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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저작 도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간 중심 저작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규칙 기반의
저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객체 상호간의 행위 관계를 지원하는 Genesis 시스템이라는 저작도구를 소
개한다. Genesis 시스템은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행동하게
될 객체들과 그 객체들간의 행동 관계를 규칙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변수, 모양, 행동 등이 정의
된 하나의 객체는 시간의 흐름, 사용자의 이벤트 등에 의해서 자신에게 정의된 위치 검사와 변수 검사
등의 규칙을 점검한 뒤 그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되면 정의된 행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객체에 대한 규
칙의 정의, 객체가 존재할 공간에 대한 환경 설정 등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상 세계, 시
뮬레이션, 게임 등을 제작할 수 있다.

1. 서론
현재 일반인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1]

[2]

의 파워포인트나 매크로미디 어 사

형성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뮬레이션 효과를 가능하도록 지
원하게 된다.

의 디렉터, 플래시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도구들로 사용자는

제 2 절에서는 Genesis 시스템의 구조 및 개요를 소개하고,

일반 텍스트나 이미지 이외에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음악효

제 3 절에서는 Genesis 시스템의 내부 구현 원리를, 제 4 절에

과 등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저작물을 생성해 낼 수 있다. 하

서는 구현 예를 보이고 제 5 절에서 향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만 이러한 기존의 저작도구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파워포인트와 같은 저작도구의

2. Genesis 시스템의 구조 및 개요

경우에는 글, 그림, 소리 등의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애니메

시스템은 크게 객체 생성기, 룰 생성기, 세계 및 환경 생성

이션 되는 내용이 사용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프리젠테이션 내

기, Genesis 파일 생성기,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툴, 이렇게

용과는 무관한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디렉터와 플래시의 경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에는 사용자가 고안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2.1 객체 생성기

시간 중심에 기반한 저작도구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지정

사용자는 객체 생성기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객체를 생성

한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애니메이션으로 시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생성하는 객체에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

뮬레이션과 같은 효과는 구현 할 수 없다.

어야 할 변수와 모양을 등록할 수 있고 어떤 규칙이 만족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저작도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때 그 객체가 취할 행동을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의 개념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저작도구인 Genesis 시스템을 소개한

을 도입해서 상위 객체의 특성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

다. Genesis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직접 어떠한 한 객체에 대

공한다.

하여 다양한 규칙(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객체는 특정한 시

2.2 규칙 생성기

간에 자신에게 설정된 다양한 규칙 가운데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객체가 디자인되면 그 객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객체 상호간의 행위 관계를

해서 검사해야 할 규칙을 규칙 생성기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규칙은 자신 내부적으로 검사해야할 규칙, 다른 객체와

는 소리를 의미한다. 동물이면 우는 소리, 먹는 소리 등을 지

의 관계에서 검사해야할 규칙, 혹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

정 할 수 있다.
행동은 객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다음절에서 제시될 규칙

경과 관계에서 검사해야할 규칙 등을 정의할 수 있다.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규칙을 체크하는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

이 만족하게 되면 객체는 규칙에서 지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

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와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기

행동은 크게 시간에 따라 실행되는 행동과 사용자의 입력에

위해서 설정된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이 있을 때 수행할 수

따라서 실행하는 행동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

있도록 구현하였다.

간에 따라 시행하는 행동은 다시 시간에 따라 항상 수행하는
행동, 시간이 되면 임의의 하나를 수행하는 행동, 시간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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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체에 의해서만 반응할 수 있다.
객체가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행동은 특정위치에 새로운 객
체를 생성하는 “만들기” 행동과 기존의 객체를 없애는 “지우
기” 행동, 그리고 세계나 다른 객체의 변수 값을 변경하는
“바꾸기”행동 이렇게 3가지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3.2 규칙
객체에 정의할 수 있는 규칙은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객체

그림1. Genesis 시스템 전체 구조도

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위치체크와 특정한 위치 상에 존재하는

2.3 세계 및 환경 생성기

객체나 세계의 변수를 검사하는 변수체크 이렇게 두 가지가

위와 같이 정의된 객체가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인 세계

있다. 위치체크는 현재 객체가 존재하는 좌표를 중심좌표(0,0)

(world)를 정의하고 기타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환경설정 생

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정된 사각형 좌표(left, top, right,

성기가 있다. 세계에는 그 곳에서 활동할 객체들을 등록할 수

bottom) 영역 안에 지정된 다른 객체가 존재하는 지 혹은 존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객체들과 세계와의 규칙 생성을 위한

재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또한 변수 체크는 영역 안

세계 자체의 변수와 보드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웍

에서 지정된 다른 객체의 변수와 환경 변수의 값을 일반적인

지원을 위한 사용자 등록기능, 제어판 설정 기능 등을 제공한

비교연산자(==, >, <, !=, >=, <=)를 이용하여 비교 할 수 있

다.

도록 하였다.

2.4 Genesis 파일 생성기 및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툴

3.3 세계 및 환경설정

이렇게 설정된 객체와 세계 및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는 각

세계 또한 일종의 객체 개념으로 변수나 소리 등과 같은 특

각 객체 파일과 세계 파일로 나뉘어 저장이 되며 이 파일은

성을 가진다. 또한 객체의 모양처럼 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Genesis 파일 생성기를 통하여 Genesis 파일을 생성해 내고,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배경을 변화할 수 있다. 세계가 가지고

이 Genesis 파일은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툴의 입력으로

있는 이러한 특성은 어떤 객체의 규칙을 정의할 때 설정할 수

들어가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있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는 해상도를 나타내기 위
한 Width, Height 값을 가지고 현재 사용자를 표시하기 위한

3. Genesis 시스템 내부 구현 원 리

값(Current_Player),

현재

보드를

나타내기

위한

값

3.1 객체

(Current_Board), 현재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값을

객체는 내부적으로 변수(variable), 모양(appearance), 소리

(Current_MouseX, Current_MouseY)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sound), 행동(behavior)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변수는

세계상에 등록된 여러 객체의 ID값도 가지고 있다.

객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
나

환경설정은 사용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
라는 객체를 디자인을 할 경우 필요한 나이, 에너지 등은

것이다. 사용자가 각 객체에 대한 제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

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 모양은 하나의 객체를 시각적으로 표

해서 Control Layer 개념을 도입하여 그 레이어 상에 고정 문

현하기 위한 이미지를 의미한다. 하나의 나무가 성장함을 표

자열, 고정 이미지, 변수의 상태 값을 확인하기 위한 Watch,

현하려면 나이라는 변수도 필요하지만 그 나이에 따라서 변화

특정키의 입력이 특정한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한 KeyButton,

하는 나무의 이미지도 필요하다. 소리는 객체가 표현할 수 있

네트웍상의 채팅을 지원하기 위한 Chatline, 그리고 현재

World상의 객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미니 맵 등의 기능
을 제공한다.

0 이하가 되면 자신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룰을 사용자
는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설정할 수 있게 된다.

3.4 리소스
Genesis 시스템 상의 모든 객체뿐만 아니라 그 객체와 세계상
의 모양을 위한 이미지 파일과 소리를 위한 웨이브 파일 등은
모두 리소스의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관리가 된다. 이
들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등록이 되며
등록된 리소스는 그 인덱스 값으로 다른 곳에서 참조를 가능
하게 한다.

4. 시스템 구현 예
이번 장에서는 사용자가 탱크 게임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이 구현하게 되는 예를 보인다. 먼저 사용자는 탱크 게
임이 진행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탱크 객체 및 세계에서 필
요한 환경 변수 등을 설정하게 된다.

그 림4. 규 칙 설 정

이렇게 규칙을 생성하여 Gns 파일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사용자가 저작한 여러 객체와 규칙들은 하나의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어지게 된다.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실행화면을
통해서 자신이 제작한 탱크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 림 5. 실 행 화 면

그 림 2. 세 계 를 생 성 , 객 체 등 록

다음으로 탱크에 필요한 폭탄, 에너지 등의 변수를 설정하고
탱크가 가지게 모양과 그 모양에 대한 속성 등을 할당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간 중심의 저작 도구에서 볼 수 있
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칙 기반의 저작도구인 Genesis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생태계나
자연 현상과 같은 것을 가상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고, 뉴턴
의 역학계와 같은 과학 현상을 직접 검증해 볼 수도 있다. 또
한 사용자 이벤트를 강화하여 네트웍을 제공하는 게임이나 가
상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제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개발하여 전세계 인터넷
상에서 구현이 되다면 훨씬 더 많은 적용분야가 있으리라 기
대된다.

그 림 3. 모양을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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