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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윈도우 시스템은 지난 1984년 분산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

해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MIT 학의 프로젝트

‘Athena’에서출발했다. X윈도우시스템은디스플레이서

버인‘X서버’, 디스플레이클라이언트서버인‘X클라이언트’와같은

두 요소로 개발됐다. 두 서버는 동일한 컴퓨터 상에 있을 필요가 없

어 각기 다른 하드웨어에서 구현할 수도 있다. 즉 X서버는 X서버가

설치된 하드웨어를 관장하고, X클라이언트는 X서버와의 통신함으로

써화면에그결과를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는 운

체제에 종속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반면, X윈도우는 운 체제와는

좀더 독립적인 구조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X윈도우는 운 체제의

다른 부분에 향을 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X윈도우만을

수정하고개발함으로써, 3D 데스크톱효과를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X윈도우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래픽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위젯’즉 GUI 프로그램을 위한 일종의 라이브러

리를 제공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것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는 임의의 개발자가 일관성 없는 스타일로

인터페이스를설정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GTK, QT 등과 같은 고급 툴킷이 개발됐

고, 이 툴킷을 통해‘twm’, ‘fvwm1, 2’, ‘Fluxbox’,

‘Enlightenment’등과 같은 윈도우 매니저와‘KDE’, ‘Gnome’과

같은 데스크톱 환경이 탄생했다.  윈도우 매니저는 주로 다른 애플리

케이션을 제어하는 메타-클라이언트(meta-client)역할을 한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하지 않는 X윈도우를 신해 윈도우 매니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운 체제는 최근 버전인 윈도우 비스타에서 비로소 3D 화면 방식을 시작한 것에 비해 리눅스는 좀더 이전부터 화려한 그래

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왔다. 불타거나 쪼개지는 모습과 같은 그래픽 효과를 통해 창이 닫히기도 하고, 창이 접혀진 상태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와 펼쳐짐으로써 창이 열리는 효과 등의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3D 효과를 컴퓨터 메인 화면에 구현함으로써 리

눅스 사용에 한 흥미를 키우고 리눅스 환경에 한 낯설음을 극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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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과 X윈도우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요소를 제공하는 것

이다.

AIGLX와 XGL의 소개

‘AIGLX’와‘XGL’은 X서버로서 X윈도우에서 개방형

GL(Graphics Library) 가속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AIGLX

(Accelerated Indirect GL X)’는‘Xorg 7.1’에서부터‘Xorg’에포함

돼제공되는X서버이며, 페도라와레드햇중심으로개발되고있다. 

‘XGLX(server architecture layered on top of OpenGL)’는 개

방형 GL의 기반 위에 구축된 X서버다. XGLX는 AIGLX와는 달리

Xorg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서버인‘XGL’이 제공되며 노벨과

SUSE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XGL가 GL 가속을 지원하는 X서

버 전체를 새롭게 개발한 것이라면, AIGLX는 기존의 X서버 매커니

즘을수정해서개발한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XGL와 AIGLX는 기존의 밋밋

했던 데스크톱을, 향상된 GPU(Graphic Processor Unit)의 성능을

통해, 윈도우생성과이동등의기본적인동작에도GL가속을이용함

으로써 화려한 데스크톱 환경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화려한 효

과를 가진 데스크톱 환경은 맥 운 체제를 시작으로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윈도우비스타에서구현되고있다.  

Compiz, Beryl 그리고 Compiz-Fusion

XGL와 AIGLX와 같은 GL을 가속화하는 X서버를 이용하기 위해

서는 X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즉 3D 데스크톱 효과를 보여줄

‘Compiz’, ‘Beryl’이나‘Compiz-Fusion’와 같은 윈도우 매니저가

필요한 것이다. Gnome(GNU Network Object Model Environ

ment)은 데스크톱 환경에서‘metacity(KDE의 경우 kwin)’를 윈도

우 매니저로 사용하는데, 3D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3D 효과를 지원

하는 Compiz, Beryl이나 Compiz-Fusion을 윈도우 매니저로 사용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Gnome, KDE, XFCE 등의 데스크톱 환경

이 아닌 일반 윈도우 매니저에서는 Compiz 등과 같은 3D 데스크톱

효과를지원하는윈도우매니저를사용할수없다.

3D 데스크톱 환경을 지원하는 윈도우 매니저인 Compiz, Beryl,

Compiz-Fusion은 모두 Compiz라고 볼 수도 있다. Compiz는 개방

형 GL 3D 그래픽 가속을 사용하는 윈도우 매니저로, 노벨과 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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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1 | twm 초기버전의화면 화면2 | fvwm 초기버전의화면

화면3 | fvwm2 초기버전의화면

화면4 | Enlightenment 초기버전의화면



에서 최초로 XGL과 함께 3D 데스크톱을 시연할 때 사용했던 것이

다. Compiz는 Beryl과 Compiz-Fusion의 기반이 되며 최근에도 사

용되고있다.

Compiz의 동작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되는 부분은 코어가 담당

하고, 각 기능들은 모두 플러그인 형식으로 지원된다. 창을 움직이는

플러그인, 창을 열고 닫을 때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 큐브 효과를 가

능하게해주는플러그인등과같은방식으로지원되는것이다. 

Compiz, Beryl, Compiz-Fusion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Compiz가 Beryl과 Compiz-Fusion의 기반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

다. Compiz는코어중심으로개발된것이며, Compiz를개발하던팀

출신인 개발자가 플러그인 개발 위주의 기술을 발표한 것이 Beryl

다. 이후에는 Beryl를 통해 개발된 플러그인 부분이 코어 중심의

Compiz에반 되면서다시Compiz로합쳐지게된다.

Compiz-Fusion은기존의Beryl과Compiz 기술을포함해발표된

것이다. 이렇게발표된Compiz-Fusion은Compiz을기반에두고있

지만,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인 버전으로 기존의 Compiz 혹은 Beryl

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출시된 Compiz-

Fusion은우분투리눅스의7.10에기본적으로탑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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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5 | Gnome 초기버전의화면 화면6 | KDE 초기버전의화면

화면7 | 기본적으로4개의워크스페이스가존재한다.(Expo 플러그인)

화면8 | Desktop Cube를돌리는화면(Desktop Cube, Rotate Cube)

화면9 | Widget 플러그인의실행화면(Widget은Screenlets)

화면10 | 애니메이션즈의불타는효과화면



우분투와 3D 데스크톱 효과

우분투 6.06은 사용자가 Compiz을 직접 설치하고 3D 데스크톱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6.10 버전은 AIGLX가 탑재 된 Xorg 7.1이

포함됐고, 7.04 버전은 metacity 신에 Compiz를 Gnome의 기본

윈도우 매니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탑재했다. 가장 최신 버전인 7.10

은 설치 시 하드웨어가 3D 가속을 지원하면 기본적으로 Compiz-

Fusion에이르러윈도우매니저를설정한다.

최근의 3D 데스크톱 효과는 공식적으로 NVIDIA, ATI, INTEL

비디오 칩셋을 지원한다. NVIDIA의 경우에는 Geforce4 MX 이상의

비디오칩셋, ATI의경우는9250 이상, INTEL는 i810(855GM 통합

칩셋) 이상의 비디오 칩셋에서 사용할 수 있다. INTEL 비디오 칩셋

은 3D 데스크톱 효과를 위한 별다른 설정이 필요없으며, NVIDIA나

ATI의 경우는 시스템 메뉴의 관리 항목에 있는 제한된 드라이버 관

리자를통해드라이버를설치하면된다.

Compiz-Fusion의 플러그인 소개

수많은 효과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관리하는 Compiz-Fusion의 각

각 플러그인들의 효과나 설정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플

러그인들의 세부 설정을 위해서는 시스템 메뉴의 관리 항목의 시냅

틱 꾸러미 관리자를 실행시킨 뒤에 CCSM(compizconfig-settings-

manager)을 설치해야 한다. CCSM을 설치 후 시스템 메뉴의 기본

설정 항목의 모양새를 선택하고, 화면 효과 탭으로 커서를 옮기면 사

용자 설정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이를 통해 각 플러그인에 한 세부

설정이 가능하다. 플러그인과 세부 설정에 관한 내용은 표로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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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11 | 서로붙어있는창을떼어내는Wobbly Windows 기능 화면12 | Scale 적용시실행중인프로그램전체를한눈에파악

표1       General과 Accessibility의각플러그인소개

세부설정항목 플러그인 각플러그인에 한설명

화면의해상도와워크스페이스의개수등일반적인

옵션에관한설정을하는메뉴다. 워크스페이스란

General 현재화면에보이는공간만이아닌여러개의가상

의공간을뜻하며, 하나의화면에보이는만큼의

역을하나의워크스페이스라고한다.

현재입력하는창이외의밝기를어둡게설정해

ADD Helper 사용중인창만강조해서볼수있는기능을제공하

는플러그인이다.

개별윈도우나데스크톱전체를 상으로네가티브, 

Color filter 세피아등과같은색감을적용할수있는기능을제

공한다.

Enhanced
화면을확 해서볼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플러

Accessibility
Zoom Desktop

그인이다. 화면을확 한상태에서도마우스클릭

과키보드입력이가능하다.

Negative
컬러필터플러그인의구버전으로, 네거티브필터와

동일한기능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다.

마우스커서가현재사용중인창의범위를벗어났

Opacify 을때사용중이던창을자동으로투명하게변경하는

플러그인이다.

화면을확 해서볼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플러

Zoom Desktop 그인이다. 단, 화면을확 한상태에서마우스클릭

이나키보드입력을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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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Effects의각플러그인소개

세부설정항목 플러그인 각플러그인에 한설명

Animations 창의열림(프로그램의실행), 창의닫힘(프로그램의종료), 창의최소화, 최소화된창을원래 로복귀, 창접기등의효과를창을클릭했을때

낼수있는플러그인이다. 창이불타거나쪼개져서닫히거나, 창이접혀서화면안으로들어와서펼쳐지는등의, 여러가지효과를제공한다.

Blur Windows 창이나창틀을흐리게하는효과를줄수있는플러그인이지만, NVIDIA와같은특정한비디오카드에서만적용할수있다.

Cube Gears glxgears를실행하면나오는톱니바퀴를3D로구성해서데스크톱안에서돌아가도록구성한플러그인이다.

Cube Reflection 큐브회전시바닥면에큐브의화면을반사시키는플러그인이다.

Fading Windows 창의열림이나닫힘, 최소화혹은복귀시페이드효과를주는플러그인이다. 단애니메이션효과와중복사용은불가능하다.

Effects Minimize Effect 창의최소화나복귀시창에줌인, 줌아웃효과를주는플러그인이다. 페이딩윈도우즈효과와함께쓰면좀더부드러운효과를볼수있다.

Paint fire on the screen 불타는페인트로화면에무언가를그릴수있는플러그인이다. 

Reflection 창이나창틀에반사효과를주는플러그인이다.

Trailfocus 창의단계에따라자동으로투명도를조절할수있는플러그인이다. 맨윗단의창은불투명하고, 그아래단의창들은단계적으로투명도가적

용되는방식이다.

Water Effect 화면에비가내리는효과나창을움직이고난뒤창주변으로물결효과가일어나도록하는플러그인이다.

Window Decoration 창틀에 한설정을하는플러그인으로, 주된설정항목은창틀에서생기는그림자에관한것이다.

Wobbly Windows 창을출 거리게하는설정이가능한플러그인으로, 다른운 체제에서는볼수없는Compiz만의특별한기능이다.

표4       Extras와Image Loading의각플러그인소개

세부설정항목 플러그인 각플러그인에 한설명

Annotate 커서를펜역할을하도록바꿔서화면에메모를하거나밑줄을긋는등의작업을가능하게하는플러그인이다.

Bechmark 현재화면의프레임수를실시간으로수치와간단한그래프로보여주는플러그인이다.

Extras Screenshot 화면의특정 역을지정해서그 역을PNG포맷의이미지파일로저장하는기능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다.

Splash Compiz 시작시움직이는Splash 로고를보여주는플러그인이다.

Window Previews 작업표시줄의현재실행중인창에해당되는부분으로커서를갖다 면해당창을실시간렌더링된형태의썸네일로보여주는플러그인이다.

윈도우비스타의기능을본떠만들어졌다.

Image Loading
이카테고리의플러그인들은기본적으로이미지를읽어들어Compiz에서사용할수있도록텍스처로렌더링하는기능을제공한다. JPEG,

Png, Svg 이미지포맷을지원하며, 텍스트에 한렌더링도가능하다.

표2       Desktop의각플러그인소개

세부설정항목 플러그인 각플러그인에 한설명

Clone Output 현재화면을다른모니터에도똑같이보여주는기능을하는플러그인이다. 하지만테스트시정상적인동작을하지않아 아직사용하기에불안정하다.

Desktop Cube 워크스페이스를큐브형태로구성해서볼수있는플러그인이다

Desktop Plane 워크스페이스를펼친형태로구성해서볼수있는플러그인이다.

Desktop Wall Plane의기능확장판으로맥운 체제에서워크스페이스를이동하는방식을본떠만들어진플러그인이다

Desktop Expo 현재사용중인워크스페이스전체를한화면에서볼수있도록하는기능으로맥운 체제의기능을본떠서만들어진플러그인이다.

Fade to Desktop 마이크로소프트의‘바탕화면보기’와기능적으로동일하다. 하지만그과정에페이드효과가들어가는플러그인이다.

Rotate Cube Desktop Cube와함께쓰이는플러그인으로데스크톱의워크스페이스를회전시키며사용할수있도록하는플러그인이다.

Show desktop Fade to Desktop과기능적으로는동일하나바탕화면을보여주는과정에서창이화면밖으로움직여사라지는효과를내는플러그인이다.

Viewport Switcher 마우스휠이나단축키를이용해서워크스페이스사이를이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플러그인이다.

Widget Layer 맥운 체제의 쉬보드와같이위젯을위해별도의반투명레이어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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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Utility의각플러그인소개

세부설정항목 플러그인 각플러그인에 한설명

Crash handler Compiz에문제가발생시로그를남기는등의기능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다.

Cube Caps 데스크톱큐브사용시정육면체의윗면과아랫면에해당하는위치에씌워질이미지를선택해서지정할수있는플러그인이다.

D-Bus Compiz의플러그인들을D-Bus 메시지를통해제어가가능한플러그인이다. 터미널에서D-Bus 메시지를통해특정플러그인의옵션값을

조정할수있다.

Utility Regex Matching Compiz에서각종효과적용시, 효과를적용할창이나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도록규칙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다. 예를들면‘any &

!(name=*.terminal*.)’을규칙으로지정하면‘창이름에terminal이라는단어가들어가는것을제외한모든창’에만효과를적용할수있다.

Resize Info 화면크기조절시화면의크기를표시하는플러그인이다

Scale Addons Scale 작동시에창의제목을추가적으로표시하는플러그인이다.

Scale Window  Title Filter Scale 된창의제목을키보드입력을통해검색을지원하는플러그인이다.

Video Playback Video Playback을사용할수있도록패치된mplayer를사용할때적용되는플러그인이다. 일반적으로동 상재생시비디오출력을xv로

하면 상은별개의비디어텍스처 역에뿌려지게되지만, 이플러그인은Compiz에서이용할수있게화면을렌더링하도록출력방식을

바꿔주는기능을한다.

Workarounds Compiz과함께실행시문제가되는프로그램과소프트웨어툴킷이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한플러그인이다.

표6       Window  Management  Application과 Uncategorized의각플러그인소개

세부설정항목 플러그인 각플러그인에 한설명

Application Switcher 기존의창전환(Alt+Tab)기능을그 로계승한플러그인이다. 다른점이라면창전환시생기는창의썸네일도실시간렌더링된다.

Extra WM   Actions 단일프로그램의수준이아닌Compiz 창관리자수준에서전체화면, 항상위등의기능을단축키를지정해사용할수있도록하는플

러그인이다.

Group and Tab Windows 창을여러개선택해서그룹으로묶을수있고, 그룹으로묶인창을하나의창으로합친후탭형태로사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

Move Window 창을움직일수있도록하는플러그인이다.

Place Windows 프로그램이나창을실행시화면에어떤알고리즘으로배치시킬지를선택할수있도록한다. 

Window Put 특정단축키를이용해창을이동시킬수있는플러그인이다.

Management Ring Switcher 새로운창전환기능으로실행중인프로그램창들을원이나링형태로배치해서보여주고, 창이회전하면서사용자가원하는창을선

택할수있도록하는플러그인이다.

Scale 현재실행중인프로그램창들을한화면에모아서(scale down) 보여주는플러그인으로맥운 체제의Expose 효과를본떠만들어

졌다.

Shift Switcher 두가지형태의플립과커버로창전환기능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다. 플립은윈도우비스타의새로운창전환기능인플립3D를, 커버

는애플아이팟등에서쓰이는커버플로우를본떠서만들어졌다.

Snapping Windows 창이화면이나다른창의끝부분근처의일정범위만큼가까이갔을때창과화면혹은창끼리합쳐지는기능을제공하는플러그인이

다.

Window Rules 특정프로그램이나창을실행할때, 특정한규칙을가지고실행하도록하는플러그인이다. 이기능을사용하면파이어폭스를실행할때

항상800 x600 픽셀의크기로할수있다.

Uncategorized Resize Window 창의크기조정시사용할효과에관한설정을하는플러그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