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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innovation of computer technology, making and verification of 3D models are applied to the scope of 
CAD, CAM, or Modeling & Simulation. Through widely applied 3D data, Digital Mock-Up is used on the 
purposes that validate products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efficiently and rapidly using graphic models. 
Although computing hardware has progress swiftly, the environments of Digital Mock-Up are varied more and 
users need the method to be able to use more simple and flexibly. This study defines the progressive end user 
oriented Digital Mock-Up methodology to be able to apply to various environments using existing 3D data 
efficiently and shows the example about Digital Mock-Up contents made of real 3D CAD models, behavior 
attributes, external input data and physical analysis by this methodology. So user oriented Digital Mock-Up 
methodology is studied about usefulness and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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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제조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프로세
스 확립은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지 오래다. 수많은 연구와 실무 적용을 통해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되고 알려졌다. 그 중, 
3D 그래픽을 활용한 일련의 기술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달을 타고 실무에서 효용성을 입증하며 다
양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3D CAD를 
적용한 설계와 이 데이터를 이용한 CAE, CAM 등이다. 
단순히 2차원 도면을 3차원으로 옮긴 것 이상의 의

미를 가진 3D CAD 모델은, 실제 개발할 외형과 동일
한 모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만드는 것 이상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번거로운 작업 없이 3D 모델을 설
계하며 데이터를 그대로 연계하여 물리적 분석을 수행
할 수 있고 자동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생산 단계까지 
자원 낭비 없는 일관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역학적인 
분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근의 컴퓨팅 파워를 적용
하면 물리적인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의 
3D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효율성 증대와 자원 절약이 예상된다. 
설계 정보를 실제 제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확인하는 목업 역시 3D 그래픽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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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디지털 목업(DMU)라고 
하며, 그 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
분은 디지털 목업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PDM 시
스템 구축과 연계되었거나 다른 실험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인 컴퓨터 환경의 변화와 산업 
전반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목업 활용
이 요구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정의하고 사례에 적용해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2. 디지털 목업(DMU, Digital Mock-Up) 

2.1 목업(Mock-Up)의 이용 

생산에서 목업이란, 보통 기계나 건축 등 설계한 내
용을 토대로 물리적 완성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사전 
검증을 위해 실물 크기 모형으로 만든 시제품을 뜻한
다. 디자인 자료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
어야만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한 기술 문서나 설계도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표현하여 전문적인 공학 지식이 
없는 개발 관계자의 이해와 협업을 돋는 구실을 한다. 
공학적으로는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에서 알기 

힘든 부품 간 간섭이나 생산 시설과의 연계 등 물리적
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제품
을 생산하는데 있어 변경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
은 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절감에 절
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1과 같은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어, 개발 
단계에서 주기적이고 빠른 목업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Fig. 1.  Committed Life Cycle Cost against Time 

2.2 디지털 목업의 발전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화면 상에서 사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하
며 공학적인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념 설계와 상
세 설계 데이터를 컴퓨터 화면으로 가시화하는 디지털 
목업(DMU, Digital Mock-Up)이 시도되었다. 디지털 목업
은 기존의 물리적 목업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 모델

로 구현, 가시화 하는 것으로 더 신속한 목업 제작이 
가능하고 더 적은 비용이 소모되어 효과적인 개발 프
로세스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목업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면 “컴퓨터 상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모형과 같은 수
준의 엔지니어링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 모형을 제작 
활용하는 것"으로, 대량 생산 이전에 신제품 구성요소
들의 기능, 형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제품
을 대신하고 있다.2 
가시화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 만큼이나 컴퓨터를 이

용한 물리적 검증, 조립이나 생산 단계에서의 간섭이
나 영향 평가 등에 쓰일 수 있는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 디
지털 목업은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주로 개념 개발과 설계 단계 검증에 디지털 목업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차후 생산 현장과 시뮬레이션, 고
객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 조선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요구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을 겪고 있기는 조선 산업도 마찬가
지여서 현대 조선 산업에서도 정보 기술의 이용은 피
할 수 없는 대세로 수많은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전
문영역이 다른 엔지니어와 수많은 이해관계자, 선주 
및 선급 관계자와 의사 소통을 해야 하고 완성 제품이 
거대하며 대규모 자원을 소모하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생산 후반 단계에서 요구사항 변
경이 발생하면 일정이나 비용에서 큰 타격이 된다. 또
한 설계 결과를 토대로 대량 생산을 하는 타 제조업과 
다르게 조선업은 단품 설계와 생산을 하는 매우 특이
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데이터를 토대로 한 디지털 목업의 

효용성은 조선업에서도 대단히 높다. 그러나 공학적인 
지식보다 사용성과 효율적 공간 배치 등을 요구하는 
선주를 비롯해서, 안전성과 규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하는 선급, 의장ㆍ선각ㆍ구조ㆍ유체 등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엔지니어 사이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디지
털 목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3. 디지털 목업 방법론 정의 

3.1 일반적인 디지털 목업 진행과정 

실제 목업 제작 업체에서 소개하는 목업 프로세스는
세밀한 차이가 있으나, 많은 경우를 종합하면 다음 Fig. 
2. 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디지털 목업
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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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게 되며, 이 부분을 대신 차지하는 것이 필요한 
수준의 그래픽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Fig. 2.  General Mock-Up Process 

이전에 연구된 디지털 목업에 대한 연구는 목업에만
집중한 프로세스를 연구한 경우는 드물었다. 제품 수
명주기 중 하나의 프로세스로 디지털 목업을 다루고 
있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세스의 일부로 디지털 
목업 프로세스를 재구성한 것이었다. 자동차 조립공장
의 설비에 대해 DMU를 적용한 사례3가 대표적이며 
아래 Fig. 3. 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목업 프로세스를 
정의했다. 

 

Fig. 3.  DMU Progress Process 

일반적인 목업 프로세스에서 공작기계와 관련한 부
분을 3D 그래픽에 변환에 대한 내용으로 변형하여 디
지털 목업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정의했다. 개념 설
계나 검증할 부품 혹은 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CAD 데이터를 3D로 변환한다.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3D CAD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환 과정 없이 직접 이
용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설계도 기반의 
평면 2D CAD의 경우, 가시화를 위한 3D 변환이 필수
적이다. 해당 CAD 프로그램이 3D 가시화 솔루션을 지
닌 경우는 역시 별다른 노력 없이 변환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준 중립 포맷을 통한 변환 방법
을 택한다. 
그 다음, 디지털 목업 목적에 맞추어 3D 가시화 데

이터를 최적화한다. 형상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곽 이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면 표면 3D 정보를 
통해 형상 표현을 극대화 시키는 최적화를 진행하고, 
조립 시뮬레이션이 목적이라면 부품 구성 정보를 포함
한 솔리드 모델링 정보를 통해 간섭과 충돌에 대한 검
증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한다. 또한 유한요소법을 적
용한 응력장, 전자기장, 온도장, 진동 등 공학적 해석
을 위해서는 CAD 데이터의 메시 단위 분해를 통해 최
적화를 하여야 한다. 인간공학이나 완제품 간 상호 작
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시화 정보가 아닌 
행동 속성이나 정교한 충돌, 물성 정보를 적용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최적화가 끝난 3D 데이터에 필요한 분석을 적용한 

후, 결과 역시 가시화 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으로 디지털 목업이 마무리 된다. 이 때 결과는 표
나 그래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핵심 정보는 
가시화 된 3D 데이터와 함께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 중
요하다. 

Fig. 4.  General Digital Mock-Up Process 

3.2 디지털 목업 제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목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 성능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실제로 수
행할 프로세스를 더 적은 자원과 시간을 사용해서 대
체할 수 있게 되었고, 신뢰성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직 많다. 
우선 단순 가시화가 아닌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디

지털 목업의 경우,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컴
퓨터 부품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저렴해지고 있고, 
성능 격차도 줄어들었지만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공학용 컴퓨터는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디지털 목업의 경우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
게 된다. 비슷한 성능의 장비를 가진 엔지니어 사이에
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게 결과를 리뷰하고 의사소통을 해야하는 디지털 목업
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목적 결정 CAD 데이터 
최적화

분석 적용 디지털 목업 
시각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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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능의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된 두번째 문
제점은 전문적 분석의 기능을 하거나, 복잡하게 설계
된 3D CAD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
고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 자
원을 많이 소비한다는 데 있다. 공학적인 분석을 수행
하는 디지털 목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의 
데이터 조정이나 입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높은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디지털 목업의 최종 결
과물을 보고 의견 조율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가 항상 
엔지니어인 것은 아니며 이들 입장에서 필요없는 기능
이 많은 지나치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번거로울 뿐이다. 
디지털 목업을 위해 사용하는 솔루션이 매우 가볍고 

유연해졌지만 더 높은 수준의 이동성과 간편함이 요구
된다. 이를테면 현대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인 웹사이
트 수준의 화면이나 문서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의 
가볍고 간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 디지털 목업
을 진행할 때 감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
이며 훨씬 유연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목업을 위한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 가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가공과정
에 적절한 최적 가시화가 요구된다. 
변환 데이터의 취사 선택에는 보안성도 연관되어 있

다. 디지털 목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도 없는 데이
터를 포함시키면 내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
보가 누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프로세스 진행도 조심스
러울 수 밖에 없다. 
3.3 개선된 디지털 목업 프로세스 제안 

앞 서 파악한 디지털 목업의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
해서는 디지털 목업 솔루션에 몇 가지 조건이 적용되
어야 한다. 
우선 3D CAD 데이터를 변환할 때, 층별 기능별 계

층 관계 중 필요에 따라 변환할 데이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곽 형상이 필요한 
경우는 내부 구조를 뺀 데이터를 선택하여 변환할 수 
있어야 하고, 조립 시뮬레이션을 위한다면 제품의 계
층 구조와 조립 방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디지털 목업을 수행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추어 그래픽 수준이나 정교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웹 기반 협업 시스템 등에 쓰이는 
3D CAD 뷰터 모듈 같은 경우, 최적 이용을 위해 용량
이 작고 필수적인 수준으로 모델을 압축한 전용 포맷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디지털 목업 시연 
환경에 맞추어 사전 정의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거나 
동적인 수준에서 섬세한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
다. 
형상 데이터 변환 이외에 디지털 목업에서 적용한 

결과 역시 가시화 수준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한요소해석 등을 적용해 응력장 해석을 

수행하고, 변형 정도를 알아냈다면 실제 수행은 전문
적인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와 3D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물을 확인하는 디지
털 목업에서 똑같은 공학적 해석을 다시 진행하는 것
은 의미가 적다. 해석을 적용한 결과 나타난 응력 분
포 히스토그램이나 메시 구성 등의 데이터 역시 디지
털 목업 모델로 변환 가시화가 가능해야만 한다. 
디지털 목업 데이터에 인터랙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발표 자료 혹은 그림 파일과 다를 것이 없다. 공학적
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수준의 가시화로 
보여주되, 사용자의 입력과 요청에 따라 원하는 부분
을 선택하고 전후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호작용성이 첨
가되어야 디지털 목업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목업을 위해 생성된 결과물이 원

본과 별도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생성은 원본을 
통해 했다하더라도 디지털 목업 가시화는 독립된 목적
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독립될수록 사
용이 용이하다. 그 동안의 디지털 목업이 솔루션에 종
속된 추가적인 프로세스였다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3D 데이터를 조합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개념이
다. 

Fig. 5.  Enhanced Digital Mock-Up Process 

4. 조선 공정에 대한 DMU 방법론 적용 

4.1 방법론 구현을 위한 솔루션 결정 

정의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솔루션을 찾
아보았다. 독립된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3D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이를 최종 산출물을 
얻는 도구로 결정했다. 
해당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로 널리 쓰이는 제

품은 세가지로 압축되는데 3D 모델에 행동속성을 부여
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세
밀한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4 
선택한 소프트웨어는 다쏘 시스템의 버툴(Virtools) 

4.0을 사용하였다. 버툴은 3D 그래픽 포맷에 행동 속
성을 적용하고 여기에 각종 입력장비(키보드ㆍ마우스
ㆍ조이스틱)나 VR(가상현실) 장비를 연결시켜 인터랙
티브를 줄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웹 페이지ㆍ문서ㆍ독립 프로그램용 뷰어나 실행 파일
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소프트웨어다. 

목적 결정 CAD 데이터 
최적화

분석 적용 디지털 목업 
시각화 정리

최종 산출물 
결정

디지털 목업 
데이터 변환

디지털 목업 
컨텐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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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툴은 기본적으로 3D 스튜디오 맥스나 마야와 같
은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만든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고, 같은 회사 솔루션인 CATIA같은 3D CAD 데
이터는 XML포맷의 공용 파일로 읽을 수 있게 되어있
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려는 디지털 목업은 공학적 
CAD 데이터를 재활용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여러 
지원 포맷 중에서 CATIA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실제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조선 설계용 CAD 

프로그램으로 AVEVA의 Tribon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Tribon 데이터의 변환 방법부터 해결해야 한
다. 조선소에서 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Tribon은 거대한 
선박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관리하고 필요한 도면을 출
력한다. 호선별 데이터베이스는 한 척을 이루는 선각
과 의장에 대한 복잡한 부품 관계를 정교한 계층 구조
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선각을 이루는 곡판 중 하나를 변환하여 사용
했다. 
디지털 목업 소프트웨어로 사용한 버툴이 Tribon 데

이터베이스를 직접 읽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Tribon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 곡판의 도면을 공용 포맷인 
DXF로 변환했다. 공용 포맷인 DXF 자체는 2D 데이터
기 때문에 버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3D 데이터로 바
꾸기 위해 CATIA에서 읽은 후 3DXML 포맷으로 변환 
버툴로 입력할 수 있었다. 
4.2 효과적인 DMU 를 위한 자동화 

단순하게 CAD 데이터를 옮기는 것으로 이를 디지털 
목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최소한의 변환을 위해 물
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어야 한
다. 버툴은 컨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이며 내부에서 
표현되는 3D 데이터에 물리적이거나 공학적인 의미가 
없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가시화를 시킬 뿐이다. 따
라서 버툴에서 나타난 3D 객체에 담겨있는 정보는 모
두 시각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원본에 해당하는 CAD 
데이터가 물리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료나, 
물성 등의 공학적인 속성이 포함되어있다. 자동화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버툴의 3D 속성과 
CAD 모델이 담고 있는 물리 성질과 재료 사이의 변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버툴에서 쓰이는 3D 모델은 일반적인 3D모델링 소

프트웨어처럼, 시각화를 위한 텍스쳐와 섀이더를 적용
한 매터리얼이라는 단위로 렌더링 시 시각적 효과를 
관리한다. 따라서 CAD 모델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재료별로 버툴 모델의 3D 모델 매터리얼과의 맵핑 기
준을 마련하면 경우에 관계없이 변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에서 자주 쓰이
는 재료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사례에 해당하는 재료
에 대해 매터리얼 맵핑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또한 버툴에서는 빌딩블록이라는 단위로 3D 모델을 
조작하는 행동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 목
업이라면 확대 축소와 회전 정도의 행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템플릿 형식으로 사전에 정의를 
해 놓는다면 변환시 기본적인 행동 입력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지털 목업 및 논문에
서 사례로 제작한 곡면 전개 같은 형식의 물리 해석 
경우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었다. 
4.3 조선 공정에 대한 DMU 적용 사례 

사전에 정의한 템플릿과 맵핑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제작한 예제는 조선소에서 쓰이는 곡가공 해석 과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5 

 

Fig. 6.  CAD Model of Line Heating Machine 

선박의 선수부 선각에 쓰이는 곡판을 만들기 위해서
는 평판을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 열선을 
따라 원하는 곡면을 만들게 된다. 이를 자동화하기 위
해서는 공학적 해석을 통해 가열선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가열선을 따라 가공하는 기계를 만들 경
우 곡가공 전체를 자동화 할 수 있게 된다. 

 

Fig. 7.  Catalog Data of Line Hea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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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는 평판에 물리 해석을 거쳐 열선을 산출하고, 
가열을 통해 곡판이 되는 과정을 가시화하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회전 및 확대 축소, 단계별 시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동 속성을 부여했다. 

 

Fig. 8.  DMU Content of Line Heating Machine 

5. 결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계한 조선 산업에서 독립된 
디지털 목업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론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해 사례를 제작해 보았다.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
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결정해 수행했으며,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매트릭스와 템플릿을 정의해 적용했다. 
앞으로의 디지털 목업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용
하고 빠른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CAD 데이터의 직접적인 변환과 매트릭스로 작

성한 속성에 대한 자동 변환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며 
디지털 목업용 행동 템플릿 역시 발전시켜 적용할 계
획이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속성 데이터를 직접 (버툴
의 빌딩블록 같은) 행동 속성으로 바꾸는 연구를 수행
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변환을 완성하고 시
뮬레이션 모델의 컨텐츠 변환 방법론에 대해서도 정립
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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