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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래스터 그래픽스 기반으로 구성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등심선을 원하는 형태로 생성 및 편집하는 저작도구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래픽 모델의 확장성과 생산성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그래픽 표현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있다. 본 논문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객체지향그래픽스기술인WPF 사용자인터페이스를통해벡터

곡선을독립적인콘텐츠로모델링하여 등심선 생성및 편집도구에독창적이고 유연한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도록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등심선의 그래픽 레이아웃은 조절점과 곡선으로 분할하여 벡터 곡선에 대한

컨테이너 요소를 제공하였고, 최종적으로 프로토 타입의 저작도구를 이용해 등심선의 모의 편집 실험을 실시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수년간 널리 사용해왔던 C/C++, Win32 API Development, VB6,

MFC, WinForms 등의 프로그래밍기술은래스터그래픽스 기반의사

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Main Windows나 Dialog,

Control, Menu와 같은 리소스들이제공되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정형화 되어있

는 프로그래밍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 독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

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1][2]. 예를 들어 WinForms의 경우 최초

.NET Framework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도구

를 사용하여 생산성에 강력한 기능을 지원하지만 특정 어셈블리들은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3]는 통합된 프레임워크와

획기적인콘텐츠 관리모델을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극대화시킬 수

있고, 벡터 그래픽 기술로써 프로그래밍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증가되

며레이아웃의 종류에관계없이콘텐츠를배열할 수있도록완전히 독

립적인 다양한 레이아웃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컨테이너 요소를 제공

한다. 또한WPF 기술은 DirectX 엔진을기반함으로써최적화된그래

픽 렌더링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의 신기술로 부각되고 있

는WPF 기술을 통해 벡터 곡선에 대한 독자적인 콘텐츠 모델을 제공

하여 편집기술에 대한 자유도를 높이고 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다.

2. 벡터 곡선의 콘텐츠 모델링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벡터 곡선은 유연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표

현할수있어그래픽의곡선을가장잘표현하고있는 3차베지어곡선

[4]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벡터곡선의 구성은곡선형태를제어하는

조절점과 굴곡 형태를 표현하는 곡선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

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내부 데이터 접근 및 제어의 효율

성과 렌더링 되는 벡터 곡선의 구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PF에서 제공하는 UserControl을

이용하여 벡터 곡선을 조절점 레이아웃과 곡선 레이아웃으로 나누어

컨테이너요소를생성하고, 기하학적도형모델개체를통해벡터곡선

에 필요한 세부 요소 개체를 표현하였다.

2.1. 조절점 레이아웃 컨테이너

조절점 레이아웃 컨테이너는 그림 1과 같이 벡터 곡선의 주점과

제어점에 해당하는 도형 개체와 각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라인 개체로

구성된다. 도형 개체는 RectangleGeometry를 사용하여 조절점을표현

하였으며, 상위 레이아웃의 Path 개체를통해마우스와같은입력개체

의 외부이벤트처리가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조절점의 위치좌

표는 DependencyProperty의 PropertyMetadataEvent를 통하여 변화

하는 내부 데이터에 대한 Property가 RectangleGeometry 개체와 공

유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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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절점 레이아웃 컨테이너

주점과 제어점의 연결 직선구간을표현하는 L1, L2 두 개의라인

개체는 PathFigure의 LineSegment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였

으며, 각 라인 개체는 조절점 개체와 Binding되어 입력개체를 통한 외

부 표현이 라인 개체의 내부 데이터로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절점 레이아웃 컨테이너는 곡선의 그룹, 깊이 값과

같은 곡선 속성에 대한 서술정보를 담고 있어 편집 및 깊이영상 렌더

링시 별도의 인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쉽게그래픽 가시화가 가능

하며, 그림 2와 같이 제어점을 상대성과 독립성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

성하여 편집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벡터 곡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a) (b)

그림 2. 다양한 곡선 표현 방식

(a) 제어점의 상대성 (b) 제어점의 독립성

2.2. 곡선 레이아웃 컨테이너

WPF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벡터 그래픽스 기반으로써 점, 직선,

곡선, 다각형과 같이수학적인 기하학 도형모델을표현하는데 최적화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기하학도형모델 중입방형 3차원벡터곡선

을 표현할 수 있는 BezierSegment 개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리소스

없이 곡선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 BezierSegment 개체는 그림 3과

같이 두 개의 주점과 각 주점에 해당하는 제어점을 통해 하나의 베지

어 곡선이 표현된다.

그림 3. BezierSegment 개체를 통한 곡선 표현

곡선 레이아웃의 좌표정보는 공유되는 조절점 레이아웃의 좌표

데이터와 Binding되어 조절점의 이동만으로도 곡선 레이아웃이 표현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실험 결과

그림 4는 제안한 벡터 곡선콘텐츠 모델을통하여 등심선생성및

편집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독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을

통해 벡터 곡선에 대한 시각적인 측면이 직관적으로표현되었고, 제어

점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복잡한 굴곡의 형태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벡터 곡선 콘텐츠 모델은 벡터 그래픽 기술을

기반함으로써 렌더링 시지연현상없이 실시간으로 변형된결과를확

인할 수 있었다.

(a) (b)

그림 4. 벡터 곡선콘텐츠모델을이용한등심선생성및편집과정

(a) 등심선 생성 및 편집 (b) 편집 완료 된 등심선

4. 결론

래스터 그래픽스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모델의 확

장성과 생산성에 대한 제약으로 자유로운 그래픽 표현에 많은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래픽 표현의 자유도를 높

이기 위한 독자적인 그래픽 콘텐츠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실험 결과를 통해벡터 곡선에대한제어성이직관적임을 알수있

었고, 소요되는 랜더링 구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결과를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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