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Nebula Device 엔진

1.1. Nebula Device 엔진에 대한 소개

"게임 엔진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개발 비용와 복잡도를 줄여주고, 주어진 일정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용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위키백과

Nebula엔진의 역사

Nebula 엔진의 정식 명칭은 The Nebula Device(TND)입니다. 이 게임 엔진은 독일의 베를린에 위치한

RadonLabs사(www.radonlabs.de)에서 만든 게임 엔진으로 2002년 CDV에서 출시된 'Project

Nomad'라는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게임 엔진의 시작입니다.

Nebula 엔진은 1998년 경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었으며 RadonLabs사가 1998년 MicroSoft사를 통해

출시된 Urban Assault 게임의 개발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외 경험을 살려서 만든 엔진이 바로 Nebula

Device입니다. 이 것이 바로 Nebula1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Nebula 엔진입니다.

Project Nomad는 게임에서 실제와 같은 현실감 있는 구름의 개발과 하늘에 떠 다니는 섬(카메라 거리

에 따라 실시간으로 지오메트리가 변하는 progressive mesh), 시간에 따른 낮과 밤의 실시간 변화가

게임 내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Project Nomad의 개발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이러한 기능들

을 모두 지원하는 게임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RadonLabs사에서는 직접 게임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Nebula Device 엔진입니다.



<Project Nomad, 2002 Radon Labs, CDV>

Project Nomad가 출시된 이 후 Direct3D와 그래픽 카드등 게임 환경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

다. 우선 D3D는 DX8에서 HLSL 쉐이더 코드를 지원하는 DX9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서 그래픽

카드 역시 DX9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서

쉐이더 중심의 렌더러의 필요성과 함께 이전의 고정 파이프 라인인 DX7 역시 지원하는 렌더러의 필요성

이 대두되게 됩니다. Nebula2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서 커널 시스템등과 같이 Nebula1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시스템은 계승하되 바꾸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작성된 엔진입니다.

또 Nebula1의 렌더러의 경우 DCC(Digital Contents Creation) 툴인 마야(Maya)의 시스템과 매우 유

사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DCC 툴과 같은 응ㅇ용 프로그램의 장면(Scene)에서 개개의 노드

(Node)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Nebula2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변경하여 훨씬 더 간결한 코드와 아키텍쳐를 가지도록 새롭

게 작성된 엔진입니다.



<Drakensang, 2008 Radon Labs, Anconda>

라이센스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는 오픈소스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을 명시한 것입

니다.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던지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에는 제약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에는 라이센스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Nebula의 라이센스 정책은 Tcl/Tk 라이센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소유권에

대한 명시만 있다면 상업적인 용도를 포함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시 Radonlabs나 혹은 원래 개발자에게 알려 준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래는 라이센스의 원문입니다.



This software is copyrighted by the Radon Labs GmbH, Berlin/Germany (the Authors) and
other parties.
The following terms apply to all files associated with the software unless explicitly
disclaimed in individual files.

The Authors hereby grant permission to use, copy, modify, distribute, and license this
software and its documentation for any purpose, provided that existing copyright notices
are retained in all copies and that this notice is included verbatim in any distributions. No
written agreement, license, or royalty fee is required for any of the authorized uses.
Modifications to this software may be copyrighted by their authors and need not follow the
licensing terms described here, provided that the new terms are clearly indicated on the
first page of each file where they apply.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DISTRIBUTORS BE LIABLE TO ANY PARTY FOR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ITS DOCUMENTATION, OR ANY DERIVATIVES THEREOF,
EVEN IF THE AUTHORS HAVE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THE AUTHORS AND DISTRIBUTORS SPECIFICALLY DISCLAIM ANY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THIS SOFTWARE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D THE AUTHORS AND
DISTRIBUTORS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MAINTENANCE, SUPPORT, UPDATES, ENHANCEMENTS, OR MODIFICATIONS.

보통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하면 '오픈'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인지 무료 혹은 공짜라는 인식부터

하게 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픈소스는 소스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프리웨어(Freeware)나 쉐어웨어

(Shareware)와 구별 됩니다. 보통 공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신뢰성이나 안정성 등이 상용 소프트웨

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 과정에

서 전세계의 다양한 개발자들이 개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

며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폐쇄적으로 개발되는 독점 프로그램 보다 우수한 경우도 많습니

다. 그 외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웹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하게 되므로 초기 개발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최신 기술 정보와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을 공유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개발하므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며 유연하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Nebula2 엔진을 사용한 게임들

Nebula는 오픈 소스 게임 엔진이지만 상업적 용도의 게임 제작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진을 사용

해서 만든 다양한 상용화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게임 엔진이 상용 게임 제작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게임 엔진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의 하나입

니다. 이것은 상용 게임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에 걸맞는 안정성도 함께 구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게임 엔진이 특정

장르의 게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해당 게임 엔진이

범용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ebula 엔진은 Radon Labs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게임 회사의 수 많은 상용 게임 제작에 사용이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게임들은 특정 장르의 게임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매우 다양한 특징

들을 지닌 게임들입니다. 이것은 Nebula 엔진이 이러한 게임들의 요구 사항들에 잘 부합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Genius 2: Taskforce Biology by Radon Labs>



<Railroad Pioneer by Kritzelkratz>



<SportFischen Professional, by Radon Labs, 2005 DTP>



<Treasure Island by Radon Labs, 2008, HMH Interactive>



<Drakensang by Radon Labs, 2008 Anaconda>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든 게임들을 소개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소개한 게임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수

의 게임들이 Nebula2 엔진을 이용하여 출시되었습니다. Radon Labs사에서 출시한 게임들은 모두

Nebula 엔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아래의 Radon Labs사의 사이트를 방문하면 출시된 게임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adon Labs사 - http://www.radonlabs.de/

엔진의 특징

여기에서는 네뷸라 엔진이 다른 엔진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며 게임 엔진으로서 네뷸라 엔진이 어떻

한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 자세한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범주내에서의 기능들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RadonLabs에서는 네뷸라 엔진을 게임 제작을 위한 Operating Syste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 엔진과 게임 프레임 워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OS(operating system)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OS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

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Application)

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OS는 기본적인 목적은 이

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OS와 응용 프로

그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Game Engine -> Operating System
• Game Framework -> Application

게임 제작을 위한 모듈을 통칭해서 게임 엔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게임 엔진과 게임 프레임 워크를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네뷸라를 게임을 위한 O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OS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등

의 서비스를 네뷸라 엔진 역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뷸라 엔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다 쉬운 게임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한 게임 개발

을 위한 모든 툴과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게 이야기하자면 RAD 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

니다.

게임 제작에 필요한 툴과 모듈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의 장르(RPG, FPS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

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공개된 퀘이크 엔진이 FPS 게임을 만드는데에는 적합한 툴과 모

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엔진으로 던전 시즈와 같은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필

요한 툴도 새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즉, 특정한 장르에 맞추어서 게임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해당 장르의 게임들을 개발할 때에는 강력한 성

능을 가진 엔진을사용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장르의 게임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메쉬(mesh) 렌더링이나 텍스쳐 파일의 관리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범용적인 코드의 작성이 어렵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뷸라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장르의 게임에 상관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베이스로서의 엔진

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뷸라 엔진은 엔진의 코어 부분과 게임 프레임워크 부분을 엄격히 구

분하고 있으며, 코어 부분이 바로 게임 장르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코드의 집합입니다.

예를 든다면 Direct3D와 같은 렌더링 API나, 오디오 API등의 로우 레벨의 처리를 담당하는 코드들이 여

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네뷸라 엔진은 OS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개발을 위해서 모

든 팀원들이 윈도우즈는 공통적으로 설치하겠지만 윈도우즈를 설치한 다음 프로그래머는 VC와 같은 컴

파일러를 설치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는 포토샵이나 3DS Max등과 같은 그래픽 툴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http://www.radonlabs.de/


같은 RPG의 장르이더라도 던전시즈와 NWN(NeverwInter Nights)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된 장

르라는 특성상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물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제작사의 개발

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므로 같은 부분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임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유사한 장르의 게임들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의 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

이 바로 일명 코드 네임 ???(Mangalore)로 통칭하고 있는 게임프레임워크으 로 망갈로에는 게임 객체

를 위한 엔티티(Entity) 시스템이나 충돌 검출을 위한 모듈, 물리 엔진, 메시지 시스템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망갈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나 특징에 상관 없이 모든 게임 제작에 적합한 게임 엔진은 누구나 원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현

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Nebula Philosophy

철학이란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란 알려고 하는 욕구이며, 알려고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소프트웨어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있어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철학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지향하는 바의 차이에서 오는 품질

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일관된 행위가 적용된다면 철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뷸라 엔진을 작성할 때도 사용하기 쉬운 범용적인 3D 게임 엔진의 제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Nebula Philosophy가 있습니다. 네뷸라의 철학은 UNIX의 철학들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UNIX의 철학들 중에서 Nebula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라고 하면 '모듈

러 아키텍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복잡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 브라이언 커니핸(Brian Kernighan)

"C 프로그래밍 언어" 의 저자이자 dirtoff를 비롯한 수 많은 유닉스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브라이언 커니

핸의 이 말은 모듈러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말로 유명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갈수록 복잡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버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이렇게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바른 방법은 복잡도를 낮추는 것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각 부분을 단

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듈로부터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면 복잡하고 큰 소프트

웨어의 경우에도 각 부분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특정 모듈이 잘못되더라도

전체가 모두 망가지지 않으므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ebula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제 일의 프로그래밍의 철학이 바로 모듈러 프로그래밍인 것입

니다.

http://www.gaspowered.com/
http://www.bioware.com/


"Modular architecture supports high source code fluctuation."

해석하자면 소스 코드 관리가 쉬운 모듈러 아키텍쳐 정도가 되겠군요. (사실 원문이 독일 회사인

RadonLabs에서 작성한 내용이라 영문이긴 하지만 다소 어색합니다.)

모듈러 프로그래밍이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코드들은 같은 단위 프로그램 코드 내에 함께 포함 시켜야

하며, 다른 기능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단위 코드로 개발됨으로써, 유지보수와 타 프로그램들에서 쉽게

이 코드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한다는 개념입니다.

모듈러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모듈은 한가지 일만 하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

지 일만 하는 프로그램은 간단(simple)합니다. 'Simple is beauty'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프로

그램이 유지/보수가 편한(beauty)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모듈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가 어렵

다면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모듈은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다

시 작성하는 것이 소프트어 개발에 있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프로그래밍을 위한 네뷸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듈러 프로그래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빌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각 모듈은 해당 디렉토리 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뷸라 빌드 시스템에서는 소스 파일을 모듈(module)과 타겟(target)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모듈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며, nRoot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반드

시 하나의 모듈에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 타겟은 이러한 모듈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은 시스템 내에서 .lib 나 .dll과 같은

라이브러리의 형태이거나 .exe의 독립된 실행 파일 형태로 구현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빌드 시스템을 따로 만든 것은 모듈러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소스 파일들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뷸라 빌드 시스템에서는 .bld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빌드 파일을 이용해서 모듈과 타겟을 정의합니다.

• 네뷸라의 빌드 파일은 ASCII의 텍스트 파일로 모듈과 타겟 및 프로젝트를 위한 workspace를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네뷸라에서 이러한 빌드 파일을 따로 사용하는 것은 Windows, Linux, Max OSX등의 각기 다른 플랫폼

에서 동일한 방법의 빌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윈도우즈에서 비쥬얼씨를 사용할 때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네뷸라에서는 빌드 파일을

정의한 다음, 제공하는 빌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의 경우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이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보일지 모릅니

다만, 수백개의 소스 파일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개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7개의 타겟(라이브러리)만

이 필요하다면 A라는 프로그램을 위한 빌드 파일에 7개의 타겟만 정의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의 경우

일반적인 VC의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추가 및 삭제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소스 파일의 경

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예에서 단순히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 파일에 대

http://www.radonlabs.de/


한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필요한 7개의 타겟들 중에서 a1의 타겟에서 15개의 모듈

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A를 위해서는 10개만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필요

하지 않은 5개의 모듈을 타겟에서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VC의 IDE에서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보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몇줄 제거하는 쪽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것

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한 다음 빌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각기 다른 플랫폼의 프

로젝트 파일도 한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뷸라의 소스 파일들은 해당 디렉토리 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

(네뷸라에서는 .cc를 소스 파일 확장자로 사용합니다)은 'inc'와 'src'라는 디렉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해당하는 모듈별 디렉토리 밑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로우 레벨(low level)의 그래픽 인터

페이스 제어를 위한 윈도우즈 및 Direct3D의 랩퍼(wrapper)들은 모두 'gfx'라는 디렉토리 밑에 존재합

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를 구분해서 소스 파일을 분류하는 것 역시 모듈라 프로그래밍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뷸라의 빌드 파일을 작성할 때도 이러한 디렉토리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모듈의 디렉토리를 설정해야 합

니다.

처음 네뷸라를 사용할 때 네뷸라의 빌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빌드 시스템은 VC의 .sln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윈도우즈 환경이라면 말입

니다) 모듈과 타겟의 개념을 파악하면 .bld 파일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링크된 페

이지에서 빌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령어 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make 파일과 비교

하자면 열배는 쉽습니다. :) 네뷸라의 빌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선 최선 버전의 Python을 설치한 다음, nebula2 디렉토리의 update.py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제대

로 실행 되는 것을 확인 한 다음, 기존의 bld 파일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bld 파일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

해할 수 있습니다.

빌드 시스템도 원래는 커맨드 라인에서 tcl 스크립트를 실행하던 것을 여러번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는

파이썬과 wxPyth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속성 페이지를 가진 다이얼로그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

는 기능이라던가 doxygen 포맷의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듈러 아키텍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ebula에서는 모든 처리를 하는 복잡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과

결합하여 원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

꾸어 말하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작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UNIX의 철할 중에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푼 문제나 해결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재사용하여 일을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nix의 철학에 맞추어 Nebula 역시 Tcl, Lua, Python,

TinyXML, D3DX, sqplite와 같은 증명된 여러 훌륭한 라이브러리들을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nebuladevice.cubik.org/documentation/nebula2/NebulaBuildSystem.shtml
http://www.python.org/
http://www.wxpython.org/
http://www.doxygen.org/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Nebula의 철학은 다시 다음의 한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mall is beautiful"

UNIX에서 이야기하는 KISS - "Keep It Simple, Stupid"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Nebula2 엔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Quake-, Unreal- or Lithtech 엔진들 처럼 특정 장르의 게임 프레임워크와 툴셋의 지원을 통

해서 디자인한 게임을 바롸 실행시켜서 테스트할 수 잇는 형태의 엔진은 아닙니다.

• Macromedia Director 나 VirTools과 같은 프로토타이핑 툴이 아닙니다.

•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 이외의 게임 플레이 코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Engine과 Shell

셸(shell)을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에서 찾아보면 운영체제 상에서

다양한 운영체제의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셸 - 껍

데기란 뜻의 이 영어 단어는 사용자와 운영 체제의 내부(커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감싸는 층이기 때문

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게임 엔진에서도 이러한 쉘의 예를 찾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퀘이크 엔진의 경우 게임 내의 콘솔

에서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게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도 언리얼 스크립트

를 이용하여 동일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셸을 통해서 게임 엔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셸을

사용한 접근 방법의 공통점은 사용자와 운영 체제(엔진)의 접근을 위한 의사 소통 도구로써 스크립트 언

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OS)인 Nebula 엔진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빌드하게 되면 $bin/win32 디렉토리에 nsh.exe라는 실행 파일을 보게 됩니다. 이 nsh 프로그램

은 간단한 쉘의 형태로 실행해서 엔진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Nebula1에서는 엔진을 구성하는 각 서브 시스템들이 독립된 동적 라이브러리(win32의 경우 DLL의 형

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커널과 관련한 모듈, 그래픽과 관련한 모듈이 각각의 DLL로 구분되어

있으며, 새로운 DLL을 추가하면 바로 기능의 확장이 가능한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

장 이상적인 형태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XBOX 등과 같은플랫폼에서는 동적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과 함께 동적 라이브러리가 로딩시 정적인 형태에 비해 다소 느리다는 점등의 이유로 Nebula2에

서는완전히 정적 라이브러리만들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Nebula2의 초기에는 빌드 방법에 따라

정적인 라이브러리로도 동적인 라이브러리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웠던지 혹은 큰 이점이 없었던지 정적 라이브러리만 사용 가능한 형태만 지원하

게 되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쉐이더를 중심으로 설계된 렌더러 모듈

우선 Nebula2의 그래픽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bula1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의 하나는 DirectX9의 등장에 맞추어 렌더링 시스템을 쉐이더를 우선 고려해서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렌더링 되는 오브젝트의 렌더링 스테이트(Render State)는 모두 외부에서 작성된 쉐이더 코드를 사용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쉐이드 코드는 DX9의 이펙트 파일(.fx)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또

한 배치(Batch)를 위한 렌더링 패스(Render Pass) 도 외부에서 XML 파일을 이용해서 지정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당 게임의 렌더러를 쉐이더 코드와 XML 파일을 구성하

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DX9을 지원하는 그

래픽 카드 뿐만 아니라 지원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DX7 계열의 카드)를 위해서도 fall-back 모드를 지

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니메이션

Nebula2에서는 캐릭터를 위한 스키닝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쉐이더 파라미터,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를 시간이나 다른 변수에 대해서 이산 애니메이션(step animation), 선형 애니메이션(linear

animation), 사원수 애니메이션(quaternion animation) 등을 지원하며, slerp 방식등의 보간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팅 시스템

게임 개발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개발 도중

에 나오는 다양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스크립트 시스템입니다.

스크립트 시스템은 스크립트 언어를 게임 내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을 필요로 하는 C++과 같은 정적인 언어와는 달리 게임 실행 도중에 변경하여 바로 그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시 인터프리트 되어 작동하는 동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

다.

Nebula2의 스크립팅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C++ 클래스에 대한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클래스의 멤버 함수와 스크립트 명령어가 일대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스

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Nebula2의 기

본 스크립트 언어는 Tcl이지만 필요에 따라 Python이나 Lua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여 다른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층적 객체 이름 공간(Hierarchical Object Namespace)



이것은 다른 엔진과 비교할 때 Nebula 엔진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

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Nebula 객체의 이름공간(namespace)는 UNIX의 파일 시스템(디렉토리 구조)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

어 Nebula의 렌더러인 nGfxServer2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은 이름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sys/servers/gfx

이러한 Nebula 객체의 이름은 C++ 코드에서 포인터로 변환하여 객체의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nGfxServer2의 인스턴스에 대한 포인터를 얻어 오는 코드입니다.

nGfxServer2* gfxsrv = (nGfxServer2*)nKerenl::Lookup("/sys/servers/gfx");

위의 코드와 같이 nKernel::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어떠한 Nebula 객체라도 객체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객체의 인스턴스에 대한포인터를 얻어 올 수가 있습니다.

객체 영속성(Object Persistent)

Nebula에서는 nRoot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의 객체들에 대해서 객체 영속성(Persistence)를 지원합

니다.

객체 영속성이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한 다음 객체의 속성을 변경한 후 디스크 등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해당 객체를 마지막에 저장했던 상태로 다시 불러 올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메커니즘을 말합니

다. 결국 영속성은 특정 데이터 구조를 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종료와 시

작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ebula는 자체 콘솔을 이용하여 원하는 객체 및 해당 객체의 하위 자식 객체들을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

으며 저장되는 포맷은 사용하는 스크립트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즉, Tcl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Tcl 스

크립트의 형태로 저장이 되며, Python, Lua 등 다른 지원하는 스크립트의 형태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빠른 로딩을 위해서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아래는 '/usr/scene/myobject' 객체를 저장하는 예입니다.

> sel /usr/scene/myobject
> myobject.save

저장할 스크립트 서버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sys/servers/persist.setsaverclass <script server class>



'/sys/servers/persist'에 위치한 persistence 서버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서버 클래스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바이너리 스크립트 서버를 설정하는 예입니다.

> /sys/servers/persist.setsaverclass nbinsriptserver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

Nebula2에서는 기본적으로 TCP/IP 네트워킹 기능을 지원하며, 이 기능을 사용해서 내 컴퓨터 또는 다

른 컴퓨터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스크립트 서버를 통해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콘솔 게임 개발등을 개발할 때 디버깅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

다.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시스템

Nebula2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스킨을 사용해서 게임 내 출력할 수 있는 GUI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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