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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기존의 웹상에 적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애

니메이션은 백터방식으로 화질 열화와 전송용량에 따른 단점을 일부분 해결 했지만 3D 입체 영상

표현이 어려우며 애니메이션 영상표현의 실시간 랜더링과 스마트폰 디바이스 기술이 상업적 요구조

건에 부합하여 3D 영상처리 기법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장치나 스마트폰에서 그래픽 렌더링을 하기 위한 OpenGL Es 2.0 

라이브러리로 안드로이드의 뷰 시스템과 OpenGL, M3G을 통한 3차원 그래픽 렌더링이 가능한 3D 
애니메이션 영상처리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As mobile devices have developed, flash animations suitable for the existing web have solved part of the weakness 
caused by the image quality deterioration and the transmission capacity, but it is difficult to express 3D stereo-scopic 
images. Also, for the real time-randering of visual expressions for animation and the device technique for smartphone to 
accord with commercial demands,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3D image processing technique.

This paper studied on the image processing method for 3D animation capable of 3D graphic rendering with view 
system of android and OpenGL M3G in an embedded system device and OpenGL ES 2.0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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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발전은 디지털 사진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카메라는 작고, 저렴하고, 저전력이

면서 높은 품질의 디스플레이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네트워크 기능과 더 크고 선명한 색

상의 디스플레이와 고속의 CPU, 풍부한 메모리와

풍부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3D 그래픽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Symbian, Linux, 
Windwos Mobile의 운영체제는 제3자가 개발한 애

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바는 모든 스

마트폰사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3D 콘텐츠를 위한

OpenGL ES와 M3G를 지원하고 있다. 3차원 그래

픽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연

산해야 하며 그 연산 과정 또한 복잡하다[1][2]. 
임베디드 시스템 장치나 스마트폰에서 그래픽 렌

더링을 하기 위한 OpenGL Es 2.0 라이브러리로

안드로이드의 뷰 시스템과 OpenGL, M3G을 통한

3차원 그래픽 렌더링이 가능한 3D 애니메이션 영

상처리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OpenGL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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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L LS는 OpenGL의 임베디드 시스템 버

전으로, 로열티 없이 자동차와 각종 설비 및 휴대

장치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상의 향상된

2D/3D 그래픽 성능을 위한 낮은 레벨의

cross-platform PI이다[5]. 

Java applications (midlets)
M3G MIDP Other JSRs

OpenGL ES VM(CLDC/CDC)

그림 1. 모바일 자바 소프트웨어 스택

그림 1과 같이 OpenGL ES 1.0이 소프트웨만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

면, OpenGL LS 1.1은 API의 하드웨어 가속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뿐만 아니라 1.0과의 호환

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API의 2가지 버전 간의 애

플리케이션 포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7][9].
2.2 M3G
Java 3D와 OpenInventor와 같은 API의 장점을

취한 고수준의 새로운 API이다. 3D 그래픽 요소

를 캡슐화하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들은

씬 그래픽를 구성하기 위해 연결될 수 있다. 씬
그래프는 그래픽 객체들과 객체들의 관계를 나타

낸다 M3D는 OpenGL ES 렌더러의 기반 위에 효

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객체의 속

성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 캐릭터 애

니메이션 등과 같은 스키닝과 모핑을 지원한다

[6].
2.3 3D 그래픽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는 빠르고 복잡한 3D 이미지를 사

용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OpenGL ES 라이브

러리를 제공한다[8]. 

그림 2. 3D 그래픽 라이브러리

이를 위해, android.opengl과 javax.microedition. 
khronos.opengles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java 패키지들은 OpenGL ES의 네이티브 라이브

러리(wrapper)인 GLES_CM에 기반하며, 이는 다

시 EGL(네이티브 플랫폼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기반으로 한다.

EGL을 구현하는 방식은 hardware적인 구현과

software적인 구현이 제공되며, 이를 위해 libagl.so 
(안드로이드 GL)과 libhgl.so(하드웨어 GL) 가

사용된다. 아래의 그림 3은 EGL Surface를 생성

한 것이다[3].
mEglSurface = mEgl.eglCreateWindowSurface(mEglDisplay, 
              mEglConfig, holder, null);
GLSurface sur = eglCreateWindowSurface(dpy, cnf, 
              new EGLNativeWindowSurface(window), base);
EGLNativeWindowSurface(const sp<Surface>& surface);

그림 3. Surface 생성 기본 코드

Ⅲ. 3D 영상처리

3.1 Object3D
3D 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

한 추상 기반 클래스로 Morphing Mesh, Skinned 
Mesh, World, Sprite3D, Node, Transformable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복제 또는 파일로부터 가

져오기를 포함하여 모든 씬 그래프 오브젝트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정의한다. 메서드는

내장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실행하는

애니메이팅이다[4][10].
3.2 M3G의 저수준 모델링

객체 지향적인 자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가

장 낮은 저수준의 메시 만들기이다. 메시는 정점

배열, 버퍼 오브젝트, 삼각형 버퍼 오브젝트, 렌
더링상태, 쉐이딩 파라미터로 만들어진다. 그림 4
는 메시 메서드 실행 코드의 일부분이다[4].
void paint(Graphics g) {

Graphics3D g3d = Graphics3D.getInstance();

try {

g3d.bindTarget(g);

g3d.clear(null);

g3d.render(myVertices, myTriangles, myAppearance,

myModelTransform);

}

finally {

g3d.releaseTarget();

}

}

그림 4. 메시 메서드 실행 기본 코드

Appearance는 컴포넌트 클래스는 하위 레벨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의논리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OpenGL의 렌더링 상태의 담당하고 있으며 오브

젝트에 제어하고자 하는 상태만을 지정하고 나머

지는 null로 남김으로써 단순화하여 다른 메시 사

이에서 상태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림 4는 Simple 
vertex shader 기본 코드의 일부분이다.

3.3 저수준 렌더링

저수준의 3D 파이프라인인 포인트, 라인, 폴리

곤, 2D이미지 타입을 이용하여 패턴을 정의하고

화면에 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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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M3Gpositionattrib(myVertex)
#pragmaM3Gvertexstage(clipspace)

void main() {
  m3g_ffunction();
  gl_Position= myVertex;
}

그림 5. Simple vertex shader 기본 코드

 재질과 광원, 안개에 영상을 받으며 화면상에

대한 가시화 여부를 결정하며 좌표계에 투영한다. 
연속된 하나의 3D 도형은 프레그먼트로 이미지화

하며 생상은 하나 이상의 텍스처 맵으로 조정되

며 프레임버퍼에 존재하는 기존의 픽셀과 블렌딩

한다.
3.4 M3G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명령에 대해 미리 프로그래밍된

시간에 종속적인 값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Animation Controller, Animation Track, Animation 
Sequence에 의해 정의한다.

키프레임 시퀀스은 키프레임 설정, 기간과 반복, 
유효 키프레임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KeyframeSequence(10, 3, KeyframeSequence.LINEAR)

KeyframeSequence rotationSeq = new KeyframeSequence(3, 4,

KeyframeSequence.SLERP);

rotationSeq.setDuration(2000);

rotationSeq.setRepeatMode(KeyframeSequence.LOOP);

rotationSeq.setKeyframe(0, 0, kf0);

setValidRange(3, 7)

그림 6. 키프레임 시퀀스 소스 코드

그림 6은 선형 보간으로 10개의 3벡터 키프레임

시퀀스를 생성하고, 반복하기 위한 setRepeatMode
를 호출하여 2000단위당 한번 실행하며, 유효한

범위는 시퀀스를 3~7까지의 인덱스를 가진 키프

레임만 사용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타킷은 각 오브젝트에 대한 애니메

이션이 가능한 속성들로 애니메이션 트랙 오브젝

트를 생성하고 Object3D.addAnimationTrack를 타

킷 오브젝트에 추가한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특정한 애니메이션의

속도와 타이밍을 정의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트랙

오브젝트를 할당한다.
myObject.addAnimationTrack(motionTrack);

myObject.addAnimationTrack(rotationTrack);

그림 7.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그림 7은 motionTrack과 rotationTrack에 대한

두 개의 애니메이션 크랙을 하나의 오브젝트를

컨트롤러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실행은 M3G에서

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직접 실행되며 eventTime 
마다 호출한다.

myMesh.animate(System.currentTimeMillis() - startTime);

그림 8. 애니메이션 실행

그림 8을 KeyframeSequence와 AnimationTrack,  
AnimationController로 설정된 오브젝트를 메서드

가 animate를 호출하여 실행한다.

Ⅳ. 결 론

임베디드 시스템 장치나 스마트폰에서 그래픽

렌더링을 하기 위한 OpenGL Es 2.0 라이브러리

로 안드로이드의 뷰 시스템과 OpenGL, M3G을
통한 3차원 그래픽 렌더링이 가능한 3D 애니메이

션 영상처리 방법에 관하여 M3G의 저수준 모델

링과 저수준 렌더링, M3G 애니메이션을 연구하였

다. 향후에는 M3G 영상 구현을 위한 고속 푸리

(FFT ; Fast Fourier Transform) 영상변화의 스마

트폰에서의 고속 영상처리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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