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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개요:

본 강의에서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OpenGL 그래픽스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실제 로그래 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가 컴퓨터 게임과 가상 실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실제 를 통해 설

명한다.

2. 강의목표:

본 강의를 통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

션, 기하 모델링, 가상 실, 과학  가시화 등의 구  원리를 악한다. 한 다양한 그래

픽스 로그래  과제를 통해 로그래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 수 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 그래픽스 라이 러리의 표 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OpenGL의 사용법과 노우-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  과정으로,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시간 로그래머블 쉐이더에 한 내용을 강의 후반부에 간단히 다룰 정이다.

3. 주교재:

E. Angel,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A Top-Down Approach with OpenGL (4th Ed.), 

Addison-Wesley, 2005. (ISBN 0321321375)

4. 참고서 :

(1) D. Hearn and M. Baker, Computer Graphics: C Version, Prentice Hall, 1997. (ISBN 

0135786347)

(2) F. Hill, Computer Graphics Using OpenGL (2nd Ed.), Prentice Hall, 2002. (ISBN 

0133203263)



(3) T. McReynolds et al, Advanced Graphics Programming Using OpenGL, Morgan 

Kaufmann, 2005. (ISBN 1558606599)

(4) J. Foley et al,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s, Addison-Wesley, 1993. (ISBN 

0201609215)

(5) A. Watt, 3D Computer Graphics (3rd Ed.), Addison-Wesley, 2000. (ISBN 0201398559)

(6) P. Shirley, Fundamentals of Computer Graphics, A K Peters, 2002. (ISBN 1568811241)

(7) S. Buss, 3-D Computer Graphics: A Mathematical Introduction with OpenG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ISBN 0521821037)

(8) 임인성, OpenGL을 통한 3차원 그래픽스 로그래 , 도서출  그린, 2001. (ISBN 

8986497689)

(9) 주우석, OpenGL로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스, 한빛미디어, 2005. (ISBN 8979143753)

(10) 구자 역, OpenGL을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스, 한출 사, 2000. (ISBN 8987318664)

(11) OpenGL ARB et al, OpenGL Programming Guide, Addison-Wesley, 2003. (ISBN 

0321173481)

5. 평가기 :

간시험: 25%, 기말시험: 25%, 과제: 50%

* 강의 진도에 맞추어 할 수 의 그래픽스 로그래  과제가 부여될 것임.

* 선수 과목으로 C, C++와 같은 로그래  언어를 수강한 학생들을 기 으로 강의를 진

행할 정이며, 로그래  경험이 없는 학생은 진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임.

6. 강의진행:

주 내 용 비 고

1 Introduction and Overview

2 Rendering Basic

3 Drawing in 2D

4 An Introduction to OpenGL (I)

5 An Introduction to OpenGL (II)

6 Linear Algebra Basics (I)

7 간고사

8 Linear Algebra Basics (II)

9 Transformations (I)

10 Transformations (II)

11 Actors, Cameras, Action!

12 Projections and the 3D Graphics Pipeline

13 Illumination

14 Ray Tracing

15 Programmable Shader

16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