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GL Tutorial

1. OpenGL 초기화  Download: lesson1.zip

OpenGL의 초기화와 관련된 내용은 즉, 기본 뼈대가 될 소스는 http://nehe.gamedev.net 에서 얻은 몇 명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다듬

어진 초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먼저 잠시 위에서 언급한 사이트는 OpenGL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방문해 봐야할 곳인 듯 싶다. 특

히 지금까지 제시된 총 24개의 튜어리얼(계속 추가되어지고 있다)은 반드시 읽어보고 직접 코딩을 해봐야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모든 튜어리얼이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에 서툰 분들을 위해 그 튜어리얼중 1번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것으로 이 장을 구

성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번역입니다.

나의 OpenGL 튜어리얼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OpenGL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처음 OpenGL에 대해서 

알게된 때는 3Dfx가 부두1를 위한 OpenGL 가속 드라이버를 배포할 때였다. 바로 나는 OpenGL 꼭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불

행이도 OpenGL은 책에서도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나는 몇시간 동안 OpenGL에 대한 코드를 작성했고 IRC와 

email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OpenGL에 대해 엘리트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자신이 알

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데는 별 관심이 없었고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OpenGL을 배우려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방문할 수 있도록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각각의 튜어리얼을 인간적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각 라인별로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VC++의 MFC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 나의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도록 할 것이다. 나의 사이트는 OpenGL의 튜어리얼을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

중의 하나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OpenGL의 Hardcore 프로그래머이라면 나의 튜어리얼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사이트가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튜어리얼은 2000년 1월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작성되었다. 이 튜어리얼은 

OpenGL 윈도우를 셉업하는 방법을 제시할 한다. OpenGL 윈도우는 당신이 원하는 해상도와 칼ㄹ 비트값을 가진 전체화면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 코드는 당신의 모든 OpenGL 프로젝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유연하게 다듬어 졌다. 나의 모든 튜어리얼은 이 코드를 토대

로 작성되었다. 나는 이 코드를 유연하게 작성했고 동시에 강력하게 작성했다. 모든 에러는 보고되어져 제거되었고 메모리 누수 또한 없

다. 그리고 코드는 읽기 쉬우며 수정하기도 쉽다.나는 Fredric Echols에게 이 코드를 수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자! 이 튜어리얼을 시작해보자!! 

VC++을 시작하고 새로운 Win32 Application을 생성한다. (Console Application이 아니다). OpenGL 라이브러리를 링크시킬 필요가 

있다. VC++의 Project 메뉴로 가서 Settings의 서브 메뉴로 다시 클릭한다. 나타나는 윈도우에서 Link Tab을 클릭하고 "Object/

Libary Modules"에서 다음 라인을 추가한다. 

OpenGL32.lib; GLu32.lib; GLaux.lib;

여기서 다시 OK버튼을 클릭하면 OpenGL 프로그래밍 준비가 된 것이다.

먼저 Include Header에 다음 4개의 라인을 추가한다. 그 라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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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windows.h> // Header File For Windows  

#include <gl￦gl.h> // Header File For The OpenGL32 Library  

#include <gl￦glu.h> // Header File For The GLu32 Library  

#include <gl￦glaux.h> // Header File For The GLaux Library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을 정의하자. 이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검은색의 OpenGL 윈도우를 만들 것이므로 아직

은 많은 변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의할 몇 개의 변수는 아주 중요하며 모든 OpenGL 프로그램의 초기화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다.

먼저 정의할 변수는 Rendering Context를 위한 것이다. 모든 OpenGL 프로그램은 모두 Rendering Context에 연결되어 있다. OpenGL

에서의 랜더링 컨텍스트는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불린다. hRC가 랜더링 컨텍스트를 정의하는 변수이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윈도우창

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윈도우즈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정의하기 위한 변수가 hDC이다. DC

(Device Context)는 윈도우즈의 GDI(Graphics Deive Interface)와 연결되어있다. RC(Rendering Context)는 다시 DC와 OpenGL 

매커니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새번째 줄에 hWnd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윈도우즈(OS)에 의해서 우리의 윈도우즈와 연관된 핸들을 가지고 잇다. 마지막 네 번째 라

인의 변수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의 헨들이다.

HGLRC hRC=NULL; // Permanent Rendering Context 
HDC hDC=NULL; // Private GDI Device Context 
HWND hWnd=NULL; // Holds Our Window Handle 
HINSTANCE hInstance; // Holds The Instance Of The Application

다음에 정의할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첫 번째 것은 키보드의 키입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의한 변수이다. 키보드의 정보를 얻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방

법은 이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하며 동시에 하나의 다중 키 입력 정보도 얻어 올 수 있다. active 변수는 프로그램에게 윈도우가 최소화 되

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만약 최소화 되었을 경우 우리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할 목적으로 정의한 변수이

다. fullstreen 변수는 아주 분명한데 만약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이면 True 값을 가지고 윈도우 모드로 실행되면 False 값을 가진다. 이것

은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게 참조되는데 각 프로시져에서 전체화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bool keys[256]; // Array Used For The Keyboard Routine 
bool active=TRUE; // Window Active Flag Set To TRUE By Default 
bool fullscreen=TRUE; // Fullscreen Flag Set To Fullscreen Mode By Default

지금 우리는 WndProc()를 정의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CreateGLWindow()가 WndProc()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ndProc()는 CreateGLWindow()이후에 나온다. C언어에서 만약 우리가 보다 이후에 나오는 함수를 그 이전의 함수가 사용한

다면 프로그램의 맨 윗부분에서 사용할 함수의 원형을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라인에 CreateGLWindow()의 WndProc()

를 참조할 수 있도록 WndProc()의 선언한다.

LRESULTCALLBACK WndProc(HWND, UINT, WPARAM, LPARAM); // Declaration For Wnd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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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우리가 해야할 작업은 OpenGL 윈도우의 크기가 재조정될 경우이다. 물론 전체창 모드가 아닌 윈도우 창 모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체창 모드에서 윈도우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창 모드로 실행될지라도 다음의 루틴은 최소

한 한번은 호출된다. OpenGL 창은 그림이 그려질 윈도우의 폭과 너비를 기초로 재조정된다.

GLvoid ReSizeGLScene(GLsizei width, GLsizei height) // Resize And Initialize The GL Window
{
    if (height==0) // Prevent A Divide By Zero By
    {
        height=1; // Making Height Equal One
    }
    
    glViewport(0, 0, width, height); // Reset The Current Viewport

다음 이어지는 코드는 Perspective View를 위해 화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거리에 따라 더 작게 나타난다는데 있다. (역자

주: 즉 원근감이 나타난다) 퍼스펙티브는 윈도우의 폭과 너비에 기초한 45도 각도의 화각을 가지고 계산된다. 0.1f와 100.0f는 우리가 얼

마의 깊이로 물체를 그릴지를 의미하는 시작점과 끝점이다.

glMatrixModel(GL_PROJECTION)은 다음에 이어지는 두라인의 코드와 연관되어 Projection Matrix에 영향을 주게 된다. 

Perspective Matrix는 Perspective View한 장면을 영향을 미치는 매트릭스 체계이다. (역자주: Matrix는 수학에서 행렬인데 실제로 

OpenGL은 대부분의 연상을 행렬로 4X4로 처리한다.) glLoadIdentity()는 Matirx를 초기화시킨다. (역자주: 행렬을 단위행렬로 만든

다) 이것은 선택한 매트릭스를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역자주: 원래의 상태가 바로 단위행렬 상태이다) glLoadIdentity()를 호출

한 다음 우리는 장면연출을 위해 Perspective View를 설정한다. glMatrixMode(GL_MODELVIEW)는 Modelview Matrix에 영향을 

미칠 계수가 있다고 알린다. Modelview matrix는 물체의 정보가 저장될 곳이다. (역자주: 물체의 정보라 함은 3차원적 위치, 3차원적 크

기, 그리고 3차원적 회전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두 행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행렬 4X4 행렬인데 이 행렬값이 실제적인 물체의 정보이

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delview Matirx를 초기화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기바란다. 나는 이후 

모든 튜어리얼에서 설명할 것이다. 단지 멋진 장면(퍼스펙티브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역자주: 수학

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glMatrixMode(GL_PROJECTION); // Select The Projection Matrix 
    glLoadIdentity(); // Reset The Projection Matrix 
    // Calculate The Aspect Ratio Of The Window
    gluPerspective(45.0f,(GLfloat)width/(GLfloat)height,0.1f,100.0f);  
    glMatrixMode(GL_MODELVIEW); // Select The Modelview Matrix 
    glLoadIdentity(); // Reset The Modelview Matrix 
}

 

다음에 우리는 OpenGL의 초기화의 모든 부분을 다룬다. 화면을 어떤 색으로 지울 것인지 깊이 버퍼를 설정할 것인지 부드러운 Shading

으로 할 것인지 등등을 설정한다. 윈도우 창이 생성될 때까지는 다음의 함수는 호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 함수는 반환값을 가진다. 그러니 

우리의 초기화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 반환값에 대해 크게 염두해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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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InitGL(GLvoid) // All Setup For OpenGL Goes Here
{

다음 라인은 부드러운(Smooth) shading을 처리하도록 하한다. 부드러운 쉐이딩은 물체의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하여 그려준다. 나는 다

른 튜어리얼에서 다시 이 부드러운 쉐이딩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glShadeModel(GL_SMOOTH);// Enables Smooth Shading 

다음에 오는 라인은 윈도우 창을 지울 때 사용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다. 색의 값은 0.0에서 1.0의 값을 가진다. 0.0은 가장 어두운 값이

고 1.0은 가장 밝은 값이다. glClearColor의 첫 번째 인자는 Red의 값을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Green의 값을 세 번째 인자는 Blue의 값

을 가진다. 가장 높은 값은 1.0이고 가장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인자는 Alpha 값이다. 화면을 지울 때 이 인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

각할 필요는 없다. 단지 0.0의 값으로 설정하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튜어리얼에서 설명한다.

우리는 세 개의 주요 인자(RGB)를 서로 섞어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glClearColor(0.0f, 0.0f, 1.0f, 0.0f)는 순수한 Blue

의 색으로 화면을 지울 색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glClearColor(0.5f, 0.0f, 0.0f, 0.0f)일 경우 중간 정도의 Red의 색을 선택

하는 것이다. 만약 하얀색의 바탕화면을 얻길 원한다면 세 개의 인자값을 모두 1.0f로 설정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검색의 바탕화면을 얻

길 원한다면 모든 인자를 0.0f로 설정하면 된다. 

    glClearColor(0.0f, 0.0f, 0.0f, 0.0f);// Black Background 

다은 세 개의 라인은 Depth Buffer와 관련된 것이다. (역자주: 깊이 버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보자. 만약 물체가 두 개 있다고 해보자 하

나는 다른 하나의 뒤에 있다. 이때 깊이 버퍼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앞에 있고 또 뒤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깊이 버퍼가 설정되

면 분명하게 앞과 뒤가 구분되어 표시된다.) 깊이 버퍼는 OpenGL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glClearDepth(1.0f); // Depth Buffer Setup 
    glEnable(GL_DEPTH_TEST); // Enables Depth Testing 
    glDepthFunc(GL_LEQUAL); // The Type Of Depth Test To Do 

다음에 우리는 OpenGL에게 우리가 가장 멋진 퍼스펙티브한 화면 요청한다. 그러면 OpenGL은 이것에 좀더 많은 초점을 두어 장면을 만

들어낸다.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 Really Nice Perspective    Calculations 

최종적으로 우리는 True를 반환한다. 만약 우리가 초기화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반환값을 알아보면 된다. (역자주: 현제로써

는 이렇다할 실패할 만한 초기화 과정이 없으므로 반환값은 항상 참이다.)

    return TRUE;// Initialization Went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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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은 물체를 그리는 코드의 모든 코드가 위치할 곳이다. 여러분이 표시하기를 원하는 것의 모든 코드가 여기에 위치할 것이다. 이 

튜어리얼의 나중에 나오는 모든 튜어리얼들은 이 부분에 코드가 더해질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OpenGL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부

분에 간단한 Shape(도형) 정도는 그려넣을 수 있을 것이다. glLoadIdentity()의 아래 코드와 return TRUE 코드 사이에 그려주는 코드

가 위치한다. 만약 여러분이 OpenGL에 처음이라면 다음 뉴어리얼을 기다리기 바란다. (역자주: 실제로 역자의 프로젝트들도 이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될 곳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코드는 화면을 이전에 선택한 색으로 지우고 깊이 버퍼(depth buffer)을 지우는 것

이다. 아직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다.

반환값을 True로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함수 루틴을 실행했음을 알린다. 만약 어떤 이유로 프로그램이 

멈추기를 바란다면 False값을 리턴함으로써 그리기가 실패했다고 프로그램에게 알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될 것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Here's Where We Do All The Drawing
{ 
    // Clear The Screen And The Depth Buffer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 Reset The Current Modelview Matrix 

    return TRUE; // Everything Went OK 
}

다음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바로 전에 호출되는 함수이다. KillGLWindow()의 역할은 RC(Rendering Context)를 해제하고 DC와 윈

도우즈 헨들의 자원을 윈도우즈에게 반환한다. 필자는 여기에 많은 에러 검사 류틴을 사용하였다. 만약 프로그램의 종료에 있어서 어떠

한 지장이 있다면 에러 메시지 박스가 나타날 것이며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문제를 쉽게 찾기 위해 코드를 간단하게 하라.

GLvoid KillGLWindow(GLvoid) // Properly Kill The Window
{

일반 윈도우 창이 아닌 전체화면일 경우 본래의 디스플레이 셋팅으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아래의 루틴이 그러한 일을 한다. 우리는 

ChangeDisplaySettings(NULL, 0)을 원래의 Desktop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몇 번째 NULL인자와 두 번째 0의 값의 인자는 

윈도우즈가 레지스트리에 저정되어있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색상 비트값으로 본래의 Desktop의 값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한다. 그리

고 다시 감추었던 커서(역자주: 마우스 포인터)를 나타나게 한다.

    if (fullscreen) // Are We In Fullscreen Mode?  
    { 
        ChangeDisplaySettings(NULL,0); // If So Switch Back To The Desktop  
        ShowCursor(TRUE); // Show Mouse Pointer  
    } 

다음 아래의 코드는 프로그램이 Rendering Context(hRC)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블록의 코드

로 점프하게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는 프로그램이 Device Context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if (hRC) // Do We Have A Rendering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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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렌더링 컨테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아래의 코드는 이 RC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hDC로부터 hRC가 연결되어져 생성되어

졌다) 에러를 검사하는 코드를 주목하기 바란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포로그램이 RC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였다(wglMakeCurrent

(NULL, NULL)을 통해서) 그런후에 나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해제되었는지 비성공적이었는지를 검사한다.

    if (!wglMakeCurrent(NULL,NULL)) // Are We Able To Release The DC And RC Contexts?    
    {

혹 DC와 RC가 헤제되지 못한다면 MessageBox()로 해제될 수 없음을 알린다. 

        MessageBox(NULL, "Release Of DC And RC Failed.", "SHUTDOWN ERROR",MB_OK | 
MB_ICONINFORMATION); 
    } 

다음 우리는 RC를 완전이 지워 버린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에러메시지를 출력한다.

    if (!wglDeleteContext(hRC)) // Are We Able To Delete The RC? 
    { 

만약 우리가 RC를 지울 수 없다면 에러 메시지 박스를 띠워 RC의 삭제가 실패했음을 알린다. 실패했건 성공했건 hRC는 NULL값을 갖

게 한다.

        MessageBox(NULL, "Release Rendering Context Failed.", "SHUTDOWN ERROR",MB_OK |
MB_ICONINFORMATION);  
    }  

    hRC=NULL; // Set RC To NULL 

이제 프로그램이 DC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메모리에서 해제할 것이다. 이것을 해제하지 못한다면 에러메세지를 

띠우고 무조건 hDC의 값을 NULL로 만든다.

    if (hDC && !ReleaseDC(hWnd,hDC)) // Are We Able To Release The DC  
    { 
        MessageBox(NULL,"Release Device Context Failed.","SHUTDOWN ERROR", MB_OK | 
MB_ICONINFORMATION); 
        hDC=NULL; // Set DC To NULL 
    } 

다시 프로그램이 윈도우 헨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렇다면 DestoryWindow(hWnd)를 사용하여 해제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에러메세지를 띠우고 모조건 hWnd를 NULL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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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hWnd && !DestroyWindow(hWnd)) // Are We Able To Destroy The Window? 
    {  
        MessageBox(NULL,"Could Not Release hWnd.","SHUTDOWN ERROR", MB_OK | MB_ICONINFORMATION); 
        hWnd=NULL; // Set hWnd To NULL  
    } 

이 함수의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은 윈도우즈 클래스 등록을 해제해야 한다.

    if (!UnregisterClass("OpenGL",hInstance)) // Are We Able To Unregister    Class 
    {
        MessageBox(NULL,"Could Not Unregister Class.","SHUTDOWN ERROR", MB_OK || 
MB_ICONINFORMATION); 
        hInstance=NULL; // Set hInstance To NULL 
    }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OpenGL 윈도우를 생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많은 코드가 필요없는 전체화면모드와 많은 코드가 필요한 윈도우창 

모드를 생성하는 코드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 부분은 OpenGL의 전체화면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 윈도우 창 모드로 실행하

는 방법, 윈도우의 타이틀을 변경하는 방법, 픽셀 포맷과 해상도를 변경하는 방법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소개할 것이다. 다음에 오는 코드

들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함수는 Boolean 값을 리턴하며 5개의 인자를 필요로 한다. 그 인자들은 title(윈도우의 제목), width(윈도우의 가로길

이), height(윈도우의 세로길이), bits(16/24/32), 그리고 마지막으로 fullscreenflag(전체창 모드인지 아닌지)이다. 반환값이 True일 

경우에 성공적으로 OpenGL 창을 생성한 것이고 False인 경우는 OpenGL 창의 생성을 실패한 것이다.

BOOL CreateGLWindow(char* title, int width, int height, int bits, bool fullscreenflag)
{

우리는 윈도우즈에게 우리가 원하는 픽셀 포맷에 가장 근접한 것들 찾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이 픽셀 포맷은 PixelFormat 변수에 저장

되어진다. (역자주: 픽셀 포맷은 DC를 RC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GLuintPixelFormat;// Holds The Results After Searching For A Match 

wc 변수는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는 윈도우 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클래스의 여

러 가지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윈도우가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WNDCLASSwc;// Windows Class Structure 

dwExStyle와 dwStyle는 윈도우 창의 확장 스타일과 일반 스타일 정보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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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ORD dwExStyle; // Window Extended Style
    DWORD dwStyle; // Window Style

다음에 오는 다섯 라인의 코드는 사각형의 좌상단과 좌하단의 위치값을 잡는다.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윈도우즈창을 조정하는데 사용

할 것이다.

    RECT WindowRect; // Grabs Rectangle Upper Left / Lower Right Values
    WindowRect.left=(long)0; // Set Left Value To 0
    WindowRect.right=(long)width; // Set Right Value To Requested Width
    WindowRect.top=(long)0; // Set Top Value To 0
    WindowRect.bottom=(long)height; // Set Bottom Value To Requested Height

 

우리가 전역변수로 선언한 fullscreen 변수를 fullscreenflag의 값과 같게 만드는 코드가 다음에 온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체창 모드

로 실행한다면 fullscreenflag는 True값을 가진다. 반명에 윈도우즈창 모드로 실행한다면 False 값을 가진다. 

   fullscreen=fullscreenflag;// Set The Global Fullscreen Flag 

다음에 볼 코드들에서 우리는 윈도우의 인스턴스를 얻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 클래스를 정의할 것이다. CS_HREDRAW와 

CS_VREDRAW의 스타일 옵션은 윈도우창에게 창의 크기가 재조정되었다면 모조건 다시 그리라는 것을 지정한다. CS_OWNDC는 창만

의 DC를 생성하라는 것이다. DC의 의미는 어플리케이션간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WndProc는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메시지를 

처리할 프로시져이다. No Extra Window Data를 위한 2개의 필드를 0으로 만들고 윈도우의 인스턴트를 설정한다. 우리가 틀별이 이 프

로그램을 위한 아이콘을 준비하지 않았음으로 hIcon에 NULL값을 갖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마우스 포인터는 표준 화살표 포인터

를 사용한다. 배경색은 OpenGL에서는 의미가 없다. 또한 우리는 메뉴 필드에 NULL값을 넣음으로써 메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린

다. 윈도우의 클래스 이름은 임의로 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OpenGL이라고 정했다.

    hInstance= GetModuleHandle(NULL); // Grab An Instance For Our Window 
    wc.style= CS_HREDRAW | CS_VREDRAW | CS_OWNDC; // Redraw On Move, And Own DC For Window 
    wc.lpfnWndProc= (WNDPROC) WndProc; // WndProc Handles Messages 
    wc.cbClsExtra= 0; // No Extra Window Data 
    wc.cbWndExtra= 0;// No Extra Window Data 
    wc.hInstance= hInstance;// Set The Instance 
    wc.hIcon= LoadIcon(NULL, IDI_WINLOGO);// Load The Default Icon 
    wc.hCursor= LoadCursor(NULL, IDC_ARROW);// Load The Arrow Pointer 
    wc.hbrBackground= NULL;// No Background Required For GL 
    wc.lpszMenuName= NULL;// We Don't Want A Menu 
    wc.lpszClassName= "OpenGL";// Set The Class Name 

이제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하자. 만약 뭔가 잘못되었다면 에러메세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if (!RegisterClass(&wc)) // Attempt To Register The    Window Class
    {
        MessageBox(NULL, "Failed To Register The Window Class.", "ERROR",MB_OK|MB_ICONEX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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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FALSE; // Exit And Return FALSE
    }

이제 프로그램이 전체창으로 실행되는지를 봐야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모드로 실행시켜야 한다.

    if (fullscreen) // Attempt Fullscreen Mode? { 

다음 코드의 전체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체 모드로 전환하는 것에에는 여러분이 꼭 주의깊에 봐야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화면

의 Width와 Height가 System에서 지원하는 해상도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자주: 640X480, 1024X768, ...) 윈도우를 생성하기전에 

전체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이 코드에서 여러분은 width와 height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화면 모드와 윈도우의 크기는 모

두 인자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DEVMODE dmScreenSettings; // Device Mode
   
        memset(&dmScreenSettings,0,sizeof(dmScreenSettings)); // Makes Sure Memory's    Cleared
        dmScreenSettings.dmSize=sizeof(dmScreenSettings); // Size Of The Devmode Structure
        dmScreenSettings.dmPelsWidth = width; // Selected Screen Width
        dmScreenSettings.dmPelsHeight = height; // Selected Screen Height
        dmScreenSettings.dmBitsPerPel = bits; // Selected Bits Per Pixel
        dmScreenSettings.dmFields=DM_BITSPERPEL|DM_PELSWIDTH|DM_PELSHEIGHT;

위의 코드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디오 셋팅을 저장할 공간을 0으로 초기화했다. 그리고 원하는 width와 height 그리고 bits로 설정했다. 

다음 바로 아래에 나오는 코드에서 우리는 전체화면 모드가 요청되어질 때 그 모드로 실행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width, height, bits에 

대한 모든 정보를 dmScreenSettings 변수에 저장했다. 필자는 모드를 변경할 때 CDS_FULLSCREEN 피라메터를 사용할 것인데 화면 

하단의 Start Bar를 감춰야 하기 때문이다. 

        // Try To Set Selected Mode And Get Results. NOTE: CDS_FULLSCREEN Gets Rid Of Start Bar.
        if (ChangeDisplaySettings(&dmScreenSettings,CDS_FULLSCREEN)!=DISP_CHANGE_SUCCESSFUL)
        {

만약 전체화면 모드가 지원되지 않거나 원하는 전체화면이 없다면 메시지 화면을 띠우고 윈도우 창 모드로 실행할 것을 묻는다.

            // If The Mode Fails, Offer Two Options. Quit Or Run In    A Window.
            if (MessageBox(NULL, 

                       "The Requested Fullscreen Mode Is Not Supported By￦n"
                "Your Video Card. Use Windowed Mode nstead?",
                "NeHe GL",MB_YESNO|MB_ICONEXCLAMATION)==IDYES) {

만약 사용자가 윈도우 창 모드로 실행되기 원한다면 fullscreen값은 False가 되고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된다.

                fullscreen=FALSE; // Select Windowed Mode (Fullscreen=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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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e {

사용자가 윈도우창 모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 Pop Up A Message Box Letting User Know The Program Is Closing.
                MessageBox(NULL,"Program Will Now Close.","ERROR",MB_OK|MB_ICONSTOP);
                return FALSE; // Exit And Return FALSE
            }
        }
    }

전체화면 모드를 위한 코드가 실패하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전체화면 대신에 윈도우창 모드로 대신 실행되는, 

위에서 살펴본 코드 때문에 우리는 화면을 설정하고 윈도우 타입을 설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fullscreen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사해봐

야 한다. 

    if (fullscreen) // Are We Still In Fullscreen Mode?
    {

만약 전체화면 모드일 경우 윈도우 확장 스타일을 WS_EX_APPWINDOWS로 지정하는데 이것은 태스크바를 않보이게 한다. 윈도우 스

타일은 WS_POPUP 스타일로 지정한다. 이것은 윈도우 창 주변에 보더가 없다. 이것으로써 전체화면 모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마우스 포인터를 않보이게 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마우스 포인터를 않보이게 하

는 것은 괜찬다. 

        dwExStyle=WS_EX_APPWINDOW; // Window Extended Style
        dwStyle=WS_POPUP; // Windows Style
        ShowCursor(FALSE); // Hide Mouse Pointer
    } else {

전체 화면 모드가 아닌 윈도우창 모드인 경우 우리는 윈도우 확장 스타일을 WS_EX_WINDOWEDGE로 지정한다. 이것은 윈도우를 3D

처럼 보이게 한다. 윈도우 스타일로써는 WS_OVERLAPPEDWINDOW로 지정한다. 이것은 타이틀 바와 크기 조정 보더, 윈도우 메뉴, 최

소/최대화 버튼을 갖는 윈도우를 만들다.

        dwExStyle=WS_EX_APPWINDOW | WS_EX_WINDOWEDGE; // WindowExtendedStyle
        dwStyle=WS_OVERLAPPEDWINDOW;// Windows Style 
    }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우리가 지정한 윈도우의 스타일에 따라 생성된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 조정은 우리의 윈도우를 정확히 우리

가 원하는 해상도로 만들어준다. 보통 보더는 우리의 윈도우의 한부분으로 겹쳐있다. AdjustWindowRectEx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OpenGL이 생성한 장면이 보더에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보더가 없는 전체화면 모드에서는 이 함수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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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just Window To True Requested Size 
    AdjustWindowRectEx(&WindowRect, dwStyle, FALSE, dwExStyle);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보자.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윈도우를 만들 것이며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할 것이다. 우리는 

CreateWindowEX() 함수에게 필요한 모든 인자를 넘겨준다. 윈도우 확장 스타일그리고 윈도우 클래스 이름, 윈도우 타이틀. 윈도우의 

스타일, 좌상단의 윈도우가 위치할 좌표, 윈도우의 크기가 바로 넘겨줄 인자들이다. 우리는 보무 윈도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메뉴도 필요없다. 인자중에 NULL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윈도우 스타일에 WS_CLIPSIBLINGS와 WS_CLIPCHILDREN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두 스타일 값은 모두 

OpenGL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값들은 다른 윈도우가 우리의 OpenGL 윈도위에 그려지는 것을 막는다.

    if (!(hWnd=CreateWindowEx( dwExStyle, // Extended Style For The Window
        "OpenGL", // Class Name
        title, // Window Title
        WS_CLIPSIBLINGS | // Required Window Style
        WS_CLIPCHILDREN | // Required Window Style
        dwStyle, // Selected Window Style
        0, 0, // Window Position
        WindowRect.right-WindowRect.left, // Calculate Adjusted Window Width
        WindowRect.bottom-WindowRect.top, // Calculate Adjusted Window Height
        NULL, // No Parent Window
        NULL, // No Menu
        hInstance, // Instance
        NULL))) // Don't Pass Anything To WM_CREATE

다음에 우리는 윈도우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검사한다. 만약 성공적이라면 hWnd 변수에 윈도우 헨들이 넘어오게 된다. 만약 윈도우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
        KillGLWindow(); //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Window Creation Error.","ERROR",MB_OK|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 Return FALSE
    }

다음의 코드는 Pixel Format를 기술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가 결정한 것들(역자주: 비트값, RGBA값, 더블버퍼링을 위한 

것들 등등)에 맞는 pixel format를 찾는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16Bit Z-Buffer를 설정했다. 나머지 인자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스텐실 버퍼와 어커물레이션 버퍼이다.

    static PIXELFORMATDESCRIPTOR pfd= // pfd Tells Windows How We Want Things To Be
    {
        sizeof(PIXELFORMATDESCRIPTOR), // Size Of This Pixel Format Descriptor
        1, // Version Number
        PFD_DRAW_TO_WINDOW | // Format Must Support Window
        PFD_SUPPORT_OPENGL | // Format Must Support Open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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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D_DOUBLEBUFFER, // Must Support Double Buffering
        PFD_TYPE_RGBA, // Request An RGBA Format
        bits, // Select Our Color Depth
        0, 0, 0, 0, 0, 0, // Color Bits Ignored
        0, // No Alpha Buffer
        0, // Shift Bit Ignored
        0, // No Accumulation Buffer
        0, 0, 0, 0, // Accumulation Bits Ignored
        16, // 16Bit Z-Buffer (Depth Buffer)
        0, // No Stencil Buffer
        0, // No Auxiliary Buffer
        PFD_MAIN_PLANE, // Main Drawing Layer
        0, // Reserved
        0, 0, 0 // Layer Masks Ignored
     };

위의 코드에 여러가 없다면 우리는 OpenGL Device Context를 성공적으로 얻은 것이지만 만약 DC를 얻지 못한다면 즉, 실패한다면 에

러메세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if (!(hDC=GetDC(hWnd))) // Did We Get A Device Context?
    {
        KillGLWindow(); //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Can't Create A GL Device Context.","ERROR",MB_OK|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 Return FALSE
    }

만약 우리가 OpenGL을 위한 DC를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위에서 기술 것들과 맞는 Pixel Format 찾기를 시도한다. 만약 윈도우즈가 

맞는 Pixel Format이 찾을 수 없다면 에러메세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이때 이 함수가 실패했음을 말하는 False를 반환한다.

    if (!(PixelFormat=ChoosePixelFormat(hDC,&pfd))) // Did Windows Find A Matching    Pixel Format?
    {
        KillGLWindow(); //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Can't Find A Suitable PixelFormat.","ERROR",MB_OK|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 Return FALSE
    }

만약 윈도우가 맞는 픽셀 포맷을 찾았다면 우리는 윈도우즈가 찾은 픽셀포멧 값으로 윈도우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설정될 수 없다면 에

러값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마찬가지로 반환값은 False이다.

    if(!SetPixelFormat(hDC,PixelFormat,&pfd)) // Are We Able To Set The Pixel    Format? 
    {
        KillGLWindow();//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Can't Set The PixelFormat.","ERROR",MB_OK|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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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포맷이 적절하게 셋팅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Rendering Context를 얻어야 한다. 만약 RC를 얻는데 실패했다면 에러메세지를 출력

하고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마찬가지로 반환값은 False이다.

    if (!(hRC=wglCreateContext(hDC))) // Are We Able To Get    A Rendering Context?
    {
        KillGLWindow(); //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Can't Create A GL Rendering Context.", "ERROR", MB_OK|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 Return FALSE
    }

여기까지 에러가 없다면 우리는 RC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에러메세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 그리고 반환값은 

False이다.

    if(!wglMakeCurrent(hDC,hRC)) // Try To Activate The Rendering Context
    {
        KillGLWindow(); //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Can't Activate The GL Rendering Context.", "ERROR", MB_OK|
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 Return FALSE
    }

모든 것이 순조럽게 이루어졌다면 OpenGL 윈도우는 생성되어졌고 우리는 그 윈도우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윈도우를 보이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것을 Foreground 윈도우로 설정하고 포커스를 갖게 한다. 앞으로 ReSizeGLScene를 호출할 것인데 이 함수의 인자는 윈오

우창의 Width와 Height이다. 

    ShowWindow(hWnd,SW_SHOW); // Show The Window
    SetForegroundWindow(hWnd); // Slightly Higher Priority
    SetFocus(hWnd); // Sets Keyboard Focus To The Window
    ReSizeGLScene(width, height); // Set Up Our Perspective GL Screen

마지막으로 InitGL()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에서는 빛과 텍스처,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초기화 루틴이 들어있다. 여기서 InitGL()의 

반환값을 통해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실패하면 False, 성공하면 True이다. 예를 들어서 텍스처를 로딩하는 로틴이 InitGL()에 있다고 

해보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텍스쳐 로딩이 실패했다면 False를 반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에러 메세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

된다.

    if (!InitGL()) // Initialize Our Newly Created GL Window
    {
        KillGLWindow(); // Reset The Display
        MessageBox(NULL,"Initialization Failed.","ERROR",MB_OK|MB_ICONEXCLAMATION);
   
        return FALSE; //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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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성공했다면 윈도우의 생성은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True값을 리턴하여 이 함수를 호출하는 WinMain()

에게 아무런 에러도 없다는 것을 알린다. 역시 에러가 있다면 에러메세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될 것이다.

    return TRUE; // Success
}

다음은 모든 윈도우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했을 때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처리

하라고 말해주었다. 

LRESULT CALLBACK WndProc( HWND hWnd, // Handle For This Window
                                UINT uMsg, // Message For This Window
                                WPARAM wParam, // Additional Message Information
                                LPARAM lParam) // Additional Message Information
{

다음의 uMsg가 메시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Case 문을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

    switch (uMsg) // Check For Windows Messages

uMsg 변수가 WM_ACTIVE일 때 윈도우가 활성 상태(역자주: 최소화 상태가 아닌 상태)인지를 검사해야 한다. 만약 윈도우가 최소화

(역자주: 비활성) 되어었다면 active 변수를 False로 지정할 것이고 우리의 윈도우가 활성 상태라면 active 변수를 True로 지정할 것이

다.

    { 
        case WM_ACTIVATE: // Watch For Window Activate Message
        {
            if (!HIWORD(wParam)) // Check Minimization State
            {
                active=TRUE; // Program Is Active
            }
            else
            {
                active=FALSE; // Program Is No Longer Active
            }
   
            return 0; // Return To The Message Loop
        }

WM_SYSCOMMAND 메시지(시스템 명령)일 경우 우리는 wParam을 검사한다. 만약 wParam이 SC_SCREENSAVE이거나 

SC_MONITORPOWER일 경우 스크린 세이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직전이거나 모니터의 절정 모드로 진입되기 직전이라는 의미이다. 0

을 반환함으로써 스크린 세이버와 모니터 절전 모드의 진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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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WM_SYSCOMMAND: // Intercept System Commands
        {
            switch (wParam) // Check System Calls
            {
                case SC_SCREENSAVE: // Screensaver Trying To Start?
                case SC_MONITORPOWER: // Monitor Trying To Enter Powersave?
                return 0; // Prevent From Happening
            }
            break; // Exit
        }

uMsg가 WM_CLOSE이라면 윈도우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quit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메인 루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done 

변수가 True라는 것은 WinMain()의 루프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이고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역자주: done변수는 다음에 나올 

WinMain()함수에서 정의한 지역변수이다)

        case WM_CLOSE: // Did We Receive A Close Message?
        {
            PostQuitMessage(0); // Send A Quit Message
            return 0; // Jump Back
        }

만약 키보드 키가 눌러졌을 때 우리는 wParam 값을 읽음으로써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 알 수 있다. 필자는 keys[] 배열을 만들어서 해당 

키의 배열 원소의 위치에 True값을 설정한다. 이 방법은 나중에 배열에서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동시에 

여러키가 눌러진 경우도 판별해 낼 수 있다. 

        case WM_KEYDOWN: // Is A Key Being Held Down?
        {
            keys[wParam] = TRUE; // If So, Mark It As TRUE
            return 0; // Jump Back
        }

만약 눌러졌던 키가 다시 놓아졌을 때 wParam값을 읽음으로써 어떤 키가 놓아졌는지 알 수 있다. 필자는 keys[] 배열을 만들어서 해당 

키의 배열 원소의 위치에 False 값을 설정한다.

        case WM_KEYUP: // Has A Key Been Released?
        {
            keys[wParam] = FALSE; // If So, Mark It As FALSE
            return 0; // Jump Back
        }

윈도우의 크기를 재 조정할 때 uMsg는 WM_SIZE 값을 갖는다. 우리는 lParam의 LOWORD와 HIWORD 값을 읽어서 새로운 Width와 

Height을 알아낸다. 우리는 이 새로운 크기를 ReSizeGLScene()에게 넘겨준다. OpenGL의 화면은 이 새로운 화면의 크기로 재설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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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WM_SIZE: // Resize The OpenGL Window
        { 
            ReSizeGLScene(LOWORD(lParam),HIWORD(lParam)); // LoWord=Width, HiWord=Height
            return 0; // Jump Back
        }
    }

더 이상 우리가 처리할 메시지가 없으므로 DefWindowProc를 통해서 그밖의 메시지를 기본 메시지 처리 함수를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한

다.

    // Pass All Unhandled Messages To DefWindowProc
    return DefWindowProc(hWnd,uMsg,wParam,lParam);
}

다음 부분은 우리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의 진입(시작) 부분이다. 우리는 여기서 윈도우 생성 루틴을 호출하며 윈도우 메시지 처리 함수

를 더루며 사용자와 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역자주: 키보드입력)을 다룬다.

int WINAPI WinMain( HINSTANCE hInstance, // Instance
                    HINSTANCE hPrevInstance, // Previous Instance
                    LPSTR lpCmdLine, // Command Line Parameters
                    int nCmdShow) // Window Show State
{

우리는 두 개의 변수를 정의했다. msg는 대기중인 우리가 처리해야할 메시지가 있는지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done변수는 시작할 때 

False 값을 갖는다. 이것은 아직 우리의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done 변수가 False값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된다. done변수가 True 값을 갖는 순간 프로그램은 바로 종료된다.

     MSG msg; // Windows Message Structure
     BOOL done=FALSE; // Bool Variable To Exit Loop

다음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전체화면 모드로 실행시킬 것은지를 묻는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NO 버튼을 클릭하면 fullscreen 변수는 

False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True값을 갖는다. 

    // Ask The User Which Screen Mode They Prefer
    if(MessageBox(NULL,"Would You Like To Run In Fullscreen Mode?", "Start FullScreen?", MB_YESNO|
MB_ICONQUESTION)==IDNO)
    {
        fullscreen=FALSE; // Windowed Mode
    }

다음은 우리의 OpenGL 윈도우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의 제목과 크기와 색상 깊이 인자를 넘겨주고 전체화면 모

드로 실행될 것인지를 전해준다. 바로 이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이처럼 간단하게 코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몇가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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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를 생성하지 못한다면 False값이 넘겨져 오고 프로그램은 즉각 종료된다(return 0)

    // Create Our OpenGL Window
    If (!CreateGLWindow("NeHe's OpenGL Framework",640,480,16,fullscreen))
    {
        return 0; // Quit If Window Was Not Created
    }

다음은 Loop문의 시작이다. done변수가 False일 동안 이 루프는 계속 반복된다.

    while(!done) // Loop That Runs Until done=TRUE
    {

우리가 해야할 가장 처음것은 어떤 메시지가 대기중인가 하는 것이다. PeekMessage() 함수를 통해서 이것을 검사한다. 많은 프로그램

은 PeekMessage()가 아닌 GetMessage()를 사용한다. 그것은 잘작동하지만 GetMessage()는 Paint 메시지나 다른 윈도우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체 멈춰있게 된다. 

    if (PeekMessage(&msg,NULL,0,0,PM_REMOVE)) // Is There A Message Waiting?
    {

다음의 코드는 Quit 메시지가 도착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현제의 메시지가 WM_QUIT이라면 PostQuitMessage() 함수를 실행시키

고 done 변수를 True로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if (msg.message==WM_QUIT) // Have We Received A Quit Message?
        {
            done=TRUE; // If So done=TRUE
        }
        else // If Not, Deal With Window Messages
        {

Quit 메시지가 아닌 경우 우리는 WndProc()와 윈도우즈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해석한후 디스패치시켜야 한다. 

            TranslateMessage(&msg); // Translate The Message
            DispatchMessage(&msg); // Dispatch The Message
        }
    }
    else // If There Are No Messages
    {

처리해야할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OpenGL 화면에 무언가를 그린다. 아래의 첫 번째 코드 라인은 윈도우가 활성상태인지를 검사한다. 

장면은 만들어지고 반환값이 검사되어진다. DrawGLScene()가 False를 반환하거나 ESC키를 눌렀다면 done 변수는 True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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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w The Scene. Watch For ESC Key And Quit Messages From DrawGLScene()
        if ((active && !DrawGLScene()) || keys[VK_ESCAPE]) // Updating View    Only If Active
        {
            done=TRUE; // ESC or DrawGLScene Signalled A Quit
        }  
        else // Not Time To Quit, Update Screen
        {

모든 것이 잘 그려진다면 우리는 버퍼를 바꿔야 한다. (더블 버퍼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에니메이션의 깜박거림 현상을 막을 수 있

다) 더블 버퍼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화면에 모든 것을 그린다. 버퍼가 바꿔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화면은 보여지게 

되고 그전에 보여지는 화면은 다시 않보여지는 화면이 되다. (역자주: 즉 두 개의 화면이 존제하며 하나는 보여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 화면들은 메리상의 기억 공간 즉, 버퍼이다) 

            SwapBuffers(hDC); // Swap Buffers (Double Buffering)
        }

다음의 코드는 2000년 5월 1일에 추가된 코드이다. F1키를 누르면 전체화면 모드에서 윈도우창 모드로 바뀐다. 여기서 다시 F1키를 누

르면 또 윈도우창 모드에서 전체창 모드로 바뀐다.

        if (keys[VK_F1]) // Is F1 Being Pressed?
        {
            keys[VK_F1]=FALSE; // If So Make Key FALSE
            KillGLWindow(); // Kill Our Current Window
            fullscreen=!fullscreen; // Toggle Fullscreen / Windowed Mode
            // Recreate Our OpenGL Window
            if (!CreateGLWindow("NeHe's OpenGL Framework",640,480,16,fullscreen))
            {
                return 0; // Quit If Window Was Not Created
            }
        }
    }
}

done변수가 더 이상 False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우리는 OpenGL 윈도우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헤제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을 종료한다.

    // Shutdown
    KillGLWindow(); // Kill The Window
    return (msg.wParam); // Exit The Program
}

이 튜어리얼에서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설명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OpenGL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ESC 키를 누르면 종료한다. 

나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2주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 한주는 버그를 수정하고 전문 프로그래머들에게 문의를 하는데 보냈다. 그리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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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총 22시간)은 이 HTML 파이를 쓰는데 보냈다. 혹시 할말이나 질문이 있다면 나에게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내가 설명한 것중에 잘못

된 것이 있다면 부디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나는 가장 휼룡한 OpenGL 튜어리얼을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의 피드백에 많은 관심이 있

다.

여기까지가 변역입니다. 

이상으로 튜어리얼의 번역을 끝마친다. 정말 대단한 설명이었다. 변역을 해 나가면서 어쩌렴 이리도 자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열정이 느

껴졌다. 외국의 컴퓨터 관련 서적을 보면 이와 같은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반복되는 부분이라해서 생략하는 법이 없다. 어쩌면 독자에

게 지루한 감을 줄지도 모르지만 더욱 분명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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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playing Points, Lines, Polygons <소스코드 다운로드> 

OpenGL에서 화면상에 점과 선, 그리고 면을 그리는 것은 아주 쉽다. 그려주는 핵심적인 코드를 살펴보자. 먼저 코드를 살펴보

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은 OpenGL의 좌표체계는 3차원 직각좌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X좌표

의 값이 증가하며 아래에서 위쪽으로 Y좌표의 값이 증가한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의 바깓쪽으로 Z값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

한 폴리곤은 한마디로 안이 채워진 도형이며 면(Face)이라는 이다

화면에 점을 그려주는 예

glBegin(GL_POINTS); 
glVertex3f(0.0f, 0.0f, 0.0f); 
glEnd();

화면에 선을 2개 그려주는 예

glBegin(GL_LINES); 
glVertex3f(-1.0f, -1.0f, 0.0f); 
glVertex3f(1.0f, -1.0f, 0.0f); 
glVertex3f(1.0f, 1.0f, 0.0f); 
glVertex3f(-1.0f, 1.0f, 0.0f); 
glEnd();

폴리곤을 그려주는 예

glBegin(GL_POLYGON); 
glVertex3f(-1.0f, -1.0f, 0.0f); 
glVertex3f(1.0f, -1.0f, 0.0f); 
glVertex3f(1.0f, 1.0f, 0.0f); 
glVertex3f(-1.0f, 1.0f, 0.0f); 
glEnd();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위에서 보인 세가지의 코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바로 glBegin과 glEnd라는 구문 

안에 각 점들을 기술해줬다는 것이다. 점들을 기술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차원 직교 자표계로 쉽게 생각할 수 있

다. 세번째인 폴리곤을 그려주는 예에서 4개의 점 좌표를 기술해 줬는데 종이를 준비해서 각 점을 종이에 순서대로 찍어보고 

그 점을 순서 이어보자. 사각형이 그려질 것이다. 폴리곤이므로 처음 좌표와 마지막 좌표가 이어지게 되고 안은 지정된 색으로 

채워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좌표를 기술해 주는 방식이다. 간단하다.

그렇다면 이제 점을 그릴 것인지 선을 그릴것인지, 아니면 폴리곤을 그릴것인지 어떤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역시 눈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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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독자는 이미 그 방법을 위의 코드를 통해서 알것이다. 그렇다. 바로 glBegin이라는 함수를 통해 그 인자로 지시를 해주는 것

이다. GL_POINTS는 점, GL_LINES는 선, GL_POLYGON은 폴리곤을 그려라는 의미이다. 이쯤이라면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코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필자에게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냐는 멜과 함

께 뭐가 이해가 가지 않는지 멜을 가볍게 한통 던져주길 바란다.

여기서 끝마치면 너무 아쉽고 서운하다. 이 코드를 실제적으로 실습해봐야 할것이고 glBegin에 오는 인자가 더 있지나 않나하

는 호기심을 품어야함이 옳다. 먼저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자는 이미 OpenGL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튜어리얼 1

번을 통해서 아주 길게 설명했다. 이 2번 튜어리얼은 1번에서 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다. 먼저 1번 튜어리얼에서제작한 소

스 코드를 살펴보면 DrawGLScane라는 함수가 있다. 바로 이 함수 안에서 그려주는 코드를 삽입하면 되겠다. 폴리곤을 그려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nt DrawGLScene(GLvoid) // Here's Where We Do All The Drawing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Clear Screen And Depth    Buffer
    glLoadIdentity(); // Reset The Current Modelview Matrix

    glTranslatef(0.0f,0.0f,-10.0f);   // 추가된 코드 1

    glColor3f(1.0f, 1.0f, 1.0f);      // 추가된 코드 2

    glBegin(GL_POLYGON);              // 추가된 코드

    glVertex3f(-1.0f, -1.0f, 0.0f);   // 추가된 코드

    glVertex3f(1.0f, -1.0f, 0.0f);    // 추가된 코드

    glVertex3f(1.0f, 1.0f, 0.0f);     // 추가된 코드

    glVertex3f(-1.0f, 1.0f, 0.0f);    // 추가된 코드

    glEnd();                          // 추가된 코드 
    return TRUE; // Everything Went OK
} 

추가된 코드만을 코딩한후에 실행해 보자. 썰렁한 하얀 정사각형이 화면에 그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것임

은 틀림없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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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드를 더 살펴보자. 추가된 코드1과 2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자니 이미 황폐해져 버린 필자의 마지막 남은 양심

을 지킬 수가 없고 해서 설명해야겠다. 먼저 OpenGL은 처음에 초기화 과정에서 원점(0, 0, 0)을 화면의 정중앙에 맞추게 된

다. 이 원점을 중심으로 OpenGL에서 그려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원점에서 우

리가 그린 사각형을 바라봐야 하는데 눈과 사각형이 겹치게 된다. 상상해 보라 독자의 눈과 책이 만날정도로 부착시키면 독자

는 무었을 보게 되는가... 그렇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코드1이 필요한 것이다. 즉 물체를 눈의 위치보다 앞이

나 뒤로 옮겨야 볼수 있는 것이다. 추가 코드1인 glTranslatef(0.0f, 0.0f, -10.0f)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데 물체를 Z축으

로 10.0f만큼 뒤로(-) 옮겨 그리라는 것이다. 이제 추가 코드2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함수 이름에서 직감할 수 있듯이 

그려줄 것에 대한 색을 지정하는 것이다. glColor3f는 세개의 인자를 갖는데 각각의 인자는 Red, Green, Blue 값이며 셋모두 

하한값과 상한값이 0~1 사이를 갖는다. 이 정도면 나머지 것들도 실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아쉬움

이 남지 않는가..... 하지만 일단 그 아쉬움에 대해 후일을 기약하자.

이제 glBegin에 올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으로 한방에 해결하고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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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nslate, Rotate and Scale Objects <소스 다운로드>

이번에는 화면상의 물체(점, 선, 폴리곤,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움직여 보고 회전 시켜 보

며 크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장은 1장의 소스에서 출발을 한다.

먼저 이동과 회전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대상이 되는 간단한 물체를 생성해 보자. 뭐가 좋을까? 정육면체로 하

자. 정육면체는 면이 6개이며 꼭지점이 8개인 물건(?)이다. 꼭지점이 8개 이므로 우리는 8개의 좌표를 알고 있

어야 한다. 다음의 코드는 화면상에 정육면체를 그려주는 glDrawGLScene 함수의 코드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0.0f,-10.0f);
    glColor3f(1.0f, 1.0f, 1.0f);
    glBegin(GL_LINE_LOOP);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glBegin(GL_LINE_LOOP);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glBegin(GL_LINES);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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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TRUE;
} 

2장을 충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다. 이해가 가지 않는 독자가 있다면 2장을 보기 바란다. 

코딩을 끝마친후 실행해보자. 다음은 그 실행 결과이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앞면과 뒷면의 크기가 다르지 않는

가?라고... 답부터 말하자면 앞면과 뒷면의 크기는 분명이 동일하다. 달라보이는 이유는 좀더 사실적인 연출을 

위해 원근감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물체의 이동, 회전, 크기조절(스케일)을 할 물체가 준비되었다. 

먼저 독자에게 주지 시켜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필자가 말한 물체의 이동, 물체의 회전, 물체의 크기조절이라

는 말에서 풍기는 의미전달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 OpenGL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좌표체계를 변경함으로

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물체의 이동에 있어서 실제로 물체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축을 이동시킨후

에 물체를 그려주는 것이다. 회전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좌표축을 지정된 각으로 회전시킨후에 그 회전 좌표축 

상에 물체를 그려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물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자!!

먼저 물체를 이동시켜보자. 왼쪽으로 1.0만큼, 위쪽으로 1.0만큼 좌표체계를 이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될까? 바

로 다음 한줄의 코드가 그러한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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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Translatef(1.0f, 1.0f, 0.0f); 

glTranslatef 함수의 첫번째 인자는 X축으로 이동값, 두번째와 세번째는 각각 Y축과 Z축으로의 이동값이다. 

이 함수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바로 물체를 그려주기 바로 전에 사용하면 되겠다. 다음 코드의 굵은체 

코드가 그 주인공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0.0f,-10.0f);
    glColor3f(1.0f, 1.0f, 1.0f);
           
    glTranslatef(1.0f, 1.0f, 0.0f);
   
    glBegin(GL_LINE_LOOP);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
       .
       .
   
    return TRUE;
}

아래는 실행 결과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체가 이동되었음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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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물체를 회전시켜보는 것을 알아보자. Z축으로 45도 회전시켜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좌표축

을 Z축으로 45도 회전시키는 코드이다.

glRotatef(45.0f, 0.0f, 0.0f, 1.0f)

첫번째 인자는 회전각(60도)이고 나머지 인자들은 X,Y,Z축상의 값들이다. (0.0, 0.0, 1.0)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의미데 회전을 할때는 반드시 회전축이 필요하다. 바로 (0.0, 0.0, 1.0)이 회전축을 지정해 주는 것

이다. 원점에서 (0.0, 0.0, 1.0)을 잇는 선, 바로 이 선이 회전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코드의 위치는 어디인

가? 마찬가지로 물체를 그려주기 바로 전에 위치하면 되겠다.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0.0f,-10.0f);
    glColor3f(1.0f, 1.0f, 1.0f);
           
    glRotatef(45.0f, 0.0f, 0.0f, 1.0f);
           
    glBegin(GL_LINE_LOOP);
    glVertex3f(-1.0f, 1.0f,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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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
         .
         .
           
    return TRUE;
} 

다음은 실행 결과의 화면이다.

어떤가 생각했던 대로 회전이 이루어 졌는가? 

이제 다음으로 물체의 크기조절에 대한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체를 Y축으로 2배 늘려보자. 다른 좌

표축보다 Y축으로 2배의 값으로 증가하는 좌표축을 구성하면 물체도 그에 따라 Y축으로 2배 늘어날 것이다. 

바로 아래가 그러한 일을 하는 코드이다.

glScalef(1.0, 2.0f, 1.0f);

첫번째 인자는 X축 좌표값의 증가배수값이고 두번째와 세번째가 각각 Y, Z축의 좌표값의 증가 배수이다. 두번

째 값을 2.0으로 잡아줌으로써 Y축의 좌표축 값을 다른 축에 비해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코드의 위

http://www.gisdeveloper.co.kr/opengl_tutorials/opengl3/3.htm (5 / 7)2008-09-10 오전 10:50:06



OpenGL Tutorial

치해야할 곳은 또 어디인가? 마찬가지로 물체를 그리기 바로 전에 위치하면 된다.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0.0f,-10.0f);
    glColor3f(1.0f, 1.0f, 1.0f);
   
    glScalef(1.0, 2.0f, 1.0f);
   
    glBegin(GL_LINE_LOOP);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
       .
       .
   
    return TRUE;
} 

또 다음은 그 실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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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체가 Y축으로 2배 길어졌다. 

이로써 물체의 이동, 회전, 스케이링에 대한 장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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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or <소스코드 다운로드>

이번 장에서는 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색을 지정하는 윈도우즈 API로 RGB함수가 있다. 인자를 3개 받

는데 각각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갖으며 0~255사이의 값을 갖는다. OpenGL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것

은 이 3개의 인자로 실수형, 정수형, 배열형 등 다양하게 취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것은 실수형일때

와 정수형일때 각 값이 갖을수있는 범위이다. 실수형에 있어서는 0~1.0사이의 값을 갖으며 정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0~255 사이의 값을 갖는다. 또한 배열을 인자로 받는 경우 그 배열의 각 셀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의 값을 갖는다. OpenGL은 이 3개의 색상값 말고도 하나의 값을 더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알파

(Alpha) 값이다. Alpha값은 투명도라는 특성값이다. 이장에서 Alpha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색에 대한 것들의 대부분이다. 이제 실제 코딩을 통해 익혀보자. 우리는 정육면체를 생성하고 각면에 서

로 다른 색을 지정해 보는 것으로 이장을 마칠까한다. 

우리가 사용할 코드는 1장의 소스코드에서 시작한다.

먼저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한다. 물체를 지속적으로 회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변수이다. 소스 코드의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곳에 아래의 코드를 추가하자.

GLfloat rot = 0.0f;

이제 물체를 그리고 각면에 서로 다른 색을 입히는 코드를 만들어보자. 물체를 그려주는 코드이므로 

DrawGLScene 함수서 코딩을 해주면 된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 0.0f, -5.0f);
    glRotatef(rot, 1.0f, 1.0f, 0.0f);
   
    glBegin(GL_QUADS);

    glColor3f(1.0f, 0.0f, 0.0f); // 1면을 Red으로 칠한다.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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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1.0f, 1.0f, 0.5f); // 2면을 밝은 노란색으로 칠한다.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0.0f, 0.0f, 1.0f); // 3면을 Blue로 칠한다.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1.0f, 1.0f, 0.0f); // 4면을 노란색으로 칠한다.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0.0f, 1.0f, 1.0f); // 5면을 Cyan으로 칠한다.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1.0f, 1.0f, 1.0f); // 6면의 한쪽 꼭지점의 색 지정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1.0f, 0.0f, 1.0f); // 6면의 두번째 꼭지점의 색지정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0.0f, 1.0f, 0.0f); // 6면의 세번째 꼭지점의 색지정
    glVertex3f(1.0f, 1.0f, 1.0f);

    glColor3f(1.0f, 1.0f, 0.0f); // 6면의 네번째 꼭지점의 색지정
    glVertex3f(1.0f, 1.0f, -1.0f);
    glEnd(); 
 
    rot+=1.0f; 

    if(rot>359) rot=1.0f; 
 
    return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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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드에서 중요한 것은 색을 지정하는 방법이다. 일단 색이 한번 지정되면 그 이후로 만들어지는 모든 물체

에 대해서 그 색이 반영이 된다. GL_QUADS으로써 면을 생성하는데 면의 생성에 앞서 색을 지정해주면 그 면

에 지정된 색이 칠해지게 된다.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6번째 면에 대한 색의 지정이다. 색

의 지정을 각 점을 지정할때 마다 해주었는데 이것의 효과는 한 점에서 지정된 색과 다른 한점에서 지정된 색으

로 두 점 사이로 부드러운 색변화로써 색을 지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많이 보는 그라이디언트로 색이 지정되

는 것이다. 

이제 실행해보자. 아래는 그 실행 결과이다.

실제로 6면에 대해서 다른 면과는 다른 모습으로 색이 칠해졌음을 알수있다.

이로써 색에 대한 것들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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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ghting <소스코드 다운로드>

빛,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과연 아름다움이란 존재할까.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보이는 것에는 빛이란 것으로 하여금 아

름다움이나 더 무었다운 것으로 보여지게 한다. 이처럼 중요한 빛의 사용을 OpenGL에서 알아보자. 빛에 대해 설명할 것들은 참으로 

많다.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색에는 빨강, 초록, 파랑이 기본 요소이듯 빛에도 3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주변광(Ambient), 확산광(Diffuse), 반사광

(Specular)이다. 이 세가지에 대한 설명은 OpenGL Super Bible(page 268)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니 잘 읽어두길 바란다.

Ambient Light 

특정한 방향이에서 오는 빛이 아니다. 빛의 근원은 있지만 방 혹은 장면 주위에서 반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광선이다. 

Ambient light에 의해서 조명되는 물체는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진다. 물체를 회전시켜도 Ambient Light에 의해

서 색이 변하지 않는다. 즉, 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 Ambient Light가 그 물체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같은 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Diffuse Light 

특정한 방향으로 비춰지지만, 그 빛의 반사는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빛이 골고루 반사된다 하더라도, 물체를 비스듬히 비출 때보

다 바로 위에서 비출 때가 물체 표면을 더 밝게 보인다. 예로써 형광등의 빛이나 오후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생각하면 된다.

Specular Light 

역시 방향을 가지는 빛이다. 하지만 사방으로 밫을 반사시키는 Diffuse Light와는 달리 특정 방향으로만 뚜렷하게 빛을 반사시킨다. 강

한 Specular Light이 물체에 닿으면 그 표면에 Spot가 생기는데 이것을 Specular Highlight라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빛의 값을 얻는데는 정확한 공식이 없다. 많은 예를 접해봄으로써 느낌으로 익혀야 한다. 과학적 기술에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 빛을 사용하려면 몇가지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다. 첫째로 빛을 비추는 조명이 필요하다. 둘째로 물체가 필요한다. 셋째

로 빛이 물체에 비칠때 반사각을 결정한 법선벡터가 필요하다. 넷째로 물체의 재질이 필요한데 같은 빛이라도 어떤 재질의 물체가 빛

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네가지를 하나 하나 익혀보도록하자.

1. 빛을 비추는 조명(Lighting Model Setting)

OpenGL에는 최대 9개의 독립적이 광원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디폴트 광원이 하나 준비되어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디폴트 광원은 건드리지 않고 독립적인 광원을 설정하여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독립적인 광원은 보다 더 많은 설정 사항이 있어 프

로그래머의 입맛에 맛는 광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광원의 이름은 GL_LIGHT0, GL_LIGHT1, GL_LIGHT2, ... 이다. 

그럼 이 독립적인 광원들이 가지는 속성 값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위에서 말한 세가지 Ambient, Diffuse, Specular Light

값이 있다. 그리고 빛의 위치. 빛이 스포트 라이트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스포트 라이트 값 등이다. 여그서는 빛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

지 못하고(현재 필자의 지식의 한계) Ambient, Diffuse, Specular Light와 빛의 위치들 만으로 빛을 생성하여 보겠다. 특별한 조명 장

치가 아닌 실세계의 모든 빛은 이 장에서 언급하는 것들만으로 충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능력이 확장되는대로 소개할 것을 

약속한다. 사실 그 외의 빛의 속성값에 대한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으나 눈으로 분명하게 느끼지 못해 소개하기가 껄끄럽다.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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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본격적인 빛의 속성값의 설정과 빛의 사용을 지시하는 예를 들어보자.

하나의 가정을 하지 저기 높은 어느 특정한 곳에 전체적으로 노란빛을 띠는 빛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하얀색의 물체는 그 노란색

의 빛을 받아 노란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란빛을 띠는 빛의 속성값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정의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GLfloat ambientLight[] = { 0.25f, 0.25f, 0.0f, 1.0f };     // <1>
GLfloat diffuseLight[] = { 0.9f, 0.9f, 0.0f, 1.0f };       // <2>
GLfloat lightPos[] = { -100.0f, 130.0f, 150.0f, 1.0f };    // <3>
   
glEnable(GL_LIGHTING);                                     // <4>
glLightfv(GL_LIGHT0, GL_AMBIENT, ambientLight);            // <5>
glLightfv(GL_LIGHT0, GL_DIFFUSE, diffuseLight);            // <6>
glLightfv(GL_LIGHT0, GL_POSITION, lightPos);               // <7>
glEnable(GL_LIGHT0);                                       // <8>

1번 코드는 ambient light값을 설정하기 위한 변수이고 2번 코드는 diffuse light값을 설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노란색을 띠는 빛이므

로 Ambient은 약한 노란색이고 Diffuse는 조금 강한 노란색의 속성값을 저장하기 위한 코드이다. 3번 코드는 빛의 위치값을 저장하

기 위한 변수이다. 4번 코드는 우리가 OpenGL에서 빛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5번과 6번, 7번은 빛의 각각의 속성값을 실제로 설정하

기 위한 것인데 모두 GL_LIGHT0라는 빛의 속성을 지정한 것이다. 결국 8번 코드에서 앞에서 GL_LIGHT0의 빛을 사용하겠다고 지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빛의 값은 설정되고 빛이 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빛의 속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Specular Light 속성인데 빛을 정면에서 받을 경우 정면에서 받은 물체의 면이 띠게될 색을 저정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을 정면

에서 받으면 순백색을 띠게 되는데 대부분 하얀색을 이 속성값으로 지정하게 된다. 즉 다음과 같다.

GLfloat specular[] = { 1.0f, 1.0f, 1.0f, 1.0f }; 
glLightfv(GL_LIGHT0, GL_SPECULAR, specular);

이것으로 빛의 속성값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물체를 만들어 보자.

2. 빛을 받는 물체 그리고 면

빛과 물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에 있다. 즉 빛이 물체의 면을 비출때 어떻게 되는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장면을 만들어 낸다. 우리

가 알고 있듯 면에 빛이 비칠때 수직으로 비치는 경우가 아닌라 조금 경사지게 비친다고 해보자. 면에 빛이 들어올때의 각을 입사각이

라고 하고 나갈때의 빛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면 면을 기준으로 서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렇다면 OpenGL은 그 입사각과 반

사각을 어떤식으로 알수있을까? 그것은 법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면에 법선을 정의해줌으로써 빛이 어느 각도로 입사하고 또 반사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법선은 면에 할당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에 하나 이상 정의될수있다. 그러나 면을 이루는 각 점이 같

은 법선백터를 가진다면 그 면은 하나의 법선백터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물체를 정의해줄때 각점에 대해서 법선 백

터를 정의줘야 우리가 원하는 빛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를 위해 다음 그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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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면에는 앞과 뒤가 있다. 빛을 고려한다면 면의 앞면과 뒷면을 분명하게 지정해 줘야 한다. 앞면과 뒷면은 어떤식으로 결정하

는가? 면은 폴리곤이다. 폴리곤은 각 점들로 이루어진 폐각형인데 이 점들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앞면과 뒷면을 결정하게 된다. 

OpenGL은 기본적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면을 지정할 경우 앞면이고 그 면의 다른 방향의 면이 뒷면이 된다. 그러면 왜 OpenGL은 앞면

과 뒷면을 구분하는가? 그냥 면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꼭 필요한 연산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에서 안쪽의 면들

은 연산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불필요한 계산을 피하고자 앞면과 뒷면을 고려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재질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구현을 위해서이다.

정리를 해보자. 빛을 받는 물체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바로 법선백터와 앞면과 뒷면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코드는 그 두가지를 분명하게 고려한 것이다.

 glBegin(GL_QUADS);
 glNormal3f(0.0f, 0.0f, 1.0f);   // <1>
 glVertex3f(1.0f, 1.0f, 1.0f);   // <2>
 glVertex3f(-1.0f, 1.0f, 1.0f);  // <2>
 glVertex3f(-1.0f, -1.0f, 1.0f); // <2>
 glVertex3f(1.0f, -1.0f, 1.0f);  // <2>
   
 glNormal3f(1.0f, 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0.0f, 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1.0f, 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0.0f, -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0.0f, 1.0f, 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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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1>코드가 바로 법선 벡터를 지정한 것인데 시작점은 항상 원점이다. 즉 <1>은 (0,0,0)에서 (0,0,1)까지의 백터이다. OpenGL의 

성능향상을 위해 법선백터는 항상 크기가 1인 단위벡터를 사용한다. 한번 법선 백터를 지정하면 다음으로 지정되는 좌표들은 그 법선

벡터를 갖게 된다. <2>코드들은 면을 구성하는 것인데 앞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지정순서가 반시계방향이다. 나머지 면들

에 대해서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3. 물체의 재질의 설정(Material Setting)

물체가 준비되었으나 아직 빛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같은 모양의 물체라도 나무냐 금속이냐에 따라서 빛이 비치는 모

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물체의 재질이 따라 다르다는 말이다. 물체의 재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도록하자. 

물체가 재질로는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 Ambient, Diffuse, Specualr, Emission, Shiness가 있다. 쉽고 익숙한 말로 풀어보면 

Ambient는 물체가 은은하게 나타내는 색이고 Diffuse는 물체의 주된 색상이다. Specular은 물체가 빛에 정면으로 비칠때 나타내는 

색이고 Emisson은 조금 다른 것으로 발광색이다. Shiness는 빛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물체의 대부분의 경우 Ambient와 Diffuse는 

같은 값을 갖으며 빛을 정면으로 받을때의 색은 순백색이다. Shiness는 Spot Highlight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값은 0~128사이로 

커질수록 그 Spot Highlight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더욱 진하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Shiness가 10정도이고 조금 밝은 회색의 물

체인데 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하얀색인 물체의 재질을 설정하는 것을 코드로 예를 들어보자.

GLfloat gray[] = {0.75f, 0.75f, 0.75f }; 
GLfloat specular[] = {1.0f, 1.0f, 1.0f, 1.0f} 
 
glMaterialfv(GL_FRONT, GL_AMBIENT_AND_DIFFUSE, gray); 
glMaterialfv(GL_FRONT, GL_SPECULAR, specref); 
glMateriali(GL_FRONT, GL_SHININESS, 10);

이렇게 재질이 지정되면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든 물체는 앞에서 설정된 재질로 지정이 된게 된다. 또다른 간단한 재질 설정법이 있는

데 그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glColor3f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Ambient와 Diffuse를 설정할 수 있다. 위의 

코드와 동일한 일을 하는 코드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GLfloat specular[] = {1.0f, 1.0f, 1.0f, 1.0f} 
 
glEnable(GL_COLOR_MATERIAL); 
glColorMaterial(GL_FRONT, GL_AMBIENT_AND_DIFFUSE); 
glColor4f(0.75f, 0.75f, 0.75f, 1.0f); 
glMaterialfv(GL_FRONT, GL_SPECULAR, specref); 
glMateriali(GL_FRONT, GL_SHININESS, 10);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으로 GL_FRONT라는 인자인데 상반되는 인자로 GL_BACK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면의 앞면과 뒷면의 재질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두면을 동시에 같게 설정할 수 있는 인자로 GL_FRONT_AND_BA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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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소스 코드로 이 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사용하는 코드는 1장의 소스 코드이다.

먼저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변수이다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곳에 선언하자.

GLfloat rot = 0.0f;

빛을 설정하고 재질을 설정하는 코드가 들어갈 함수는 initGL 정도가 알맞겠다.

int InitGL(GLvoid) // All Setup For OpenGL Goes Here
{
    GLfloat ambientLight[] = { 0.25f, 0.25f, 0.0f, 1.0f };
    GLfloat diffuseLight[] = { 0.9f, 0.9f, 0.0f, 1.0f };
    GLfloat lightPos[] = { -100.0f, 130.0f, 150.0f, 1.0f };
    GLfloat specular[] = { 1.0f, 1.0f, 1.0f, 1.0f };
    GLfloat specref[] = { 1.0f, 1.0f, 1.0f, 1.0f };
   
    glShadeModel(GL_SMOOTH); // Enable Smooth Shading
    glClearColor(0.0f, 0.0f, 0.0f, 1.0f); // Black Background
    glClearDepth(1.0f); // Depth Buffer Setup
    glEnable(GL_DEPTH_TEST); // Enables Depth Testing

    glEnable(GL_CULL_FACE); // 뒷면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말라

    glFrontFace(GL_CCW);   // 시계방향이 앞면이다.

    glEnable(GL_LIGHTING); // 빛을 사용한다.
   
    glLightfv(GL_LIGHT0, GL_AMBIENT, ambientLight);
    glLightfv(GL_LIGHT0, GL_DIFFUSE, diffuseLight);
    glLightfv(GL_LIGHT0, GL_POSITION, lightPos);
    glLightfv(GL_LIGHT0, GL_SPECULAR, specular);

    glEnable(GL_LIGHT0); // 0번빛을 사용한다.
   
    glEnable(GL_COLOR_MATERIAL);        
    glColorMaterial(GL_FRONT, GL_AMBIENT_AND_DIFFUSE);
    glMaterialfv(GL_FRONT, GL_SPECULAR, specref);
    glMateriali(GL_FRONT, GL_SHININESS, 10);
   
    glDepthFunc(GL_LEQUAL); // The Type Of Depth Testing To Do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 Really Nice Perspective    Calculations
   
    return TRUE; // Initialization Went OK
} 

실제로 물체를 그려주는 코드는 DrawScean 정도 알맞겠다.

int DrawGLScene(GLvoid) // Here's Where We Do All The Drawing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Clear Screen And Depth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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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LoadIdentity(); // Reset The Current Modelview Matrix
    glTranslatef(0.0f, 0.0f, -7.0f);
   
    glColor3f(0.95f, 0.95f, 0.95f);
   
    glRotatef(rot, 1.0f, 1.0f, 1.0f);
    glBegin(GL_QUADS);
    glNormal3f(0.0f, 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1.0f, 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0.0f, 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1.0f, 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0.0f, -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Normal3f(0.0f, 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rot+=1.0f;
    if(rot>359.0f) rot=1.0f;
   
    return TRUE;
}

실제 실행되는 화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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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 밝은 회색의 물체가 노란 불빛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물체가 회전할때마다 빛의 영향으로 현실감있게 색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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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xture Mapping <소스 코드 다운로드>

이번 장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텍스쳐 맵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가장 발전

한 기술이 바로 이 텍스쳐 맵핑이라고 한다. 텍스쳐 맵핑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다. 둠이라는 게임을 해 보았는가? 벽

으로 막힌 건물 안에서 사악한 주인공이 조용이 살고 싶어하는 착한 괴물을 죽이고 다니는 아주 불건전한 겜이다. 여기서 둠에 

나오는 벽을 생각해 보자. 그 벽은 원래 그냥 폴리곤(면)에 불과 했다. 그런데 그 면위에 그림을 입혀 마치 진짜 벽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바로 그림을 폴리곤에 입히는 것을 텍스쳐 맵핑이라고 한다. 그 둠이라는 게임에서 사용한 텍스쳐 맵핑 기술은 아주 

원시적인 기술이다. 둠의 텍스쳐 맵핑은 단지 평평한 면에만 그림을 입힐수있다. 하지만 OpenGL에서는 곡면에도 그림을 입힐

수있다.

대강 텍스쳐 맵핑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접고 OpenGL에서 텍스쳐 맵핑 가운데 2차원 텍스쳐 맵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자. 2차원 텍스쳐 맵핑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준비한 실습 예제는 우리가 지난장에서 만든 정육면체의 각면들에 세가지 그림

을 입히는 것, 즉 그림(텍스쳐)를 맵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시작에 앞서 그 결과를 먼저 보여주겠다.

그 결과를 살며 보았으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5장에서 사용한 소스를 기본으로 해서 

제작해도록 하겠다. 자! 5장의 소스를 비주얼씨++로 열어 보기 바란다.

텍스쳐 맵핑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될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텍스쳐, 즉 그림이다. 이 장에서는 3개의 그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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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L에서는 간단하게 그림 파일(BMP)을 바로 텍스쳐 맵핑 소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그림 파일을 텍스쳐 맵핑 소스로 변

환해 주는 루틴이 필요한다. 다음이 바로 그 루틴이다.

AUX_RGBImageRec *LoadBMPFile(char *filename)
{
    FILE *hFile = NULL;
    if(!filename) return NULL;
   
    hFile = fopen(filename, "r");
    if(hFile) {
        fclose(hFile);
        return auxDIBImageLoad(filename);
    }
   
    return NULL;
}

AUX_RGBImageRec 구조체는 AUX 라이브러리의 함수로 BMP 파일의 크기와 그림 데이타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위의 함수

는 파일 이름 인자를 가지는데 그 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BMP 파일이다. 중요한 함수는 auxDIBImageLoad 함수이고 나머지 모

든 루틴은 파일이 존재하는지을 참조하기 위함이다. 모든 오류에 있어서 NULL 값을 반환한다. 

이제 그림 파일에서 맵핑 소스를 읽어 들이는 루틴이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텍스쳐 맵핑을 OpenGL에서 사용할수있도록 

Setting을 해줘야 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살펴보자.

AUX_RGBImageRec *texRec[3];                                                           //<1>
memset(texRec, 0, sizeof(void *)*3);                                                  //<2>
   
if((texRec[0]=LoadBMPFile("img.bmp")) &&                                              //<3>
   (texRec[1]=LoadBMPFile("img2.bmp")) &&
   (texRec[2]=LoadBMPFile("img3.bmp"))) {
    glGenTextures(3, &tex[0]);                                                        //<4>
    for(int i=0; i<3; i++) {                                                          //<5>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i]);                                         //<6>
        glTexParameteri(GL_TEXTURE_2D, GL_TEXTURE_MIN_FILTER, GL_LINEAR);             //<7>
        glTexParameteri(GL_TEXTURE_2D, GL_TEXTURE_MAG_FILTER, GL_LINEAR);             //<8>
        glTexImage2D(GL_TEXTURE_2D, 0, 3, texRec[i]->sizeX, texRec[i]->sizeY, 0, 
                                           GL_RGB, GL_UNSIGNED_BYTE,texRec[i]->data); //<9>
    }
} else return FALSE;
 
for(int i=0; i<3; i++) {                                                              //<10>
    if(texRec[i]) {
        if(texRec[i]->data) free(texRec[i]->data);
        free(texRec[i]);
    } else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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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able(GL_TEXTURE_2D);                                                              //<11>
glTexEnvi(GL_TEXTURE_ENV, GL_TEXTURE_ENV_MODE, GL_MODULATE);                          //<12>

자,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하자. 

<1> 코드는 우리가 3개의 텍스쳐 맵핑 소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개의 Cell을 갖는 배열을 선언한 것이다. 

AUX_RGBImageRec 구조체 타입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림 파일에서 맵핑 소스를 얻기 위해 사용할 함수의 반환

값을 저장할 목적으로 쓰인다. 

<2> 코드는 메모리 상의 변수를 0으로 만드는 코드인데 굳이 필요치 않는 코드이나 깔끔을 떠는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

는 스타일로 어떤 변수를 사용하기에 앞서 0으로 초기화를 시켜본 경험이 있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3> 코드는 IF 문인데 앞에서 살펴본 그림파일에서 텍스쳐 맵핑 소스를 생성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3가지 그림 파일을 

실제 읽어 들이는 루틴이다. 오류(파일이 없다)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실행점이 IF문의 TRUE 블럭으로 진입한다. 

<4> 코드에서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다. 앞으로 OpenGL의 새로운 함수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glGenTextures 함수는 2개의 

인자를 갖는데 첫째는 우리가 몇개의 텍스쳐 맵핑 소스를 생성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중 가장 첫번째 텍스쳐 

맵핑 소스의 식별자의 주소값이다. 여기서 텍스쳐 맵핑 소스의 식별자라 함은 일단 텍스쳐 맵핑 소스가 생성되었으면 나중에 사

용하기 위해서 그 맵핑 소스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름으로써 정수값을 사용하며 그 정수값을 식별자라 부른다. 그런데 뜸

금없이 tex라는 변수가 튀어 나왔는데 이 변수는 전역 변수 선언부에 다음과 같이 얌전하게 선언되어 있다.

GLuint tex[3];

3개의 텍스쳐를 사용할 것이므로 역시 3개의 Cell을 갖는 배열을 선언하였다. 

<5>번 코드는 FOR 문인데 3번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의 반복당 하나의 텍스쳐 맵핑 소스에 대한 특성을 지정하게 된다. 

<6>코드에 나오는 함수인 glBindTexture는 앞으로 설정할 텍스쳐의 식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첫번째 인자는 텍스쳐가 1차

원(GL_TEXTURE_1D)인지, 2차원(GL_TEXTURE_2D)인지를 지정한다. 두번째 인자는 다음에 설정할 텍스쳐 맵핑의 식별

자가 온다. 이 함수 이후로 이루어지는 텍스쳐 맵핑의 특성에 대한 설정은 모두 앞서 지정된 식별자에 해당하는 텍스쳐 맵핑에 

대한 것이다. 

<7>, <8>번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실제 텍스쳐 맵핑의 크기와 맵핑되어질 물체의 크기가 똑같다

면 간단하게 맵핑을 시키면 되겠으니 작거나 크다면 어떤 식으로 텍스쳐 맵핑 소스를 물체의 크기에 맞게 줄이거나 키울 것인

가? 바로 그 어떻게 줄이거나 키울 것에 대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간법(GL_LINEAR)과 최근점법

(GL_NEAREST)가 있다. 이해가 되었다면 glTexParameteri에 대해서 살펴보자. 세개의 인자를 취하는데 첫번째는 1차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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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차원인지를 지정하는 것이고 두번째 인자는 만약 텍스쳐 맵핑 소스가 맵핑되어질 물체보다 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축소시

켜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GL_TEXTURE_MIN_FILTER와 텍스쳐 맵핑 소스가 맵핑되어질 물체보다 작을 경우 어떤 식으로 확

대시켜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GL_TEXTURE_MAG_FILTER가 온다. 세번째 인자는 실제 그 축소, 확대시키는 방법을 기술하

는데 대표적으로 GL_LINEAR와 GL_NEAREST가 온다. GL_LENEAR이 GL_NEAREST보다 나은 장면을 얻을 수 있으나 속

도가 느리다. 위의 코드에서는 나은 장면을 얻기위해 모든 텍스쳐 맵핑 소스에 대해서 보간법을 사용하였다.

<9>번 코드는 꽤 많은 인자를 요구하는 glTexImage2D라고 하는 놈이다. 모두 9개의 인자를 갖는다. 첫번째는 텍스쳐 이미지

가 1차원인지 2차원인지를 지정하는 것이고 두번째 인자는 항상 0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실 이 인자는 Detail Level을 나타내

는 놈으로 보다 나은 Midmap 텍스쳐 맵핑을 구현할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사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간략하

게 소개하자면 앞에서 우리는 텍스쳐 맵핑 소스가 물체보다 크거나 작을때 맵핑 소스를 줄이거나 키운다고 했다. 하지만 

Midmap 텍스쳐 맵핑은 처음부터 미리 큰 맵핑 소스와 그리고 중간 맵핑 소스, 작은 맵핑 소스등 많은 맵핑 소스를 준비해서 보

다 나은 장면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Midmap 맵핑 소스 이미지들은 프로그래머가 처음부터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고 지정하는 

경우와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계속 인자에 대해 알아보자. 세번째 인자는 생상 구성 요소의 갯수인데 

BMP 파일은 RGB의 세가지 색상요소가 있으므로 3이 온다. 네번재와 다섯번째는 이미지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나타내게 

되고 여섯번째는 이미지의 경계에 대한 픽셀두깨를 지정하게 된다. 이 예제에서 사용하는 그림들은 모두 불필요한 경계가 없으

므로 0이 된다. 일곱번째는 텍스쳐 맵핑 소스의 구성 요소를 분명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GL_COLOR_INDEX, GL_RED, 

GL_GREEN, GL_BLUE, GL_RGB 등 여러 값이 올수있으나 여기서는 GL_RGB로 이미 우리는 그림파일에서 텍스쳐 맵핑을 준

비하는 것이고 그 그림파일은 RGB값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덜번째는 색상 구성 요소들이 갖는 값의 타입을 나타내는데 

모든 BMP파일에 있어서 RGB의 세가지 구성요소들은 부호 없는 Byte형이므로 GL_UNSIGNED_BYTE가 온다. 마지막으로 아

홉번째는 텍스쳐 맵핑 소스의 실제 데이타값(그림 데이타)에 대한 포인터가 온다.

여기까지가 텍스쳐 맵핑 소스를 생성하고 그 맵핑 소스에 대한 특성을 설정하는 것들이다. 이후로 이제 불필요한 할당된 메모리

를 해제하고 텍스쳐 맵핑을 사용한다고 지정하는 것들이 남았다.

<10>번 코드가 바로 이제는 더이상 필요치 않는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코드이다.

<11>은 2차원 텍스쳐 맵핑을 사용하겠노라고 OpenGL에게 알린다.

<12>에 나오는 함수인 glTexEnvi는 세개의 인자를 갖는데 중요한 것은 세번째 인자로써 올수있는 값은 GL_MODULATE와 

GL_BLEND와 GL_DECAL이 올수있다. GL_MODULATE는 화면상의 픽셀 색과 텍스춰의 픽셀 색을 서로 곱하게 된다. 

<12>번 코드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GL_MODULATE로 지정된다. GL_DECAL은 화면상의 픽셀 색을 텍스춰의 픽셀 색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빛에 대해서 전혀 텍스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GL_BLEND는 화면상의 픽셀 색을 텍스쳐의 픽색 색과 섞

고 특정한 색과 결합시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쳐 맵핑 소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이 코드들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간

단하게 OpenGL을 초기화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자. 즉 void InitGL(GLvoid) 함수에 위치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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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이 텍스쳐 맵핑 소스를 물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적용은 실제 물체를 그리는 코드에서 이루어

진다. 다음의 DrawGLScene 함수를들어다 보자.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 0.0f, -7.0f);
   
    glColor3f(0.8f, 0.8f, 0.8f);
   
    glRotatef(rot, 1.0f, 1.0f, 0.0f);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0]); //<1>
    glBegin(GL_QUADS);
    glNormal3f(0.0f, 0.0f, 1.0f);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1]); //<1>
    glBegin(GL_QUADS);
    glNormal3f(1.0f, 0.0f, 0.0f);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
            .
            .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0]); //<1>
    glBegin(GL_QUADS);
    glNormal3f(0.0f, 1.0f, 0.0f);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End();
   
    rot+=1.0f;
    if(rot>359.0f) rot=0.0f;
   
    return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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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의 정육면체를 그릴때의 방법을 약간 변형했는데 5장에서는 한번의 glBegin과 glEnd를 사용하여 모든 면을 그려주었

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각각의 면에 대해서 glBegin와 glEnd를 사용하여 그려주었다. 그 이유는 각 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텍스

쳐 맵핑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살펴 볼것은 면에 대해서 어떤 텍스쳐 맵핑을 사용할 것인지는 앞서 언급한 텍스쳐 맵핑 식별

자를 사용하는데 <1>번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실제 텍스쳐 맵핑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위의 코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면에 대한 각 점들을 지정해 줄때 glTexCoord2f라는 함수를 통해서 텍스쳐 맵핑 좌표를 같이 지정해 주었다는 점이

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텍스쳐 맵핑의 소스는 크기에 상관없는 S-T 자표계를 사용하는데 S-T좌표계라는 시작점은 0

으로 하고 끝점은 1로 한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말이다.

즉 glTexCoord2f를 이용하여 glVertex3f로 지정한 점에 대해 텍스쳐 맵핑 좌표를 설정해 줄때 glVertex3f로 지정한 위치에 

대해 glTexCoord2f 좌표가 서로 일치시켜 그림을 맵핑하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면들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텍스쳐 맵핑 좌표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텍스쳐 맵핑에 대한 것들을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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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utput String on the Screen(Bitmap) <소스 코드 다운 로드>

OpenGL에서 문자를 출력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OpenGL에서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루틴이 준비되

어져 있는가? 대답은 "전혀, 아니다" 이다. 그 이유는 각 플랫폼 OS에 따라 문자를 출력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인지 각 플랫폼마다 각각 그에 맞는 OpenGL API를 확장하여 제공

하는데 문자 출력 부분의 함수도 같이 제공된다. 윈도우즈에서는 위글(WGL)이라 불리우며 Applet은 아글

(AGL), 유닉스 계열의 OS은 XGL의 이름으로 재공된다. 본장은 여러가지 플랫폼들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윈도우즈에서 문자를 출력해 보는 것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즉, 이 장은 다른 OS에서는 이용될수 없다.

우리의 컴퓨터에는 많은 글꼴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고 또 사용되어진다. 이 많은 글꼴들을 OpenGL

에서 사용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자 하나 하나를 Bitmap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문자 하

나 하나를 객체로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Bitmap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이것은 객체가 아니기 때문

에 회전이라든지 확대/축소라든지 텍스쳐 맵핑등 OpenGL에서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제약된다. 

하지만 객체 단위로 처리할 경우 말 그대로 문자 하나 하나가 객체이므로 모든 특수효과를 적용할수 있다. 그러

나 Bitmap에 비하여 객체단위로 문자를 처리하는 것은 많은 어버헤드와 연산 시간이 소요된다. 이장에서는 

Bitmap으로 문자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다음에 장에서 객체를 이용한 문자 출력을 설명하기로 한다. 참

고로 객체 단위로 문자를 처리하는 경우 그 문자를 Outline 형태의 문자라 한다.

이곳에서 사용할 소스 코드는 1장에서 만들어진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전역 변수를 하나 설정하자. 이 변수는 폰트 리스트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GLuint base;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자들을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즉, OpenGL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폰트

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의 코드가 폰트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이다.

GLvoid BuildFont(GLvoid)
{
    HFONT font;                           // <1>
    base = glGenLists(96);                // <2>
    font = CreateFont(-24,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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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FW_BOLD,                // <3-2>
                    FALSE,                // <3-3>
                    FALSE,                // <3-4>
                    FALSE,                // <3-5>
             ANSI_CHARSET,                // <3-6>
            OUT_TT_PRECIS,
      CLIP_DEFAULT_PRECIS,
      ANTIALIASED_QUALITY,
FF_DONTCARE|DEFAULT_PITCH,
                          "Courier New"); // <3-6>
   
    SelectObject(hDC, font);              // <4>
    wglUseFontBitmaps(hDC, 32, 96, base); // <5>
}

<1>번 코드는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폰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이다.

<2>번 코드는 총 96개의 리스트를 만든다. 숫자와 영문자(대, 소문자) 그리고 특수 기호를 모두 합한 갯수이

다. 잠깐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리스트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든다고 할때 그 물체를 하나의 리스트에 

지정해 두면 이후에 또 그 물체가 필요할 경우 지정된 리스트만을 호출해서 필요한 물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이다. 장점이라면 리스트로 미리 물체를 생성해 놓으면 그렇지 않을때보다 속도가 많이 개선된다. 단점

이라면 메모리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스트를 생성하는 함수가 glGenLusts인데 몇개의 리스트를 생성

하는지를 인자로 갖는다. 반환값은 생성된 리스트의 첫번째를 참조하는 기준(Base)값을 리턴한다.

<3-1>번 코드에서 보이는 CreateFont는 Font를 생성하는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아주 많은 인자를 갖는다. 

필자도 이 모든 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자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

다. 첫번재 인자는 폰트의 크기이다. 이 경우 -24인 음수를 주었는데 이는 만약 크기 24인 폰트를 생성하는데 

24인 폰트를 만들수없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크기로 만들어라는 의미에서 음수 형태로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3-2>의 인자는 폰트를 어느 정도로 두껍게 할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다. 주로 갖는 값은 FW_SHIN, 

FW_BOLD, FW_NORMAL 등이 있다. <3-3>은 Italic 모양인지를 지정하는 것이고 <3-4>는 언더라인 형

태인지를, <3-5>는 Strike Out 형태인지를 Boolean 형태로 지정한다. <3-6>은 생성할 폰트의 Char Set

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영문자에 대해서는 ANSI_CHARSET이면 충분하고 한국 윈도우즈의 경우 

HANGUL_CHARSET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다음장에서 설명할 Outline 형태의 문자 출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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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L_CHARSET으로 지정해야만 된다. 그리고 벳딩과 같은 그림문자 기호는 SYMBOL_CHARSET으

로 지정해야 원하는 바를 얻을수 있다. 그리고 <3-6>은 사용하기를 원하는 폰트의 이름을 지정한다. 이 함수

에 대한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길 바란다.

<4>번 코드는 생성한 폰트를 해당 DC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코드이다.

<5>번 코드는 OpenGL이 사용하는 DC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통해서 폰트 리스트를 생성하는 위글 함수이

다. 위글 함수는 윈도우즈에서만 제공되는 함수이다. 첫번째 인자는 DC의 헨들, 두번째는 코드값과 밀접한데 

우리가 ASCII 코드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다. 즉 두번째는 ASCII 코드값중에서 몇번부터 사용할 것인

지를 지정한다. 세번째는 두번째에서 지정한 코드에서부터 몇개의 코드를 취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위의 코드

는 32번 코드에서부터 총 96개의 문자를 취해 리스트를 생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네번째 인자는 생성될 

리스트의 기준이 될 변수이다. 이 코드가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되겠다.

리스트를 생성했다면 생성된 것들을 반환하는 함수도 필요하다. 다음의 코드가 그와 같은 것이다.

GLvoid KillFont(GLvoid)
{
    glDeleteLists(base, 96);
}

glDeleteLists 함수로써 첫번재 인자는 메모리 상에서 제거할 리스트의 기준값이 오고 두번째는 그 기준에서

부터 몇개의 리스트를 제거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이제 사용할 폰트 리스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제 이 준비된 리스트를 화면상에 찍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출력한 물자열을 인자로 받아 출력해 주는 함수이다.

GLvoid glPrint(const char *text)
{
    glPushAttrib(GL_LIST_BIT);                         //<1>
    glListBase(base - 32);                             //<2>
    glCallLists(strlen(text), GL_UNSIGNED_BYTE, text); //<3>
    glPopAttrib();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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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코드는 리스트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로 

중요치 않으나 또 다른 다른 리스트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리스트를 위해서 리스트 상태를 저장해 두는 것

이다.

<2>번 코드는 사용하고자 하는 리스트의 기준을 OpenGL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준에서 32를 뺐는데

(base-32) 우리가 위에서 폰트 리스트를 생성할때 ASCII 코드중에서 32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3>번 코드는 실제적으로 리스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 그려주는 핵심이 된다. text 변수는 문자열 배열

이다. 우리가 ASCII에서 'A'는 65번이다. 'B'는 66번이다. text 변수에 "ABC"라는 문자가 있다고 해보자. 

text는 문자열 배열이라고 볼수있고 각 셀의 값은 부호없는 Byte형이다. 모두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것은 곧 첫번재 셀에는 65가 두번째 셀에는 66이 세번째 셀에는 67의 Unsigned Byte Type의 값이 들어있

는 것과 동일하다. 이부분을 이해했다면 glCallLists를 살펴보자. 첫번재 인자는 해석해야될 셀의 겟수를 나타

내고 두번째는 셀의 데이타 타입을 세번째는 그 셀의 배열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하나 하나의 셀을 순서대로 

처리해서 화면상에 그려주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셀이 처리되면 자동으로 다음에 처리될 셀을 위해 좌표가 오

른쪽으로 이동된다.

자! 이제 화면상에 글자를 그려주는 함수까지 준비가 되었다. 이제 위에서 만든 것들을 사용만 하면 되겠다. 먼

저 initGL(GLvoid) 함수에 위에서 만든 BuildFont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폰트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한다. 

int InitGL(GLvoid)
{
    glShadeModel(GL_SMOOTH);
    glClearColor(0.0f, 0.0f, 0.0f, 0.5f);
    glClearDepth(1.0f);
    glEnable(GL_DEPTH_TEST);
    glDepthFunc(GL_LEQUAL);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 NEW //////////////////////////
    BuildFont();
    ///////////////////////// NEW //////////////////////////
   
    return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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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WinProc 함수의 WM_CLOSE를 처리하는 부분(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종료될때 실행된다)에서 

KillFont 함수를 추가한다.

case WM_CLOSE:
{
    ///////////////////////// NEW //////////////////////////
    KillFont();
    ///////////////////////// NEW //////////////////////////
    PostQuitMessage(0);
    return 0;
}

자 이제 문자열을 화면상에 그려주는 것만 남았다. 무언가를 그려주는 코드는 항상 DrawGLScene(GLvoid) 

부에 위치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코드를 살펴보자.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 0.0f, -4.0f);
    glBegin(GL_QUADS);
    glColor3f(0.0f, 0.0f, 0.0f); glVertex2f(-1.0f, -1.0f);
    glColor3f(1.0f, 0.0f, 0.0f); glVertex2f(1.0f, -1.0f);
    glColor3f(0.0f, 1.0f, 0.0f); glVertex2f(1.0f, 1.0f);
    glColor3f(0.0f, 0.0f, 1.0f); glVertex2f(-1.0f, 1.0f);
    glEnd();
   
    glColor3f(1.0f, 1.0f, 1.0f);      //<1>
    glRasterPos2f(-1.4f, 0.0f);       //<2>
    glPrint("Dip2K's OpenGL Forum");  //<3>
   
    return TRUE;
}

노란색의 코드가 새롭게 추가된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 코드이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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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코드는 그려줄 비트맵의 색을 지정하는 코드이다. 비트맵 역시 glColor로써 색을 지정한다.

<2>번 코드는 우리가 어디에 문자를 그려줄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다. Bitmap의 문자는 특별이 위치를 지

정해 주는 함수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glRasterPos2f가 그 함수이다. 첫번째는 X좌표이고 두번째는 Y

좌표를 나타낸다. Bitmap은 Perspective가 적용되지 않으며 항상 Ortho 모드로만 적용된다.

<3>번 코드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이다.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넣어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다음은 최종적인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이다.

어떤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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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utput String on the Screen(Outline) <소스 코드 다운 로드>

지난장에서는 비트맵으로 문자를 출력했었다. 이번에는 문자를 객체로 처리하는 방법인 Outline Font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 장의 시작은 7장의 소스 코드에서 시작한다.

전역 변수를 2개 추가하자. Outline Font로써 문자를 처리하면 일반 객체처럼 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문자를 회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변수 하나와 Outline Font 문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 변수

인 gmf을 선언한다. 배열이 96개인 이유는 ASCII의 코드중에서 숫자, 영문자와 특수문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GLuint base; 
GLfloat rot = 0.0f; // <New> 
GLYPHMETRICSFLOAT gmf[96]; // <New>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자들을 Outline Font로써 리스트에 등록 저장하는 것이다. 즉, OpenGL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폰트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의 코드가 폰트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이다.

GLvoid BuildFont(GLvoid)
{
    HFONT font;
    base = glGenLists(96);
    font = CreateFont(-12,
                        0,
                        0,
                        0,
                  FW_BOLD,
                    FALSE,
                    FALSE,
                    FALSE,
           HANGUL_CHARSET,                // <1-1>
            OUT_TT_PRECIS,
      CLIP_DEFAULT_PRECIS,
      ANTIALIASED_QUALITY,
FF_DONTCARE|DEFAULT_PITCH,
                        "Comic Sans M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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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Object(hDC, font);
   
    wglUseFontOutlines(hDC,               // <2-1>
                        32,               // <2-2>
                        96,               // <2-3>
                      base,               // <2-4>
                      0.1f,               // <2-5>
                      0.5f,               // <2-6>
         WGL_FONT_POLYGONS,               // <2-7>
                          gmf);           // <2-8>
}

지난장에서 설명했던 것은 제외하고 새로운 것만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1>의 코드를 살펴보자. 기억력이 좋은 독자는 지난장에서의 <1-1>의 코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가? ANSI_CHARSET이였다. 하지만 한글 윈도우즈에서는 Outline Font를 사용할때 ANSI_CHARSET로 해

주면 Outline Font를 얻을수없다.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서는 HANGUL_CHARSET으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1-2>에서 폰트를 바꾸었다. 지난장과 같이 폰트를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실제 Outline Font의 리스트를 얻어오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2-1>에서 보이는 wglUseFontOutlines가 바로 그것이다. 총 8개의 인자가 필요한데 하나 하나 알아보자.

<2-1> 코드는 OpenGL과 연결되어 있는 DC에서 폰트 정보를 얻기 위한 DC의 핸들이다.

<2-2> 코드는 ASCII에서 시작할 코드의 번호이고 <2-3> 코드는 <2-2>코드에서 지정된 코드에서 몇개

의 문자를 얻을 것인지를 지정하는 갯수값이다.

<2-4> 코드는 실제 리스트를 만들때 기준이 되는 값을 지정하는 것이다.

<2-5> 코드는 폰트로부터 얼마나 정밀하게 객체를 생성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0.0값이 가장 정말하게 만들

수있다.

<2-6> 코드는 Z축으로 문자 객체의 두깨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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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코드가 가질수있는 값은 2가지인데 첫째는 WGL_FONT_POLYGONS와 WGL_FONT_LINES이다. 

첫째는 면으로 구성된 폰트 객체를 생성하고 두번째는 라인만으로 구성된 폰트 객체를 생성한다.

<2-8> 코드는 실제 생성된 각각의 문자에 대한 Outline 정보가 저장되는 배열 변수이다.

리스트를 생성했다면 생성된 것들을 반환하는 함수도 필요하다. 다음의 코드가 그와 같은 것이다. 이미 지난장

에서 만들었고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GLvoid KillFont(GLvoid)
{
    glDeleteLists(base, 96);
}

glDeleteLists 함수로써 첫번재 인자는 메모리 상에서 제거할 리스트의 기준값이 오고 두번째는 그 기준에서

부터 몇개의 리스트를 제거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이제 사용할 폰트 리스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제 이 준비된 리스트를 화면상에 찍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출력한 물자열을 인자로 받아 출력해 주는 함수이다. 이미 지난장에서 만들었고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GLvoid glPrint(const char *text)
{
    glPushAttrib(GL_LIST_BIT);                         //<1>
    glListBase(base - 32);                             //<2>
    glCallLists(strlen(text), GL_UNSIGNED_BYTE, text); //<3>
    glPopAttrib();                                     //<4>
}

자! 이제 화면상에 글자를 그려주는 함수까지 준비가 되었다. 이제 위에서 만든 것들을 사용만 하면 되겠다. 먼

저 initGL(GLvoid) 함수에 위에서 만든 BuildFont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폰트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한다. 

int InitGL(GLvoid)
{
    glShadeModel(GL_SM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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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ClearColor(0.0f, 0.0f, 0.0f, 0.5f);
    glClearDepth(1.0f);
    glEnable(GL_DEPTH_TEST);
    glDepthFunc(GL_LEQUAL);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 NEW //////////////////////////
    BuildFont();
    glEnable(GL_LIGHTING);           // <1>
    glEnable(GL_LIGHT0);             // <2>
    glEnable(GL_COLOR_MATERIAL);     // <3>
    ///////////////////////// NEW //////////////////////////
   
    return TRUE;
}

위의 코드를 보면 새롭게 추가된 코드가 3개이다. <1>과 <2>는 빛을 켜는 코드이고 <3>은 색상을 추적하

여 물체의 재질을 설정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가 새로운 독자는 빛과 재질에 대한 장을 보기 바란다.

그리고 WinProc 함수의 WM_CLOSE를 처리하는 부분(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종료될때 실행된다)에서 

KillFont 함수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미 지난장에서 추가하였다.

case WM_CLOSE:
{
    ///////////////////////// NEW //////////////////////////
    KillFont();
    //////////////////////// NEW //////////////////////////
    PostQuitMessage(0);
    return 0;
}

자 이제 문자열을 화면상에 그려주는 것만 남았다. 무언가를 그려주는 코드는 항상 DrawGLScene(GLvoid) 

부에 위치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코드를 살펴보자.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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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Translatef(0.0f, 0.0f, -6.0f);
   
    glColor3f(0.90f, 0.9f, 1.0f);
    glScalef(1.0f, 2.0f, 1.0f);
    glRotatef(rot, 0.0f, 1.0f, 0.0f);
    glTranslatef(-1.0f, -0.3f, 0.0f);
    glPrint("Dip2K");
    rot += 1.0f;
   
    return TRUE;
}

DrawGLScene 함수의 구현은 모두 새롭게 작성되어졌다.

기본 흐름은 옅은 파랑색으로 재질을 설정하며 Y축으로 물체(문자)를 늘렸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Y축으로 1

도씩 회전시키는 에니메이션으로써 분명하게 문자의 3차원임일 확인한다. 비트맵의 경우 특별하게 문자의 위

치를 지정하는 함수가 따로 있었던데 반해서 Outline Font는 단지 객체이므로 따로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은 최종적인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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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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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sing the Quadrics <소스 코드 다운 로드>

Quadrics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하겠다. Quadrics은 공간상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적 모양이란 원뿔, 원통, 원판, 구 등을 말한다. 즉 Quadrics를 사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위에서 

언급한 물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Quadrics를 사용하여 물체를 만들고 시연해보자 !!

먼저 Quadrics를 이용하여 물체를 만들기 전에 Quadrics를 생성하여야 한다. Quadrics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속성이란 그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자 하는 것의 위치(원점)과 값(반지름 등등), 광원 모드, 텍스쳐 모

드, 그리고 그리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호출할 CallBack 함수들을 말한다. Quadrics를 생성하는 방법

은 쉽다. 제공되는 Factory(생성) 함수가 있으니 말이다.

GLUquadricObj *obj; 
obj = gluNewQuadric();

생성은 위의 코드가 전부이다. 간단하다. 나중에 생성된 Quadric객체의 인스턴스 변수인 obj를 이용하여 물체

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함수는 gluCylinder, gluDisk, gluSphere가 있고 미래에 더 추가될 것이다. 이 함수들

은 첫번째 인자로 Quadric 객체를 요구하고 각 함수에 따라 실린더 모양을 그릴것인지 디스크 모양을 그릴것

인지 구 모양을 그릴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그릴 물체에 대한 속성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

가? 예를 들어서 물체를 Wire Frame 형태로 그릴것인지 Solid 형태로 그릴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또한 Solid 형태로 그린다면 물체의 면을 Flat형태로 그릴것인지 Smooth하게 그릴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하

는가? 법선벡터의 방향을 바깓쪽으로 할것인지 안쪽으로 할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Quadric로 생성한 객체에 대해 텍스쳐 맵핑을 할경우 텍스쳐 맵 좌표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게 할것인가 아니

면 않할것인가의 지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일단 Quadric 객체가 생성되면 다음의 함수를 통해서 그 속성을 설정할수있다.

1. void gluQuadricDrawStyle(GLUquadricObj *obj, GLenum drawStyle)

이 함수의 첫번째인자는 속성을 설정할 Quadric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터가 오며 두번째 변수에 

올수있는 값은 GLU_FILL, GLU_LINE, GLU_SILHOUETTE, GLU_POINT가 온다. Wire Frame 형태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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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GLU_LINE가 필요하고 Soild 형태를 원한다면 GUL_FILL이 그리고 단지 점만으로 그리기를 원한다

면 GLU_POINT가 온다. GLU_SILHOUETTE는 선으로 외부 모서리만을 그리게 된다.

2. void gluQuadricNormals(GLUquadricObj *obj, GLenum normals)

위의 함수는 법선벡터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데 법선 벡터에의해서 빛에 대한 영향이 결정된다는 것은 지난 

"빛"에 대한 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 함수의 첫번째 인자는 역시 Quadric의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터

를 갖고 두번째 인자에 올수있는 인자의 값에는 GLU_NONE, GLU_FLAT, GLU_SMOOTH가 온다. 

GLU_NONE는 법선벡터를 생성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빛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GLU_FLAT는 면이 깍인것처럼 보이도록 법선벡터를 생성하고 GL_SMOOTH는 면이 부드럽게 보이도록 즉, 

물체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보이게 법선 벡터를 생성한다.

3. void gluQuadricOrientation(GLUquadricObj *obj, GLenum orientation)

이 함수는 법선벡터의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첫번째 인자는 Quadric의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

터를 갖고 두번째 인자가 갖을 수 있는 값에는 GLU_OUTSIDE와 GLU_INSIDE가 온다. GLU_OUTSIDE는 

법선벡터를 물체에 대해서 바깓쪽으로 법선벡터의 방향을 지정하고 GLU_INSIDE는 법선벡터를 물체에 대해

서 안쪽으로 방향을 지정하도록 생성한다.

4. void gluQuadricTexture(GLUquadricObj *obj, GLboolean textureCoords)

이 함수는 텍스쳐 맵핑 좌표를 생성할 것인지 않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첫번째 인자는 Quadric의 인스

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두번째 인자가 갖을 수 있는 값에는 GL_TRUE와 GL_FALSE이다. 

GL_TRUE로 할경우 텍스쳐 맵핑 좌표를 생성하며 GL_FALSE는 텍스쳐 맵핑 좌표를 생성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Quadric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함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체를 그려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용할 기본 소스는 1장의 소스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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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Quadric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자. 코드 전체에서 이 변수를 참조하므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곳에 선언한다.

GLUquadricObj *obj;

이제 Quadric를 생성해야 한다. OpenGL을 초기화 시키는 부분인 InitGL 함수부에서 끝부분쯤에 다음의 코드

를 추가한다.

obj = gluNewQuadric();                   // <1>
gluQuadricDrawStyle(obj, GLU_FILL);      // <2>
gluQuadricNormals(obj, GLU_SMOOTH);      // <3>
gluQuadricOrientation(obj, GLU_OUTSIDE); // <4>
gluQuadricTexture(obj, GL_FALSE);        // <5>
   
glEnable(GL_LIGHTING);                   // <6>
glEnable(GL_LIGHT0);                     // <7>
glEnable(GL_COLOR_MATERIAL);             // <8>

<1>번 코드는 실제적으로 Quadric 객체를 생성시키는 코드이다.

<2>번 코드는 Solid 형태로 물체를 그린다는 것이고 <3>번은 면에 대해서 부드럽게 그린다는 것이고 <4>

번은 법선벡터의 방향을 물체에 대해서 바깓쪽으로 향하도록 법선벡터를 생성하라는 의미이다. <5>번은 텍스

쳐 맵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므로 텍스쳐 맵핑 좌표를 생성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5>~<8>번은 빛을 활성화시키고 칼라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물체의 재질을 설정하라고 지시한다. 참고로 

LIGHT0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에서 값이 설정되어 있는 빛이다. 필자의 그래픽 

카드(G400)에서는 휼룡하게 작동했다.

자! 이렇게 해서 Quadric 객체를 생성했고 그 속성을 설정했으며 나머지 빛과 재질에 대한 설정 또한 끝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생성했으니 나중에 필요치 않으면 메모리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에 대한 불문

율이다. Quadric 객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언인가?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코드의 위치는 WinMain 함수의 끝

부분쯤에 위치한다.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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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luDeleteQuadric(obj); // 추가 코드
   
    // Shutdown
    KillGLWindow(); // Kill The Window
         
    return (msg.wParam); // Exit The Program
}

이제 실제적으로 Quadirc객체를 이용하여 물체를 그리는 작업만 남았다. 그리는 작업은 DrawGLScene 함수

에 위치한다. 다음은 그 함수에 대한 코드 전체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static GLfloat rot = 0.0f;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 0.0f, -15.0f);
   
    glPushMatrix();
    glTranslatef(-5.0f, 0.0f, 0.0f);
    glRotatef(rot, 1.0f, 1.0f, 1.0f);
    glTranslatef(0.0f, 0.0f, -2.0f);
    glColor3f(0.6f, 0.6f, 1.0f);
    gluCylinder(obj, 1.0f, 1.0f, 4.0f, 16, 4);              //<1>
    glPopMatrix();
   
    glPushMatrix();
    glTranslatef(0.0f, 0.0f, 0.0f);
    glRotatef(rot, 1.0f, 1.0f, 1.0f);
    glColor3f(0.6f, 0.6f, 1.0f);
    glColor3f(1.0f, 0.6f, 0.6f);
    gluDisk(obj, 0.2f, 1.6f, 16, 4);                        //<2>
    glPopMatrix();
   
    glPush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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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Translatef(5.0f, 0.0f, 0.0f);
    glRotatef(rot, 1.0f, 1.0f, 1.0f);
    glColor3f(0.6f, 0.6f, 1.0f);
    glColor3f(0.6f, 1.0f, 0.6f);
    gluSphere(obj, 1.5f, 24, 24);                           //<3>
    glPopMatrix();
   
    rot += 1.0f;
    if(rot > 359.0f) rot = 1.0f;
   
    return TRUE;
}

새롭게 추가된 코드는 노란색으로 나타냈다. 실제 중요한 Quadric 객체를 그리는 코드에 대해서만 설명하도

록 한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해당 장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1>번 코드에서는 gluCylinder 함수를 사용했는데 첫번째 인자는 Quadric의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터

가 온다. 두번째 인자는 실린더의 밑부분의 반지름 크기이고 세번째는 실린더의 윗부분의 반지름 크기이다. 네

번째는 실린더의 길이를 지정하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Slice의 수를 여섯번째는 Stack의 수를 나타낸다. Slice

를 높일수록 실린더의 모양이 보다 부드러워진다. WireFrame 모드로 설정해서 그려본다면 분명하게 그 내용

을 파악할수있다. 실린더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뚫려있다.

<2>번 코드는 gluDisk를 사용하는데 첫번째 인자는 Quadric의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터가 온다. 두번째

는 디스크의 안쪽 뚤린 원에 대한 반지름이고 세번째는 디스크의 바깓쪽에 대한 반지름이다. 네번째는 Slice의 

갯수이고 다섯번째는 loop의 갯수이다.

<3>번 코드는 gluSphere인데 첫번째 인자는 Quadric의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포인터가 온다. 두번째는 구

의 반지름값이고 세번째는 slice의 갯수이고 네번째는 stacks의 갯수가 온다.

자, 이제 실행하는 것만 남았다. 아래는 그 실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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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ransparent by The Blending <소스 코드 다운 로드>

이 장은 OpenGL의 Blend 기능을 이용하여 투명한 물체를 만들어 보는 것을 예로써 Blend를 설명하고 한다.

OpenGL에서 대부분의 특수효과는 Blending를 이용한다. 블랜딩은 이미 화면상에 그려진 픽셀의 색과 이제 바로 같은 

위치에 그려질 픽셀의 색의 조합하는 방식이다. 어떤식으로 색상을 조합하는 지는 알파값과 블랜딩 함수에 의해 정해진

다. 알파값이란 보통 색상을 지정할때 4가지 구성요소중 마지막 네번째 값이다. 지금까지 색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GL_RGB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에는 알파값이 없다. 알파값의 추가를 위해 GL_RGBA를 사용할수있다. 그리고 알파값

을 포함한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 glColor3f 대신 glColor4f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파값을 물체의 불투명 정도라고 생각한다. 알파값 0.0은 완전한 투명이고 1.0은 완전이 불투명하

다. 

블랜딩 공식  
(Rs Sr + Rd Dr , Gs Sg + Gd Dg , Bs Sb + Bd Db , As Sa + Ad Da)

OpenGL은 두픽셀간의 블랜딩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위의 공식을 이용한다. s와 d의 꼬리 글자는 원본(Source)와 대상

(Destination) 픽셀을 나타낸다. S와 D 요소는 블랜딩 요소이다. 이러한 값들이 어떤 방식으로 블랜딩할것인지를 지정

한다. 또한 r, g, b, a의 첨자는 색의 3요소(빨강, 초록, 파랑)과 알파값이다. S와 D의 일반적인 값으로는 S에 대해서는 

(As, As, As, As) (줄여 말하면, 원본 알파값)이며 D에 대해서는 (1, 1, 1, 1) - (As, As, As, As) (줄여 말하면, 1 

- 원본 알파값)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블랜딩 공식을 만들어 낸다.

( Rs As + Rd (1 - As), Gs As + Gd (1 - As), Bs As + Bs (1 - As), As As + Ad (1 - 
As) ) 

이 공식은 투명/반투명 효과를 낼수 있다.

우리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블랜딩을 사용할 수 있다. 물체를 투명하게 그릴때는 Depth Buffer 사용을 막는다. 어

떤 물체의 앞에 투명한 물체를 그릴때 투명한 물체를 통해서 그 뒤의 그 물체가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블랜딩에 대한 수학적, 개론적인 설명을 접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예를 통해 블랜딩을 접해보자. 사용할 소스는 

6장에서 만든 코드를 이용하기로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투명한 정육면체(?), 바로 이것이다. 실제 결과를 미리 보인다. 아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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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차이점은 정육면체의 면이 투명해서 반대쪽 면까지도 보인다는 것이다. 텍스쳐 맵

핑 소스를 보다 그럴싸한 것으로 변경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또 다른 멋진 결과가 나온다. 직접 해보기 바란다.

이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블랜딩을 위해서 초기화 시켜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초기화는 InitGL 함수에서 해

준다. 기존의 소스 코드에서 삭제되고 추가거나 변경될 코드를 설명하자면 먼저 glEnable(GL_CULL_FACE)를 삭제한

다. 왜냐하면 이 코드는 면의 앞면에 대해서만 그리고 뒷면을 그리지 않게 하는 코드인데 그렇게 하면 투명한 면을 통해

서 그 뒷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glEnable(GL_DEPTH_TEST)를 glDisable(GL_DEPTH_TEST)로 변경

한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다. 그리고 물체의 재질에 대해 설정해 주는 모든 코드를 삭제한다. 사실 텍스쳐 맵

핑을 입힌 물체는 더 이상 재질이 필요없을 뿐더러 블랜딩 효과에서는 재질의 성질이 블랜딩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둔탁

한 느낌의 결과를 얻을수밖에 없다. 재질에 관계되는 코드들을 제거한다. 제거할 코드는 다음 InitGL 함수의 전체 구현 

소스를 보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랜딩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지정하고 블랜딩 함수를 지정하는 코드이다.그 두 

코드는 다음과 같다.

glBlendFunc(GL_SRC_ALPHA, GL_ONE);
glEnable(GL_BLEND);

첫번째는 블랜딩 함수를 지정해 주는 코드이다. 첫번째 인자인 GL_SRC_ALPHA는 원본 픽셀에 대한 블랜딩 계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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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방식인데 원본칼라를 원본 알파값으로 곱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인자는 대상 픽셀에 대한 블랜딩 계수를 계

산하는 방식인데 그냥 대상 칼라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블랜딩 계수는 1이 되겠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두 픽

셀값이 합해져서 최종 픽셀값으로 처리되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블랜딩을 이용한 투명한 물체를 생성하는 초기화 코드이다. 아래에 전체 코드를 기록하니 참고바란다. 노랜

색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int InitGL(GLvoid)
{
    GLfloat ambientLight[] = { 0.25f, 0.25f, 0.25f, 1.0f };
    GLfloat diffuseLight[] = { 0.9f, 0.9f, 0.9f, 1.0f };
    GLfloat lightPos[] = { -100.0f, 130.0f, 150.0f, 1.0f };
    GLfloat specular[] = { 1.0f, 1.0f, 1.0f, 1.0f };
   
    AUX_RGBImageRec *texRec[3];
    memset(texRec, 0, sizeof(void *)*3);
   
    if((texRec[0]=LoadBMPFile("img.bmp")) &&
       (texRec[1]=LoadBMPFile("img2.bmp")) &&
       (texRec[2]=LoadBMPFile("img3.bmp"))) {
        glGenTextures(3, &tex[0]);
        for(int i=0; i<3; i++) {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i]);
            glTexParameteri(GL_TEXTURE_2D, GL_TEXTURE_MIN_FILTER, GL_LINEAR);
            glTexParameteri(GL_TEXTURE_2D, GL_TEXTURE_MAG_FILTER, GL_LINEAR);
            glTexImage2D(GL_TEXTURE_2D, 
            0, 
            3, 
            texRec[i]->sizeX, 
            texRec[i]->sizeY, 
            0, 
            GL_RGB, 
            GL_UNSIGNED_BYTE, 
            texRec[i]->data);
        }
    } else return FALSE;
   
    for(int i=0; i<3; i++) {
        if(texRec[i])
        {
            if(texRec[i]->data) free(texRec[i]->data);
            free(texRec[i]);
        } else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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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nable(GL_TEXTURE_2D);
    glTexEnvi(GL_TEXTURE_ENV, GL_TEXTURE_ENV_MODE, GL_MODULATE);
   
    glShadeModel(GL_SMOOTH);
    glClearColor(0.0f, 0.0f, 0.0f, 1.0f);
    glClearDepth(1.0f);
    // glEnable(GL_CULL_FACE); //<DELETED>
    glFrontFace(GL_CCW);
    glEnable(GL_LIGHTING);
   
    /////////// NEW ///////////////////////////////
    glBlendFunc(GL_SRC_ALPHA, GL_ONE);
    glEnable(GL_BLEND);
    /////////// NEW ///////////////////////////////
    glDisable(GL_DEPTH_TEST); //<MODIFIED>
   
    glLightfv(GL_LIGHT0, GL_AMBIENT, ambientLight);
    glLightfv(GL_LIGHT0, GL_DIFFUSE, diffuseLight);
    glLightfv(GL_LIGHT0, GL_POSITION, lightPos);
    glLightfv(GL_LIGHT0, GL_SPECULAR, specular);
    glEnable(GL_LIGHT0);
   
    // glEnable(GL_COLOR_MATERIAL); // <DELETED>
    // glColorMaterial(GL_FRONT, GL_AMBIENT_AND_DIFFUSE); // <DELETED>
    // glMaterialfv(GL_FRONT, GL_SPECULAR, specref); // <DELETED>
    // glMateriali(GL_FRONT, GL_SHININESS, 10); // <DELETED>
   
    glDepthFunc(GL_LEQUAL);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return TRUE;
}

자 이제 실제 물체를 그려주는 코드를 살펴보자. 변경된 부분은 단 한줄이다. 즉 색상을 지정할때 알파값을 추가하는 것

이다. 아래는 glDrawScene 함수의 일부분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 0.0f, -7.0f);
   
    glColor4f(1.0f, 1.0f, 1.0f, 0.2f); // <ADD Alph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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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Rotatef(rot, 1.0f, 0.1f, 0.4f);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0]);
    glBegin(GL_QUADS);
    glNormal3f(0.0f, 0.0f, 1.0f);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
        . 

위의 노란색 코드가 유일한 변경 코드인데 알파값으로 0.2를 주었다. 이것은 투명도가 80%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것으로 블랜딩을 이용한 투명한 객체를 만들어 보는 것을 마친다. 재미 삼아 다른 텍스쳐 맵핑 소스에 대한 그림 파일

만을 바꿔서 실행본 결과를 아래에 제시한다.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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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rite Processing by The Blending <소스 코드 다운로드>

이번장에서는 블랜딩의 또 다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주제로 2차원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프라이트 처리 기법에 

대한 예이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준비되어있다. 첫째는 바탕화면 그림이고 둘째는 스프라이트가 될 이미지, 그리고 셋째는 스프

라이트 이미지와 배경과의 조화를 위한 마스크 이미지이다.

 

(배경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미지) 

  
 

(마스크 이미지) 

  

위의 이미지가 섞여서 다음과 같은 스프라이트 효과를 얻는것이 이장의 목표이다.

 

(최종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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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는 OpenGL을 사용해서 위에서 주어진 스프라이트 이미지에서 위와 아래에 그려진 캐릭터의 두개의 동작을 주기적

으로 반복해서 실제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장은 6장의 소스 코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들은 배경 이미지와 스프라이트 이미지와 마스크 이미지를 읽어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텍스쳐 맵핑 소스의 

형태로 읽어들어야 한다. 먼어 이 세가지의 이미지를 읽어들이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미지를 읽어들이는 코드는 InitGL 

함수에서 해준다. InitGL 함수의 구현 부분을 완전이 새롭게 기술한다. 그 코드는 아래와 같다.

int InitGL(GLvoid)
{
    AUX_RGBImageRec *texRec[3];
    memset(texRec, 0, sizeof(AUX_RGBImageRec *));
    if((texRec[0]=LoadBMPFile("Image/back.bmp")) &&
       (texRec[1]=LoadBMPFile("Image/sprite.bmp")) &&
       (texRec[2]=LoadBMPFile("Image/mask.bmp"))) {
        glGenTextures(3, &texture[0]);
 
        for(int i=0; i<3; i++) {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i]);
            glTexParameteri(GL_TEXTURE_2D, GL_TEXTURE_MIN_FILTER, GL_NEAREST);
            glTexParameteri(GL_TEXTURE_2D, GL_TEXTURE_MAG_FILTER, GL_NEAREST);
            gluBuild2DMipmaps(GL_TEXTURE_2D, 3, texRec[i]->sizeX, texRec[i]->sizeY, GL_RGB, 
GL_UNSIGNED_BYTE, texRec[i]->data);
        }
    } else return FALSE;
   
    for(int i=0; i<3; i++) {
        if(texRec[i]) {
            if(texRec[i]->data) free(texRec[i]->data);
            free(texRec[i]);
        } else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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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nable(GL_TEXTURE_2D);
    glTexEnvi(GL_TEXTURE_ENV, GL_TEXTURE_ENV_MODE, GL_MODULATE);
    glShadeModel(GL_SMOOTH);
    glClearColor(0.0f, 0.0f, 0.0f, 0.5f);
    glClearDepth(1.0f);
    glDepthFunc(GL_LEQUAL);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return TRUE;
}

6장의 소스 코드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바뀐 중요한 것은 맵핑 소스로 사용될 그림 파일이 3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위 코드의 노란색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glTexParameteri의 세번째 인자가 

GL_NEAREST로 변경되었다. GL_LINEAR로 사용할 경우 그림이 나쁘게 표현하면 누그러져(?)버리게 되는데 이점을 막기위

함이다.

세개의 텍스쳐 맵핑 소스를 사용하는데 텍스쳐 맵핑 소스의 식별자로 사용되는 전역변수로 선언된 GLuint tex[3] 코드의 변수

이름을 texture로 변경하기 바란다. 즉 다음과 같게 말이다.

GLuint texture[3];

자 이제 텍스쳐 맵핑 소스를 얻는 것은 이쯤에서 됬고 이제 실제로 스프라이트 효과를 나타내보자. 먼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먼저 사각형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그 사각형의 폴리곤에 배경 이미지로 텍스쳐 맵핑을 한다. 이렇게 하면 배경은 간단

이 완성된다. 그리고 작은 사각형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마스크 이미지로 텍스쳐 맵핑을 시키는데 이때 블랜딩 함수로 

(GL_DST_COLOR, GL_ZERO)를 사용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작은 사각형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 이미지

로 텍스쳐 맵핑을 시키는데 이때의 블랜딩 함수로 (GL_ONE, GL_ONE)을 사용한다. 이때 두개의 작은 사각형의 폴리곤은 모

두 똑 같은 크기이며 동일한 좌표에 위치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스프라이트 효과를 간단이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그 구

현 코드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static GLuint frame = 0;                                            // <1>
    static GLfloat x = -5.0f;                                           // <2>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Translatef(0.0f, 0.0f, -10.0f);
   
    glEnable(GL_DEPTH_TEST);                                            // <3>
    glDisable(GL_BLEND);                                                // <4>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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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Begin(GL_QUADS);                                                  // <6-1>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5f, -1.5f, 0.0f);           // <6-2>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5f, -1.5f, 0.0f);            // <6-3>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5f, 1.5f, 0.0f);             // <6-4>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5f, 1.5f, 0.0f);            // <6-5>
    glEnd();
   
    glDisable(GL_DEPTH_TEST);                                           // <7>
    glEnable(GL_BLEND);                                                 // <8>
    glBlendFunc(GL_DST_COLOR, GL_ZERO);                                 // <9>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2]);                           // <10>
    glBegin(GL_QUADS);                                                  // <11-1>
    glTexCoord2f(0.0f, frame*0.5f); glVertex3f(-.5f+x, -.5f, 0.0f);     // <11-2>
    glTexCoord2f(1.0f, frame*0.5f); glVertex3f(.5f+x, -.5f, 0.0f);      // <11-3>
    glTexCoord2f(1.0f, frame*0.5f+0.5f); glVertex3f(.5f+x, .5f, 0.0f);  // <11-4>
    glTexCoord2f(0.0f, frame*0.5f+0.5f); glVertex3f(-.5f+x, .5f, 0.0f); // <11-5>
    glEnd();
   
    glBlendFunc(GL_ONE, GL_ONE);                                        // <12>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1]);                           // <13>
    glBegin(GL_QUADS);                                                  // <14-1>
    glTexCoord2f(0.0f, frame*0.5f); glVertex3f(-.5f+x, -.5f, 0.0f);     // <14-2>
    glTexCoord2f(1.0f, frame*0.5f); glVertex3f(.5f+x, -.5f, 0.0f);      // <14-3>
    glTexCoord2f(1.0f, frame*0.5f+0.5f); glVertex3f(.5f+x, .5f, 0.0f);  // <14-4>
    glTexCoord2f(0.0f, frame*0.5f+0.5f); glVertex3f(-.5f+x, .5f, 0.0f); // <14-5>
    glEnd();
   
    if(frame == 0) frame = 1;                                           // <15-1>
    else frame = 0;                                                     // <15-2>
   
    Sleep(50);                                                          // <15-3>
   
    x += 0.025f;                                                        // <15-4>
    if(x>6.0f) x=-5.0f;                                                 // <15-5>
   
    return TRUE;
}

코드 하나하나 짚어 보며 살펴보자.

<1> 번 코드를 살펴보기에 앞서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보자. 이 이미지는 두개의 캐릭터 모습을 담고 있다. 즉 위쪽

과 아래쪽에 각각 모습을 담고 있는데 바로 <1>번 코드의 frame이 위쪽과 아래쪽 모습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 줄것인지를 나타

내게 된다. 즉 frame가 0이면 아랫쪽 모습을 1이면 위쪽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2> 번 코드는 캐릭터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사용되는 좌표 변수이다.

<3>, <4> 번 코드는 배경 이미지를 그리기에 앞서 Depth Buffer를 사용하게 하고 블랜딩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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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그릴때는 블랜딩 기능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배경은 배경 자체로 그대로 그려져야 하기때문이다.

<5> 번 코드는 배경을 그리기 위해 배경 텍스쳐 맵핑 소스를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6> 번 코드들은 실제로 사각형 폴리곤을 그리고 배경 텍스쳐 맵핑을 사용해서 배경 그림을 화면상에 그려준다.

<7> 번 코드 부터는 드디어 스프라이트를 그려주는 코드의 시작인데 먼저 Depth Buffer의 사용을 막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블랜딩 기능을 사용할때는 블랜딩 함수에 적용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Depth Buffer를 사용하

지 않는다.

<8> 번 코드는 블랜딩 기능을 활성 시킨다.

<9> 번 코드는 블랜딩 함수를 지정하게 된는데 마스크 이미지에 대한 블랜딩 처리에 대한 함수는 반드시 (GL_DST_COLOR, 

GL_ZERO)이여야만 한다.

<10> 번 코드는 마스크 이미지의 텍스쳐 맵핑 소스를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11> 번 코드들은 작은 사각형에 마스크 이미지의 텍스쳐 맵핑을 해주는 코드이다. frame 변수와 x변수의 사용을 눈여겨 보

기 바란다. frame 변수를 사용해서 텍스쳐 좌표의 각각 정확히 위, 아래의 반만을 취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여기까지 코드가 도

달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까지 얻게 된다.

이제 위의 그림 위에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올려 놓기만 하면 되는데 <12> 번 코드 이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12> 번 코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위한 블랜딩 함수를 지정하는데 (GL_ONE, GL_ONE)여야만 한다.

<13> 번 코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텍스쳐 맵핑 소스를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14> 번 코드들은 역시 <11>번 코드들과 동일한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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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과 <15-2>코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담긴 두개의 동작을 서로 반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frame 변수를 항상 0이

나 1의 값을 반복적으로 갖도록 해주는 코드이다.

<15-3>은 화면의 갱신이 너무 빨라서 0.2초간 지연을 시켜주는 임시적으로 사용한 함수이다.

<15-4>와 <15-5>의 코드는 스프라이트를 앞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x변수를 증가시키는 코드들이다.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 스프라이트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간단하지 않은가?? 이제 OpenGL을 이용해서 2차원 

게임도 만들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OpenGL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를 구현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는

데 그것은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크기로 쉽게 키우거나 줄일수있다는 것이고 또한 원하는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

다가 OpenGL의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지원받을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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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og  <소스코드 다운로드> 

이장에서는 OpenGL에서 안개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OpenGL은 안개 효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트릭을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 효과를 위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안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OpenGL에서 제공하는 안개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사실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GL_EXP와 GL_EXP2

이고 다른 하나는 GL_LINEAR이다. GL_EXP와 GL_EXP2는 밀도라는 값을 이용해서 화면 전체에 지정된 안

개의 색으로 마치 자욱한 연기 안에 물체들이 놓여있는 듯한 효과를 낸다. GL_LINEAR은 안개가 이제 막 시작

되는 깊이와 안개가 완전하게 들이워져서 더 이상 물체가 보이지 않을 깊이를 지정함으로써 사실 가장 실제적

인 안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코딩에 들어가보자. 6장에서 만든 코드에서

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안개에 대해서 설정해야 할 값들이 있다. initGL 함수의 구현부에 다음과 같은 배열을 선언한다.

GLfloat fogColor[] = { 1.0f, 1.0f, 1.0f, 1.0f };

위의 배열은 안개의 색상을 지정하데 쓰인다. 안개에도 빨간 안개, 노란 안개, 파란 안개 등 찢어진 안개만 빼

고 어떤 색의 안개가 가능하다. ^^;;

다음으로 initGL에서 수정해야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배경색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경

색을 완전한 검정색으로 사용했음을 알고 있는가? 즉 다음의 코드가 이와같은 일을 처리했었다.

glClearColor(0.0f, 0.0f, 0.0f, 1.0f);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개를 보다 리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배경색 조차도 안개의 색에 마춰야 한다. 다음과 같

이 변경하자.

glClearColor(1.0f, 1.0f, 1.0f, 1.0f);

다음에 initGL에서 추가해야할 것은 안개에 대한 설정값들이다. 다음의 코드를 추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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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Fogi(GL_FOG_MODE, GL_LINEAR); // <1> 
glFogfv(GL_FOG_COLOR, fogColor); // <2> 
glFogf(GL_FOG_DENSITY, 0.3f); // <3> 
glHint(GL_FOG_HINT, GL_NICEST); // <4> 
glFogf(GL_FOG_START, 5.5f); // <5> 
glFogf(GL_FOG_END, 7.0f); // <6> 
glEnable(GL_FOG); // <7>

<1>번은 안개 모드를 GL_LINEAR로 해준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GL_LINEAR와 GL_EXP, GL_EXP2

와 같은 안개의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2>번은 안개의 색을 지정하는 코드이다.

<3>번은 안개의 밀도를 지정하는 것인데 GL_EXP, GL_EXP2에서만 사용되는 값이다.

<4>번은 안개에 대한 연출에 있어서 가장 멋있게 보이도록 OpenGL에게 신경써 달라는 요청이다.

<5>번은 GL_LINEAR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안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Z축 값)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6>번은 GL_LINEAR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안개가 완전이 들이워져서 물체가 더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

가 되는 깊이(Z축 값)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7>번은 이렇게 설정한 값들을 이용해서 안개 효과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끝이다! ^^

이렇게 해주면 안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래는 그 결과 화면이다.

http://www.gisdeveloper.co.kr/opengl_tutorials/opengl12/12.htm (2 / 4)2008-09-10 오전 10:53:40



OpenGL Tutorial

 
<GL_LINEAR>

어떤가? 차라리 안개라기 보다 눈속에 파뭍친 것 같지 않은가? ^^

안개 효과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이제 GL_EXP모드의 안개에 대해서 알아보자. GL_EXP 모드를 사용하기 위

해서 변경해야 코드는 위에서 설펴본 코드중에 <1>번 코드의 두번재 인자를 GL_EXP로 변경하고 <3>번 코

드에서 적절한 밀도값을 설정하기만 하면된다. 그렇게 설정했을때 나타나는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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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EXP>

마치 구름속에 파뭍힌 것 같다. 참고로 GL_EXP2는 GL_EXP보다 같은 밀도라고 해도 더 짙은 안개 효과를 나

타낸다.

자!! 이렇게 해서 안개에 대한 것들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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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lection <소스 코드 다운 로드>

이 장에서는 OpenGL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들를 화면상에 그렸고 화면상의 물체들중에 하나의 물체를 마우스로 클릭

했을때 어떤 물체가 클릭되었는지 즉, 어떤 물체가 픽킹(Picking)되었는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OpenGL에서 사용자와의 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방법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현제 필자는 이 Selection 기법에 대한 충분한 사용법만을 알고 있을뿐이며 그 내부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리에 대해 설명은 현재로써는 필자의 능력밖이며 나중에 능력이 닺는데로 이 장의 내용을 보완

해 나갈 것이다.

바로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보자. 이 장은 1장에서 얻은 소스 코드에서 시작한다.

먼저 화면상에 무엇을 그릴것인지 생각해보자. 다음의 화면이 우리가 그릴 최종적인 모양새이다.

위의 그림을 필자와 같이 살펴보자. 화면상에는 노란색, 파랑색, 시얀색, 초록색의 솔리드 구가 있으며 그 중앙에 빨간

색 와이어 구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구들을 보기 좋게 연결해 놓은 것처럼 밝은 파란색의 선들을 그려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마우스로 각각의 다섯개의 구와 구들을 연결해 놓은듯한 선에 대해서 클릭할 경우 무엇이 클릭되었는지를 알려

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초록색 구를 클릭하면 화면상에 "Green Solid Sphere"라는 메세지가 나오도록 하

고 각각의 구들을 연결해 놓은 선들을 클릭하면 단순하게 "Line"이라는 메세지를 출력해 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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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OpenGL 내부에서 처리되므로 별다른 복잡한 연구가 필요치 않아 다행이다. 최근에 필자는 이 홈페이지의 방

문자로부터 이 방법으로 선택되지 않는 물체가 있다는 글을 읽었다. 필자가 시험해 본 바로는 OpenGL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선택됨을 확인했다. 단 주의해야할 것은 Nurb인데 Selection을 위해 Nurbs의 

GLU_AUTO_LOAD_MATRIX를 꺼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릴 것들과 선택할 것들에 대한 결정이 끝났으므로 이제 위의 모양새로 그려져주는 코드를 작성해보

자. 다음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DrawGLScean 함수의 구현부이다.

int DrawGLScene(GLvoid)
{
    static GLfloat rot = 0.0f;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glInitNames();                     // <1>
   
    glEnable(GL_LIGHTING);
   
    glPushName(100);                   // <2-1>
    glPushMatrix();
    glColor3f(1.0f, 0.0f, 0.0f);
    auxWireSphere(0.3);
    glPopMatrix();
    glPopName();                       // <2-2>
   
    glPushName(101);                   // <3-1>
    glPushMatrix();
    glColor3f(0.0f, 1.0f, 0.0f);
    glTranslatef(-1.0f, -1.0f, 0.0f);
    auxSolidSphere(0.3f);
    glPopMatrix();
    glPopName();                       // <3-2>
   
    glPushName(102);                   // <4-1>
    glPushMatrix(); 
    glColor3f(0.0f, 0.0f, 1.0f);
    glTranslatef(1.0f, 1.0f, 0.0f);
    auxSolidSphere(0.3f);
    glPopMatrix();
    glPopName();                       // <4-2>
   
    glPushName(103);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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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PushMatrix();
    glColor3f(1.0f, 1.0f, 0.0f);
    glTranslatef(-1.0f, 1.0f, 0.0f);
    auxSolidSphere(0.3f);
    glPopMatrix();
    glPopName();                       // <5-2>
   
    glPushName(104);                   // <6-1>
    glPushMatrix();
    glColor3f(0.0f, 1.0f, 1.0f);
    glTranslatef(1.0f, -1.0f, 0.0f);
    auxSolidSphere(0.3f);
    glPopMatrix();
    glPopName();                       // <6-2>
   
    glDisable(GL_LIGHTING);
    glPushName(105);                   // <7-1>
    glColor3f(0.7f, 0.7f, 1.0f);
    glBegin(GL_LINES);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1.0f, -1.0f);
   
    glVertex2f(0.0f, 1.5f);
    glVertex2f(0.0f, -1.5f);
   
    glVertex2f(1.5f, 0.0f);
    glVertex2f(-1.5f, 0.0f);
   
    glVertex2f(1.5f, 1.5f);
    glVertex2f(-1.5f, -1.5f);
    glEnd();
    glPopName();                      // <7-2>
   
    glColor3f(1.0f, 1.0f, 1.0f);
    glBegin(GL_LINES);                // <8>
    glVertex2f(-1.5f, 1.5f);
    glVertex2f(1.5f, -1.5f);
    g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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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TRUE;
}

위의 코드중에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중요한 코드만들 살펴보자.

<1> 번 코드는 Name Stack을 초기화하는 코드이다. Name Stack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설명되어야할 것이 

있다.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물체를 선택했을때 어떤 물체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 물체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물체의 이름은 간단이 숫자로 정해준다. Name Stack이란 바로 이 물체의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다.

<2-1>번 코드인 glPushName(100)은 이 코드 이후로부터 <2-2>코드, glPopName() 이전까지 그려지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지정된 이름(여기는 100이다)을 붙이겠다는 의미이다. 즉, 빨간색 와이어 구에 대해서 100이라는 이름

을 붙여주는 것이다.

<3-1>번 코드인 glPushName(101)은 이 코드 이후로부터 <3-2>코드, glPopName() 이전까지 그려지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지정된 이름(여기는 101이다) 을 붙이겠다는 의미이다. 즉, 초록색 솔리드 구에 대해서 101이라는 이

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4>~<7>번 코드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목해야 할것은 <8>번인데 이 코드에는 아무 이

름도 붙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8>번 코드는 하얀색 선을 그려주는데 나중에 이 하얀색 선을 클

릭하였을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게 있다. 바로 InitGL 함수의 초기화 부분이다. 간단하니 살펴보기 바란다. 추가된 부분은 따

로 명시했다.

int InitGL(GLvoid)
{
    glShadeModel(GL_SMOOTH);
    glClearColor(0.0f, 0.0f, 0.0f, 0.5f);
    glClearDepth(1.0f);
    glEnable(GL_DEPTH_TEST);
    glEnable(GL_COLOR_MATERIAL);
    glEnable(GL_LIGHT0);
    glDepthFunc(GL_LEQUAL);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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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TRUE;
}

자 이렇게 해서 물체를 그려줬고 물체에 이름까지 붙여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끝마쳤다. 이제 마우스로 클릭한 점을 인

자로 받아 그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작성해보자. 다음은 그 함수이다.

void SelectObjects(GLint x, GLint y)
{
    GLuint selectBuff[64];                                // <1>
    GLint hits, viewport[4];                              // <2>
   
    glSelectBuffer(64, selectBuff);                       // <3>
    glGetIntegerv(GL_VIEWPORT, viewport);                 // <4>
    glMatrixMode(GL_PROJECTION);                          // <5>
    glPushMatrix();                                       // <6>
    glRenderMode(GL_SELECT);                              // <7>
    glLoadIdentity();                                     // <8>
    gluPickMatrix(x, viewport[3]-y, 2, 2, viewport);      // <9>
    gluPerspective(45.0f,ratio,0.1f,100.0f);              // <10>
    glMatrixMode(GL_MODELVIEW);                           // <11>
    glLoadIdentity();                                     // <12>
    DrawGLScene();                                        // <13>
    hits = glRenderMode(GL_RENDER);                       // <14>
    if(hits>0) ProcessSelect(selectBuff);                 // <15>
    glMatrixMode(GL_PROJECTION);                          // <16>
    glPopMatrix();                                        // <17>
    glMatrixMode(GL_MODELVIEW);                           // <18>
}

참으로 설명할게 많다.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1>번 코드는 나중에 물체가 선택되면 그 선택된 물체의 이름이 바로 이 selectBuff에 저장되게 된다.

<2>번 코드에는 두개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 hits 변수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된 물체가 몇개나 되는지 하는것

인데 만약 물체 두개가 겹쳐있을때 그 겹친 부분을 클릭했을시에 물체는 모두 2개가 선택되게 된다. 이때 hits의 값은 

2가 될것이다. 그리고 viewport는 OpenGL을 초기화하는 코드에서 glViewPort라는 함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 

함수에서 윈도우의 클라이언트 시작점과 크기를 명시해줌으로써 OpenGL이 사용하게 되는 영역을 알려주는데 그때 

전해 주었던 값들을 다시 얻어와 저장해주는 변수이다. viewport[0]에는 윈도우의 클라이언트 영역의 원점의 x좌표

인 0이 viewport[1]은 윈도우의 클라이언트 영역의 원점의 y좌표인 0이 담기며 viewport[2]는 클라이언트 영역의 

너비값이 viewport[3]은 클라이언트 영역의 높이 값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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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코드는 Select Buffer로 사용될 버퍼의 크기와 그 버퍼로 사용될 메모리 영역을 잡아주는 것이다. 

glSelectBuffer의 첫번째 변수가 그 크기이고 두번째 변수가 그 메모리 영역이다. 여기서는 64개로 주어졌으며 <1>

번 코드에서 정의한 selectBuffer를 사용한다. 64개를 선언했으므 우리는 동시에 총 16개(64/4)의 겹친 물체에 대해

서도 판별할 수 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물체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 선택된 물체는 버퍼의 4번째 셀에 클릭

된 물체의 이름을 저장하고 다 다음 물체는 버퍼의 8번째에 저장되며 또 그 다음은 12번째에 저장되게 된다. 이렇게 4

의 배수로 저장될 버퍼의 셀의 위치가 증가된다. 그렇다면 그 외의 셀들에는 어떤 값들이 저장되는 것인가? 필자도 분

명하게 알지 못하므로 여기서 소개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떤 물체를 선택했느냐를 알아보는데는 중요치 않은 값들임

에 틀임없는 것 같다.

<4>번 코드는 <2>번 코드에서 설명한 View Port의 영역값을 얻어오는 것이다.

<5>번 코드는 Projection Mode로 전환되는데 먼저 어떤 물체가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물체

를 선택을 위한 버퍼 영역에 다시금 모든 물체를 한번 더 Selection을 위한 버퍼에 그려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

자가 처음 이장을 쓸때 막막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어찌하야 모든 물체를 한번더 그려줘야 하는지, 그 내부적으

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이 반으로 줄어들지나 않을런지(같은 장면을 2번 그려줘

야 하므로)와 같은 의구심과 불안감이 필자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다. 어찌되었든 <5>코드는 모든 물체를 다시금 그

려주기 위해서 일단 Projection Mode 로 변환하고 Selection을 위한 버퍼의 투시법을 설정해주는 것이다.

<6>번 코드는 Projection Mode의 행렬값을 저장해 놓는 코드이다. 나중에 복원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7>번 코드는 물체를 그려줄때, 즉 렌더링할때의 Render Mode를 Selection Buffer에 렌더링 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다.

<8>번 코드는 Projection Mode를 초기화(단위 행렬) 시켜주는 코드이다.

<9>번 코드는 내부적으로 Selection을 위한 Picking 행렬을 생성해 주는 코드인데 첫번째 인자는 마우스로 클릭한 

곳의 x좌표이고 두번째는 y좌표인데 클라이언트 영역의 높이 값에서 y좌표값을 빼주었는데 이것은 OpenGL의 좌표체

계가 y축은 아래로 갈수록 감소하는것에 기인한 것이라 짐작할수있는데 필자의 또 다른 생각은 OpenGL의 Bug로 보

인다(OpenGL 1.0에서는 단지 y좌표값을 사용하지만 1.1~1.2부터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클라이언트 영역의 높

이 값에서 빼줘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세번째와 네번째 값은 마우스로 클릭했을시에 꼭 그 좌표(x,y)만이 아닌 

그 주변으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 물체까지도 선택되도록 하는 여유분값이다. 즉 값을 2로 줌으로써 (x,y)위치로부

터 1~2픽셀에 위치한 물체도 선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번째 인자는 우리가 앞서 구한 viewport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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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코드는 Projection Mode의 투영값을 설정하는 것인데 맨처음 OpenGL을 설정할때 사용했던 투영값과 동일

한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똑 같은 위치에 물체가 그려지기 때문이다. ratio 변수는 전역 변수로써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GLfloat ratio;

이 변수의 값의 설정은 기존에 있는 ReSizeGLScene 함수에서 해주는데 그 함수를 살펴보자.

GLvoid ReSizeGLScene(GLsizei width, GLsizei height)
{
    if (height==0) {
               height=1;
    }
   
    glViewport(0,0,width,height);
   
    glMatrixMode(GL_PROJECTION);
    glLoadIdentity();
   
    ratio = (GLfloat)width/(GLfloat)height; // NEW
    gluPerspective(45.0f,ratio,0.1f,100.0f); // MODIFIED
   
    glMatrixMode(GL_MODELVIEW);
    glLoadIdentity();
}

<11>번 코드는 이제 물체를 그리기 위에 Model View 모드로 전화하는 것이다. 

<12>번 코드는 Model View를 단위벡터로 초기화한다.

<13>번 코드는 DrawGLScene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더 Selection Buffer에 그려준다.

<14>번 코드는 이제 물체를 Selection Buffer에 그리지 말고 일번적인 Render Buffer에 물체를 그리라는 것이다. 

이 코드의 따 다른 중요한 것인 그 반환값에 있다. 몇개의 물체가 선택되었는지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값을 조사함으로

써 물체가 선택되었는지를 않되었는지를 판별할수있다.

<15>번 코드가 hits 값을 조사하여 다시 ProcessSelect라는 새로 만든 함수를 통해서 선택된 물체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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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코드와 <17>코드는 Projection Mode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다.

<18>번 코드는 다시 Model View 모드로 전환하는 코드이다.

참으로 짧은 코드이지만 이리 저리 빙빙 도는 정리가 않되는 코드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필자 역시 

처음에 그렇게 마찬가지였다. Selection의 내부 과정을 알수없기 때문인것 같다. 하지만 Selectiion 을 위한 코드는 위

의 형태가 항상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므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다 라고 그냥 사용해도 될 것같다.

이제 <15>번 코드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ProcessSelect 함수를 보도록 하자. 다음이 그 함수이다.

void ProcessSelect(GLuint index[64])
{
    switch(index[3]) {
        case 100: MessageBox(hWnd, "Red Wire Sphere", "Selection", MB_OK); break;
        case 101: MessageBox(hWnd, "Green Solid Sphere", "Selection", MB_OK); break;
        case 102: MessageBox(hWnd, "Blue Solid Sphere", "Selection", MB_OK); break;
        case 103: MessageBox(hWnd, "Yellow Solid Sphere", "Selection", MB_OK); break;
        case 104: MessageBox(hWnd, "Cyan Solid Sphere", "Selection", MB_OK); break;
        case 105: MessageBox(hWnd, "Line", "Selection", MB_OK); break;
   
        default: MessageBox(hWnd, "What?", "Selection", MB_OK); break;
    }
}

이 함수는 선택된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전달받은 index 배열에서 3번 셀만을 검

사했기때문이다. 만약 선택된 두개 이상일 경우 4번째 셀, 8번째 셀, 12번째 셀, ... 등의 셀에 그 선택된 물체의 이름

이 저장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기억하는가? ProcessSelect 함수의 구성은 명확하고 쉽다.

거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제 마우스가 클릭되는 이벤트가 발생할때 우리가 앞서 만든 SelectObject 함수를 사용

하는 부분만을 만들면 끝이다.

WndProc 함수가 윈도우의 모든 메세지를 처리하는 함수인데 마우스의 왼쪽 버튼이 눌러지면 발생하는 메세지의 이름

은 WM_LBUTTONDOWN이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자.

case WM_LBUTTONDOWN:
{
    SelectObjects(LOWORD(lParam), HIWORD(lParam));
    retur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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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aram의 하위워드 값이 x좌표이고 lParam의 상위워드 값이 y좌표의 값인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 이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Do All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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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ESSELLATION <소스코드 다운 로드>

OpenGL에서 폴리곤의 제약 중에 폴리곤은 오목한 부분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은 별 모양의 폴리곤은 규칙을 

위반한 폴리곤이 되겠다.

위의 폴리곤은 총 8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폴리곤이다. 튀어나온 부분(볼록한 부분)이 총 4개인데 폴리곤에서 볼록한 부분은 상관

없지만 들어간 부분(오목한 부분) 역시 4개로써 이것은 OpenGL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연출되고만다.

오목한 부분중에 두개의 부분이 무시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을수있겠

는가? 그것은 폴리곤을 오목한 부분이 없도록 쪼개서 나누어 연출해야만 한다. 어떠한 폴리곤이라도 오목한 부분이 없이 나눌 수

는 있지만 쪼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좀더 쉽게 위의 오동작 아닌 오동작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가? 다행이도 

TESSELLATION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폴리곤의 각 꼭지점만을 명시해 주면 자동으로 폴리곤을 오목한 부분이 없도록 쪼

개서 연출해 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다. 바로 이장이 이 TESSELLATION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이다.

(왜 OpenGL은 오목한 부분을 가진 폴리곤을 연출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폴리곤을 아주 빠르게 연출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제 TESSELL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소스 코드는 1장의 코드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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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ESSELLATION(앞으로 Tess라 부르겠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객체를 하나 생성해야 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Tess 객

체를 위한 포인터 변수를 전역 변수 선언 지역에 하나 정의하자. Tess는 여러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GLUtriangulatorObj *tess;

이제 tess라는 Tess를 위한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졌다. 포인터 변수이므로 이제 실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한다.

int initGL(GLvoid)
{
    glShadeModel(GL_SMOOTH); // Enable Smooth Shading
    glClearColor(0.0f, 0.0f, 0.0f, 0.5f); // Black Background
    glClearDepth(1.0f); // Depth Buffer Setup
   
    glEnable(GL_DEPTH_TEST); // Enables Depth Testing
    glDepthFunc(GL_LEQUAL); // The Type Of Depth Testing To Do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 Really Nice Perspective Calculations
   
    // New Adding
    tess=gluNewTess();                                                                   //<*>
    gluTessCallback(tess, GLU_TESS_BEGIN, (void (__stdcall *)(void))CustomTessBegin);    //<1>
    gluTessCallback(tess, GLU_TESS_VERTEX, (void (__stdcall *)(void))CustomTessVertex);  //<2>
    gluTessCallback(tess, GLU_TESS_END, (void (__stdcall *)(void))CustomTessEnd);        //<3>
    gluTessCallback(tess, GLU_TESS_ERROR, (void (__stdcall *)(void))CustomTessError);    //<4>
   
    return TRUE; // Initialization Went OK
}

위의 코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초기화 코드가 오는 함수이다. 바로 <*>번의 코드가 Tess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전역변수에

서 정의한 tess 포인터 변수에게 넘겨주는 기능을 한다. (주의: Tess는 TESSELLATION을 의미하고 tess는 앞서 정의한 포인

터 변수명) Tess 인스턴스를 생성했으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할때 해제해 주는 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 glKillWindow 함수의 맨 아래 부분에 다음 코드를 추가하자.

gluDeleteTess(tess);

이제 실펴보아야 할것은 <1>~<4>번 코드들인데 이것들은 무엇인가? Tess는 Core(핵심) OpenGL API군이 아닌 GLU라는 유

틸리티 API군이다. 따라서 코어 OpenGL API가 아닌 Tess가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는 코어 OpenGL API의 도움을 받아야 하

는데 바로 이 도움을 받기 위한 코어 OpenGL API 함수들을 콜백하기 위한 코드들이다.

gluTessCallback함수는 세개의 인자를 취하는데 첫번째는 Tess 객체의 포인터 변수이고 둘째는 어떤 기능에 대한 콜백함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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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인지에 대한 식별자이고 세번째 인자는 실제 콜백될 함수이다.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자.

<1>번은 Tess가 폴리곤을 그리기 시작할때 호출될 콜백함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2>번은 Tess가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 각 꼭지점을 지정할때 호출할 콜백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3>번은 Tess가 폴리곤을 다 그렸다고 판단할때 호출할 콜백함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4>번은 Tess가 폴리곤을 그리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할때 호출할 콜백함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콜백 함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위에 제시된 4개의 콜백함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void __stdcall CustomTessBegin(GLenum prim)
{
    glBegin(prim);
}

void __stdcall CustomTessVertex(void *data)
{
    glVertex3dv((GLdouble *)data);
}

void __stdcall CustomTessEnd()
{
    glEnd();
}

void __stdcall CustomTessError(GLenum errorCode)
{
    char err[256];
   

    sprintf(err, "Tessellation Error: %s￦n", gluErrorString(errorCode));
    if(errorCode!=GL_NO_ERROR) MessageBox(hWnd, err, "TESSELLATION Error", MB_OK);
}

CustomTessBegin은 glBegin이라는 코어 OpenGL API를 호출하고 있고 CustomTessVertex는 glVertex3dv라는 코어 

OpenGL API를 호출하고 있다. CustomTessEnd는 glEnd라는 코어 OpenGL API를 호출하고 있고 CustomTessError는 에러

가 발생할을때 처리할 코드들이 담겨있는데 여기서는 그 에러가 무엇인지를 표현해주기만 한다. 실제로 위의 코드들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야 한다. 즉, 정리하자면 Tess는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 코어 OpenGL API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생성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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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Tess를 이용해서 물체를 그려보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이 남았다. 어떤 폴리곤을 그릴까? 우리가 이 장의 맨 첫부분에

서 소개했던 별로 하자. 먼저 그 별을 그리기 위해 그 별 모양의 폴리곤의 꼭지점의 데이타를 정의해야한다. 전역 변수에서 다음과 

같은 배열을 정의하자.

GLdouble ov[8][3] = {{0.0f, 1.0f, 0.0f},
                {0.4f, 0.4f, 0.0f},
                {1.0f, 0.0f, 0.0f},
                {0.4f, -0.4f, 0.0f},
                {0.0f, -1.0f, 0.0f},
                {-0.4f, -0.4f, 0.0f},
                {-1.0f, 0.0f, 0.0f},
                {-0.4f, 0.4f, 0.0f} };

이미 짐작하고 있던대로 각각의 8개의 꼭지점을 정의하고 있다. 이 배열을 토대로 해서 별 모양의 폴리곤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실제로 그려주는 코드를 살펴 보도록하자. DrawGLScene 함수를 살펴보자.

int DrawGLScene(GLvoid) // Here's Where We Do All The Drawing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Clear Screen And Depth Buffer
    glLoadIdentity(); // Reset The Current Modelview Matrix
    glTranslatef(0.0f, 0.0f, -3.0f);
   
    gluTessBeginPolygon(tess, NULL);    // <1>
    gluTessBeginContour(tess);          // <2>
    gluNextContour(tess, GLU_EXTERIOR); // <3>
    gluTessVertex(tess, ov[0], ov[0]);  // <4>
    gluTessVertex(tess, ov[1], ov[1]);  // <5>
    gluTessVertex(tess, ov[2], ov[2]);  // <6>
    gluTessVertex(tess, ov[3], ov[3]);  // <7>
    gluTessVertex(tess, ov[4], ov[4]);  // <8>
    gluTessVertex(tess, ov[5], ov[5]);  // <9>
    gluTessVertex(tess, ov[6], ov[6]);  // <10>
    gluTessVertex(tess, ov[7], ov[7]);  // <11>
    gluTessVertex(tess, ov[0], ov[0]);  // <12>
    gluTessEndContour(tess);            // <13>
    gluTessEndPolygon(tess);            // <14>
   
    return TRUE; // Everything Went OK
}

자, 노란색의 코드가 새롭게 추가된 코드이다. 새롭게 등장한 녀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번 코드는 우리가 생성한 Tess객체의 인스턴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폴리곤을 그린다는 시작을 알리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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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코드는 폴리곤의 윤곽의 한계를 지정한다는 의미이고 <13>코드와 쌍으로 사용된다.

<3>번 코드는 앞으로 지정될 폴리곤의 점들은 폴리곤의 가장자리의 점들임을 알리는 것이다.

<4>~<12>번 코드는 폴리곤의 점들을 지정하는 코드인데 이상하게도 2개의 점좌표값을 똑 같이 주었는데 첫번째 좌표값은 

Tess가 사용하는 것이고 세번재 좌표는 우리가 앞서 지정한 CustomTessVertex 콜백 함수에 전달되는 좌표값이다.

<13>번은 <2>번과 쌍을 이루는 것으로써 윤곽의 한계 지정을 끝마친다는 것이다.

<14>번은 Tess의 폴리곤 생성을 끝마친다는 의미이다.

이제 실행을 해보자. 아래는 그 실행 결과이다.

어떤가? 독자가 생각했던 대로 실행이 되었는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폴리곤의 가운데에 구멍을 뚤어보자. 즉 다음과 같은 모습

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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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운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용할 점들의 좌표가 필요하다. 구멍이 사각형이므로 4개의 좌표값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좌표

값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시 전역변수 선언부에 다음과 같은 배열을 정의한다.

GLdouble iv[4][3] = {{0.0f, 0.2f, 0.0f},
                        {0.2f, 0.0f, 0.0f},
                        {0.0f, -0.2f, 0.0f},
                        {-0.2f, 0.0f, 0.0f} };

이제 DrawGLScene에 어떤 코드가 또 새롭게 추가되었는지를 살펴보자.

int DrawGLScene(GLvoid) // Here's Where We Do All The Drawing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Clear Screen And Depth Buffer
    glLoadIdentity(); // Reset The Current ModelviewMatrix
    glTranslatef(0.0f, 0.0f, -3.0f);
   
    gluTessBeginPolygon(tess, NULL);
    gluTessBeginContour(tess);
    gluNextContour(tess, GLU_EXTERIOR);
    gluTessVertex(tess, ov[0], ov[0]);
    gluTessVertex(tess, ov[1], ov[1]);
    gluTessVertex(tess, ov[2], ov[2]);
    gluTessVertex(tess, ov[3], ov[3]);
    gluTessVertex(tess, ov[4], ov[4]);
    gluTessVertex(tess, ov[5], ov[5]);
    gluTessVertex(tess, ov[6], ov[6]);
    gluTessVertex(tess, ov[7], ov[7]);
    gluTessVertex(tess, ov[0], ov[0]);
   
    gluNextContour(tess, GLU_INTERIOR); //<1>
    gluTessVertex(tess, iv[0], iv[0]); //<2>
    gluTessVertex(tess, iv[1], iv[1]); //<3>
    gluTessVertex(tess, iv[2], iv[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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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TessVertex(tess, iv[3], iv[3]); //<5>
    gluTessVertex(tess, iv[0], iv[0]); //<6>
    gluTessEndContour(tess);
    gluTessEndPolygon(tess);
   
    return TRUE; // Everything Went OK
}

<1>번을 주의 깊게 실펴보자. 두번째 인자로 GLU_INTERIOR이라고 되어있다.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1>번 코드 이후로 

지정되는 점들의 좌표는 모두 구멍을 뚫기 위한 폴리곤의 좌표로 인식되는 것이다.

<2>~<6>은 모두 구멍을 뚫기 위한 폴리곤의 좌표를 지정한다.

이제 실행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자가 소개할 것이 하나 남았다.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는 폴리곤을 내부가 채워진 것으로 그려왔는데 이제

는 그것이 아닌 내부가 칠해지지 않는, 즉 가장자리 선만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독자중에서는 그거야 쉽지 않은가할 사

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glPolygonMode(GL_FRONT_AND_BACK, GL_LINE)로 해주면 되겠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코드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구멍 뚫린 폴리곤) 코드의 InitGL 함수에 추가해서 실행시켜 보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떤가? 우리는 가장 자리의 선만을 원했지만 그 내부의 선들까지도 모두 그려져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그

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행이도 Tess는 한 단줄의 코드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한

다. gluTessProperty(tess, GLU_TESS_BOUNDARY_ONLY, true), 이 코드를 InitGL함수의 맨 아래부분에 추가한후 실행해 

보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더 이상 glPolygonMode 코드는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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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자 이로써 TESSELLATION에 대한 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다.

 

 
 

http://www.gisdeveloper.co.kr/opengl_tutorials/opengl14/14.htm (8 / 8)2008-09-10 오전 10:54:16



OpenGL Tutorial

15. Composition Objects <소스코드 다운로드>

이 장에서는 OpenGL에서 공간상에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최종적 실습으로 두개의 구를 이용해서 첫번째 구는 화면 중앙에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며 두번째 

구는 첫번째 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중심점을 기준으로해서 회전하는 것을 구현해 

본다. 좀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첫번째 구는 자전만을 하며 두번째 구 역시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첫번째 구 주위를 공

전하는 예를 말한다. OpenGL에서 이러한 일련은 동작은 간단한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싶

다. 물론 모든 컴퓨터의 동작의 모두가 수학적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이 수학적이라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와 간단

한 수학 연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4X4 행렬,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Matrix(매트

릭스)라는 영화를 보았는가? 매트릭스란 우리나라 말로 행렬이란 뜻이 있다. 즉, 공간상의 모든 원자, 요소들은 이 행

렬을 통해서 통제되어질 수 있다. 고작 16개의 숫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Matrix란 영화에서 인간들은 컴퓨터의 통제

하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 컴퓨터와 인간의 통제라는 내용과 Matrix란 영화의 제목이 그 어떤 강한 연관이 있다 느껴지

지 않는가? 

자, 이제 사설은 여기서 마무리 하기로 하고 잠시 간단한 수학 이야기를 해야겠다. 복잡한 내용은 빼고 꼭 필요한 쉬운 

수학 이야기만을 할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행렬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배웠다. 4X4

행렬,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16개의 값을 가진 벡터 공간일 뿐이다. 4X4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장을 소화해 내기 위한 독자의 수준은 최소한 행렬의 곱을 할수있

어야 한다)

즉, 총 16개의 값을 가진 벡터 공간이다. 여기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길 바란다. 그저 

많은 벡터 공간중에 행렬도 포함된다는 정도만 알자. 자 이제 실제 행렬과 공간상의 좌표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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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산은 공간상의 임이의 점의 좌표 (x,y,z)가 크기가 4X4인 단위 행렬을 통해 아무런 위치의 변화없이 원래의 (x,

y,z)의 위치값이 나오는 예이다. 주의해서 보면 위의 행렬 연산에서 좌측의 4X4 행렬이 단위 행렬임을 알수있다. 어떠

한 행렬이건 단위행렬과 곱하면 본래의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위의 행렬 연산에서 주어진 

좌측의 4X4 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닌 다른 행렬일때 주어진 좌표는 어떤 새로운 좌표값으로 바뀔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다행이 우리는 많은 선행대수학 교제에서나 컴퓨터 3차원 그래픽 서적에서나 좋은 OpenGL 서적에서 유용한 

4X4행렬을 볼수있다. 첫째는 좌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수있는 이동행렬, 둘째는 좌표를 원점(0,0,0)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회전행렬, 그리고 이밖에도 크기 변환 행렬(Scale Matrix), 밀림 행렬, 물체의 그림자를 얻어낼수 있는 그

림자 변환 행렬 등등, 독자의 수학적 지식이 뛰어나면 뛰어날 수록 엄청나고 무궁 무진한 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

면 OpenGL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행렬, 회전행렬, 크기변환행렬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결과만을 알아

보도록 하자.

먼저 이동 행렬은 다음과 같다.

행렬의 원소중 X, Y, Z값은 각각 X축, Y축, Z축으로 그 값만큼 이동하고자 하는 값이다. 예를 들어서 공간상의 위치

(3, 2, 4)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Z축으로 1만큼 이동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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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써 (2,4,2)가 나왔는데 실제로 (3,2,1)을 위에서 언급한 이동을 하게 되면 (2,4,2)가 된다. 다음에 언급되는 모

든 행렬의 사용법은 이와 동일하다.

회전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떤 물체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해서 몇도만큼 회전할 것인지를 지

정해야 한다. 축은 X축, Y축, Z축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개의 축에 대해 각각의 회전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X축을 기준으로 각 a만큼 회전시키는 회전 행렬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Y축을 기준으로 각 a만큼 회전시키는 회전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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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Z축을 기준으로 각 a만큼 회전시키는 회전행렬이다.

다음으로 알아 볼것은 은 크기 변환 행렬이다. 점은 크기를 갖지 않지만 점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뤄 크기를 갖게 될때 

유용한 변환 행렬이다. 원점을 기준으로해서 변환된다. 아래의 행렬이 바로 크기 변환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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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값은 X축을 기준으로해서 X배의 크기로 변환되고 Y값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배의 크기로 변환되며 Z값은 Z축을 

기준으로해서 Z배의 크리고 변환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변환 행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한점을 어느 지점으로 이동시킨후에 다시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그리고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때가 있다고하면 먼저 이동행렬로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

을 다시 회전행렬로 계산하고 또 새롭게 나온 결과값을 다시 크기변환 행렬로 계산을 하면되는데 이것을 각각의 변환

행렬을 모두 곱한후에 변환하고자 하는 위치와 각각의 변환 행렬을 곱한 행렬에 곱해줘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 무슨말

인고하면 다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3,2,1)의 점을 X축으로 -1만큼 이동후 Z축으로 90도 회전시켜보자. 먼

저 (1,2,3)을 X축으로 3만큼 이동되어 변환되는 좌표는 다음과 같다.

이동되어 (2,2,1)이라는 점으로 변환되었다. 다시 이점을 Z축으로 90도 회전시켜 변환되는 좌표는 다음과 같이 얻어

질수있다.

즉, 최종적으로 (-2, 2, 1)의 좌표가 얻어졌다. 원래의 좌표를 먼저 이동행렬 연산후에 다시 회전행렬 연산을 시켜 원

하는 좌표를 얻은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도 있음을 주의해서 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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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동행렬과 회전행렬을 먼저 계산해서 얻어진 행렬에 변환하고자하는 좌표를 연산하여 최종적인 변환 좌표를 얻

는 것이다. OpenGL은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 예에서 우리는 이동행렬 연산후에 회전 행렬 연산을 수행했음을 눈여

겨 봐야 한다. 그렇다면 순서를 바꿀경우 어떻게 될것인가? 즉 회전 행렬 연산후 이동 행렬 연산을 수행할 경우를 말이

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결과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었는가? 이해가 되었다면 왜 필자가 OpenGL에서 물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학 이

야기를 썼는지를 앞으로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될것이다. 이제 OpenGL에서 앞에서 살펴본 행렬연산와 물체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 읽지 말고 앞의 내용

이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나가길 당부한다.

OpenGL은 가장 처음에 물체의 좌표변환 행렬로써 단위행렬을 갖는다. 즉, 점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환이 없는 것이

다. OpenGL이 변환 행렬로써 단위행렬을 갖고 있을때를 전역좌표계라하도록 하자. 나중에 여러가지 변환 행렬을 통

해서 이 단위 행렬이 다른 값을 갖는 행렬로 변경되는데 이때 다시 단위행렬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glLoadIdentity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간단이 단위행렬을 변환행렬로 대체할수있다. 

우리는 이미 공간상의 어떤 하나의 점를 이동하는 OpenGL API 함수를 알고있다. 바로 glTranslatef이다. 모두가 다 

잘알고 있듯 이 함수는 세개의 인자를 취하는데 각각 X축, Y축, Z축으로 이동할 만큼의 값을 갖는다. 즉 glTranslatef

함수를 호출하게되면 전에 OpenGL이 가지고 있는 변환행렬에 이동행렬을 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간상의 점들이 이 변환행렬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우리는 이미 공간상의 어떤 하나의 점을 회전하는 OpenGL API함수를 알고 있다. 바로 glRotatef이다. 역시 모두

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함수는 네개의 인자를 취하는데 회전할 각, 그리고 나머지 세개는 하나의 좌표로 인식되어서 원

점으로부터 세개의 인자로 결정되는 좌표까지 이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전연산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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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Y축, Z축으로 나눠서 회전하는 경우가 많다. 즉 X축으로 45도만큼 회전하고 Y축으로 30만큼 회전하고자 할경우

라면 다음과 같은 2개의 함수를 연이어 호출하면 된다.

glRotatef(45.0f, 1.0f, 0.0f, 0.0f); 
glRotatef(30.0f, 0.0f, 1.0f, 0.0f);

눈치를 챈 독자가 있겠지만 역시 glRotatef 역시 기존의 가지고 있던 변환행렬에 회전 변환 행렬을 곱하게 되는데 이

렇게 해서 나중에 공간상의 점들이 이 변환행렬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우리는 이미 공간상에 어떤 물체의 크기를 변환하는 함수를 알고 있다. glScalef인데 모두 3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

다. 첫번째는 X축으로 몇배만큼 크기를 키울것인지, 두번째는 Y축으로 몇배만큼 크기를 키울것인지, 세번째는 Z축으

로 몇배만큼 크기를 키울것인지를 지정하게 된다. 역시 이 함수도 기존의 변환행렬에 크기변환 행렬을 곱하게된다.

이렇게 glTranslatef, glRotatef, glScalef 함수들에 의해서 OpenGL의 좌표축을 새롭게 정의할수있는데 이렇게 정의

된 좌표축을 지역좌표축이라고 한다.

OpenGL은 변환행렬을 위해서 중요한 여러가지 함수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glPushMatrix와 glPopMatrix 함수를 

제공한다. glPushMatrix는 현제 가지고 있는 변환행렬의 값들을 스택(Stack)에 임시로 저장해 두는 함수이고 

glPopMatrix는 다시 임시로 저장했던 행렬값들을 꺼내는 기능을 한다. 스택은 자료구조상 많은 변환행렬 값들을 저장

할수있고 가장 최근에 저장했던 값이 가장 처음으로 꺼내지게 된다. 이 두개의 함수는 여러개의 물체를 공간상에 구성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함수이다. 왜냐하면 물체 하나당 우리는 변환행렬을 적용할 것이다. 즉, 물체 하나당 지역 좌표축

을 하나씩 두는 것이다. 이 것에 대한 것은 실제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변환 행렬과 좌표축이 사로 똑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수있다. 즉, 변환행렬을 이용해서 좌표축 전체를 

이동시키거나 회전 또는 크기를 변환 시키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동 변환 행렬을 수행하면 좌표축

은 이동 변환 행렬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회전 변환 행렬을 수행하면 좌표축은 그 회전 변환 행렬에 의해서 회전하

게 된다. 또한 크기 변환 행렬 연산을 수행하면 좌표축의 각각의 축들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행렬 연산은 그 순서가 중요하다. 이동 행렬 연산후 회전 행렬 연산의 결과와 회전 행렬 연산후 이동 행렬

의 연산은 다른 값을 얻는다. 좌표축으로 생각봐도 쉽게 알수있다. 아래의 그림이 바로 그것인데 단지 회전과 이동 연

산의 순서만을 바꾼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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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장을 마무리 지어 볼까 한다. 1장의 소스 코드에서 완전이 새롭게 시작하도

록 하자.

예로써 우리가 이 장의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두개의 구를 이용해서 첫번째 구는 화면 중앙에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

며 두번째 구는 첫번째 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중심점을 기준으로해서 회전하는 것

을 구현해 본다. 첫번째 구를 지구라하고 두번째 구를 달이라 편의상 구분하자.

먼저 전역변수 지역에 다섯개의 변수를 추가한다.

GLUquadricObj *obj; // 구를 그리기 위한 객체 포인터  
GLfloat o1_rot = 0.0f; // 지구의 자전각  

GLfloat o2_rot1 = 0.0f; // 달의 공전각 

GLfloat o2_rot2 = 0.0f; // 달의 자전각 

GLfloat distance = 8.0f; // 달과 지구의 각 중심간의 거리

InitGL 함수에서 몇가지 초기화 시켜줘야할 추가 코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int InitGL(GLvoid) {
    glShadeModel(GL_SMOOTH);
    glClearColor(0.0f, 0.0f, 0.0f, 0.5f);
    glClearDepth(1.0f);
    glEnable(GL_DEPTH_TEST);
    glDepthFunc(GL_LEQUAL);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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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 = gluNewQuadric();
    gluQuadricNormals(obj, GLU_SMOOTH);
    gluQuadricOrientation(obj, GLU_OUTSIDE);
    gluQuadricTexture(obj, GL_FALSE);
   
    glEnable(GL_LIGHTING);
    glEnable(GL_LIGHT0);
    glEnable(GL_COLOR_MATERIAL);
   
    return TRUE;
}

이미 이전 장에서 모두 설명되었던 코드들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피하기로 하고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Quadric 객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하여 Quadric의 속성을 설정하고 광원과 색상을 추

적해서 재질로 만드는 기능을 켠다.

자 이제 실제로 중요한 DrawGLScene 함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int DrawGLScene(GLvoid)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glLoadIdentity();                                      //<1>
    glTranslatef(0.0f, 0.0f, -22.0f);                      //<2>
   
    glPushMatrix();                                        //<3>
    glRotatef(o1_rot, 0.0f, 1.0f, 0.0f);                   //<4>
    gluQuadricDrawStyle(obj, GLU_FILL);                    //<5>
    glColor3f(0.9f, 0.9f, 0.9f);                           //<5>
    gluSphere(obj, 2.0f, 24, 24);                          //<5>
    gluQuadricDrawStyle(obj, GLU_LINE);                    //<5>
    glColor3f(0.6f, 0.6f, 1.0f);                           //<5>
    gluSphere(obj, 2.1f, 24, 24);                          //<5>
    glPopMatrix();                                         //<6>
   
    glPushMatrix();                                        //<7>
    glRotatef(o2_rot1, 0.0f, 1.0f, 0.0f);                  //<8>
    glTranslatef(distance, 0.0f, 0.0f);                    //<9>
    glRotatef(o2_rot2, 0.0f, 1.0f, 0.0f);                  //<10>
    gluQuadricDrawStyle(obj, GLU_FILL);                    //<11>
    glColor3f(0.9f, 0.9f, 0.9f);                           //<11>
    gluSphere(obj, 0.7f, 12, 12);                          //<11>
    gluQuadricDrawStyle(obj, GLU_LIN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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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Color3f(1.0f, 0.6f, 0.6f);                           //<11>
    gluSphere(obj, 0.75f, 12, 12);                         //<11>
    glPopMatrix();                                         //<12>
   
    o1_rot+=0.5f; if(o1_rot>359.5f) o1_rot=0.0f;           //<13>
    o2_rot1+=0.05f; if(o2_rot1>359.95f) o2_rot1=0.0;       //<13>
    o2_rot2+=2.0f; if(o2_rot2>358.0f) o2_rot2=0.0;         //<13>
   
    return TRUE;
}

자, 하나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자.

<1>번 코드는 변환 행렬을 단위 행렬로 초기화 시켜주는 예이다.

<2>번 코드는 이동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좌표축을 Z축으로 -20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우리가 

OpenGL에서 물체를 바로보는 눈의 위치가 (0,0,0)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이동이 없이 물체를 그려준다면 물

체의 위치와 눈의 위치가 같게 되어서 물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물체를 뒤쪽으로 이동시켜야 그려줌으로써 물체가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다.

<3>번 코드에서 <6>번 코드까지 지구를 그려주는 것이다. 지구는 제자리에서 자전만 한다.

<3>번 코드는 지금까지 변환행렬에 의해서 변환된 좌표축을 저장해 놓는 것이다.

<4>번 코드는 y축을 기준으로해서 회전을 o1_rot 각 만큼 회전을 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번 코드에서의 이

동 변환 행렬과 <4>번 코드의 회전 변환 행렬의 연산으로 좌표축이 변경될 것임을 알수있다.

<5>번 코드들은 지구를 그려주는 코드들이다. (자세한 설명은 Quadric 객체를 설명한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6>번 코드는 <3>번 코드에서 저장해둔 좌표축을 꺼내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4>번 코드에 의해 변환되기 

이전의 좌표축으로 되돌릴수있다.

<7>부터 <12>번까지는 달을 그려주는 것이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며 또 스스로 자전한다.

<7>번 코드 다시 변환행렬을 스택에 저장한다.

<8>번 코드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o2_rot1 각 만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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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코드는 x축으로 distance만큼 이동을 하게된다. 결과적으로 <8>과 <9>번 코드에 의해서 달은 지구를 중심

으로 공전을 하게되는 것이다.

<10>번 코드는 y축을 기준으로 o2_rot2 각 만큼 회전하게 된다. 이 코드로써 달이 자전 하게 된다.

<8>, <9>, <10>번의 변환행렬의 순서는 중요하다. 순서가 바뀔 경우 우리가 원하는 동작과 위치는 잘못될 것이다.

<11>번 코드는 달을 그려주는 코드들이다. (자세한 설명은 Quadric 객체를 설명한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2>번 코드는 다시 <7>번 코드에 의해서 저장된 변환 행렬을 꺼내는 것이다.

<13>번 코드들은 지구와 달의 회전각들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주는 코드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물체 마다 하나씩의 지역 좌표계를 둔다는 것이다. 즉 PushMatrix와 PopMatrix 사이에

서 물체의 변환 행렬을 정의해주면 다른 물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각 물체마다 독립적으로 생각해줄 수 있

다.

이상으로 공간상에 물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마칠까 한다.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이지만 처음 접할때는 어려울 수 

있다. 비단 모든 공부가 그러한것 같다. 이 장을 두차례 장도만 읽어 본다면 꽤 여러운 공간상의 물체를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알수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마치기 전에 변환행렬에 관련된 API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알아볼것은 glMulMatrix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기존의 변환행렬에 이 함수의 인자로써 갖는 4X4 배열로 정의된 4X4행렬을 곱하게 된다. 자신만

의 변환 행렬을 사용할수있는 중요한 API이다. 그리고 현제의 변환 행렬이 무었인지를 알아내는 함수로 

glGetDoublev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즉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glGetDoublev(GL_MODELVIEW_MATRIX, v);

v는 4X4행렬의 16개의 값이 충분이 들어갈수있는 GLdouble형 배열 공간인데 4X4 배열이면 충분하겠다.

자, 이로써 공간상에 물체의 구성에 대해서 끝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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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isplay List <소스 코드 다운 로드>

이번장에서는 오랬동안 길게 끌어온 OpenGL의 렌더링 성능을 향상 시켜주는 Display Lis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이 부분을 16장

에 위치시키기에는 그 내용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필자 스스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냥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다. 이 강좌는 1장에 이여 

두번째로 NeHe의 Display List를 그대로 번역한다. 이제 시작해 보자.

<번역의 시작>

이 강좌에서는 Display List에 대한 설명이다. 간단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할때 Display List를 사용함으로써 속도의 개선 뿐만이 아니라 

코드 줄수 또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행성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해 보자. 각 레벨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소행성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당신은 3차원의 소행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산한다. 일단 계산이 끝난후 폴리곤이나 Quad를 이용하여 소행성을 만든다. 이 소행성이 여덜개의 면으로 이루어졌

다고 해보자. 이렇게 만든 하나의 소행성을 여러개 만들기 위해, 간결하게 반복문을 이용하여 여러개의 소행성들을 그리게 될 것이다. 소행

성을 만들기 위해 18줄 이상의 코드를 쳐 넣을 것이다. 소행성 하나 하나를 시스템 상에서 계산하여 매번 소행성을 그려내는 것은 비효율

적이다. 소행성이 복잡하면 복잡할 수록 그 효율은 극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Display Lists이다. Display List를 사용함으로써, 소행성을 단 한번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텍스쳐 맵핑을 할 수도 있고 색을 입힌다거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Display List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행성의 Display List로 생성을 하고 이름을 'Asteroid'라고 한후에 나중에 소행성이 필요할때 마다 단지 이미 정해둔 이름인 

'Asteroid'로써 Display List를 호출하기만 하면 된다. 즉, 앞으로 소행성을 그리고자 한다면 단지 단 한줄의 코드인 glCallList(asteroid)

를 호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만들어진 소행성은 즉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소행성은 이미 Display List에서 모든 계산이 이루어져 생

성되었기 때문에 OpenGL은 다시 소행성을 그리기 위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메모리 상에 이미 계산의 결과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왜 Dislpay List를 사용함으로써 속도가 극적으로 향상되는지하는지에 대한 해답니다.

이제 Display List에 대해 배워볼 마음이 생기는가? :) 우리는 앞으로 Q-Bert Display List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이다. 화면상에 

15개의 큐브를 올려 놓아 보는 데모이다. 각각의 큐브는 BOX와 TOP으로 구성되져 있다. TOP은 별도의 Display List로서 만들어질 것인

데 이것은 이 것에 좀더 어두운 색으로 연출하고자 함이다. BOX는 윗면이 없는 큐브이다.

이 코드는 강좌 6의 것을 사용한다.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의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할 것이다. 다음의 

코드 라인은 대부분의 강좌에서의 표준 코드들이다. (역자주: 강좌 6의 소스 코드를 일단 다운 로드 받아 살펴보기 바란다. 단지 텍스쳐 맵

핑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include <windows.h> // Header File For Windows 
#include <stdio.h> // Header File For Standard Input/Output  

#include <gl￦gl.h> // Header File For The OpenGL32 Library 

#include <gl￦glu.h> // Header File For The GLu32 Library  

#include <gl￦glaux.h> // Header File For The GLaux Library  
HDC hDC=NULL; // Private GDI Device Context  
HGLRC hRC=NULL; // Permanent Rendering Context 
HWND hWnd=NULL; // Holds Our Window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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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STANCE hInstance; // Holds The Instance Of The Application 
bool keys[256]; // Array Used For The Keyboard Routine  
bool active=TRUE; // Window Active Flag Set To TRUE By Default  
bool fullscreen=TRUE; // Fullscreen Flag Set To Fullscreen Mode By Default 

이제, 앞으로 사용할 변수를 선언해 보자. 먼저 하나의 텍스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하고 앞에서 언급한 2개의 Display List를 위

한 변수 2개를 선언하자. 이러한 변수는 Display List가 램에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하는 지시자로써의 행동한다. 이 2개의 Display 

List를 BOX와 TOP이라 부를 것이다.

2개의 변수를 선언한 후에 xloop와 yloop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것은 화면상의 큐브를 위치시키는데 사용된다. 또 xrot와 yrot라는 2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것은 x와 y축으로 큐브들을 회전시키는데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GLuint texture[1]; // Storage For One Texture  
GLuint box; // Storage For The Display List  
GLuint top; // Storage For The Second Display List  
GLuint xloop; // Loop For X Axis  
GLuint yloop; // Loop For Y Axis  
GLfloat xrot; // Rotates Cube On The X Axis  
GLfloat yrot; // Rotates Cube On The Y Axis 

다음에 우리는 2개의 색상 배열을 생성한다. 첫번째의 boxcol은 밝은 계열의 색상들로 빨간색, 오랜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의 색상값

을 저장한다. {}안에 지정된 각각의 값은 Red, Green Blue 값을 나타낸다. 각각의 {}의 구룹은 지정된 색이다. 

두번째 색상의 배열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들로 빨간색, 오랜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을 위한 것이다. 어두운 색들은 박스의 윗면을 나타

내는데 사용된다. 우리는 박스의 나머지 부분보다 박스의 뚜껑을 좀더 어둡게 하고자 한다.

static GLfloat boxcol[5][3]= // Array For Box Colors 
        {// Br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1.0f,0.0f,0.0f},
        {1.0f,0.5f,0.0f},
        {1.0f,1.0f,0.0f},
        {0.0f,1.0f,0.0f},
        {0.0f,1.0f,1.0f}}; 
   
static GLfloat topcol[5][3]= // Array For Top Colors 
        { // Dark: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5f,0.0f,0.0f},
        {0.5f,0.25f,0.0f},
        {0.5f,0.5f,0.0f},
        {0.0f,0.5f,0.0f},
        {0.0f,0.5f,0.5f}}; 
   
   LRESULT CALLBACK WndProc(HWND, UINT, WPARAM, LPARAM); // Declaration For WndProc  

이제 실제 Display List를 만들어 본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박스를 만들기 위한 모든 코드는 첫번째 List로 하고 뚜껑으로 사용할 박스의 

Top은 다른 List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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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void BuildLists() // Build Box Display List  
{ 

우리는 OpenGL에게 우리가 2개의 List를 필요로 한다고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glGenLists(2)는 두개의 List를 위한 공간을 생성하고 

첫번재 List를 가르키는 포인터를 반환한다. box가 첫번째 List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언제든지 box를 호출한다면 첫번째 list에 담긴 물

체가 그려지게 된다.

    box=glGenLists(2); // Building Two Lists 

List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므로 실제 List를 생성해 보자. 우리는 이미 두개의 List를 위한 메모리 공간을 마련했고 box가 첫번째 list를 

저장하는 공간을 가르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OpenGL에게 알려할 모든 것은 리스드가 어디로 가야하며 만들어질 리스트가 어떤 타

입인가 하는 것들이다. 

작업을 하기 위해 glNewList() 명령을 사용한다. 우리는 첫번째 인자가 box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box가 가르키고 있는 메모

리의 위치에 리스트가 저장되어져 있다고 openGL에게 알리는 것이다. 두번째 인자인 GL_COMPILE는 OpenGL에게 우리가 메모리 상에 

모든 계산을 미리 해 놓으라는 지시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다시 불피요한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GL_COMPILE은 프로그래밍과 유사하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컴파일러에 적재해야 한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매번 컴파일을 해

야 한다. 코드가 이미 실행파일 형태로 컴파일 되어있다면 이후부터 컴파일 할 필요없이 실행파일만을 클릭하여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컴

파일이 필요없는 것이다. 일단 GL이 display list를 컴파일했다면 이미 렌더링 준비가 되어진 것이고 나중에 또 컴파일이 요구되지 않는

다. 이것이 바로 display list를 사용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키는 이유이다. 

    glNewList(box,GL_COMPILE); // New Compiled box Display List 

코드의 다음부는 뚜껑(top)이 없는 박스를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단지 display list상에 저장된다.

glNewList()와 glEndList()사이에 당신이 원하는 코드들을 추가할 수 있다. 색상을 설정하거나 텍스쳐 맵핑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등. 추

가할 수 없는 유일한 코드는 list에 지정된 객체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코드이다. 일단 list로 만들어지면 변경할 수 없다.

만약 glColor3ub(rand()%255, rand()%255, rand()%255)의 코드를 아래에 제시한 코드에 추가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화면상에 물체

가 그려지는 때마다 이것의 색이 바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리스트를 생성할때 색상이 지정되졌기 때문에 색은 변경되지 않는

다. (역자주: 만약 변경하고자 한다면 list를 생성할때 색상을 지정하는 코드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glBegin(GL_QUADS); // Start Drawing Quads 
    // Bottom Face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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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 Front Face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 Back Face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 Right face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 Left Face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End(); // Done Drawing Quads 

우리는 List를 다 만들었다는 것을 OpenGL에게 알리기 위해 glEndList() 명령을 내린다. glNewList()와 glEndList() 사이의 부분은 

Display list의 부분이다. glNewList() 앞의 부분이나 glEndList()의 뒷부분은 현재 display list의 부분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다.

    glEndList(); // Done Building The box List 

이제, 두번째 Display list를 만들 것이다. 두번째 display list가 메모리에 저장될 곳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예전의 display list(box)에 1을 

추가한다. 아래의 코드는 두번째 display list의 위치와 같은 'top'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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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box+1; // top List Value Is box List Value +1 

이제 두번째 display list을 저장할 곳을 알았으므로 뚜껑에 대한 list를 만들 수 있다. 첫번재 list를 만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번에

는 'box'대신 'top'에 list를 저장한다고 OpenGL에게 알린다.

    glNewList(top,GL_COMPILE); // New Compiled top Display List

다음 코드는 단지 박스의 꼭대기를 그려주는 것이다. Z 평면 상의 간단한 사각형이다.

    glBegin(GL_QUADS); // Start Drawing Quad 
    // Top Face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End(); // Done Drawing Quad 

다시 우리는 OpenGL에게 두번째 list를 생성했다고 glEndList() 명령을 이용해 알린다. 바로 아래처럼. 우리는 성공적으로 2개의 

display list를 생성했다. 

    glEndList(); // Done Building The top Display List 
}

비트맵/텍스쳐를 생성하는 코드는 이전에 강좌의 비트맵을 로딩하고 텍스쳐를 생성하는 코드와 같다. (역자주: Dip2K의 튜터리얼도 

NeHe의 텍스쳐 맵핑 방법과 동일하다. 우리는 각각의 큐브의 모든 6면 상에 맵핑할 텍스쳐를 원한다.좀더 부드러운 텍스쳐 맵핑을 위해 

Mipmapping을 사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픽셀을 보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역자주: 픽셀을 본다는 것은 알리아싱 현상을 의미한다) 

'cube.bmp'라는 비트맵을 로딩한다. data 디렉토리에 이 비트맵 파일이 위치한다. LoadBMP 함수를 찾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if (TextureImage[0]=LoadBMP("Data/Cube.bmp")) // Load The Bitmap 

폼의 크기가 재조정될때 발생하는 이벤트의 코드는 강좌 6의 코드와 동일하다.

init 코드는 약간의 수정만이 필요하다. BuildList() 코드를 추가한다. 이것은 앞에서 display list를 생성하는 코드를 담고 있다. 

LoadGLTextures()함수 이후에 BuildList() 를 호출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BuildList() 함수에서 텍스처를 필요로 하므로 

먼저 텍스쳐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int InitGL(GLvoid) // All Setup For OpenGL Go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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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LoadGLTextures()) // Jump To Texture Loading Routine 
    { 
        return FALSE; // If Texture Didn't Load Return FALSE 
    } 

    BuildLists(); // Jump To The Code That Creates Our Display Lists 
    glEnable(GL_TEXTURE_2D); // Enable Texture Mapping 
    glShadeModel(GL_SMOOTH); // Enable Smooth Shading 
    glClearColor(0.0f, 0.0f, 0.0f, 0.5f); // Black Background 
    glClearDepth(1.0f); // Depth Buffer Setup 
    glEnable(GL_DEPTH_TEST); // Enables Depth Testing 
    glDepthFunc(GL_LEQUAL); // The Type Of Depth Testing To Do 

다음의 세줄의 코드는 quick & dirty 빛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역자주: quick & dirty 광원은 비디오 카드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광원이

다) Light0는 대부분의 비디오 카드에 미리 정의된 것이다. light0을 활성화 함으로써 빛을 사용한다. 만약 독자의 비디오 카드에서 light0

가 작동하지 않는다면(화면에 마냥 검다면) 그냥 광원을 꺼라.

마지막 라인인 GL_COLOR_MATRIAL은 텍스쳐 맵핑에 색을 추가하도록 해 준다. 이 재질의 컬러링을 가능하지 않게 한다면, 텍스쳐는 

항상 원래의 색상으로 나타난다. 즉 glColor3f(r,g,b)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glEnable(GL_LIGHT0); // Quick And Dirty Lighting (Assumes Light0 Is Set Up)    
    glEnable(GL_LIGHTING); // Enable Lighting 
    glEnable(GL_COLOR_MATERIAL); // Enable Material Coloring 

최종적으로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투영에 대한 힌트를 GL에게 제공하고 초기화가 잘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TRUE를 반환한다.

    glHint(GL_PERSPECTIVE_CORRECTION_HINT, GL_NICEST); // Nice    Perspective Correction 
   
    return TRUE; // Initialization Went OK 

이제 그려주는 코드에 대한 것이다. 일단 화면과 Depth Buffer를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큐브에 텍스쳐 맵핑을 바인드한다. Display list 안에 이 텍스쳐 맵핑을 추가할 수 있었으나 그 밖으로 빼 놓았다. 이것으로써 원

한다면 언제든 텍스쳐 맵핑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역자주: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List를 만들때 색상이라든지 텍스쳐 맵핑을 지정하

면 나중에 그 List의 객체의 색상, 텍스쳐 맵핑을 변경할 수 없다)

int DrawGLScene(GLvoid) // Here's Where We Do All The Drawing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Clear The Screen And The Depth Buffer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0]); // Select The Texture  

이제 재미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yloop라 불리는 반복문이 있다. 이 반복문은 큐브들의 Y 축상(위에서 아래)에 위치시키는데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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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아래로 5개의 큐브를 원하므로 6보다 하나 작은 반복을 한다(즉, 다섯번)

    for (yloop=1;yloop<6;yloop++) // Loop Through The Y Plane 
    { 

xloop라는 다른 반복문이 있다. 이것은 X 축상(왼쪽에서 오른쪽)에 큐브들을 위치시키는데 사용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자 하

는 큐브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 가장 위쪽의 줄이라면 xloop는 0에서 1까지의 xloop 반복이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의 xloop는 0에

서 2가 될것이다(즉, 2개의 큐브가 그려져야 한다) (역자주: 계속 하나씩 증가한다, 실제 결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살펴보면 확실히 알수

있다)

        for (xloop=0;xloop<yloop;xloop++) // Loop Through The X Plane 
        { 

glLoadIdentity()를 호출함으로써 View를 초기화한다.

            glLoadIdentity(); // Reset The View 

다음은 화면상의 지정된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코드이다. 이것은 다소 헤깔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X축 상에서, 다음의 내용이 이뤄

진다 :

큐브들이 모여 이뤄진 피라미드가 화면상의 중심에 놓여지도록 오른쪽으로 1.4 유닛만큼 이동한다. 그 다음에 xloop에 2.8을 곱한후 다시 

여기에 1.4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yloop*1.4를 뺀다. 이것은 큐브들을 그들이 위치한 줄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Y축상에서 6에서 yloop를 뺌으로써 아래 방향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다. 다음에 그 결과에 2.4를 곱한다. 큐브들은 y축 상의 각각의 꼭

대기 상에 놓여진다. 다음에 7을 빼는데 이것은 피라미드가 화면의 아래쪽에서 시작하고 윈쪽으로 만들어지게 한다.

최종적으로 Z축 상에서 화면 안쪽으로 20 유닛 이동한다. 이것은 피라미드를 멋지게 만든다.

            // Position The Cubes On The Screen 
            glTranslatef(1.4f+(float(xloop)*2.8f)-(float(yloop)*1.4f),((6.0f-float(yloop))*2.4f)-
7.0f,-20.0f);  

이제 x축 상으로 회전시켜 보자. 우리는 큐브를 뷰쪽으로 45도에서 yloop*2를 뺀 상태로 기울인다.. 퍼스펙티브 모드는 자동으로 큐브들

을 기울이므로 이 기울어짐을 제거 했다. 이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원하는대로 작동한다. :)

최종적으로 xrot를 더한다. 이것은 키보드를 통해 각을 조정할 수있도록 한다.

x축으로 회전한후에 y축상으로 45도 회전하고 yrot을 더하는데 이것은 키보드를 통해서 yrot값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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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Rotatef(45.0f-(2.0f*yloop)+xrot,1.0f,0.0f,0.0f); // Tilt    The Cubes Up And Down 
            glRotatef(45.0f+yrot,0.0f,1.0f,0.0f); // Spin Cubes Left And Right 

다음에 큐브들이 위치한 줄에 따라 달리 색상을 지정한다.

            glColor3fv(boxcol[yloop-1]); // Select A Box Color

이제 박스에 대한 List를 호출한다. 

            glCallList(box); // Draw The Box

큐브의 꼭대기에 놓여질 뚜껑의 색상을 지정한다.

            glColor3fv(topcol[yloop-1]); // Select The Top Color

뚜껑에 대한 List를 호출하고 모든것이 잘되었으므로 TRUE를 호출한다.

            glCallList(top); // Draw The Top 
        } 
    } 
 
    return TRUE; // Jump Back 
} 

이제 남은 코드들은 WinMain 함수에서 이뤄지는데 다음은 키보드에 대해 xrot와 yrot의 값을 변경해 주는 키보드 입력 처리 코드이다. 

SwapBuffer(hDC) 코드 다음에 놓여진다.

SwapBuffers(hDC); // Swap Buffers (Double Buffering) 
 
if (keys[VK_LEFT]) // Left Arrow Being Pressed? 
{ 
    yrot-=0.2f; // If So Spin Cubes Left 
} 
 
if (keys[VK_RIGHT]) // Right Arrow Being Pressed? 
{ 
    yrot+=0.2f; // If So Spin Cubes Right 
}
 
if (keys[VK_UP]) // Up Arrow Being Pressed? 
{ 
    xrot-=0.2f; // If So Tilt Cubes Up 
} 

if (keys[VK_DOWN]) // Down Arrow Being Pressed? 
{ 
    xrot+=0.2f; // If So Tilt Cubes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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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역 끝>

변역을 여기서 끝마친다. 사실 이 강좌는 Display List에 대한 장이다. Display List에 대한 사용법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강좌를 번역할때 List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내용을 번역했지만 후반부의 큐브를 화면상에 피라미드 모양으

로 위치시키는 세세한 내용은 그냥 술~ 술~ 넘기며 번역했음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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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board(빌보드) 기법 <소스코드 다운로드>

빌보드 기법이란 사각형이 항상 시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관찰자가 어느 위치로 이동하더라도 사각형은 항상 

같은 면을 관찰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응용예로써 넓은 대지위에 나무를 나타내고자 할때, 나무를 메쉬(Mesh)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지 않

고 나무 이미지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구현에 대한 핵심은, 항상 시점을 바라보도록 사각형을 이루는 네 좌표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Model View 행렬을 이용한다. 

Model-View 행렬에는 관찰자의 시점에 대한 정수직벡터와 정우측벡터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일단 OpenGL에서 Model View 행렬을 얻는 코드를 알아보자.

Glfloat viewMatrix[16]; 
GlGetFloatv(GL_MODELVIEW_MATRIX, viewMatrix);

ViewMatrix에 저장된 Model View 행렬이 다음 그림과 같다고 할 때 벡터(m1, m5, m9)은 시선 벡터와 수직인 위쪽 벡터이고, 벡터

(m0, m4, m8)는 시선 벡터와 수직인 오른쪽 벡터이다.

시선과 위쪽으로 수직인 벡터를 UpVector라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수직인 벡터를 RightVector라 하자. 이 두 벡터를 이용하여 사각형

을 이루는 4개의 좌표를 조정하기 위해, 사각형의 중심 벡터를 centerVector라고 하면, 사각형을 이루는 4개의 좌표는 다음 그림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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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좌표를 스칼라값 Size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Size는 사각형의 크기로 생각할 수 있다.

CenterPoint + (RightVector + UpVector) * (-Size)) 
CenterPoint + (RightVector -UpVector) * Size 
CenterPoint + (RightVector + UpVector) * Size 
CenterPoint + (UpVector -RightVector) * Size 

실제로 구현 코드를 살펴보자. 

void GL_Window::Draw(void)
{
    glClear (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Clear Screen And Depth    Buffer
    glLoadIdentity (); // Reset The Modelview Matrix
    glTranslatef (0.0f, 0.0f, -6.0f); // Translate 6 Units Into The Screen
    glRotatef (angle, 0.0f, 1.0f, 0.0f); // Rotate On The Y-Axis By angle
   

    // 모델뷰 행렬을 얻는다
    float mat[16];
    glGetFloatv(GL_MODELVIEW_MATRIX, mat);
   

    // 모델뷰 행렬로부터 시선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오른쪽 벡터와 수직으로 윗쪽 벡터를 정의한다.
    vector3_t right(mat[0], mat[4], mat[8]);
    vector3_t up(mat[1], mat[5], mat[9]);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0]); // Select Our Texture
   
    vector3_t pos(0.0f, 0.0f, 1.0f);
   
    glBegin(GL_QU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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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보드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폴리곤의 경우
    //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1.0f, -1.0f, 1.0f);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 1.0f, -1.0f, 1.0f);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 1.0f, 1.0f, 1.0f);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1.0f, 1.0f, 1.0f);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 빌보드 기법이 적용된 폴리곤의 경우
    glTexCoord2f(0.0f, 0.0f); glVertex3fv((pos+(right+up)*(-1)).v); // Bottom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0.0f); glVertex3fv((pos+(right-up)*(+1)).v); // Bottom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1.0f, 1.0f); glVertex3fv((pos+(right+up)*(+1)).v); // Top Right    Of The Texture 
and Quad
    glTexCoord2f(0.0f, 1.0f); glVertex3fv((pos+(up-right)*(+1)).v); // Top Left    Of The Texture 
and Quad
    glEnd();

 
    glFlush();
} 

위의 소스에서 이미 제작된 vector 클래스를 사용하였다. vector 클래스의 사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10여분정도 투자하여 소스를 분

석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빌보드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주석처리하였 놓았다. 주석을 제거하여 실행해 보면서 비교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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