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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VG는 Khronos Group에서 제정한 2차원 벡터 그래픽스 API 표준으로 모

바일 단말기의 GUI 개발, 각종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

다. OpenVG의 쉽고 명확한 기능과 편리한 사용성 때문에 그 사용 범위가 넓어지

고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전력을 요구하는 단말기의 GUI에 많이 사용되며 그래픽 미들웨어, 웹의 2차원 

그래픽스 표준 구현, 벡터 폰트 렌더링, 게임, 전자책 등의 응용 구현을 위한 탁월

한 API라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0년에 출간하였던 『OpenVG 프로그래밍』(생능출판사, 2010)의 오류를 

수정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OpenVG를 익혀서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

다. 이 책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업데이트하여 독자들이 항상 최신의 내

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필을 마치며

저자 이환용

저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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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애니메이션과 대화형 그래픽스

OpenVG에는 객체Object와 변환Transform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Animation이나 대화

형 그래픽스Interactive Graphics를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API 함수는 없다. 그 이유는 

OpenVG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저수준Low level의 API만

을 목표로 설계된 표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OpenVG를 이용하여 구현할 

응용 프로그램들이 각각 독자적인 애니메이션 기법과 수단을 사용하므로 이들을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표준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장에서는 OpenVG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이나 대화형 그래픽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API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1.1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용어는 원래 만화나 인형을 이용하여 생명이 없는 사물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뜻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시간, 객체의 

운동, 빛과 색상에 대한 변화 등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총칭한다. 결국, 애니메이션

은 연속된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지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우선 화면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11.1.1  주요 용어

■  프레임율

프레임Frame이란 한 개의 화면을 세는 단위로, 화면 전체의 해상도Resolution를 담은 

하나의 그림을 의미한다. 이때 초당 표현되는 프레임 수를 프레임율Frame Rate이라

고 하고 단위는 fpsframes per second를 사용한다. 인간의 시각은 잔상 효과 때문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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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회 이상 변화하는 영상을 연속되어 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부드럽

게 연결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당 16회 이상의 프레임

이 필요하다. 

■  주사 방식

디스플레이 장치의 픽셀은 일반적으로 화면 왼쪽 위부터 한 줄씩 내려가면서 갱

신된다. 이를 주사 방식Scanning Method이라고 한다. 주사 방식에는 크게 비월 주사

Interlace Scan와 순차 주사Progressive Scan가 있다. 비월 주사는 하나의 프레임을 두 개

의 필드(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로 나누어 주사하는 방식으로, 보통 홀수 번째 줄에 해

당하는 수평 픽셀들(홀수 필드)을 먼저 주사한 후 짝수 번째 수평 픽셀들(짝수 필드)을 

주사한다. 순차 주사는 말 그대로 차례대로 한 줄씩 주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

월 주사는 하나의 프레임이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다. 

■  리프레시율

기존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바뀔 때 실제로는 화면 전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일부를 갱신하거나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이를 리프레시Refresh라고 한다. 이

때 초당 리프레시 수를 리프레시율Refresh Rate이라고 하고, 단위는 Hz를 사용한

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초당 30프레임, 60필드이므로 리프레시율은 

60Hz가 된다.

자주 접하는 매체들의 프레임율과 리프레시율은 다음 [표 11-1]과 같다. 

[표 11-1]�여러�매체의�프레임율과�리프레시율

매체 Frame Rate(fps) Refresh Rate(Hz) 설명

아날로그 TV NTSC 방식 30(29.97*) 60(59.94*) *실제 시계와 맞추기 위해 1분
마다 한 프레임을 드롭Drop 

아날로그 TV PAL 방식 25 50 서유럽의 TV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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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TV 
ATSC 방식

480p 60 60 수직해상도 480의 순차 주사

720p 60 60 HD 수직해상도 720 순차 주사

1080p 60 60 FullHD급 순차 주사

1080p 30 60 FullHD급 비월 주사 

영화 24 24 × n 블레이드 셔터를 사용하여 n배 
리프레시 

[그림 11-1]�비월�주사�이미지

최근 고성능, 고가의 디지털 TV를 선전할 때 120 혹은 240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프레임과 프레임 중간을 영상처리 기법으로 보간Interpolation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임율이 15 이하일 때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고 움직

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낮은 프레임율

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계는 1초에 한 번만 프레임

을 갱신하면 되고, 초 단위가 없는 시계라면 1분에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시계가 

멈춘 경우에도 화면은 필요에 따라서 60회의 리프레시를 할 수 있다.

11.1.2  애니메이션의 종류

■  제어 기준에 따른 구분

애니메이션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림을 갱신하는가에 따라 시간 기반 애니메이션과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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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반 애니메이션

시간 기반 애니메이션Time Based Animation은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표현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Key Frame Animation이 있다. 이는 정

해진 시간에 위치를 정한 다음,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보간을 통해서 채워 넣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좀 더 물리적으로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재생 시스템의 성능이 낮아지면 중요한 그림을 건너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Frame Based Animation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련의 프레임을 하나씩 순서대로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을 정해진 프레임율로 갱신한다면 결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 애니메이

션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초에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30fps로 갱신하고 재생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1/30초 단위의 시간 기반 애니메이

션이 된다. 반면, 30fps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30fps로 재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이 시간 기반 애니메이션과 다른 중요한 점은 앞 프레임

이 재생되지 않으면 뒷 프레임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프레임 기반으로 스

토리가 구성되었을 때 특정 프레임이 빠지면 스토리를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번째 프레임에서 거북이 등장, 20번째 프레임에서 토끼 등장, 30번째 프레임에

서 서로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20번째 프레임이 빠지면 스토리가 완성될 수 없다. 

대표적인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인 Adobe사의 Flash는 시스템 부하 때문에 재

생이 느려지면 영상이 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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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방법에 따른 분류

애니메이션에서는 동작 제어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영상의 종류와 기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프레임 기반 제어

프레임 기반 제어Frame Based Control 방식은 필요한 모든 프레임을 각각 그리거나 각 

프레임에서의 동작이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인 

플립북Flipbook과 셀 애니메이션Cell Animation이 여기에서 속한다. 모든 객체의 동작을 

모든 프레임에서 정의하는 경우 이를 프레임 기반 제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

서 설명한 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과 유사하지만, 중간 프레임을 생략해도 원하는 

프레임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 11-2]�플립북�애니메이션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Key Frame Animation은 가장 널리 쓰이는 애니메이션 제어 방법

으로, 키 프레임Key Frame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시점의 동작이나 위치를 결정하고 

키 프레임 사이에 있는 중간 프레임In-between Frame의 동작이나 위치는 보간을 통해 

생성하는 트위닝Tweening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관적으로 동작을 이해하기 쉽고 제

어가 간편하며, 중간 프레임을 원하는 만큼 바꾸어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음 그림처럼 시작과 끝 모양을 키 프레임으로 정의하면 중간에 이미지 네 개를 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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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키프레임�애니메이션

보간에는 선형 보간과 슬로우 인Slow In, 슬로우 아웃Slow Out, 스플라인Spline 등 다양

한 방법이 사용된다. 요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에는 이 방식이 포함된다. 

운동학적 애니메이션

운동학적 애니메이션Kinematics Animation은 물체의 위치나 방향을 시간(t)에 대한 수식

(혹은 함수)으로 표현하여 제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x = 0, y = 10 - 4.9 × t × t’

라는 수식에서 y는 물체가 위치 10에서 자유 낙하할 때 시간(t)에 따른 물체의 위치

를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시간(t)에 대한 수식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전진 운

동학Foward Kinematics이라 하고, 정해진 위치로 가는 데 필요한 식을 유추하는 것을 

역 운동학Inverse Kinematics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인체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관절 애니메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책상 위의 사과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 

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관절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한 예다.

[그림 11-4]�역�운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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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적 애니메이션

동역학적 애니메이션Dynamics Animation은 물체의 물리적 특성과 초기 조건, 그리고 

주어진 힘으로부터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애니메이션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공이 

지상 10m 높이에 있고 중력이 작용할 때 떨어지는 공의 위치를 계산하거나 바닥

에 충돌한 이후의 동작을 계산할 수 있다. 과학 실험과 같은 학습 교재에 사용할 애

니메이션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림 11-5]�동역학적�애니메이션

11.1.3  애니메이션을 위한 12가지 기본 원칙

1981년 디즈니사의 올리 존스톤Ollie Johnston과 프랭크 토머스Frank Thomas가 쓴 

『The Illusion of Life: Disney Animation』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

칙을 12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12가지 원칙은 전통 기법의 캐릭터 애니메이션뿐

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찌그러짐과 늘어남

찌그러짐과 늘어남Squash and Stretch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그려진 물체에 무게와 

유연성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부피를 유지하면서 변형시키는 방법을 주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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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Squash�and�Stretch

준비 동작

준비 동작Anticipation은 야구에서 투수가 와인드업하거나 타자가 공을 치기 위해 백

스윙을 하듯이 준비동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다음 동작

을 예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반대로 준비 동작 없이 바로 만들어지는 동작

은 관객을 놀라게 하거나 웃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Surprise Gag).

스테이징 

연극과 영화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스테이징Staging은 관객으로 하여금 한 번에 

하나의 물체에 주목하게 하고 불필요한 디테일을 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관객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기획자는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스트레이트 어헤드 액션과 포즈 투 포즈 

스트레이트 어헤드 액션Straight Ahead Action은 동작을 첫 프레임부터 한 프레임씩 그

려나가는 기법으로, 주요 캐릭터의 자세를 키 프레임으로 정하고 이들의 중간을 채

우는 방식이다. 프레임 단위로 동작을 직접 채우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동작을 만

들어 내지만, 비율을 유지하거나 원하는 동작으로 만들어 가가기는 쉽지 않다. 반

면 포즈 투 포즈Pose to pose는 동작별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좀 더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극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이 두 방법은 목적에 따라 혼용

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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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동작과 중첩 동작 

후 동작과 중첩 동작Follow through and overlapping action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이라

고 이해하면 쉽다. 즉, 물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할 수 없으므로 후 동작

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타자가 야구공을 치고 나서는 배트를 곧바로 멈출 수는 

없다. 당연히 배트는 계속 진행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캐릭터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했을 때 옷이나 몸 일부가 진행 방향으로 휘날리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7]�후�동작과�중첩�동작

슬로우 인과 슬로우 아웃  

대부분 물체는 가속하거나 정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어떤 속도를 낼 

수는 없으므로 서서히 움직이고(슬로우 인Slow In) 서서히 멈추는(슬로우 아웃Slow Out) 동

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슬로우 인과 슬로우 아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EaseIn/

EaseOut 곡선이다.

[그림 11-8]�EaseIn/EaseOut�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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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움직임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은 대부분 곡선Arcs으로 표현되지만, 기계적인 움직임은 직

선을 기반으로 표현한다. 사람의 움직임에 직선을 적용하면 매우 이상한 결과를 만

들게 된다. 

타이밍

타이밍Timing은 물리적Physical 타이밍과 극적Theatrical 타이밍을 생각할 수 있다. 물리

적인 타이밍은 물리법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극적 타이밍은 감정적인 요소

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과장

목적에 맞는 과장Exaggeration의 수준과 한계를 정해 상황에 맞도록 사용하면 캐릭터

의 실재감을 더 늘려 줄 수 있다.  

2차 동작

주 동작에 섞여 있는 2차 동작Secondary Action은 캐릭터를 좀 더 생기있게 만들어 준

다. 예를 들어, 걷는 동작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휘파람을 부는 행동은 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또는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부가적인 동작이 추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말이 달릴 때 말꼬리의 흔들림에 따라서 좀 더 속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림 11-9]�2차�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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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드로잉 

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려야Solid Drawing 한다. 즉, 대상을 해부학적으

로 성분, 무게 균형, 빛과 그림자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애니메이

터들이 실제 동물이나 사람을 스케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만, 아직도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어필

캐릭터는 자신의 캐릭터 원형(프로토타입Prototype - 영웅, 악당, 모사꾼, 도우미 등)에 맞도

록 개성을 분명하게 어필Appeal해야 한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

어온 기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외계 괴물은 어두운 회색과 초록색의 혼합색으로 

피부를 칠하고 무겁고 느린 걸음을 걷는다.

11.2  애니메이션 및 대화형 프로그램 설정 

애니메이션 혹은 대화형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관련 이벤

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샘플 프로그램을 통해 Win32 응용 프로그

램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을 설명한다. 필요한 기능만 간단하게 설명하므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Win32 개발 관련 내용을 따로 찾아보기 바란다. 

11.2.1  타이머와 키 이벤트 설정

Win32에서는 타이머를 설정하기 위해서 ‘hTimer’라는 핸들을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SetTimer’ 명령으로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여기서 1은 타이머의 ID고, 100

은 100밀리 초를 의미한다. 즉, 1초에 열 번씩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 값

을 조절하여 화면의 갱신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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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imer = (HANDLE) SetTimer(hWnd, 1, 100, NULL); 

키보드 이벤트는 간단하게 WM_KEYDOWN과 같은 관련 이벤트로 처리하면 된

다.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머와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화면을 갱신하기 

위해서 InvalidateRect( ) 명령을 사용하여 WM_PAINT 이벤트를 만든다. 타이머

는 ID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타이머를 만들 수 있으며 예제와 같이 타이머마다 다

른 일을 할당할 수 있다. 

[Sample 11_1]�타이머와�키�이벤트�설정

LRESULT CALLBACK WndProc(HWND hWnd, UINT message, WPARAM wParam, LPARAM lParam)

{

 PAINTSTRUCT ps;

 HDC    hdc, memDC;

 HBITMAP  oldBitmap;

 static HANDLE hTimer; 

 static char cmd=0;

 switch (message) 

 {

  case WM_CREATE:

   appDc = GetDC( hWnd );

   // EGL and Context Create

   hTimer = (HANDLE) SetTimer(hWnd, 1, 100, NULL); 

   break;

  case WM_TIMER:   // Line 15

   switch(wParam) 

   {

    case 1: 

     InvalidateRect(hWnd,NULL, FALSE);

     break;

   }

   break;

  case WM_KEYDOWN:     // Line 23

   if( wParam == 32)  // Spac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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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d++; 

    cmd %= 10;

    InvalidateRect(hWnd,NULL, FALSE);

   }

   break;

  case WM_PAINT:

   hdc = BeginPaint(hWnd, &ps);

   AppDisplay(‘a’+cmd);

   eglswapbuffers()

   memDC = CreateCompatibleDC(hdc);

   oldBitmap = (HBITMAP)SelectObject(memDC,g_hBottomTitle);

   TransparentBlt(hdc, 71,305,169,15, memDC, 0,0,169,15, RGB(255,255,255));

   SelectObject(memDC, oldBitmap);

   EndPaint(hWnd, &ps);

   break;

  case WM_DESTROY:

   // Tiger_Release();

   // EGL and Context Destroy

   KillTimer(hWnd, 1);

   break;

  default:

   return DefWindowProc(hWnd, message, wParam, lParam);

 }

 return 0;

}

11.2.2  프로그램 최적화 가이드라인

대화형 혹은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성능 및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가급

적 적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그릴 수 있는 프레임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의미다. 

목표 프레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OpenVG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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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생성하고 여러 번 사용하라

객체의 생성에는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큰 이미지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설정하면 OpenVG 하드웨어에 관련된 메모리를 만들고 데이터를 복사

한다. 이런 과정은 성능을 매우 저하시키므로 계속 사용할 이미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유해야 한다.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라

첫 번째 가이드라인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만일 OpenVG 하드웨어가 매우 충분한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원을 많이 차지하는 객체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만들고 더는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삭제한다.

파이프라인은 흘러가야 한다.

OpenVG는 대부분 파이프라인 구조로 개발된다. 파이프라인 구조의 병렬 처리 시

스템이 성능을 최대로 내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꽉 차있어야 한다. 파이프라인

을 비우는 명령은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

을 비우는 명령에는 vgFlush, vgFinish가 있고, 화면을 읽거나 복사하는 명령에는 

vgReadPixels, vgCopyPixels 등이 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명령

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라

화면 일부만 바뀔 때는 바뀌는 부분만 갱신하는 것이 성능을 향상한다. 예를 들어, 

vgClear 명령과 시저링Scissoring을 잘 사용하면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OpenVG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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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변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라

원하는 시각적 효과를 내는 데 여러 방법이 있다. 가능하다면 패스 좌표를 수정하

는 것보다는 변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성능 면에서 좋다.

변환을 누적하지 마라

이는 성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변환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시계의 초침은 매초 -6도씩 회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회전을 누적하면 

오차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변환은 한 번에 수행되게 해야 한다. 

즉, 매번 변환을 초기화(vgLoadIdentity를 사용)하고, 시계의 초침은 매초 -6도, -12

도, -18도 등으로 회전시켜야 한다.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마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복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다음 코드는 이미지를 rot만

큼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이다. 이전의 AppDisplay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AppSampleInit와 AppAnimate, AppDone으로 나누어 AppSampleInit와 

AppDone은 한 번만 호출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Sample 11_2] 반복되는�부분의�분리

void AppDisplay(int rot)

{

 VGImage image; 

 VGfloat clearColor[] = {1.0f, 1.0f, 1.0f, 1.0f}; 

 vgSetfv(VG_CLEAR_COLOR, 4, clearColor);

 vgClear(0, 0, 240, 320);

 image = vgCreateImage(VG_sRGBA_8888, 240, 320, VG_IMAGE_QUALITY_NONANTIALIASED);

 vgImageSubData(image, cimg_wine64x64, 64*4, VG_sRGBA_8888, 0, 0, 64, 64);

 vgSeti(VG_MATRIX_MODE, VG_MATRIX_IMAGE_USER_TO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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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LoadIdentity();

 vgRotate((VGfloat) rot)); 

 vgDrawImage(image);

 vgDestroyImage(image);

}

……

VGImage image;

VGfloat clearColor[] = {1.0f, 1.0f, 1.0f, 1.0f}; 

void AppSampleInit()

{

 vgSetfv(VG_CLEAR_COLOR, 4, clearColor);

 image = vgCreateImage(VG_sRGBA_8888, 240, 320, VG_IMAGE_QUALITY_NONANTIALIASED);

 vgImageSubData(image, cimg_wine64x64, 64*4, VG_sRGBA_8888, 0, 0, 64, 64);

}

void AppDisplay(int rot)

{

 vgClear(0, 0, 240, 320);

 vgLoadIdentity();

 vgRotate((VGfloat) rot)); 

 vgDrawImage(image);

}

void AppDone()

{

 vgDestroyImage(image);

}

11.3  애니메이션의 대상

애니메이션은 원하는 대상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는 것이다. OpenVG에서는 객

체에 대한 단순 변환이나 복합 변환, 파라미터값의 변경, 컨텍스트 값의 변경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각각을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11.3.1  단순 변환

단순 변환Simple Transformation은 변환 행렬과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패스나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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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쉬우며 그래픽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로 사

용할 수 있다.

[Sample 11_3] 단순�변환�애니메이션

extern const unsigned long cimg_wine64x64[];

VGImage image;

VGfloat clearColor[] = {1.0f, 1.0f, 1.0f, 1.0f};

int AppSampleInit()

{

 vgSetfv( VG_CLEAR_COLOR, 4, clearColor );

 image = vgCreateImage(VG_sRGBA_8888, 64, 64, VG_IMAGE_QUALITY_NONANTIALIASED);

 vgImageSubData(image, cimg_wine64x64, 64*4, VG_sRGBA_8888, 0, 0, 64, 64);

 vgSeti(VG_MATRIX_MODE, VG_MATRIX_IMAGE_USER_TO_SURFACE);

 return 1;

}

int AppDisplay(int rot)

{

 vgClear(0, 0, 240, 320);

 vgLoadIdentity();

 vgTranslate(120,160);

 vgRotate((VGfloat) rot);

 vgScale(3.0, 3.0);

 vgTranslate(-32,-32);

 vgDrawImage(image);

 return 1;

}

int AppDone()

{

 vgDestroyImage(image);

 retur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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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0] 이지미의�회전�애니메이션

� �

11.3.2  계층적 변환

계층적 변환Hierarchical Transformation은 인체 같은 다관절 물체, 또는 계층적으로 구성

된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편리한 변환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그릴 때 바

퀴는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바퀴의 위치는 자동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원활한 

계층적 변환을 위해 현재의 변환 행렬을 저장하는 함수(vgGetMatrix)를 자주 사용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Sample 11_4] 계층적�변환�애니메이션

#include “cimg_wine64x64.c”

VGImage image;

VGfloat clearColor[] = {1.0f, 1.0f, 1.0f, 1.0f}; 

void AppInit()

{

 vgSetfv( VG_CLEAR_COLOR, 4, clearColor );

 image = vgCreateImage(VG_sRGBA_8888, 64, 64, VG_IMAGE_QUALITY_NONANTIALIASED);

 vgImageSubData(image, cimg_wine64x64, 64*4, VG_sRGBA_8888, 0, 0, 64, 64);

 vgSeti(VG_MATRIX_MODE, VG_MATRIX_IMAGE_USER_TO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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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AppAnimate(int rot)

{

 vgClear(0, 0, 240, 320);

 vgLoadIdentity();

 vgTranslate(120,160); 

 vgRotate((VGfloat) rot); 

 vgScale(2.0, 2.0);

 vgTranslate(-32,-32); 

 vgDrawImage(image);

 vgScale(0.5, 0.5); 

 vgRotate(2.0 * rot); 

 vgTranslate(-32,-32); 

 vgDrawImage(image);

}

void AppDone()

{

 vgDestroyImage(image);

}

[그림 11-11]�Sample�11_4�실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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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모핑

모핑Morphing은 이미지나 패스의 모양을 만드는 좌표를 변경해서 애니메이션을 만

드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vgInterpolatePath(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지는 ImageWarp을 이용할 수 있다.01

11.3.4  객체/페인트/컨텍스트의 속성을 변경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페인트나 컨텍스트를 변경하여 다양한 시각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라데

이션의 설정 변경과 페인트 색상 변경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애니

메이션 효과가 있다.

● 대시의 Phase 값을 바꾸어 선이 흘러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선형 그라데이션의 좌표값을 바꾸면 색상이 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색상 변환Color Transform: 색상의 알파값을 0에서 1로 서서히 변경하면 이미지가 

Fade-In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스트로크의 선 두께를 줄였다 늘였다 하면 물체를 강조할 수 있다. 

[Sample 11_5]는 별 모양에서 오각형으로 좌표를 바꾸는 동시에 필 색상과 스트

로크 색상을 바꾸는 애니메이션이다. 

[Sample 11_5]�보간�패스와�페인트�애니메이션

VGPath  Spath, Epath ; 

VGPaint fillPaint, strokePaint;

VGfloat fillColor[4] = { 0.0f, 0.0f, 0.0f, 1.0f };

VGfloat strokeColor[4] = { 0.0f, 0.0f, 0.0f, 1.0f };

01　13장 VG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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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ubyte segments[] = { VG_MOVE_TO_ABS, VG_LINE_TO_ABS, VG_LINE_TO_ABS,

       VG_LINE_TO_ABS, VG_LINE_TO_ABS, VG_CLOSE_PATH };

VGfloat Scoords[]   = { 120.0f, 260.0f,  61.2f,  79.1f, 215.1f, 190.9f, 

       24.8f, 190.9f, 178.8f,  79.1f };   

VGfloat Ecoords[]   = { 120.0f, 260.0f,  24.8f, 190.9f, 61.2f,  79.1f, 

       178.8f,  79.1f, 215.1f, 190.9f};   

VGfloat clearColor[] = {1.0f, 1.0f, 1.0f, 1.0f}; // To show Mask

void AppSampleInit()

{

 vgSetfv( VG_CLEAR_COLOR, 4, clearColor );

 Spath = vgCreatePath(VG_PATH_FORMAT_STANDARD, VG_PATH_DATATYPE_F,1.0f, 

0.0f, 0, 0, 

 VG_PATH_CAPABILITY_ALL);

 vgAppendPathData( Spath, 6, segments, Scoords ); 

 Epath = vgCreatePath(VG_PATH_FORMAT_STANDARD, VG_PATH_DATATYPE_F,1.0f, 

0.0f, 0, 0, VG_PATH_CAPABILITY_ALL);

 vgAppendPathData( Epath, 6, segments, Ecoords ); 

 vgSeti( VG_FILL_RULE, VG_EVEN_ODD  );   // OR VG_NON_ZERO

 vgSetf( VG_STROKE_LINE_WIDTH, 8.0f );

 fillPaint = vgCreatePaint();

 strokePaint = vgCreatePaint();

 vgSetPaint(fillPaint, VG_FILL_PATH );

 vgSetPaint(strokePaint, VG_STROKE_PATH );

}

void AppAnimate(int rot)

{

 VGPath path;

 path = vgCreatePath(VG_PATH_FORMAT_STANDARD, VG_PATH_DATATYPE_F,1.0f, 

0.0f, 0, 0, VG_PATH_CAPABILITY_ALL);

 vgClear( 0, 0, 240, 320 );

 vgInterpolatePath(path, Spath, Epath,(float) rot/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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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keColor[0] = fillColor[2] = (float) rot/360.0;

 vgSetParameterfv( fillPaint, VG_PAINT_COLOR, 4, fillColor);

 vgSetParameterfv( strokePaint, VG_PAINT_COLOR, 4, strokeColor);

 vgDrawPath(path, VG_FILL_PATH | VG_STROKE_PATH );

 vgDestroyPath( path );

}

void AppDone()

{

 vgDestroyPath( Spath );

 vgDestroyPath( Epath );

 vgDestroyPaint( fillPaint ); 

 vgDestroyPaint( strokePaint ); 

}

[그림 11-12]�Sample�11_5�실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