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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 통합 환경의 시대에서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자율의지로 제작한 창작물들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기반으로 3차원 

가상공간의 증강현실 미술관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개발환경(IDE)에서 3차원시뮬레이션 방식을 활용

하는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의 창작자들을 위한 풍족한 통합제작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자신의 자율의지로 마음껏 

창작해 나갈 수 있는 통합개발환경에서 창작을 위한 3차원시뮬레이션엔진을 

구성하고 안드로이드의 3차원가상공간 증강현실의 창작모듈을 설계한다.

이를 설계하여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마음껏 창작한 그래픽을 무

한한 디지털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3차원가상

공간의 전시실로 제작하여 관객의 사용자조사를 해보고 안드로이드스마트

폰에 Tasking하여본다.

주제어 시뮬레이션, 3차원가상공간,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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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의 사용자 환경, 스마트폰의 이슈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창작의 

통합개발환경(IDE)’, Android, iPhone, Windows Mobile 등의 플랫폼들이 개

인의 모바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발달이 뉴미디어와 유비

쿼터스사회로 접어들면서 Google, Apple, Nokia, Palm 등의 대기업들이 

Mobile Platform 개발에 줄을 잇고 있고, 문화의 꽃을 이루는 미술창작분야

는 수채화･유화를 거쳐서 판화와 미디어의 다양한 첨단의 재료들을 사용하

며 작가가 상상하는 세계를 창작하고 대중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영역으

로 이어졌다.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현시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통합개발환경에서 3차원가상공간의 증강현실을 창작자가 자신

의 자율의지로 마음껏 창작해 나갈 수 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관객들

의 삶은 지금보다 한층 더한 즐거움의 고급문화의 욕구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술과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는 3차원가상공간의 증강현

실을 창작하는 특정한 개발도구와 특정한 Pipe-Line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

정이다. Photoshop이나 illustrator의 2D그래픽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편집

하고, 3Dsmax, Maya, Xsi의 3D그래픽프로그램으로 3차원모델링과 애니메

이션을 구축하고, Max-script나 Maya Mel script, Java-script나 Flash의 

Action-script로 인터랙션을 개발하여도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들이 현재

의 대중들이 활용하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환경에서 3차원

가상공간의 증강현실을 창작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3차원가상공간의 증강현실을 창작하여 이를 디자인하는 데에는 3차원

공간에 현실처럼 물리작용을 적용시키는 3차원시뮬레이션엔진이 필요하

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의 창작과 이의 환경을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에 이식(Porting)시키는 프레임워크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자신들의 자율의지로 3차원가상공간을 창작하고자 모

든 과정 하나하나를 진행하려한다면 제작에는 무리한 시간이 소모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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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자신의 자율의지로 마음껏 

창작해 나갈 수 있는 통합개발환경에서 창작을 위한 3차원시뮬레이션엔

진을 구성하고 안드로이드의 3차원가상공간 증강현실의 창작모듈을 설

계한다.

최근 3차원시뮬레이션 가상공간을 제작하는 개발환경에서는 프레임워크

의 구성과 인터랙션의 미세한 편집까지도 사용자의 손으로 직접 조절･제어

할 수 있는 몇몇 개발환경들이 공개화 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용자통합개발

환경인 모바일통합개발환경은 대부분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Manager-Code

의 고급프레임워크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용자 통합 환경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시뮬레이션의 가상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통합개발

환경 기반의 연구 자료들을 리눅스커널(Kernel)의 공동개발 분산개정시스

템 깃트(GIT)와 현재 모바일통합개발환경의 안드로이드개발자 자료들, 3차

원시뮬레이션에서 상용되는 엔진의 개발환경과 UDN의 자료들, 그리고 공

개용 엔진의 개발환경과 개발자네트워크, 상당한 국내 개발자 모임의 네트

워크 등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개발연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IDE의 세상

이 수많은 증강현실을 개발자, 사용자, 창작자를 비롯하여 모든 세상이 함

께 나누고 공유하는 영역으로 발전되어졌으며, 공유하는 영역에서 개발블

록들을 ‘꼴라쥬’(Collage)로 새롭게 조립하는 프레임워크디자인과 창작의 개

발환경이 펼쳐졌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시뮬레이션 엔진들의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여 사용

자개발환경 즉, 공개화 되어져서 무료로 허용될 수 있는 통합기반에서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안드로이드 Platform으로 이식(Porting)하여 3

차원증강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를 설계하여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마음껏 창작한 그래픽을 무

한한 디지털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3차원가상

공간의 전시실로 제작하여 관객의 사용자조사를 해보고 안드로이드스마트

폰에 Tasking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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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서는 사용자의 제한된 환경의 그래픽용량을 제외하고서

는 그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3차원과 물리적인 가상공간은 다 이룰 수 

있다.

폭력과 살상의 그래픽시뮬레이션을 즐기는 게임과 살상의 전쟁모의실

험 등으로 만족했었던 3차원시뮬레이션의 가상공간을 떨쳐버리고, 찾아

갈 수 는 없으나 인간이 상상하고 꿈에 그리며 재현시킬 수 있는 공간

을 제작하여 이를 교육과 건설, 정치, 과학, 의학용의 수많은 유익한 산

업의 영역으로 만들어 폭력과 살상의 게임보다도 더 즐겁고 더 재미있

고 더 유익할 수 있도록 고급문화의 공간으로 창작하고 편집하고 조작

해나갈 수 있다.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들은 현재 태어나고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과 

앞으로의 인류에게 보다 더 상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창작자로서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진행할 수 있는 3차원가상

공간 증강현실의 창작모듈을 통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대중의 관객들에게 지금보다 한층 더한 가상체험의 즐거움으로 고급문화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희망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차원가상공간 증강현실의 창작모듈을 통해서는 인간의 물리적 증

강으로 안드로이드로봇문화를 꿈꾸는 세상의 중심에서, 미술가와 그래픽디

자이너의 창작자가 아름다운 세상을 창작하는 프레임워크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3차원엔진의 구성

가상공간을 제작하기위한 기반의 베이스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언리얼, 쥬피터, 렌더웨이 등 게임대기업의 플랫폼이나 상용엔

진으로서나 가능했던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 설정들이 지난 2010년도를 전

후로 많은 부분에서 공개화 되고 자료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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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 의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기업자-개발자-사용자 공

통 활용기반의 공동개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시작되었다. 대기업 제작

자들이 사용자 개발 툴-킷(Development Tool-Kit)을 제작하여 유저개발자

들에 의해 운용되는 통합아키텍처가 가상공간의 플랫폼으로 등장한 것이

다. 3차원가상공간의 제작에서는 상용화되어 다루기 힘들었던 언리얼의 환

경에서 개발자네트워크와 자료, 개발자제작의 키트가 지난 2009･2010년 초

에 많은 부분에서 공개화 되었고 여러 게임엔진의 가상공간 파일시스템과 

Map SDK가 공개되었고, 공개용 개발엔진의 플랫폼과 오픈버전에서 오픈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었으며 최근 이진공간파티션 Explorer와 이진공간파

티션 제작모듈을 통하여 3차원가상공간의 작업구성을 진행할 코드가 공개

되어 사용자제작의 환경이 보다 수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사용자들도 3차원시뮬레이션의 가상공간을 자율구성 할 

수 있도록 공개화 된 플랫폼과 개방형모듈을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

여 이를 3차원가상공간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화모형으로 만

들었다.

이를 크리에이터의 예술적 상상력을 동력으로 하는 통합엔진제작환경의 

템플릿으로 구성하여 안드로이드플랫폼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3차원가상공

간 증강현실제작의 창작모듈을 구성하였다.

첫째, 현재 오픈환경에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방법은 현 온라인상에

서 공식적으로 공개화 된 시뮬레이션엔진의 컴포넌트들을 통합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의 가상공간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별엔진은 엔진제작회사가 엔진일부의 컴포넌트들을 공식적으로 공개

화 하여 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개발환경에서 보다 발전된 

환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공동개발의 목적으로 공개화 

하였거나 또는 보다 많은 개발의 사용자들을 위해 유연한 개발환경으로 

엔진의 일부 모듈을 공개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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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프레임워크의 구성방법

폐쇄적 한정된 모델

엔진A 엔진B 엔진C 엔진D 엔진E

       

자율적 개발

프레임워크 융화모형구성

통합제작환경

그러나 개별엔진의 비공개화 된 부분은 사용자에게는 폐쇄적으로 한정

된다. 여전히 개별엔진은 완전한 가상공간을 제작하기에는 구성차원의 어

려움이 많다.

엔진A와 엔진B, 엔진C, 엔진D, 엔진E의 3차원시뮬레이션엔진에서 일부 

공개된 부분을 제외하면 개별적으로는 폐쇄적이고 한정된 구조를 취하지만 

A･B･C･D･E엔진의 공개화 된 컴포넌트들을 모두 나열하여 차이점별로 확

인하여 이를 재구성해보면 완전한 3차원가상공간이 이루질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의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B･C･D･E엔진의 공개화 된 컴포넌트들만으로 묶어 통

합개발환경(IDE)에서 프레임워크의 융화모형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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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래픽 통합제작환경의 템플릿을 구성하는 방법은 설정한 프레임

워크를 가지고 그래픽제작자 입장에서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듈화 한다.

<표 1>에서는 공식으로 공개화 된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통합제작환경을 

만들었고 <표 2>에서는 이 통합제작환경에서 레벨디자인모듈과 그래픽디

자인모듈로 나누어 그래픽디자인모듈의 드로잉, 2D･3D의 경로들을 추려서 

재제작 될 수 있도록 모듈화 하였다. 이를 그래픽제작을 위한 템플릿으로 

만들어 통합엔진환경에서 그래픽창작모듈로 재구성하였다.

그래픽창작모듈은 3차원시뮬레이션의 가상공간이 드로잉, 2D･3D그래픽

으로 재구성되어 질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 표 2 | 그래픽 통합엔진제작환경의 템플릿을 구성방법

그래픽통합엔진제작환경 개별엔진제작환경

엔진A 엔진B 엔진C 엔진E엔진D

그래픽 
템플릿 
구성

통합엔진구성

오픈 환경

드로잉

2D

3D

통합환경 

레벨

디자인

그래픽 제작환경 통합 환경

레벨디자인

모듈

  

미술과 

그래픽디자인 모듈

가상공간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각의 범위에 따라 하늘과 

같이 보이기만하고 멀리서 가까이 갈수 없는 대상이나 땅처럼 지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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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붙어 끝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나 벽이나 칸막이처럼 통과할 

수 없는 대상들 계단, 천정, 물체 등의 특별한 그래픽창작의 모듈을 제작하

였다. 또한 이에 맞는 도구와 에디터, 플러그인 등으로 제작하는 방식과 

출력하는 범위를 설정하였다. 창작모듈의 자세한내용은 본문을 통해 다룬다.

셋째, 3차원시뮬레이션 가상공간의 그래픽창작모듈로 3차원 가상의 미

술관을 구축한다.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마음껏 창작한 그래픽을 무

한한 디지털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래픽창작

의 모듈을 사용하여 3차원가상공간의 전시실로 제작하고 관객의 사용자조

사를 통하여 일반전시에 비해 가상공간전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넷째, 이 창작모듈을 가지고 직접 3차원가상공간을 제작하여 사용자통합

개발환경에 적용(Tasking)한다.

리눅스커널공동개발프로젝트 기트(GIT)를 통해 개발환경을 만들고 리눅스

라이브러리로 이식(Porting)하는 방법으로 사용자통합개발환경인 안드로이

드플랫폼에 이 그래픽창작모듈을 탑재하여 안드로이드에서 3차원시뮬레이션

엔진을 구축하고 3차원증강현실의 안드로이드그래픽창작모듈을 구성한다.

3. 가상미술관 그래픽 창작모듈의 구성

그래픽창작모듈의 제안방식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넓은 시야의 공간 --------

활동하는 실제 공간 ------------

----------- 사물

-------효과

| 그림 1 | 그래픽창작모듈의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대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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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적･정적 사물모듈

| 표 3 | MDX의 오브젝트 맵에디터 구성

오브젝트

3DsMax Mesh

세이프 SDK

3Ds파일 Import

맵 구성

리깅･스키닝

     

대상출력 장면 building

     

가상공간리소스디렉터리

파일시스템으로 비치

동적･정적 사물은 실재의 캐릭터나 대상의 오브젝트로 RTCW엔진과 같

은 가상공간파일시스템을 구성해줄 수 있는 엔진과 3DsMax프로그램으로 

모듈화 시킨다. 또한 일부 시뮬레이션 엔진의 SDK를 활용하여 제작한 이진

공간파티션의 모듈로도 3DsMax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 세 점의 버텍스

로 이루어진 메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Modify Panel에는 Edit Mesh의 기능을 

필히 사용하고 Edge를 모두 선택하여 Surface Properties의 Visible로써 삼각

형의 메쉬로 이루어진 로우폴리곤의 3Ds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장면을 구성

하는 SDK에서 쿼드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형태를 재조정해준다. 모듈은 

Map파일로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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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넓은 시야의 공간 

박스형환경 맵과 구형환경 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3DsMax프로그

램을 연계하여 가상공간환경에 적시적소 사용가능한 모듈로 만든다. 박스

형환경 맵은 구형환경 맵에 비해 전･후･좌･우･위･아래의 6장의 FOV(Field 

Of View: 시야각)90의 카메라촬영이 가능하고 공간을 구형환경의 거리로 

본 시각에서 드로잉의 연출로도 넓은 시야의 공간을 재현해 낼 수 있다. 

그에 비해 구형환경 맵은 한 장의 이미지로 구를 감싸듯 재현하는 기술로 

최종의 휘어짐을 감수해서 드로잉을 함으로 드로잉연출에 무리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스템사용상 한 장의 이미지라는 편리성 때문에 두 가지의 

사용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3DsMax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듈구성

을 하였다.

   

| 그림 2 | 구형환경

4

3

0

5

1

2    
0-front 1-right 2-back 3-left

4-up

5-down

| 그림 3 | 구형환경 맵을 3DsMax의 모듈에서 촬영하여 만든 6장의 박스형환경 이미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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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환경 맵이 HDRI라는 형식으로 웹상에 공개되어진 경우가 많아 이를 

가상공간의 Box형 환경에 덧붙여야 하는 경우 3DsMax에서 <그림3>과 같

이 만든 모듈은 구형환경 맵을 FOV90의 가상카메라로 0~5frame까지 촬영

하여 박스형환경 6장의 이미지맵으로 바꿔준다. 실재하는 우주공간, 하늘, 

바다, 산, 도시 등을 넓은 시야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이를 가상공간의 배경

으로 사용하면 그래픽디자인은 6장의 촬영이나 드로잉과 편집으로 가상공

간을 연출하게 된다.

3) 활동하는 실제의 공간 

실제의 중력과 물리적 요소를 추가한 공간의 형태로 3DsMax프로그램과 

IDSoftware사의 엔진에디터를 활용한 Map모듈을 만든다. Map모듈은 벽과 

창틀, 층과 계단, 지형 등으로 시뮬레이션에 사실과 같은 실재감을 부여해

준다.

3DsMax에서는 특정frame(2)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이동하고 사용하는 

Map SDK의 1층의 크기로 Box를 만든다. 3DsMax의 1frame에서 사용하는 

Map SDK의 World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키프레임을 걸어놓고 3DsMax에서 

먼저 애니메이션 키를 만든 특정frame(2)에서 1층의 크기로 만든 Box에 

Hierarchy(계층구조)의 링크를 걸어놓는다. 건물의 로우폴리건 메시모델링

이 끝나면 최초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0frame에서는 사용하는 Map SDK

의 방향으로 맞추어진다. 1층의 Mesh, 벽면 Mesh, 창틀 Mesh, 계단Mesh를 

모듈로 만들어 이를 언제든 ShapeSDK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Map SDK의 

Map파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변용하여 제작할 때, 모델링은 

xyz점들이 복잡한 연산이 아닌 Mesh를 이루는 세 점이 거의 xyz축에서 정

수로 측정되고 공간함수의 오류가 없도록 형태를 잡아야 한다.

또한 가상공간의 활동하는 실제 공간은 마치 사람이 돌아다니는 듯 재현

되어져야 함으로 픽셀과 실제의 크기가 정확히 맞추어 진 모듈이 필요하게 

된다. 3DsMax모듈로 만든 벽과 창틀, 층과 계단, 지형 등을 복잡한 이진공

간파티션(Binary Space Partition)의 계산을 통해 Scene모듈로 만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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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실제 공간의 그래픽 3차원모듈로 지정하면 언제든 이 모듈의 수

치를 재조정하여 그래픽을 통해 가상공간을 활동하는 실제 공간으로 연산

할 수 있게 된다. 만들어진 공간은 최종 사용하는 Map SDK에서 빌드를 

통해 Scene파일로 출력된다.

   

3m 84cm

3m 68cm

3m 52cm

3m 36cm

--------- 층높이 3m 20cm

3m  4cm

2m 88cm

2m 72cm

2m 56cm

------- 천정높이 2m 40cm

2m 24cm

2m  8cm

1m 92cm

------- 남자 키 1m 76cm

------- 여자 키 1m 60cm

1m 44cm

1m 28cm

1m 12cm

96cm

80cm

64cm

48cm

1자 30.30303cm 32cm

16cm

-------------------- 0

| 그림 4 | Map SDK의 치수계산

4) 3D그래픽환경의 평가

3D그래픽프로그램으로는 3DsMax, Maya, Soft Image 등의 프로그램이 사

용된다. 모델링, 매핑, 라이트닝, 쉐이딩, 리깅, 스키닝, 애니메이션, 렌더링

의 과정까지 가능하고 인터액티브 한 3D환경을 구축하려면 스크립트와 컴

포넌트구성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디자이너와 그래픽아티스트들은 전체구



106 특  별

성을 위해 3D엔진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의 파일시

스템으로 그래픽환경을 재구축한다.

3D그래픽환경에서는 공간구조는 실재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데이터화하

여 선형-비선형의 모듈의 공간을 형성하여 여러 방식으로 공간을 변용하고 

영상을 재현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영상제작에 있어서 3D기법을 통한 극사실적 장면 연출의 다양한 시도와 

응용이 활성화되면서 완성될 3D영상의 기획이나 방향설정에 있어서 프로

토타입의 단계는 영상물의 기획과 제작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프로토

타입의 과정과 제작범위는 그래픽과 엔진테스트의 단계를 망라하므로 상당

히 길고 분산된 개발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는 3단계의 제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 1단계의 그래픽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구조적 

특징들과 감각적 기법들이 중심으로 되어 3차원가상공간의 프로토타입으

로서 장면을 극사실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연출로 이끌어낼 수 있다. 3차원

엔터테인먼트의 가상세계로서 그래픽만의 구성을 분석하고 작가, 미술가와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제작 할 수 있다. 

4.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에 탑재할 수 있는 3D시뮬레이션의 창작모듈

을 구현하였고, 증강현실의 기능을 갖는 3차원 가상의 미술관을 활용하였

다. 검증에서 안드로이드포팅이 적합한 이유는 안드로이드가 시대적으로 

현재의 사용자가 활용하는 미디어인 것과 사용자가 개발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이자 시각영상디자인의 실용모델이기 때문이다. 논제를 현 

시대상에 적합하도록 변용하여 검증의 방식을 ‘직접실험을 통해 창작모듈

을 Tasking하여 참가자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한다. 논의가 복

잡하고 현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파트는 검증으로 직접 

Tasking하여 실험을 통한 사용자조사로 가능할 수 있다. 논제가 3차원시뮬

레이션엔진을 통합한 안드로이드의 창작모듈로 바뀌어 진 범위에서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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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을 연계하여 인터뷰를 갖는 방식은 현재 안드로이드개발 분야에서

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안드로이드개발 분야가 폭이 넓어졌고 각개 개별

분야를 인정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하고 있으며 게임개

발 분야가 오락실아케이드게임에서 기존PC로 바뀌면서 개발환경이 크게 

바뀌어 진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PC개발환경이 스마트폰으로 이전되면

서 스마트폰의 개발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는 현

재 진행되는 모든 사용자의 환경에서 고급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되는 

환경으로 전문가들과 시각의 방향이 매우 다양해졌고 안드로이드의 특별한 

분야의 개발환경은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가 버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는 안드로이드 특별 분야

의 프레임워크를 검증하는 모델은 직접 Tasking하여 실험을 통한 사용자조

사로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검증모델

3D시뮬레이션 통합엔진을 가지고 그래픽창작의 모듈을 구성하여 그래픽

창작자가 증강현실1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고 그래픽창작자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3D시뮬레이션의 안드로이드포트, 3차원미술관, 건축시뮬레

이션을 구현한다.

<검증1>에서는 공개화 된 A･B･C･D･E 3D시뮬레이션엔진을 통합하여 자

유로이 창작할 수 있는 그래픽창작의 모듈을 구성하여 그래픽창작자가 증

강현실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그래픽창작자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3차원 가상미술관의 증강현실을 구현하였다. 미술가와 그래픽디자이너가 

마음껏 창작한 그래픽을 무한한 디지털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래픽창작의 모듈을 사용하여 3차원가상공간의 전시실

로 제작하고 관객의 사용자조사를 하여 일반전시에 비해 가상공간전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1 가상의 3차원기술로써 현실과 융합하여 실용적 구성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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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2>는 <검증1>에서 제시한 그래픽창작의 모듈과 미술가들이 마음

껏 전시할 수 있는 3차원가상공간전시실의 국립현대미술관을 가지고 안드

로이드스마트폰에 Tasking하여보고 그래픽창작자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포트의 창작모듈을 검증하였다. 또한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는 3

차원 가상공간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일반대중의 관객에게 제시하여 창작모

듈의 사용자 환경을 검증하였다. 

2) 검증1> 3차원미술관 증강현실구축

미술관 증강현실의 구현은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개발환경과 창작모듈을 

활용하여 직접구현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실험을 통한 사용자조사로 진

행하였다.

(1) 프로그램 구성

국립현대미술관을 가상공간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국립현대미

술관을 가상공간의 구성에 맞게 제작하였다.

가상공간의 트리 구조에 맞도록 로우폴리곤의 쿼드로 변경하였다.

| 그림 5 |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전시가 있는 램프코어전시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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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는 작품이 손상하거나 관람자가 낙상하여 다치는 일이 없

기 때문에 작품보호대를 없애거나, 계단의 난간은 많이 낮추었고 전시 벽면

을 없애며 전시작품을 공중에 띄워 전시를 한다거나 시각적인 구조에 주목

하여 재설계하였다.

상용시뮬레이션 중에서 일부 가상공간리소스디렉터리의 파일시스템을 

변형하여 만든 2D그래픽의 창작모듈을 사용하여 파일시스템 내부의 

Textures디렉터리를 구성하였고, 3DsMax에서 제작된 그래픽창작의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된 국립현대미술관을 구성에 맞게 가상공간을 제작하여 최종 

IDE의 SDK에서 빌드를 통해 Scene파일로 출력하여 파일시스템 내부의 

Map디렉터리를 구성하였다.

(2) 실험: 프로그램 Tasking

본 미술관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구축되어진 국립현대미술관 내부

로 작품을 걸고 회화･멀티미디어･조각 등을 끝없는 가상공간의 무한한 공

간 속에 전시해 보았다. 실재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돌아다녀보고 전시를 

관람하여 보았다.

또한 3차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문화재의 복원과 팔만대장경을 배치하

여 직접 가서관람하지 않고도 이를 섬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보았다.

 

| 그림 6 | PC에서 활동영역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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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의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섬세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키 높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걸었고, 1층 아래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구글에 검색된 해상도가 높은 명화들을 시기별로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해 보았다.

 

 

| 그림 7 |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관람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미술

(3) 프로그램 사용자조사

프로젝트의 응용프로그램 exe실행파일을 제작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자조사를 하였다. 응답자 73인중 51인은 대부분이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해주었다.

16세 전시 관람자 “가상공간에 전시를 방문 해 본 결과 마치 실제로 눈앞

에서 전시물을 보는 듯 생생하였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과는 달리 지치지

도 않아 편하게 전시물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상뿐만이 아닌 지하에도 

전시물이 걸려있어 더욱 많은 전시물을 구경 할 수 있었고 지하로도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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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어 놓아 수많은 작품들은 감상할 수 있었다.”

37세 전시참여의 경험자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사전기획

을 진행하여 직접 체험해봄으로서 전시효과 및 관람자의 욕구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접 제작할 수만 있다면 전시장 입구에 배치하여 

모의약도를 체험하는 전시로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35세 유아미술교육자 “아이들 그림들을 쉽게 전시할 수 있고 참여시킬 

수 있어서 본 프로그램이 유아교육에 활용되어진다면 아이들의 3D게임의 

재미를 유용한 교육효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40세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의 성향 상,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것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전시공간은 학습의 장 이전에 정숙을 

요하는 공간이기에 집중력과 행동의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 프로그램은 교

실에서도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엿보

인다. 실행이 되면 교육자들이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

28세 미대학생 “화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창작물을 보여주고 평

가받기를 요한다고 볼 때, 본 프로그램의 활용은 그러한 평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전시의 한계를 벗어나 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전시하

고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온라인세대의 컴퓨터 활용도를 볼 때 화가입장에서 

고려할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기타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피한 이들

도 있었으나 컴퓨터의 활용에 관심이 지극히 높은 사람들과도 기법의 의논

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3) 검증2> 안드로이드에서 창작모듈을 활용한 3차원시뮬레이션

엔진구축

본 검증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3D시뮬레이션 창작모듈을 활용하여 안

드로이드포트로 3차원 증강현실을 구현한다.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뿐 아니라 시각영상의 창작자가 다양하고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환경을 자유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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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새 패러다임을 도입한 고급의 플랫폼이다.

안드로이드개발환경에서는 기본개발환경을 구축하는 것 외에 여러 방식

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눅스에 기반 하는 안드

로이드개발환경에 C나 C++언어의 Native Code로 제작한 3D시뮬레이션 통

합엔진이 안드로이드개발환경에서 그래픽창작의 모듈로 재구성될 수 있도

록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공개화 된 A･B･C･D･E엔진을 3D그래픽 창작의 

모듈로 사용하여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대상에 따라 넓은 시야의 공간, 

활동하는 실제 공간, 사물과 효과로 나누어, 드로잉도구, 2D그래픽스, 3D그

래픽스로 재구성하여 제작한 그래픽들을 가상공간의 파일시스템으로 안드

로이드환경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가상SD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안하

였다.

또한 3D시뮬레이션엔진의 라이브러리들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Device에서 창작의 모듈로 제작한 그래픽의 가상공간의 파일시스템을 연결

하는 응용APK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창작모듈로의 환경에 맞는 안드로이드

의 개발환경을 제안하였다.

안드로이드방식은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Port의 Process에는 독창성을 말할 수는 없으나 통합엔진으로 창

작모듈을 만들은 것과 창작모듈을 안드로이드에 탑재하기위한 프레임워크

의 다양한 Process를 안드로이드에 적용한 것과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 

그래픽창작모듈을 만든 것으로 연구의 가치평가를 제의한다.

(1) 안드로이드 3차원프레임워크구성

안드로이드프로젝트를 생성하였다. 안드로이드창작모듈로 3D Gallery, 

3D건축모의실험, 3D별자리탐구 등을 설계하였다.

먼저 3D Gallery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Eclipse를 실행하여 New project의 Android project를 선택하여, SDK를 

Android2.2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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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

Applicatioin name, Package name, Activity이름을 작성하고 제작 경로를 

적어준 뒤, Min SDK Version을 선택하였다.

Project Name은 새 프로젝트의 이름과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폴더 명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im_3DGallery_pro프로젝트를 생성하였다.

Contents에서는 ‘Create new project in workspace’를 선택하여 새 프로젝트

를 생성하였다. Package name은 com.im_3DGallery_act로 지정하여 자연스

럽게 패키지 이름의 중복을 막고, 각 회사들의 소스가 겹치는 일도 막는다. 

   

| 그림 9 | im_3DGallery 프로젝트생성<좌>과 생성된 파일<우>



114 특  별

Create Activity에서 Activity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단위

인데 Activity는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을 이룬다. 본 연구에

서는 이 필드에 im_3DGallery_act를 입력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동시에 

Activity를 만든다. 생성된 파일들은 <그림9>우측의 그림과 같다. 위에서 

생성된 파일들을 크게 구분하면 소스파일과 리소스 파일로 구분된다.

소스 파일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행하는 부분이고, 리소스 파일은 여러 

가지 데이터(그림, 음악, 레이아웃, 문자열 등)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

(2) 창작모듈을 활용한 가상공간파일시스템의 구성

안드로이드에서 3D시뮬레이션엔진을 구축하기위하여 상용시뮬레이션 

중에서 일부 가상공간리소스디렉터리를 변형하여 만든 파일시스템을 먼저 

만든다. 3dsmax로 만든 창작모듈을 활용하여 최종 IDE의 MapEditor에서 

SDK의 빌드를 통해 Scene파일로 출력하였으며 파일시스템 내부의 Map디

렉터리를 구성하였다. 넓은 시야의 공간, 활동하는 실재의 공간, 사물 등의 

이진공간파티션의 장면을 만들고 이를 실제와 같은 효과로 나타내기 위하

여 2D그래픽 이미지들을 편집하여 셰이드(Shade)해줄 수 있는 Textures디

렉터리를 구성하였다.

(3) JNI를 활용한 통합엔진의 안드로이드라이브러리구성

안드로이드에서 3차원시뮬레이션엔진의 라이브러리 구성을 위해서는 

JNI(Java Native Interface)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오픈환경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재구성한 3차원시뮬레이션엔진의 라이브

러리들과 NDK(Native Development Kit)의 JNI함수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3차원시뮬레이션엔진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였다.

Package Explorer에서 include디렉터리와 jni디렉터리를 생성하여 3차원시뮬

레이션제작엔진의 include디렉터리의 헤더파일들과 source디렉터리의 라이브

러리파일들을 전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Native라이브러리로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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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안드로이드 Native라이브러리 디렉터리 구성

(4) NDK의 빌드

mk파일은 jni디렉터리에서 빌드 될 파일들을 설계하는 make시스템으로 

프로젝트디렉터리 밖으로 Application.mk를 구성하였고 jni다렉터리 안으

로 Android.mk파일을 구성하였다. cygwin을 실행하여 NDK의 빌드를 통해 

빌드 시키면 프로젝트폴더에 obj, libs디렉터리가 생성되고, libs디렉터리 아

래 ~.so파일이 생성된다. 생성된 파일들이 안드로이드 3차원시뮬레이션엔

진의 라이브러리로 활용한다.

거북이라는 “tortoise”의 SVN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되는 안드로이드 라

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지토리우스(공동개발프로젝트)에

서 안드로이드환경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각각의 다른 환경의 

실행오류로 인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본 연구프로

젝트의 실정에 맞춰 SVN은 사용하지는 않았다.

(5)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과 Ant를 통한 Apk의 빌드

src디렉터리에서의 com.im_3DGallery_pac의 im_3D Gallery.java의 내용

과 main.xml, AndroidManifest.xml에서 편집할 내용의 프로그래밍과 안드

로이드에서 실행될 레이아웃의 버전, 수평고정, write권한설정을 구성하였

다. build.xml을 만들어 bin디렉터리에 안드로이드 SD카드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Apk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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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B를 통한 가상 SD카드의 활용

ADB을 실행하여 가상SD카드를 활용하였다. 3Ds Max로 제작한 창작모

듈과 Map SDK로 빌드 한 Scene파일로 Map디렉터리를 구성하고 2D이미지

로 구성한 Textures디렉터리를 가상공간 리소스디렉터리로 구성하여 이를 

안드로이드 3차원가상공간의 파일시스템으로 연결하였다.

(7) 안드로이드 APK실행

에뮬레이터에서 가상의 구글마켓을 통한 Astro의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APK를 실행하였다.

(8) 국립현대미술관 안드로이드 이식(Porting)

<검증1>에서 제작한 3차원가상공간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안드로이드 폰

에 탑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보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미니전시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으로 누구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시

할 수 있으며 가상전시장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 그림 11 | 안드로이드에 포팅 된 3차원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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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드로이드 가상공간 구현 검증소결

안드로이드개발환경에서 3차원시뮬레이션 창작모듈을 활용하는 프레임

워크구성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표 4 | 3D시뮬레이션 창작모듈의 안드로이드 구성

2D･3D･장면모듈구축
Native안드로이드 

개발환경구축

Map･Texture 구성 JNI･Ant 구성

APK Tasking

실용성･정보교환
인터액티브
시각구성
물리･3D

가상공간

파일시스템

3차원시뮬레이션 

안드로이드포트

안드로이드 가상공간 구현

5. 결론

본 미술관은 활용가능한 공개용 포맷들을 엮어서 완전한 가상공간을 이

룰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개화 된 컴포넌트들을 연결하여 컴포넌트간의 연결 

구조를 변경하고 수정･편집･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3차원시뮬레이션엔진

의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 없이 미술가･그래픽디자이너에게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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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패턴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술가･그래픽디자이너가 시･공

간구성으로 상호작용의 공간을 직접제어하며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작가들의 작품과 시각전시물, 유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에서 통합엔진의 제작환경과 창작모듈의 그래픽 디자인패턴을 활

용하면 가상미술관, 가상전시관, 가상박물관 등을 만들어 미리 사전기획 

할 수 있고 수많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으며 매 전시마다 관람자들을 

영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통합엔진의 제작환경에서 프레임워크디자인을 활용한 미술과 그래픽디

자이너는 3차원시뮬레이션의 공개화 된 제작환경에서 3차원 가상공간의 알

고리즘을 재설계하여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다. 미술가와 그래픽디

자이너들은 통합엔진의 제작환경에서 그래픽 디자인패턴을 활용하여 이를 

미학적으로 세부 변용하고 시간과 공간, 내용과 형태를 재구성하여 가상공

간 3차원시뮬레이션을 자율적으로 창작하고 기획할 수 있다. 인터액티브와 

미디어아트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작의 상호작용방식을 컴퓨터 스크립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통합엔진의 제작환경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창작모듈의 그래픽 디자인패턴을 활용하면 미디어아티스트들은 실제와 

같은 가상의 3차원시각에서 물리적인 상호작용방식을 도입한 기술을 활용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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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e-work Design on 3D Cyber Museum-Construction 

of Augmented Reality(AR) Creation Module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Lim, Janghoon

Hongik University

Visual Arts Department

I intended to establish Augmented Reality(AR) Museum of 3D Cyber 

Space where artists and graphic designers can freely create in user 

integrated environment.

This study is aimed at building a sufficient and integrated production 

environment for artists and graphic designers who utilize three-dimensional 

simulation methods in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IDE).

This study intends to build a 3D simulation engine and a creation 

module of augment reality of 3D cyber space in Android platform to 

help artists and graphic designers to freely perform their creation in IDE.

Based on these designs, I produced exhibition rooms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3D virtual space in which artists and 

graphic designers can put the graphics they have created on display, 

conducted a user survey and conducted tasking to an Android 

smartphone.

2

Keywords Simulation, 3D Cyber Space, 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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