRIS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화 툴들
은 웹상에서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가시화에 적절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상에
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가시화의 방법으로 Web3D 컨소시엄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파일 
포맷인 X3D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현 환경으로 다채널 가상환
경 공간에서 분산 시뮬레이션의 표준인 HLA/RTI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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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선진국에서는 잠수함 등과 같은 수중
운동체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및 개발 
위험성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M&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군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실제 야전에서 훈련을 하기 보다는 시뮬레이
션을 이용해서 훈련을 함으로서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몇 대의 컴퓨터를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
들이 시뮬레이션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서 부
산 시뮬레이션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제
정하였는데, 그 중에 최근에는 HLA가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고가의 
장비와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
장에서의 전술 운용에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3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웹 
기술을 분산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
업그룹으로 XMSF(eXtensible Modeling 
and Simulation Framework)[29]가 있다. 
웹 기술은 개발환경이나 시스템에 독립적이고 
공통적으로 운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군사 훈련
이나 M&S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XMSF 등과 같은 작업그룹이나 앞으로의 
흐름을 볼 때, 향후의 M&S는 웹 기술을 활
용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

나는 가시화의 방법이다. 기존의 M&S 가시
화 방법으로는 웹 기반 M&S 의 결과를 가시
화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1.2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M&S 가시화에 대
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고 제시하며, 이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가시화 
툴들과 포맷 중에서 X3D를 제시하였으며, 
X3D 을 웹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 환경에 
적용하여 웹 기반 M&S 의 가시화 방법으로
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간단한 분류 
및 가시화 도구 및 포맷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X3D에 대한 
설명을 한다. 4장에서는 분산 시뮬레이션 프
로토콜인 HLA/RTI를 설명하며, 5장에서는 
구현환경에 대해서 언급한 뒤 6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
다.

2. 관련연구
2.1 가시화의 방법

  가시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Flash, SVG 와 같은 2D 그래픽 도구, 그리
고 Vega, Java3D 등과 같은 3D 그래픽 도
구들도 있다. 또한 VRML이나 X3D 등과 같
은 3D 파일 포맷도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러한 그래픽 도구 및 포맷을 간단히 분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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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1.)해 보고, 이 도구들을 사용한 관련 연구
를 분석한 뒤 웹 기반 M&S 에 적절한 가시
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컴퓨터 그래픽스 분류

2.1.1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디바이스 드라
이버 인터페이스(DDI)를 거쳐 그래픽 하드웨
어에 직접 접근한다(그림2.). 주로 3D 이미지
를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되며, OpenGL 과 
Direct3D 가 여기에 해당한다. OpenGL은 
sgi 의 IRIS GL의 후속으로 나온 그래픽 라
이브러리이로, 개방되어 있으며, 플랫폼과 운
영체제에 독립적이다. Direct3D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에서 발표한 그래픽 라이브러리이
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서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다. Direct3D는 
OpenGL보다 고속의 렌더링이 가능하지만 렌
더링 품질에서는 OpenGL이 더 앞선다[5].

2.1.2 고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고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앞에서 언급한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상위에 존재한다
(그림3).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이식성이 
좋아지고 복잡한 저수준의 그래픽 함수 호출

그림2. OpenGL의 계층구조[7]

그림3. 고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계층구조[10]

에 대한 구현이나 최적화가 필요 없어서 빠른 
시간에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Performer, Open 
Inventor, Vega, Java3D, Open Scene 
Graph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
보기 전에 장면그래프(Scene Graph)에 대해
서 먼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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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그래프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데이터 구조
이다. 보통 장면(Scene)은 노드 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노드는 다시 여러 개의 노
드들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노드들이 계층구
조를 이루게 되며 이를 장면그래프라고 말한
다. 장면그래프를 사용하면 3D 환경을 추상
화 하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유연성이 
있어서 조작하기가 편리하다.
  Performer는 OpenGL을 기반으로 하는 
sgi의 상업용 장면그래프로서, C와 C++를 
사용한 3D 그래픽스 렌더링 툴킷이다. 초창
기의 Performer는 sgi의 그래픽 전용 UNIX 
시스템인 IRIX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멀티 프
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IRIX뿐 
아니라 Linux나 Windows를 지원하는 버전
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Performer의 기
능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IRIX 시스템
과 전용 서버인 Onyx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들은 상당히 고가의 시스템이다[12].
  Open Inventor는 Performer와 마찬가지
로 OpenGL을 기반으로 하는 sgi의 상업용 
3D 개발 툴이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하드 
코딩 해야 하는 Performer와는 달리 제공되
는 GUI를 사용하여 쉽게 장면그래프를 생성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수행할 수 있다
[10]. 하지만 역시 고가이며 플랫폼이 종속적
이다.
  Vega는 앞에서 설명한 Performer를 한 단
계 더 추상화하여 만들어진 상업용 실시간 시
뮬레이션 가시화 개발 툴킷 이다. Performer
를 한 단계 더 추상화하였기 때문에 
Performer에서 제공하는 Scene Graph를 모
두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Lynx라는 GUI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가시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Vega는 뒤에서 언급할 
Java3D와 비교할 경우 성능 면에서 아주 우
수하지만 플랫폼에 종속적이고 고가이며 웹상
의 가시화기 어려운 점이 있다[4].
  Java3D는 Java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
템즈 사에서 발표한 3D 개발 툴킷이며 
OpenGL 또는 Direct3D를 기반으로 하는 고
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이다. 이식성이 아주 
뛰어나며 네트워크 컴퓨팅과 인터넷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Java라는 언어의 특징을 그
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va3D는 앞에서 
말한 Performer, Open Inventor, Vega 등
과는 달리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무료이며 웹
에서 가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
점을 가진다[3].
  하지만 몇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Java의 Garbage Collection 기능이 Java3D
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동안에 작동할 경
우 장면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
로 장면사실성이 떨어지게 된다[3]. 또한 
Java3D는 Java2 SDK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 내장되어 있는 JVM은 Java2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용량의 Java2 SDK를 설
치해야할 뿐 아니라 ClassPath 등과 같은 여
러 가지 설정도 직접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3].
  OSG(Open Scene Graph)[30]는 IRIX에
서만 돌아가던 Performer 장면그래프에 기반
한 행글라이더 시뮬레이터를 Linux로 이식하
면서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OSG는 
Performer와 사용되는 함수가 거의 비슷하
다. 하지만, Performer와 다른 점은 C와 
C++를 함께 사용하는 Performer에 비해 
OSG는 C++만 사용하므로 Performer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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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완전한 객체지향적 툴이며, C++와 
OpenGL이 실행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실행가능하므로 플랫폼에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11].

2.1.3 그래픽 파일 포맷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은 
모두 응용프로그램 개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 툴 들이다. 하지만, VRML, X3D, 
SEDRIS 등은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일종의 파일 포맷이다. 즉, 관심 대상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렌더링은 제공되는 뷰어
를 통해서 해야한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오로
지 대상에 대한 내용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VRML은 인터넷 상에서 3D 가시화를 가능
하도록 하는 국제표준이다. VRML1.0, 
VRML2.0 그리고 VRML97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노드들이 추가가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와 연동이 되어 장면그래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
다. 하지만 각각의 노드들을 따로 관리하기 
어렵다. 즉, 개발자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들 까지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어서 
VRML 뷰어는 쓸데없이 무거운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에 있어서도 부
족한 점이 많다[1]. 또한 의미 정보를 체계적
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13].
  X3D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Web3D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VRML 확장 버
전이다. X3D는 XML 기술을 사용하여 
VRML을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VRML97과 호환이 가능하고, XML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의미 정보의 체계적 구조화가 
가능하며 확장성이 좋아졌다[13].
  SEDRIS는 환경 데이터를 의미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저장하
며,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 간의 교환 수단으
로 사용된다. SEDRIS는 일종의 정적인 데이
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SEDRIS가 저장하는 데이터를 가시화하기 위
해서는 가시화 툴이 필요한데[28], 기능이 많
이 부족하고 더 이상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OpenFlight, VRML, Maya 등의 포
맷으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실시
간 가시화가 어렵게 되고 변환 과정에서 각종 
정보들이 손실된다[13].

2.1.4 기타
  특정 도메인에서 시뮬레이션 및 가시화를 
하는 툴도 있다. 김용식[9]은 자신의 논문에
서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이 아닌,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
렇게 하면 형상정보는 물론, 의미 정보나 기
구학적인 정보도 모두 저장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고가이고, 적
용 분야가 달라지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15 가시화 방법 제시
  앞에서 제시한 가시화의 방법들은 모두 일
장일단이 있다. 어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절
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인터넷 상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시
화 하고자 한다. 인터넷이라는 말은 그 자체
로 개방된 환경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
이어야 하며 누구라도 쉽게 저작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세 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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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3D OpenGL Vega OSG Java3D SEDRIS VRML X3D
구분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고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그래픽 파일 포맷
목적 3D 렌더링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추상화 DB Web상의 3D 가시화

플랫폼독립성 X △ X △ O O O O
개발용이성 hard hard medium medium medium medium easy easy
충돌검사 구현필요 구현필요 지원 구현필요 구현필요 N/A 지원 지원

향후발전가능성 O O O O O △ X O
기능확장유연성 O O O O O O X △

Web 구현가능 구현가능 X X O X O O
플랫폼독립성 : X - 종속적, △ - 플랫폼에 따라서 다시 컴파일 해줘야 함. O - 완전 독립적

표1. 가시화 방법들의 비교표
하였다.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일수록 세
부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성능도 뛰어나지만 
개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고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경우 저수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보다 그래픽의 질이나 속도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딩을 
필요로 하고 있다. 파일 포맷으로 언급했던 
VRML와 X3D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컨텐츠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편리하
고 시간이 단축이 된다.
  웹상의 가시화 측면에서 볼 때에는 Java3D
나 X3D가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의 
용의성, 웹상의 가시화,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X3D가 적절한 선택이다.

3. X3D

3.1 X3D의 정의 및 특징

  Web3D 컨소시엄[15]은 최초의 웹 기반 
3D 그래픽스의 국제 표준인 VRML의 후속 
버전으로 X3D를 제안하였다. X3D는 상호작
용적인 웹 기반의 3D 컨텐츠를 정의한다. 
X3D는 많은 하드웨어 장치와 응용 프로그램
에서 돌아가며, 통합된 3D 그래픽스와 멀티
미디어를 위한 공통적인 교환 포맷을 제공한
다.
  XML 인코딩 방식은 X3D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준다. XML 인코딩은 선언적인 요소와 
절차적인 요소를 가지는데, 선언적인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2D, 3D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공간화된 음향,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의 장면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다. 절차적 요소로는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
여 장면그래프를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
록 해준다[12].
  모듈화된 구조는 X3D가 컴포턴트화 되도록 
하였다. 즉,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노드들은 
같은 컴포넌트로 묶어서 정의하여 필요한 기
능들이 발생할 때 추가로 확장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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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중에 하나인데,  개발자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
게 됨으로써 X3D를 VRML보다 더 가볍게 
만든다. 

3.2 X3D 활용분야

  다음은 Web3D 컨소시엄에서 말하고 있는 
X3D의 활용분야이다[15].
l 공학 및 과학적 가시화
l CAD
l 건축
l 의료 가시화
l 훈련 및 시뮬레이션
l 엔터테인먼트
l 멀티미디어
l 교육

그림4. X3D의 활용분야[16]

4. HLA/RTI

4.1 HLA 개요

  HLA(High Level Architecture)는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위한 연동 및 
통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는 시
뮬레이션 표준이다. HLA는 기본적으로 분산 
시뮬레이션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재사용성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RTI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분산 시뮬레이터들 간의 인터페
이스를 구현하며, 네트워크 함수를 제공한다.

4.2 HLA 용어정리 및 구성요소[22]

4.2.1 용어
l Federate - 분산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뮬레이션
l Federation -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분산 시뮬레이션 전체
l FOM - Federation에 속한 Federate들 

간에 공유해야 하는 자료의 집합
(Federation Object Model)

4.2.2 구성요소
  HLA는 세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l OMT - OMT 는 FOM이 갖추어야 할 자
료구조의 형식과 틀을 정의한다. 다시 말
해서 OMT는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이블을 
정의하고 있으며, FOM은 이 테이블을 기
준으로 작성된다
(Object Model Template)

l RTI - HLA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미들웨어
(Run Time Infrastructure)

l Rules - HLA 기반의 부산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10가지 규칙들을 가리킨다. 5개
는 Federation에 관한 규칙이며 나머지 5
개는 각각의 Federate이 지켜야 할 규칙
이다.

  그림5는 HLA의 구성요소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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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연구 내용의 개략도

그림5. HLA 구성도

5. 구현

  X3D가 웹기반 M&S의 가시화에 적합한지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웹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에서 X3D를 사용하여 가시화를 해 
보아야 한다. 그림6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시스템은 모두 
4가지의 모듈로 이루어 져 있다.

5.1 각 모듈들

l 입력모듈 - 잠수함의 방향타,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 어뢰 조준, 발사 등의 입력을 
사용자로 부터 받는다.

l 시뮬레이션모듈 - 입력모듈에서 받아 온 
값에 따라서 수학 모델을 계산하여서 잠수
함의 현재 위치와 자세를 계산한다.

l 가시화모듈 - X3D를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듈
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X3D 장면그래프
를 동적으로 바꾸어서 멀티채널에 가시화
한다. 그림7은 멀티채널을 고려하지 않고 
X3D를 동적으로 바꾸기 위해 SAI(Scene 
Access Interface) 를 사용한 구성도이
다.

l 모션체어모듈 - 잠수함의 자세와 가감속, 
그리고 어뢰의 폭발 등에 적합한 운동감을 
생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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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가시화모듈(멀티채널 비고려)

5.2 구현환경

5.2.1 소프트웨어
l 운영체제 - Windows XP SP2
l HLA/RTI - Pitch RTI (C++)
l X3D SDK - Xj3D Toolkit(Java)
l N/W Protocol (Multi-channel) - 

UDP(Multicasting)

5.2.2 하드웨어
l VGA - Nvidia GeForce 6600
l RAM - 1GB
l CPU - Intel P4, 3.0GHz
l 입력장치 - Microsoft SideWinder 

Precision 2 Joystick
l 가상환경공간 - 8ch CAVE(그림8)
l 모션체어 - 2 자유도 Joychair(그림9)

Screen Front
Size 1900mm×1400mm(for each channel)

No. of Channel 8
그림8. CAVE 가상환경 공간

전원 220V, 60Hz

소비
전력

286Wh (작동중)
176Wh (대기중)

최대
유효각 전우, 좌우 모두 7.5°

인터
페이스

직렬포트 COM1
Baud rate : 4800 bps

그림9. 2자유도 조이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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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웹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가시화를 위한 
방법의 제안 및 검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M&S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가시화 툴들은 대부분이 플랫폼에 종속적이며 
고가이기 때문에 웹기반의 M&S를 가시화 하
는 것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Web3D 컨소시엄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X3D는 웹상에서의 3D 가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VRML 보다 렌더링의 질이나 기능, 확
장성 등이 더 좋으며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개
방되어 있어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개발이 용
기하기 때문에 웹기반의 M&S의 가시화에 가
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구현 부분이 완료되
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X3D의 웹기반 
M&S 가시화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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