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사운드(Sound)

게 임에서의 사운드와 음악은 그래픽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픽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 지라
도 사운드가 없다면 황량하고 텅 빈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극적인 감동을 전달하는데 배우
의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음향과 음악인 것처럼 게임에서도 플레이어가 최고의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사운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임 개발시에 당연히 사운드
출력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처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등한시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 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 그래픽과 비교한다면 사운드의 출력 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어렵
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게임에서 수 많은 사운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일은 개별 사운드의 출력과는 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엔진에서의 사운드 시스템은 이렇
게 전체 게임의 관점에서 사운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각각의 사운드가 최고의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작
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Nebula2 엔진의 사운드 시스템이 어떻게
게임에 필요한 사운드 처리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bula2 엔진에서 게임의 사운드 처리를 담당하는 모듈은 'audio3'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수 백개의 사운드 출력을 3차원 입체음으로 동시에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 메모리로 사운드를 모두 읽은 다음 출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사운드의 경우 스트리밍
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출력할 수도 있다.
- 사용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운드 시스템은 다음이 네 가지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Audio Server
- Listener
- Sound
- Sound Resource

Audio Server

사 용자 시스템의 사운드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초기화합니다. nAudioServer3 클래스가 이 서브 시스템
을 위한 클래스로 사용자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의 사운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처리하
게 됩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nDSoundServer3 클래스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Listener

일 반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3차원 사운드는 사운드를 발생하는 객체의 위치나 각도, 속도 뿐만 아니라
게임 내 가상의 청취자(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게임 엔티티)의 위치나 각도, 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
다. Listener 는 이러한 3차원 사운드의 처리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Sound



게 임 엔티티가 필요로 하는 사운드 속성을 저장하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nSound3 클래스가 이 서브
시스템을 처리하는 클래스로 게임 엔티티에서는 해당 게임 엔티티가 필요한 사운드 개수만큼 nSound3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 엔티티가 기침 소리, 신음 소리, 박수 소리의
세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플레이어 엔티티는 각각의 사운드 출력을 위해서 세 개의 nSound3
인스턴스를 가지게 됩니다.

nSound3 클래스에서는 사운드의 출력(play), 반복, 위치 변환(transform) 등의 조정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주의 : nSound3 클래스는 nResource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nResource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
는 리소스 데이터의 특징상 서로 다른 게임 엔티티에서 공유할 수 있지만 사운드의 경우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ound3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nAudioSerrver3::NewSound() 함수를 사용
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Sound Resource

사 운드 리소스는 사운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컨테이너로 nSoundResource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
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데이터는 사운드 파일 포맷을 의미하는 것으로 .wav, .ogg와 같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운드 파일의 포맷으로 구분이 되며 이들은 nSoundResource를 상속하는 클래스
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운드 데이터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nSoundResource를 상속하
는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Sound' 와 'Sound Resource'의 가장 큰 차이점은 'Sound'는 게임 엔티티들 간에 공유할 수 없지만
'Sound Resource'는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병사 엔티티가 있는 경우를 가정
해 보겠습니다. 병사는 라이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플을 발사할 때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병사 엔티티는 Sound를 위한 nSound3 인스턴스와 Sound Resource를 위한 인스턴스를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이 때 Sound 인스턴스는 두 병사 엔티티에서 공유할 수 없지만 Sound Resource 인스
턴스는 공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Sound 인스턴스는 출력하는 사운드가 엔티티의 위치나 속도 등이 변
경할 때마다 이를 사운드 출력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두 병사가 같은 Sound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병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플이 같은 종류의 라이플이라면 이 라이플이 발사할 때 소
리도 같기 때문에 Sound Resource 인스턴스는 동일한 하나의 Sound Resource 인스턴스를 두 엔티티
가 공유하게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의 사용 방법

먼저 C++ 코드나 스크립트 파일에서 오디오 서버를 생성합니다. C++ 코드로 오디오 서버를 생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nDSoundServer3* audioServer = (nDSoundServer3*)kernelserver-
>New("ndsoundserver3", "/sys/servers/audio");

혹은 tcl 스크립트로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new ndsoundserver3 /sys/servers/audio

코 드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된 오디오 서버는 네뷸라 객체 이름 공간의 '/sys/servers/audio' 내에 위
치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DirectSound를 이용하는
nDSoundServer3 클래스를 오디오 서버로 생성했지만 만약 리눅스나 맥(Mac)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
서는 해당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디오 서버를 생성하게 됩니다.



오디오 서버를 생성한 다음에는 오디오 서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오디오 서버의 초기화는
nAudioServer3::Open() 함수를 호출합니다.

audioServer->Open();

오디오 서버의 초기화를 끝냈다면 오디오 서버에 대한 처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게임에서 필
요한 사운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사 운드의 출력은 렌더링 엔진에서 노드를 화면에 그리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운
드를 출력하기 전에 우선 오디오 서버의 nAudioServer3::BegineScene() 함수로 해당 프레임의 사운
드 출력에 대한 준비 과정을 마치고 다음으로 위치 변환이나 속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사운드 출력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nAudioServer3::UpdateListener() 함수를 호출하여 청취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출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nAudioServer3::EndScene()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프레임의 사운드 처리를 종료하게 됩니다.

audioServer->BeginScene(time);
audioServer->UpdateListener(this->audioListener);
...
// play sounds
...
audioServer->EndScene();

사운드의 출력과 종료는 nSound3::Start() 함수와 nSound3::Stop() 함수를 사용합니다.

// Sound 인스턴스 선언
nRef<nSound3> rifleSound;
...

// Sound 인스턴스 생성
rifleSound = audioServer->NewSound();

...
// 사운드 파일 출력
rifleSound->Start();
...
// 사운드 파일 종료
rifleSound->Stop();

마지막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오디오 서버를 닫게 되는데 이는 nAudioServer3::Close() 함수
를 호출하게 됩니다.

audioServer->Close();

게 임에서의 사운드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 코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시 캐릭터나 다
른 게임 내의 게임 엔티티들이 이동과 충돌 등과 같이 이벤트에 의해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터렉
션(interaction)마다 사운드의 출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임 엔진에서의 사운드 시스템은
개별 사운드의 출력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 플레이 코드를 고려하여 게임 플레이
시 요구되는 사운드 출력을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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