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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에서 3차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VRML이 등장하였다.
또한 웹과 가상현실을 접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3차원 가상환경을 사용자들이 네트위크를
통해 서로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서로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의사 전달을 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분산 가상현실이라는 분야가 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세계와 유사한 분산
가상현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VRML 인어로 표현된 3자원 가상공간을 분할하여 관리하기 위한 가상
세제 서버와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 이벤트를 중계하고 공간 데이터들 클라이언트에 전송하
기 위한 중계 서버, 그리고 이들 서버와 통신하는 가상세계 클라이언트를 설계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는 가상공간을 분할공간 단위로 세분하여 이 단위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아바타의 행위 정보를 타 참여자에게 전송 분할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같은 분할공간에 속한 참여자에게만 전송함으로서 불필요한 통신 부하를 줄이고
사용자 네비게이션 환경을 개선하였다.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은 HTML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채용과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 및 그림 데이터와 같은 시각적인 정보의 표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을 촉
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에서의 정보 표현 방법은 2차원적 평면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의 표현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인터넷상에서 3차원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임장감을 주어 좀더 현
실감 있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l994년 11윌 Silicon
Graphics사의 Open Inventor를 토대로 한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이
등장하였다. 현재 VRNIL은 인터넷을 통해 3차원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으로 채택되었
다[1].
그러나 이러한 VRML의 지원 형태는 단순히 가상공간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수준으로서,
가상공간이 3차원으로 표현됨과 동시에 다수의 참여자(participant)가 그 가상공간에서 의사
소통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3차원 가상
공간상에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가상공간을 공유하고 실시간에 상대방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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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위를 인지하고 의사 전담을 하며 공동작업도 할 수 있는 분산 가상현실(distributed
VR) 시스템이 개발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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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들은 참여자가 서버에 접속 시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VRML
파일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며, 파싱 및 렌더링 과정에 있어 클라이언트에 많은 부담
을 주게 된다. 또한, 모든 참여자에게 아바타 행위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전
송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가상공간을 분할공간(region)이라는 공간 단
위로 세부 분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아바타의 행위 정보를 타 참여자에게
전송 시 분할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같은 분할공간에 속한 참여자에게만 전송하기 위한 방법
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2. 관련 연구
2.1 가상현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환경(virtual environment)에서 사용자가
마치 실제 세계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과 컴퓨터와의 진보된 인
터페이스이다.[2]
VRML은 이러한 가상현실 세계를 특히 인터넷상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상현실 세계를
표현하기위해 고안된 개방형이며 기계 중립적인 언어로써, 기존의 HTML. 문서들처럼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MINE 타입으로는 model/vrml
을 사용한다.[1]
2.2 VRML과 EAI
VRML은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약어로 본 절에서는 VRML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과 EAI에 대해 기술한다.
2.2.1 VRML의 구조
VRMl 파일은 헤더, 노드, 필드 및 문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은 브
라우저에 의해서 처리되고 표현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2][11] <그림2.1>은
간단한 VRML 파일의 소스 예이다.

<그림2.1> VRML 파일의 소스 예
(1) 노드와 필드
VRML2.0에서는 54개의 노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화면에 물체를 나타내는 역할
을 하는 노드도 있지만 직접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는 노드도 있다. 노드는 기능에
따라 그룹노드(group node), 센서노드(sensor node), 구조노드(geometry node), 외양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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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ance node), Bindable node로 묶을 수 있으며 필드는 크게 MF(Multiple Field)와
SF(Single Field)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로는 MFString, MFFloat, SFString, SFFloat 등이다.
(2) Scene graph의 구조
Scene graph는 상면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가
상세계를 저작할 때 각 노드가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
게 이를 구성해야 할지 보여준다.

<그림2.2> Scene graph의 구조
<그림2.2>는 실제 .wrl 파일이 scene graph의 계층 구조로 표현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서,‘scene graph'로 표시된 부분인 최상단의 루트 노드로부터 출발하여, 위에서 아래로, 좌에
서 우로 해당 노드를 찾아가면서 그 기능을 실행해 간다.
2.2.2 EAI
EAl(External Authoring Interface)는 SGI사의 Chris Marrin이1997년에 제안한 것으로,
VRML브라우저와 자바 애플릿과 같은 외부 세계와의 인터페이스로 외부 어플리케이션과의
통신을 지원한다. EAI를 통해 외부 프로그램은 VRML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scene
graph의 계층 구조를 변환시키거나 특정 노드에 접근하여 필드의 값을 바꾸어 그 결과를
VRML 브라우저에 반영하게 한다. 또한 VRML로 표현된 특정 객체를 문자열로 입력받아
직접 scene graph에 삽입할 수도 있다.[2]
2.3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의 유형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가상현실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개념적 구성을 알아
본다.
2.3.1 단순 가상현실 시스템
단순 가상현실 시스템은 다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같은 공유 공간에 접속하어 가상환경을 둘
러보고 서로 상내방을 인지하는 것을 지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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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은 단순 가상현실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2.3> 단순 가상현실 시스템
2.3.1 동적 가상현실 시스템
동적 가상현실 시스템은 단순 가상현실 시스템 기능에 더하여 참여사의 공유 가상환경에 대
한 자유로운 갱신이 가능한 것이다. 그 개념적 구조는 다음<그럼2.4>와 같다 Manipulator와
Coordinator를 제외한 부분은 앞의 단순 가상현실 시스템과 거의 같다.

<그림2.4> 동적 가상현실 시스템
Manipulator는 참여자의 조작을 추출하고, 조작은 Coordinator를 의하여 중재 된 후에 각 노
드의 가상 환경에 적용된다. 다수 참여자의 동시조작이 분산 복제된 가상환경에 가해지므로
각 참여자 노드에 복제된 가상환경에 가해지므로 각 참여자 노드에 복제된 가상환경의 일관
성을 유지하는 coordination 방법이 필요하다.[3][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 유형 중 동적 가상현실 시스템 구조를 사용하
여 시스템을 확장하였다.

3.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크게 가상세계 서버(VR server), 중계 서버(routing server), 가상세계 클라이언
트(VR client)로 이루어진다. <그림3.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한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의 전
체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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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전체 시스템 구성도
가상세계 서버는 가상세계의 VRML 데이터를 분할공간(region) 단위로 분할하여 보관하며
참여자의 위치 정보에 맞는 공간 식별자를 전송 받아 필요한 분할공간 데이터를 전송한다.
중계 서버는 가상세계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참여자의 위치 및 행위 등과 같은 이벤트 정
보를 연관된 타 클라이언트에게 중계하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분할공간 데이터를 전
송한다.
가상세계 클라이언트는 참여자의 위치와 행위 정보를 중계 서버에 전송하고, 중계서버로부
터 전송된 타 참여자의 변경된 정보를 수신하여 변화된 정보를 갱신하여 렌더링한다. 또한
가상 공간을 렌더링하여 브라우저에 반영한다.
3.1 아바타 행위 유형
가상공간에서 참여자는 가상세계를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 참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
하려면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참여자의 가상적인 모습인 아바타를 통해 참
여자의 위치나 행동을 타 참여자에게 나타낼 수 있다.
가상공간상에서 아바타의 행위에는 항해, 행동, 대화, 공간이동 등의 행위가 있다. 네비게이
션(navigation)은 아바타의 좌표 이동에 관한 이벤트로 인한 행동이다. 행동(activity)은 가상
공간상의 타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인사, 춤추기, 손 흔들기, 점
프 등과 같은 아바타 자체의 이벤트를 의미한다. 대화(conversation)는 참여자가 아바타를
통하여 다른 참여자와 대화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공간 이동(space movement)은 다른 가상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표3.1>은 이 행위를 분류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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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행위와 종류
종류
향해
공간이동

내용
walk, rotate, pan, fly
가상공간 상의 특정 위치 또는 다른 가상공
간으로 이동

대화

타 참여자의 아바타 또는 자율객체와의 대화

행동

인사, 춤추기, 손 흔들기, 동의, 거절, 점프

3.2 아바타 정보 전송
본 절에서는 설계한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의 아바타의 행위 정보를 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는 가상의 공간에 다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각 참여자는 정적인 공간상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송 및 위치 이동이다. 행
위 공유 등과 같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인 행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사용
자간에는 표현의 공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리한 아바타들의 공유와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구성하는 아바타 전송프로토콜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3.2> 이벤트 전송 패킷의 구조
<그림3.2>는 아바타 행위 및 위치 정보 전송을 위한 패킷을 나타낸 것이다. Client ID 필드
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참여자의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나타낸 것이며, 기능 필드는 아바타의
행위에 대한 기능을 나타내고 데이터 필드는 각 기능에 대한 값을 나다낸 것이다.
참여자가 아바타를 통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가상세계 클라이언트는 이 아바타 이벤트
를 Avatar Processor에서 클라이언트의 정보 및 이벤트의 기능과 데이터를 통신 패킷으로
묶어 중계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된 이벤트는 Event router를 통해Grouing Filter로 보내지
게 되며, Grouping filter를 통하여 아바타의 이벤트 정보는 클라이언트 목록 모듈을 참조하
여 동일한 가상공간을 공유하는 타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 정보를 전송한다. 이렇게 전송된
이벤트 정보는 Avatar Processor에서 이벤트 정보에 해당하는 이벤트 노드를 얻어와 EAI를
통해 Scene Graph Manager에서 scene graph를 갱신하며, 갱신된 정보는 렌더링 모듈을 통
해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그림3.3>는 중계 서버와 참여자들 간의 이벤트중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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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아바타 이벤트 중계 과정
3.3 점진적 데이터 전승 시스템
본 절에서는 기존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공간을 분할공간
(region)단위로 세분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3.1 점진적 데이터 전송
가상세계의 VRML 파임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3차원 가상공간을 분할공간 단위로
세부 분할하여 전송함으로써 전송 속도와 렌더링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림3.4>는 가상공간 데이터릍 점진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region
map은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분할공간 이라는 사은 공간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
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아바타의 위치 정보는 region map음 참조하여 분할공간과 아
바타 사이의

위치를

계산한다. 분할공간과 아바타 사이의 위치 계산은 가까운 분할공간의

전송 스레드를 스레드 우선순위 리스트(tread priority list)의 앞쪽에 위치시킨다. 이로써 아
바타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분할공간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림3.4> 점진적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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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노드의 확장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참여자가 꼭 필요로 하는 가상공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클라이언
트의 렌더링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VRML의 54개 노드에 분할공간의 개념을 지원하는
새로운 노드인 Region node와 이를 지원하는 Map node를 정의하였다.

<그림3.5> Region 노드의 정의
<그림3.5>는 Region 노드를 정의한 명세를 보이고 있다. Region 노드는 가상 세계를 이루
는 VRML 파일을 임의의 분할공간 단위로 분할한 것으로 각 분할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식
별자와 그 분할공간과 함께 렌더링될 분할공간 식별자(region ID), 분할공간의 영역 경계를
표시하는 wall, 분할공간에 포함될 객체를 나타내는 cont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3.6> Map 노드의 정의
<그림3.6>은 Map 노드의 명세를 나타낸다. Map 노드는 앞에서 정의한 Region 노드의 정
보를 담고 있는 노드로써, 가상세례를 구성하는 분할공간들의 식별자를 나타내는 분할공간
식별자와 각 분할공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location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Region 노드와 Map 노드의 확장을 통해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의 점진적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계하였다.
3.3.3 분할공간 관리
<그림3.7>은 가상세계를 이루는 VRML 파일을 region 단위로 분할하는 과정은 <그림3.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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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Region Manager의 처리 과정
먼저 가상세계를 이루는 VRML 파일은 Region Extractor를 거쳐 Region 노드 단위로 가상
공간의 장면을 분리하며, 또한 분할공간과 연관된 분할공간의 리스트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
출된 분할공간들의 데이터는 분할공간 데이터를 저장되고, 분할공간과 연관된 분할공간 리
스트의 목록은 분할공간 테이블에서 저장하여 관리하게 된다. Region Transmitter는 중계서
버에서 분할공간 식별자 요청 시 테이블을 참조하여 요청된 분할공간과 그것을 포함하는 분
할공간 리스트에 맞는 분할공간 데이터를 추출한다.
3.3.4 정보 전송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점진적 데이터 전송처리과정은 <그림3.8>과
같다.

<그림3.8> 점진적 데이터 전송 처리 과정
참여자가 가상 공간에 접속하면, 클라이언트는 아바타의 이벤트 정보를 중계 서버에 전송한
다. 중계 서버의 Region Router 모듈은 분할공간의 목록, 각 분할공간의 위치 정보를 가지
는 world map table과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아바타의 위치 정보를 참조하여 아바타의 위
치에 적합한 분할공간 식별자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분할공간 식별자는 가상세계 서버
의 Region Manager에 있는 Region Transmitter에 보내진다.
Region Transmitter 에서는 전송된 분할공간 식별자는 분할공간 테이블에서 분할공간의 리
스트 식별자를 추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분할공간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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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출된 분할공간 데이터는 중계 서버를 거쳐 가상세계 클라이언트에 전송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세계를 이루는 VRML 파일선체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분할공간 단위로 분할하여 아바타의 위치에 적절한 가상공간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
게 끔 하였다.
3.4 기존 시스템에의 적용
본 논문에서 구현한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의 클라이언트로는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5.0 한글 버전 또는 Netscape사의 Communicator 4.7 한글 버전에서 VRML 브라
우저로 VRML 컨소시엄내의 그룹인 Java3D&VRML의 VRML97Player를 사용하였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화면구성은 상단에 VRML 브라우저가 있고 하단에 자바 애플릿이
위치하게 된다.<그림3.9>는 클라이언트의 수행 모습이다. 서버에 로그인한 클라이언트는
VRML 브라우저를 통해 네비게이션을 하게 된다.

<그림 3.9> 클라이언트의 실행 장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가상 공간을 분할공간(region) 이라는 공간 단위
로 세부 분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아바타의 행위 정보를 타 참여자에게
전송시 앞에서

제시한 분할공간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같은 분할공간에 속한 참여자에게만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시스템은 가상세계 서버에서 분할된 공간 데이터를 분합공간 단위로 클라이언트에 전송
함으로써 전송 속도의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렌더링의 속도 향상을 보여 보다 실세계와 유사
한 분산 가상현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심영역에 속한 아바타의 행위
정보만을 전송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아바타의 위치에 적절한 가상공간 데이터
의 전송과 이벤트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대용량 시스템에서의 동기화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향

후 이러한 동기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Region node와 Map node와 같은
노드 확장을 통해 생성한 3차원 가상공간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개발환경 또는 도구에 관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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