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애플의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한 관심은

폭발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고, 관련된많은기업들은시장점유

를 위해 앞 다퉈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바다 플랫폼(이하 바다)

은 이와 같은 세계의 빠른 흐름에 맞춰 국내 최초로 삼성에서 개

발한 모바일 OS다.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C언어 기반의 OS’라는 것이다. C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은 현

재 나와 있는 여러 OS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바 기반의 안드로이드와 단순히 비교해 본다고 해도

손색없을만큼바다는언어적강점때문에많은개발자들이손쉽

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네이티브 C 라이브러리 등과 손

쉽게 연동되기 때문에 다년간 축척된 C의 노하우들이 고스란히

핸드폰에녹아날수있다. 덕분에바다는개발자들을현혹시키기

에충분하다. 

자바와 1, 2위를 다투면서 4년만에 1위에 올라선 C언어. 2010

년 초에 발표된 언어랭킹(<표 1> 참조)을 봤을 때 1970년 에 발

표되고 OOP 개념이 더해진 C++이 1990년 에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C언어의랭킹은정말놀랍다고밖에표현할수없다. 그

만큼C/C++가 단한언어임에는틀림없다.

다른 OS들과의 이식성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다. 즉, 안드로이

드, 아이폰, 윈도우폰모바일7 등은모두Wrapping 기술을통해

C언어를 지원한다. 바꿔 말한다면 네이티브 C로 제작된 모듈은

OS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2>에 나타나듯이

OS별로각각다른언어를지원하는상황에서공통된C언어를지

원한다는것은정말큰장점이다. 좀더쉽게한줄로요약하자면

인터프리터 언어와 네이티브 언어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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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트렌드 역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데스크톱 기반 플레이어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더욱 친 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바다 플랫폼으로 개발했다.

송락규 reeoss@gmail.com, 진성주, 박지훈, 권세만, 남형주｜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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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 상반기 프로그램 언어 순위

Position Position Delta in Programming Ratings Delta
Status

Apr 2010 Apr 2009 Position Language Apr 2010 Apr 2009

1 2 ↑ C 18.058% +2.59% A

2 1 ↓ 자바 18.051% -1.29% A

3 3 — C++ 9.707% -1.03% A

4 4 — PHP 9.662% -0.23% A

5 5 — (비주얼)베이직 6.392% -2.70% A

6 7 ↑ C# 4.435% +0.38% A

7 6 ↓ 파이썬 4.205% -1.88% A

8 9 ↑ 펄 3.553% +0.09% A

9 11 ↑↑ 델파이 2.715% +0.44% A

10 8 ↓↓ 자바스크립트 2.469% -1.21% A

11 42 ↑↑↑↑↑↑↑↑↑↑오브젝티브 C 2.288% +2.15% A

12 10 ↓↓ 루비 2.221% -0.35% A

<표 2> 모바일 OS별 사용 언어

OS 구분 사용 언어 비고

바다 C/C++ 네이티브 언어

안드로이드 자바 인터프리터 언어

iOS 오브젝트 C 네이티브 언어

윈도우폰 모바일 7 C# 인터프리터 언어



iOS도 네이티브인데 왜 논외인가?”라고 한다면 맥 OS 환경에서

만개발할수있다는개발상의특성때문이라해두겠다. 이번호

의 주제는 바다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C언어의 전반적인 내용

을 알고 싶다면 http://www.wikipedia.org/을 통해 검색해 볼

것을권한다.

모바일 시장 현황

리서치 전문 기관인 가트너의 발표 자료(<표 3> 참조)를 보면

몇년간은안드로이드가가장비전있어보인다. 국내또한iOS와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 시장이 양분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서 나올 윈도우폰 모바일 7까지 더해져 3파전이 예상되는 구도

다. 여기에 유럽에서 높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바다까지 가세

한다면국내스마트폰시장에는많은변화가있을것이다. 

바다는 국내외로 많은 수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C/C++

언어를 채택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애플

리케이션 시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국내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이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우리는바다플랫폼을채택해손쉽게모바일시장으로전

환할수있었다.

바다 SDK 소개 및 개발환경

바다플랫폼에서의개발을시작하기위해필요한것은두가지

다. 바다 플랫폼으로 컴파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oftware Development Kit), 즉 SDK와 통합개발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 그것이다. 안드로이

드 같은 경우 Eclipse for JAVA IDE을 받고 별도로 안드로이드

SDK를 받아 몇 가지 설정을 해야 하지만 바다의 경우는 설치만

으로 개발환경이 구축된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SDK 릴리즈 버

전은 1.2.0으로, 2010년 12월 7일에 최종 릴리즈됐으며 http://

developer.bada.com을통해다운받을수있다.

“바다는 또 무슨 IDE지? C/C++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면 되지 않나?”개발을 좀 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있다. 당연히가능하다. 하지만추천하고싶지는않다. 모바

일 프로그래밍의 특성상 오히려 번거롭기만 할 뿐이니 제공되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바다의 IDE는 이클

립스기반이기때문에충분히좋은환경이기도하다. 

바다 IDE을 통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삼성앱스(Sam

sung Apps)라는 스토어를 통해 유통된다. 이렇게 유통된 바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추후 디지털 TV 등 삼성의 모든 전자

제품에서서비스된다.

Hello bada!

본격적으로 바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자. 개발자의 첫걸

음은 당연히“Hello Wolrd”다. 우리는 바다 플랫폼 개발자이니

“Hello bada!”를 출력해보자. 또한 이번 바다 개발자 챌린지의

스페셜 위너 수상작인 피버 플레이어(FeeverPlayer)의 내부도

살짝 엿보자. 참고로 모든 샘플은 1.0.0 SDK를 기준으로 제작

됐다.

File → New → Bada Project를 눌러 <화면 3>처럼 기본적인

Bada Form Based Application을선택하고프로젝트이름을작

성한뒤새로운바다프로젝트를생성하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에 올려서 확인해

보자. Run →Run을선택하면‘Run As’라는창과함께어떤방

법으로 실행할 지 묻는 창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뮬레이터를

선택하고<OK>를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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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자료 : 가트너)

<화면 1> 바다 IDE 구동화면

<화면 2> 삼성앱스 로고



간혹“Binary not found”메시지가나올때가있는데, 이럴때

는 ProjectBuild → Project를 눌러 강제로 빌드해주면 된다. 프

로젝트가 빌드되고 시뮬레이터가 처음 구동되면서 몇 가지 언어

설정을 한 후 조금 기다리면 <화면 5>와 같이 프로젝트가 실행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사람이라면 바다 역시 다른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

낄것이다.

커스텀 슬라이더의 구현 - 피버 플레이어

개발자라면 필요한 스펙의 클래스를 디자인해 적용하는 일이

잦을것이다. 바다에서지원해주는슬라이더바외에도마음 로

이미지를 적용하면서 설정(Custom)할 수 있는 슬라이더 바를

만들어보자. <화면6>은완성된커스텀슬라이더화면이다.

CustomSlider Class의Header을보자

CustomSlider Class는 Panel과 TouchEventListener 인터페

이스를 상속받고 있다. 이는 다른 Form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

용되기 위해 자체적인 이벤트 처리 루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Panel은바다의UI Controls 중가장간단한UI 컴포넌

트다. Osp::Ui::Controls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며, 어떤 컴포

넌트에도추가해사용할수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HelloBada’프로젝트의 src/

Form1.cpp를열어서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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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3> 

새로운 바다 프로젝트 생성

<화면 4> 

Run 선택

<화면 5> 

시뮬레이터로 확인한 프로젝트

<화면 6> 

완성된 커스텀 슬라이더

#include <FBase.h>

#include <FMedia.h>

#include <FUi.h>

class CustomSlider:

publicOsp::Ui::Controls::Panel,

publicOsp::Ui::ITouchEventListener{

public:

CustomSlider();

virtual ~CustomSlider();

bool Initialize(Osp::Graphics::Canvas* _canvas, float x,

float y, float w);

private:

virtual result OnInitializing(void);

virtual result OnTerminating(void);

virtual result OnDraw();

void SetPos(float pos);

Osp::Graphics::Bitmap* SliderPos;   // Pos bitmap

Osp::Graphics::Bitmap* SliderBar;   // Bar bitmap

Osp::Graphics::Bitmap* SliderMoved;   // Pos moved

Osp::Graphics::Canvas* pCanvas;   //draw Canvas

float _x, _y, _w, _pos;

bool _bPressed;

- 이하생략-

<리스트 1> CustomSlider의헤더

#include "Form1.h"

#include "CustomSlider.h"

using namespace Osp::Base;

using namespace Osp::Ui;

using namespace Osp::Ui::Controls;

<리스트 2> Form1.cpp, CustomSlider 객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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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이용되는Form 클래스에서는단순히객체를생성하고

AddControl만 하면 된다. Panel을 상속했기 때문이다. 물론 상

호적인처리를위해서는좀더자세한스펙들이요구되지만이번

호에서는 간단하게 커스텀 슬라이더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식으

로구성되는지정도만알아보자. 

이제 도식도를 그려가면 CustomSlider 클래스의 디자인을 고

민해보자. 

1. 슬라이더의 Pos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어야 한다.

2. 슬라이더의 특정 부분을 클릭했을 때 포지션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3. 현재 진행된 곳까지 이미지와 전체의 이미지가 달라야 한다.

간단한CustomSlider를생각해보면이렇게세가지정도로정

리할 수 있다. 물론 볼륨이나 검색 바들과 매핑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 요소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스스로 고민하길 바란

다. 앞의전제조건들을바탕으로클래스다이어그램을그려보자.

<그림 1>은 앞에서 고민해 본 것 중 3번을 제외한 1번과 2번의

조건을만족하는도식도다. 의외로간단하게터치이벤트처리만

잘한다면구현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3번에 한도식도

는OnDraw 내부에서처리하기때문에별도로그려보자.

CustomSlider가 <그림1>과<그림2>와같이간단하게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코드로 이 부분을 구현해 보자.

먼저CustomSlider의초기화부분을살펴보자.

Form로부터 받은 Canvas와 위치, 길이값들을 멤버변수에 넣

고 Construct 메소드로 초기화한다. 여기서‘y- 100’부분은 바

다폰의 인디케이터와의 여백

을 제외한 부분이다. 우리는

역을 Canvas로 받았기 때

문에 이 부분을 처리해줘야

정확하게 일치된 좌표를 볼

수 있다. 넓이는 입력받은 _w

값을, 높이는 SliderBar의 높

이로 고정시킨다. 여기서

GetBitmapN이라는 메소드

를 볼 수 있는데, 바다 레퍼

- 생략-

result

Form1::OnInitializing(void){

result r = E_SUCCESS;

__pButtonOk = static_cast<Button *>(GetControl

(L"IDC_BUTTON_OK"));

if (__pButtonOk != null){

__pButtonOk->SetActionId(ID_BUTTON_OK);

__pButtonOk->AddActionEventListener(*this);

}

CustomSlider*pSlider;

pSlider=new CustomSlider();

pSlider->Initialize(this->GetCanvasN(),(480-320)/2

,600, 300);

AddControl(*pSlider);

return r;

}

- 이하생략-

<그림 1> CustomSlider의 도식도

<그림 2> CustomSlider의 OnDraw 도식도

bool CustomSlider::Initialize(Canvas* _canvas, float x,

float y, float w) {

pCanvas = _canvas;

_pos = 0;

_x = x;

_y = y;

_w = w;

GetBitmapN("slider_pos.png", &SliderPos);

GetBitmapN("slider_bar.png", &SliderBar);

GetBitmapN("slider_move.png", &SliderMoved);

Construct(Rectangle(x, y - 100, _w, SliderBar-

>GetHeight()));

AddTouchEventListener(*this);

return true;

}

<리스트 3> CustomSlider의초기화



런스에서도 제공되는 이미지 관련 메소드다. 다양한 포맷의 이

미지처리에용이하기때문에프로젝트생성시 Util  클래스등

을통해싱 톤(SingleTon)으로제공한다면프로그래밍에좀더

효율적일것이다. 

GetBitmapN은<리스트4>와같이이뤄져있다.

Initialize으로 돌아와서 하단의 AddTouchEvent Listener

(*this) 부분을 보자. CustomSlider 클래스는 Panel과 Touch

EventListener를 상속받고 있다. 따라서 *this을 통해 Panel에

이벤트리스너를연결하는것이다. 이로써기본적인초기화작업

은끝이난다. 다음으로터치이벤드처리에 해살펴보자.

CustomSlider가 ITouchEventListener 인터페이스를 상속받

는 것을 기억하는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했기 때문에 Custom

Slider 클래스에가상함수들이정의돼있어야한다.

마우스 이벤트와 유사한 터치 이벤트들은 <표 4>와 같이 정의

돼있으며, CustomSlider 헤더에선언해사용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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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ustomSlider::GetBitmapN(const Osp::Base::String&

name,

Osp::Graphics::Bitmap** pBitmap) {

if (*pBitmap != null) {

delete *pBitmap;

*pBitmap = null;

}

Image* pImage = new Image();

String fullname(L"/Res/");

fullname.Append(name);

pImage->Construct();

if(fullname.EndsWith(L"jpg"))

*pBitmap = pImage-

>DecodeN(fullname,BITMAP_PIXEL_FORMAT_RGB565);

else if(fullname.EndsWith(L"bmp"))

*pBitmap = pImage-

>DecodeN(fullname,BITMAP_PIXEL_FORMAT_RGB565);

else if(fullname.EndsWith(L"png"))

*pBitmap = pImage-

>DecodeN(fullname,BITMAP_PIXEL_FORMAT_ARGB8888);

else if (fullname.EndsWith(L"gif"))

*pBitmap = pImage->DecodeN(fullname,

BITMAP_PIXEL_FORMAT_RGB565);

delete pImage;

}

<리스트 4> GetBitmapN 함수

void CustomSlider::OnTouchPressed(const Control &source,

const Point &currentPosition, const TouchEventInfo

&touchInfo) {

int x = currentPosition.x;

int y = currentPosition.y;

Point pt1, pt2;

int offset = 400;

pt1.x = _pos - offset;

pt1.y = 0 - offset;

pt2.x = _pos + SliderPos->GetWidth() + offset;

pt2.y = SliderPos->GetHeight() + offset;

// slider Pos.

if (x > pt1.x && x < pt2.x && pt1.y < y && pt2.y > y)

_bPressed = true;

pt1.x = 0 - offset;

pt1.y = 0 - offset;

pt2.x = _w + SliderPos->GetWidth() + offset;

pt2.y = SliderBar->GetHeight() + offset;

// slider bar click.

if (x > pt1.x && x < pt2.x && pt1.y < y && pt2.y > y) {

if (currentPosition.x < 0)

SetPos(0);

else if (currentPosition.x > _w)

SetPos(_w);

else

SetPos(currentPosition.x);

}

}

<리스트 5> OnTouchPressed 이벤트리스너

void CustomSlider::OnTouchMoved(const Control &source,

const Point &currentPosition, const TouchEventInfo

&touchInfo) {

if (_bPressed) {

float dst = _w + SliderPos->GetWidth();

if (currentPosition.x < 0)

SetPos(0);

else if (currentPosition.x > dst)

SetPos(dst);

else

SetPos(currentPosition.x);

}

}

<리스트 6> OnTouchMoved 이벤트리스너

void CustomSlider::OnTouchReleased(const Control &source,

const Point &currentPosition, const TouchEventInfo

&touchInfo) {

_bPressed = false;

}

<리스트 7> OnTouchReleased 이벤트리스너



<리스트 5>를 보자. pt1,pt2 변수로 화면을 누른 위치가 슬라

이더의현재위치인지그외의슬라이더의바부분인지확인한다

음 현재위치라면 _bPressed 변수를 true로 바꿔준다. 슬라이더

의 위치는 특성상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터치

가움직이는이벤트(OnTouchMoved) 발생시적절한처리를위

해 Boolean 변수(_bPressed)로 제어하게 해준다. 그 외의 부분

은 SetPos라는 <리스트 8>의 함수로 특정 위치로 이동한 다음

OnDraw 함수를호출해준다.

OnTouchMoved 함수를 보면 OnTouchPressed 함수을 통해

_bPressed 변수가 True일 때, 즉 지속적으로 누르고 움직이고

있을 때 해당되는 위치로 SetPos를 통해 이동하고 그려준다. 마

지막으로 OnTouchReleased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손가락

을 띄었을 때는 _Pressed를 false로 바꿔 초기화해주고 마치게

된다. 이로써CustomSlider의터치이벤트처리가끝났다.

다음은 이런 처리를 바탕으로 실제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부분

에 해고민해보자. CustomSlider를상속할때Panel을상속한

것을 기억하는가? Panel을 상속하면서 virtual OnDraw 함수를

선언한 부분이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 부분은 UI 컴포넌트

들이 시스템으로부터 Draw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위

한부분이다.

코드가복잡해보일지도모르겠다. 하지만천천히보면비트맵

파일을그려주기위해초기화시입력받은숫자들과비트맵의사

이즈를토 로사각형과좌표의위치를계산해비트맵연산을처

리하기위한캔버스에그려주는것밖에없다. 이것으로Custom

Slider의 기본를 간단하게 알아봤다. 좀 더 높은 스펙를 위한 전

초전이라 생각하고 이를 토 로 업그레이드 된 CustomSlider를

만들어보면많은도움이될것이다.

OpenGL ES를 이용한 3D UI - 피버 플레이어

바다는OpenGL ES 1.1과2.0을지원한다. 3D의개념적인부

분에있어서는지면상생략하도록하고OpenGL ES 2.0를이용

해3D UI 구현을위한핵심적인부분과팁들에 해알아보자. 

바다에서 OpenGL ES를사용하기에 앞서라이브러리를 추가

해야 한다. HelloBada 프로젝트를 열고 Project → Properties

메뉴를선택한후 C/C++ Build →Settings →Tool Settings

→ bada C++ Linker → Libraries에 FGraphicsOpengl,

FGraphicsEgl를추가하자.

본격적인 3D UI 구현을 위한 간단한 구조도를 202쪽의 <그림

3>과같이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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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양한 터치 이벤트들

터치 이벤트

OnTouchPressed 화면을 눌 을 때

OnTouchDoublePressed 화면을 연속 두 번 눌 을 때

OnTouchLongPressed 화면을 길게 눌 을 때

OnTouchRelease 화면에서 손을 뗐을 때

OnTouchMoved 화면에서 움직일 때

OnTouchFocusIn 화면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OnTouchFocusOut 화면에 포커스가 나갔을 때

void CustomSlider::SetPos(float pos) {

_pos = pos;

OnDraw();

}

<리스트 8> SetPos 함수

result CustomSlider::OnDraw() {

result r= pCanvas->Clear(Rectangle(

_x - (SliderPos->GetWidth() / 2), _y, 

(_x-(SliderPos->GetWidth()/2))+_w +(SliderPos-

>GetWidth()/2), SliderBar->GetHeight()));

// bar

r= pCanvas->DrawBitmap(Rectangle(_x, _y, _w +

SliderPos->GetWidth(),SliderBar->GetHeight()),

*SliderBar); 

// moved

r= pCanvas->DrawBitmap(Rectangle(_x, _y, _pos,

SliderBar->GetHeight()),

*SliderMoved)

// pos; 

r= pCanvas->DrawBitmap(Point(_x+_pos-(SliderPos-

>GetWidth() / 2), _y),

*SliderPos); 

r= pCanvas->Show();

return r;

}

<리스트 9> OnDraw 함수

<화면 7> OpenGL ES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



바다의 Form을 상속받아 OpenGLForm이라는 클래스를 생

성한 후 이를 다시 상속해 My3D 클래스를 만들었다. Open

GLForm 클래스는Form을상속받았지만다른컨트롤들은붙일

수 없다. OpenGLForm 클래스는 기본적인 OpenGL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셋팅(쉐이더 관련 설정과 랜더링 뷰에 관련된 작업

들)을 담당한다. Glu 클래스는 윈도우용 OpenGL에서 흔하게

쓰이는GLUT 클래스를참고해서만든클래스이며, 기본적인이

동, 회전, 크기 등 3D 프로그래밍에 필수인 행렬 계산을 담당한

다. OpenGL ES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다. 더군다나

바다는 C/C++ 기반이기 때문에 쉽다. 그냥 OpenGL 코드를

하드웨어 스펙에 맞게 바꿔주기만 하면 바로 작동한다. Object

클래스는 3D 공간 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위한 클래스다.

Object 객체를 만들어 My3D에 추가만 해주면 손쉽게 이용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My3D는 OpenGLForm을 상속받음으로써 기본

적인3D 공간이구축된클래스이고, 그위에여러가지Object을

추가해 인터렉션이 가능하게 도와준다. 따라서 My3D에는 터치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 처리 루틴이 포함돼 있다. 3D UI 구현에

있어서 4가지 클래스 모두를 설명한다면 좋겠지만 지면상 필요

한 부분만 발췌함을 양해 바란다. 3D UI와 CustomSlider에 관

련된프로젝트는http://nspjk.com에공개할것이니참고하기로

하고우선완성된3D UI 샘플을보자. 

비트맵을 Plane에 텍스처로 붙 으며, 터치 이벤트를 통해 자

유롭게움직일수있도록구현됐다. 우선3D 공간에Object가어

떤 식으로 추가됐는지부터 살펴보자. My3D의 bindShader

Variables 함수에 있으며, OpenGLForm에서 초기화 될 때 이

곳을호출해객체를추가한다.

object 타입의PlaneObj 객체를생성하고재질(Texture) 경로

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텍스처가 붙어진다. ID 멤버변수는 다수

의Object를판별하기위한ID다. 추후에피킹(Picking) 등을통

해 판별할 때 이용하면 된다. objectList을 통해 생성된 객체를

추가한다. objectList는 변수명 그 로 object들을 List 자료형으

로 갖고 있는 변수이며, 3D 공간을 렌더링 할 때 일괄적으로 그

려진다. 다음으로 Texture 함수가 어떤 식으로 비트맵을 손쉽게

텍스처화하는지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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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8> 완성된 3D UI

void My3D::bindShaderVariables() {

GLfloat width = 0.5f, height = 0.5f, posY = (height /

2) * -1.0f, posX = 0.0f;

GLfloat Plane[20] = { (width / 2 * -1) + posX, height +

posY, 0.1f, // Position 0

0.0f, 0.0f, // TexCoord 0

(width / 2) + posX, height + posY, 0.1f, // Position

1

1.0f, 0.0f, // TexCoord 1

(width / 2) + posX, posY, 0.1f, // Position 2

1.0f, 1.0f, // TexCoord 2

(width / 2 * -1) + posX, posY, 0.1f, // Position 3

0.0f, 1.0f // TexCoord 3 };

object* PlaneObj = new object(__programObject, Plane,

20);

PlaneObj->Texture(L"/Res/image_3d.png");

PlaneObj->ID = 0;

objectList->Add(PlaneObj);

}

<리스트 10> bindShaderVariables 함수

void object::Texture(String name) {

Bitmap* bitmap;

Image *pImage = new Image();

pImage->Construct();

bitmap = pImage->DecodeN(name,

BITMAP_PIXEL_FORMAT_R8G8B8A8);

delete pImage;

int width = bitmap->GetWidth();

int height = bitmap->GetHeight();

BufferInfo bufferInfo;

bitmap ->Lock(bufferInfo);

setupTexture((GLubyte*)bufferInfo.pPixels,width,height);

bitmap ->Unlock();

<리스트 11> Texture 함수

<그림 3> 

3D UI 구조도



object들은 각각 고유한 재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object 클래스 안에 Texture 관련 함수들이 존재하며, 이미지

경로를 받으면 바다에서 제공하는 인코딩 메소드를 통해 비트맵

타입으로 변환한다. 그 후 BufferInfo를 통해 byte 타입과 넓이,

높이를 setupTexture에 넘겨준다. setupTextur의 함수는 <리스

트12>와같이구현된다.

setupTexture는비트맵으로전처리된byte Texture 데이터를

실제 렌더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다. 이 곳에서

OpenGL ES에 Texture Load와 Filtering mode, Blending 등

을 설정한다. 첫 줄의 glDeleteTextures 함수는 glGenTextures

를 통해 만들어진 재질을 지우는 과정이다. 비디오 메모리 상에

올라간 재질을 지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용 후 지우는 것이 아

니라다시콜됐을때지워야한다. 때문에제일첫줄에위치해야

한다. glGenTextures를 통해 텍스처를 생성하고 glBind

Texture을 통해 textureId를 TEXTURE_2D로 바인딩하게 된

다. 그리고 glTexImage2D를 통해 바인딩된 타깃, TEXTURE_

2D에 실제 byte Texture 데이터를 넘겨줌으로써 텍스처를 적용

하게된다. 뒤의glTexParameterf 함수들은텍스처보간법에

한 설정 부분이며, 마지막 glBlendFunc 함수는 투명도를 위한

혼합방법(Blend) 설정부분이다. 간단하게텍스처를붙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남았다. 터치 이벤트를

어떤식으로이용하고렌더링하는지알아보자. 

My3D에서 WorldUpdate 함수는 렌더링되기 전에 World의

상태(회전, 이동,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중간쯤의

glu.Rotate 함수를 보면 matModelview의 행렬에 angleX, Y만

큼 회전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다. Rotate을 위한 행렬은 <그림

4>와 같다. Glu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행렬

연산을통해Rotate 진행한다.

Rotate에 필요한 Touch x, y값은 TouchMove 이벤트를 통해

서받는다. Released나Pressed는CustomSlider와유사하기때

문에 생략하겠다. 각도를 입력하고 Draw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새로 반 된 각도를 토 로 화면이 갱신된다. <리스트 15>는

Draw 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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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bitmap;

}

void object::setupTexture(GLubyte *src, int width, int

height) {

glDeleteTextures(1,&textureId);

glGenTextures(1, &textureId);

glBindTexture(GL_TEXTURE_2D, textureId);

glTexImage2D(GL_TEXTURE_2D, 0, GL_RGBA, width, height,

0, GL_RGBA,

GL_UNSIGNED_BYTE, src);

glTexParameterf(GL_TEXTURE_2D, GL_TEXTURE_MIN_FILTER,

GL_LINEAR);

glTexParameterf(GL_TEXTURE_2D, GL_TEXTURE_MAG_FILTER,

GL_LINEAR);

glTexParameterf(GL_TEXTURE_2D, GL_TEXTURE_WRAP_S,

GL_CLAMP_TO_EDGE);

glTexParameterf(GL_TEXTURE_2D, GL_TEXTURE_WRAP_T,

GL_CLAMP_TO_EDGE);

glBlendFunc(GL_ONE, GL_ONE_MINUS_SRC_ALPHA); 

}

<리스트 12> setupTexture 함수

void My3D::WorldUpdate() {

// world update

glu.LoadIdentity(&matMVP);

glu.LoadIdentity(&matModelview);

glu.Translate(&matModelview, 0.0f, 0.0f, -1.8f);

glu.Rotate(&matModelview,angleX,0.0f,1.0f,0.0f);

glu.Rotate(&matModelview, angleY, 1.0f, 0.0f, 0.0f);

glu.Multiply(&matMVP, &matModelview, &matPerspective);

getMatrix(&matModelview, modelview);

}

<리스트 13> WorldUpdate 함수

<그림 4> Rotate 관련 수식

void My3D::OnTouchMoved(const Osp::Ui::Control &source,

const Osp::Graphics::Point &currentPosition,

const Osp::Ui::TouchEventInfo &touchInfo) {

if (b_Pressed) {

angleX = pt_start.x - currentPosition.x;

angleY = pt_start.y - currentPosition.y;

Draw();

}

}

<리스트 14> OnTouchMoved 함수

void My3D::Draw() {

if (GL_TRUE == eglMakeCurrent(__eglDisplay,

__eglSurface, __eglSurface,

__eglContext) || EGL_SUCCESS != eglGetError()) {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

<리스트 15> Draw 함수



OpenGL ES의화면, Context 등이성공적으로만들어졌는지

확인한 후 이전 버퍼를 삭제한다. setupView 함수를 통해 뷰포

트, 프로젝션를설정하고, WorldUpdate를통해반 된회전, 이

동, 크기에 한 행렬연산을 진행한다. ObjectsUpdate를 통해

오브젝트별로다시렌더링을수행한다.

<리스트16>은 ObjectsUpdate 함수다.

처음에 object 객체를 생성한 후 objectList에 추가한 것을 기

억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objectList를 탐색하면서 추가된

object 객체들을Update을통해3D 공간상에반 하고Render

하는부분이다. 여기서matMVP를통해바뀐3D 공간을반 하

게되는데, 3D 공간과독립적으로행렬을 반 하고싶다면파라

미터를바꿔주면된다. 또한object의 ID을통해object별로각각

다른행렬을반 할수도있다.

object 각각의 Render를 살펴보면 indices를 통해 정점

(Vertex)를 단일화시키고 glVertexAttribPointer를 통해

attPosition, attTexCoord의 쉐이더 속성을 반 한다. 쉐이더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있어

야하므로 관련서적을 통해 학습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glDrawElements을 통해 GL_TRIANGLE_STRIP 타입으로 정

점을그려준다.

이상으로간단하게3D UI를살펴봤다. 바다개발자챌린지수

상작인 피버 플레이어에 적용된 3D UI와 커스텀 슬라이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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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My3D::ObjectsUpdate() {

object* _object;

for (int i = 0; i < objectList->GetCount(); i++) {

objectList->GetAt(i, _object);

_object->Update(matMVP);

_object->Render();

}

}

<리스트 16> ObjectsUpdate 함수

void object::Render() {

GLushort indices[] = { 0, 1, 2, 0, 2, 3 };

GLuint numIndices = 6;

glVertexAttribPointer(attPosition, 3, GL_FLOAT,

GL_FALSE, 5

* sizeof(GLfloat), vVertices);

glVertexAttribPointer(attTexCoord, 2, GL_FLOAT,

GL_FALSE, 5

* sizeof(GLfloat), &vVertices[3]);

glEnableVertexAttribArray(attPosition);

glEnableVertexAttribArray(attTexCoord);

glUniformMatrix4fv(attMat, 1, GL_FALSE, (GLfloat*)

&objmatMVP.m[0][0]);

glDrawElements(GL_TRIANGLE_STRIP,numIndices,GL_UNSIGNED_SH

ORT,indices);

}

<리스트 17> Render 함수

필자 메모

이번기고<음악가사성향과음원요소분석을통한음악추천서

비스 개발>을 바탕으로 바다 개발자 챌린지에서 스페셜 위너로

선정됐다. 기고하던 내용으로 상을 받게 돼 기쁜 마음이 더욱

크다. 이 기쁨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간략하게 몇 자 남겨본다.

관심있는독자가있다면http://nspjk.com을봐주길바란다.

GL_STENCIL_BUFFER_BIT);

setupView();

WorldUpdate();

ObjectsUpdate();

Commit();

}

}



http://ssmusic.secmem.org/bd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번에 소개된 커스텀 슬라이더나 3D UI가 피버 플레이어에 적용

된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할 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이것들

을기초로제작됐다는사실을기억해줬으면한다.

음악추천 서비스 모듈과의 결합

C/C++로 구현된 음악추천 서비스 모듈은 바다와 손쉽게 결

합될수있다. File 입출력부분만바다에맞게바꿔주면된다. 모

듈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로 Application을 꼽을 수

있다. Osp::App에 속해 있으며 해당 클래스의 정적 함수

GetInstance를 이용해 런타임 Application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다. 이렇게획득한레퍼런스를이용해애플리케이션의현재상태

와프레임정보등애플리케이션에서필요로하는정보를열람하

는것도가능하다. 

추가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몇 가지 클래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 Osp::Io::File - 파일 입출력을 위해 사용된 클래스

� Osp::Media::Player - 음악 플레이를 위한 클래스

� Osp::Net::Http - HTTP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

� Osp::Base::Runtime::Mutex - 스레드 동기화를 위한 클래스

� Osp::Runtime::Timer - 타이머를 컨트롤하기 위한 클래스

� Osp::Base::Runtime::Thread -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

바다에서 제공되는 스레드는 세 종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레드는threadType의값으로THREAD_TYPE_WORKER를

갖지만 Http처럼 이벤트와 관련해 동작하는 스레드는

THREAD_TYPE_EVENT_DRIVEN를 선언해야 제 로 동작

할 수 있다. 또한 THREAD_TYPE_MAIN이 있는데, 이는 메인

스레드를위한값이다.

이 외에도 문자와 관련된 유용한 클래스로 Osp::Base::

Utility::StringUtil이 있다. 이 클래스의 정적 멤버함수로는

MbToString, StringToMbn, StringToUtf8N, Utf8ToString과

같은 문자열 변환 함수가 지원된다. 또한 다양한 자료 구조와 알

고리즘이클래스로구현돼있다.

기고를 마치며

우리는 <음악가사 성향과 음원요소 분석을 통한 음악추천 서

비스 개발>이라는 주제로 4개월간의 기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관련 지식을 소개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짧은 연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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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디스켓 : HelloBada.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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