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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아 폰 용 어플리케  ‘ 케치 플러 ’   심  진행  마트 미 어에¡  화 

 용한  연 다. 비사실  링   화  개 , 재현하고 그 과 에   과 

알고리  합과  하는 것  목  한다. 연 를 통해 통  형태를 하는  비사실  

링에 한 개념  해하고 마트 미 어에  행연 를 하여 15가지  화 과 현 식  시하

다. 특히 화  재현과 에  마트  한계 에 생하는 도 를 해칭  화  재사용

(Reused)  해결하는 과  하 고, 화  미지 변환과  그림, 암 ,  용, 사 

 색상 용  4단계  하여 리하 다. 아날 그 화  재현하는 본 연 가 복합형 비사실  링  

사  활용   를 한다.

주 어 : 화, 회화화, 비사실  링, 어플리케 , 마트 미 어, 복합

Abstract This research,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iPhone exclusive app 'Sketch Plus', is on 

the production of pens within the smart media. Our goal is to develop and reproduce pens with surreal 

rendering as a base and during that process, describe the fusing process of design perspectives and algorithms. 

This research comprehends the concept of surreal rendering, which is a technique that mimics traditional art 

forms, and suggests 15 pen techniques and ways to display them by analyzing previous research on smart 

media. We have described the process of using hatching patterns and resused to solve lag problems that occur 

during the reproduction of pen techniques due to the limitations of smart devices and organized the conversion 

process of pen patterns into 4 steps: rough sketch, contrast, applying and mimicking patterns, and applying 

color. We hope that this research on the reproduction of analog pen techniques can be used as an example for 

production on fused surreal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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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이미지 필터 기술의 발

을토 로비사실 더링(Non-Photorealistic Rendering)

기반의 사진 어 리 이션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어 리 이션은 공학 메커니즘을 통해 제작되

기 때문에 미학이나 술을 배제할 경우 존재가치가 희

석된다[1].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에 을 맞추어 디자

인과 알고리즘의 융합과정을 심으로 펜화 기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비사실 더링 기반의

사진 어 리 이션 ‘스 치 러스’1)의 제작과정을 기술

하고자 한다.

‘스 치 러스’의 제작 의도는 디지털 이미지의 해체

와 재구성을 통한 사진의 회화화(Pictorialization) 펜

화기법에 한 이론 이해와 더불어 디자이 의 미

을 바탕으로 비사실 더링 기법을구 하려는 기

술 시도에도 그 목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 비사실 더링의 개념과 스마

트 미디어에서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다양한 펜화 기

법과 표 방식을 연구하여 “스 치 러스”를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하 다. 주지할 은 본고에서의 펜화 기법

은 미 가치가 아닌 하나의 표 방식으로서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 으며, 분석한 기법들을 토 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이다.

연구에 사용된 로그램은 애 의 어 리 이션 작

도구인 엑스코드(Xcode 7.3.1)를 사용하 으며 개발은 스

트 2.3버 을 통해 제작하 다. 논문에서 제시된 이

미지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스크린샷과

결과물의 과정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활용하 다.

2. 비사실  링  개념 

2.1 비사실  링   류

비사실 더링 기술은 사진과 같은 사실 상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채화, 펜화, 인상 표 방법 등

1) 연  결과  ‘ 케치 플러 ’는 프트(Swift 2.3)  

 아 폰 용 어플리케 , 2016년 7월에 

포 었 , 애플(Apple Inc.)  “New Apps We Love” 

과 “Best Photo & Video Apps”  통해 앱 어 

지에 개 었 .

과 같은 통 술형태를 표 하는 기법이다[2]. 더

링은 컴퓨터 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델로부터 디지털 이

미지 등의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며,

1980년 이후로컴퓨터 그래픽스가 차 복잡하게 바뀌

어감에 따라 더 다양해지는 주제이다. 이러한 더링의

기법 ‘사실 이지 않은 화상을 만드는 과정(A means

of creating imagery that does not aspire to realism)’을

비사실 더링으로 부른다[3].

[Fig. 1] Example of Non-Photorealistic rendering

비사실 더링은 상을 사실 으로 표 하는데 얽

매이기 보다는 주요 특징을 잘 표 하여 그 의미와 느낌

을 효과 으로 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특

성상 다양한 표 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 방법에 해

정확한 분류를 언 하기 보다는 비사실 더링의 기반

기술 부분이 스트로크(Storke)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펜, 카툰, 유화, 동양화, 모자

이크, 일러스트화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4].

Specification for Non-Photorealistic Rendering

Pen Cartoon
Oil

Painting

Oriental

Painting
Mosaic Illustration

<Table 1> Specification for Non-Photorealistic  

Rendering

물론, 회화의 모든 표 방법을 재 하는 모든 기법을

일컫는 비사실 더링을 상기표의 범주만으로 설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 표와같이

사실 인 더링과의 비교를 통해 그 범주를 정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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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Realistic

Rendering

Non Photo-Realistic

Rendering

Approch Method Simulation Stylization

Feature Objectivity Subjectivity

Effect Process Physical Artistic

Accuracy High Low

Completeness Perfect Output Imperfect Output

<Table 2> Photo-Realistic Rendering and  Non 

Photo-Realistic Rendering

<Table 2>는 비사실 더링의 다양한 입력에 해

세분화된 분야를 보여주고 있다[5]. 포토리얼리즘

(Photo-realism)으로 변(代辯)되는 사실 더링

(Photo-Realistic Rendering)은 실세계를 객 으로 시

뮬 이션하여 완 한 결과를 제작 하고자하는특성을 지

니고 있는 반면, 비사실 더링은 상의 특징을 주

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양식화 하여 회화 기법을 도출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비사실

더링은 ‘논리 차로 회화기법을 재 하는 융합

기술’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2 마트미 어에  비사실  링  사

비사실 더링은 필수 으로 미술이나 디자인의 양

식 특징을 기술(記述)하고 구 할수 있는언어의 개발

이 포함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기술과 결합해 다양

한 용도의 상을 창조해 낼 수 있다[6]. 한 디지털 사

진행 가 증가하면서 비사실 더링의 양상(樣相)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 되고 있으며 련 연구 작품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스마트 미디어에

서에서 보여지는 비사실 더링 기법의다양한 사례와

각각의 어 리 이션이 가지고 있는 구성과정을 이해하

기 해 련 어 리 이션들을 분석하 다. 워터로그

(Waterlogue)는 2014년 Tinrocket 에서 제작된 어 리

이션으로 사진을 수채화로 변경해주는 기능을가지고 있

다. 워터로그는 14개의 미리 설정된 스타일을 이용해 젖

은 정도, 펜 외곽선 색을 제어해서 수채화를 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Fig. 2]와 같은 효과를 재 한다.

[Fig. 2] Effect of Waterlogue

특히, 워터로그의 인터페이스는 [Fig. 3]와 같이 촬

는 사용자 앨범을 통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썸네일 방

식으로 제작된 수채화 기법들을 터치했을 경우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출시된 비

사실 더링 기법을 가진 어 리 이션들의 인터페이

스로 보편화되었다.

[Fig. 3] Interface of Waterlogue 

다음으로 러쉬스트로크(Brushstroke)는 유화 기법

을 심으로 사진을 변환하는 어 리 이션이다. 이미지

의 결과물은 색상과 텍스처로 다양한 조합을 제작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임과 텍스쳐를 합성하는 기능을

통해 높은 품질의 캔버스 린트로 제공된다[Fig. 4].

[Fig. 4] Brush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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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인드씨(MindSea)에서 제작한 엣칭(Etchings)

은 동 화(銅版畫 , copper print)2)를 재 한 제작물이

다. 이 어 리 이션은 러시 스트로크의 치, 색, 형태

등의 속성을 변화시키며 이미지를 그려내는 워터로그나

러시 스트로크와는 달리 세 한 교차라인(Etching

Line)을 활용하여 상을 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내의 물체표면을 따라스트로크를 정

렬하는 마이클 샐리스버리(Michael P. Salisbury)가 제안

한 시스템[7]과 유사한데, 엣칭에서는 러시의 굵기나

패턴의 형태를 동 으로 조 하는 기능을추가하여 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Fig. 5].

[Fig. 5] Etching

상기 사례들의 비사실 더링 어 리 이션은 하나

의 회화 기법을 심으로 제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회화 기법을 다양화할 경우, 텍스쳐 용량이 늘어나

는 기술 이유와 어 리 이션의 컨셉이다소 결여되는

문제 이 존재 한다. 이에 반해 2016년 7월 출시된 리

즈마(Prisma)는 다양한 회화기법을 재 한 좋은 사례라

고 단된다. 뭉크, 반고흐, 피카소와 같은 유명한 술가

들의 기법을 분석하고 반 하여 이미지필터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사진을 변환시키는 이 앱은 30가지 이상의 스

타일을 제공하고 있다[Fig. 6].

[Fig. 6] Prisma

2) 동  에 그 (Graver, 각도)  그림  새겨 움 들

어간 에 크를 채워 찍는  (凹版) 쇄

그러나 리즈마의 경우 더링 시간이 여타 앱에 비

해 히 오래 걸리며, 기법 간 특이성이 크지 않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사례로 제시한 비사실 더링 어

리 이션들의특징은<Table 3>과같이정리할수있다.

Waterlogue
Use 14 preset styles and produce water colors

by controlling saturation, outline, and color.

Brushstroke
Offers high quality canvas prints with oil paint,

color and texture

Etching
Ways to express subjects by using copper

plates and etching lines

Prisma

Produces works with different paint techniques

and analyzes famous artists' techniques and

applies them

<Table 3> NPR Application

3. 화 에   안

‘스 치 러스’의 회화기법으로 선택한펜화는 선(線)

과 외곽의 복합 계로 이미지를 표 하는 데셍(dessin)

의 일종이다. 펜화를 택한 이유는 비사실 더링 기술

의 부분이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생성하고 있다는 과

섬세한 선을 통해 조형미를 이루는 펜화[8]가 비사실

더링으로 구 되기에 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펜화의 제작을 한 드로잉 기법은 근방법에 따라

선 분회선(LIC, Line Integral Convolution)기법과

Sousa(2003)의 물리 모델 기반의 더링[9], 그리고 텍

스처 매핑(Texture Mapping)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기술 구 을 한 알고리즘을 심으

로 분석하 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

하 다[10, 11, 12] <Table 4>.

LIC

feature

A technique integrates brightness based on

the direction of flow. Built to make image

flow visible.

merit Automatized technique

demerit Limitations on applying pen forms

Rendering

based on

physical

subjects

feature Produces works with pieces of lines and tracks

merit Detailed work such as thickness of lines is possible

demerit
Hard to realize and cannot apply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very well

Texture

Mapping

feature Technique using stroke textures

merit Can depict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 very well

demerit Affected by resolutions

<Table 4> Draw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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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화 기법을 구 하는데 있어서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특징은 생략이다. 펜화는 명암, 질감, 형태 등

모든 표 에 있어서 빛을 받는 부분이나 강조되지 않는

부분에 스트로크를 그려 넣지 않는데, 이 게 스트로크

를 생략하고 여백으로 비워두는 기술을 암시법(indication)

이라고 한다[13]. “스 치 러스”에서는 더링의 첫 단

계에서 암시법을 용하여 보다 자연스러운펜화로 느껴

질 수 있도록 제작하 다.

[Fig. 7] Applying Indication

두번째 고려해야할특징인 해칭(Hatching)은 선의 교

차를 통해 명암을 그리는 방법 이다. 이에 ‘스 치 러

스’에서는 해칭의 표 방법을 15가지의 패턴으로 제작함

으로서, 다양한 스타일의 펜화를 의도 으로 연출하고자

하 다[Fig. 8].

[Fig. 8] Hatching Patterns

4. 어플리케  ‘ 케치 플러 ’

라센(Larsen, 2008)은 ‘Parctices and Flows of Digital

Photography’ 를 통해 사진의 개념을 포토그래

(Photograph)와 포토그라피(Photography)로 구분하 다.

포토그래 가 에 보이는 상으로서의 사진이라면 포

토그라피는 상의 생산, 이동, 소비를 포함하는 실천으

로서의 사진 행 로서 혼성되고 구 된 퍼포먼스이다.

[14, 15] “스 치 러스”는 포토그라피를 지향하는 비사

실 더링 어 리 이션으로써 디자인 과 재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용자의 사진을 회화로 재 하는

어 리 이션으로 이 장에서는 “스 치 러스”의 제작

과정 생되는 문제 을 으로 기술하 다.

4.1 화  합

“스 치 러스”는 앞서 제작한 15가지의 펜화 패턴들

을 명암을 기 으로 크게 4단계로 나 고 이를 융합하여

용하는 과정을 가장 먼 진행하 다. 먼 기존의 텍

스처 맵핑 방식만으로 제작하 을 경우에 더링속도가

느려지고 메모리의 수가 일어나는 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은 어 리 이션으로 제작되더라도 좋지 않

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으로 귀결됨으로 가장

먼 해결되어야 하는사안이다. “스 치 러스”에서는

해칭을 패턴화 시켜 음 을 주고 이를 재사용하는 방법

을 취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하 다. 패턴의 융합에서 가

장 요한 요소로 고려한 부분은 사용자의 사진을 다양

한 펜화의 형식으로 변화시켜주는 다양성이다. 이를

해 각각의 패턴을 <Table 5>와 같이 4단계의 명암으로

분류하여 형태를 다각화하 다.

Steo 1

Bright tone

Stpe 2

Mid-tone

Step 3

Dark tone

Step4

Darkest Tone

<Table 5> Categorization of patterns by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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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제작된 펜화 패턴은 사용자의 사진에 명암 별

로오버 이(Overlay)되어시각 으로표 되었다[Fig. 9].

[Fig. 9] Image with Patterns Applied

4.2 미지 변환 과

비사실 더링의이미지 변환 과정은 총 4단계로 구

성하 다. 먼 아날로그 펜화의 제작 순서를 드로잉, 명

암의 구성, 선의구 , 세 한 보정으로 분류하 으며, 이

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미지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6>.

Step 1 Step 2

Rough Sketch Contrast

Step 3 Step 4

Applying Pen Patterns
Detailed Depictions and Color

Applications

<Table 6> Image Process

첫째, 사진의 외곽선을 기본으로 진행한 그림 단계

이다. 보편 으로 펜화를 포함한 회화에서는 상을 표

하기 해 그림을 활용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차를

가지고 있다. 특히, 펜화는 외곽선을 심으로 형태를 나

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진

의 외곽선을 표시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암시법

의개념 용을통해 그림을추출하는과정을진행하 다.

둘째, 명암 구성의 단계이다. “스 치 러스”는 펜화

를 재 하기 해 텍스처 맵핑 기법을 부분 용 하 다.

그 이유는 기존의 텍스처 맵핑 기법과 달리 스트로크가

아닌 패턴을 심으로 펜화를 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턴을 심으로 펜화를 표 했을 때의 장 은 더링

속도가 빨라지고 패턴의 다각화를 통해 여러가지 효과를

용할 수 있다. 반면에 명암의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완성된 그림의 깊이감이 떨어진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명암 구성의 단계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려 목

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다 펜화에 가까운 이미지를 재

하기 한 의도라고 하겠다.

셋째, 펜화 패턴의 용 단계이다. 3장에서 연구 제작

된 15가지의 패턴을 4단계의 명암별 구성으로 다각화하

고 이를 용함으로써 의도 으로 명암을 만들고 펜화를

재 하 다.

넷째, 디테일한 묘사 색상 용 단계이다. 완성된 이

미지는 펜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특유의 디테일한

묘사가 부족하 다. 이에 CILineOverlay3)을활용하여 이

미지를 라인으로 표 한 다음 이를 오버 이 시키는 과

정을 추가하여 디테일한 묘사를 추가하 으며, 펜화에

색상을 용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다

양한 펜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Fig. 10] Finished Pen Image

3) CIFilter  하나  미지  곽  추출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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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어플리케  결과

완성된 펜화이미지를 사용자가 직 사용할 수 있도

록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과정은어 리 이션의 제

작에 있어 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아날로그

펜화의 기법을 스마트 기기에서 재 하는것이 목 이므

로, “스 치 러스”의 화면 구성 사용자 경험 설계는

아래와 같이 결과물로 요약하여 제시하 다.

Photograph Shooting Screen Album Selection Screen

Pen Pattern Choic Screen Pen Color Choice Screen

Information Screen Share Screen

<Table 7> Finished work

5. 결

지 까지 펜화 기법의 분석을 통해 생략과 해칭을 기

법의 특징으로 삼고, 15개의 패턴을 제작하여 어 리

이션 “스 치 러스”를 제작함으로써 스마트미디어에

서의 펜화 기법을 개발하 다.

[Fig. 11] Sketch Plus

“스 치 러스”를 심으로 진행된 스마트 미디어에

서의 아날로그 펜화 기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미디어에서아날로그 펜화기법을 재 하

다. 주로 유화와 같은 러쉬(Brush)를 사용한 회화 기

법을 활용하 던 기존의 어 리 이션과는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선(線)과외곽의 복합 계를이해하고이를 이

미지로 표 함으로써 펜화 어 리 이션을 제작하 다.

둘째, 다양한 해칭 패턴을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 사진

과 융합하여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 다. 15개의 해칭 패

턴은 어 리 이션 사용자의 사진을 통해 각각 다른 형

태의 펜화로 재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활동 인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펜화 재 을 한 비사실 더링의 이미지 변

환 과정을 그림, 명암구성, 펜화 패턴의 용, 디테일한

묘사 색상 용의 4단계로 제시하 다. 제시한단계는

아날로그 펜화의 제작단계를 고려한 스마트 미디어에서

의 펜화를 재 을 한 최 화된 시스템으로 사료된다.

포토그라피(Photography)로서의 사진은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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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에서 디지털 사진을 회화로 재 하는연구는 디자인

과 기술의 융합임과 동시에, 디지털시 의 이미지를 새

로운 시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스 치 러스”는 아날로그 펜화기법을 바탕으

로 하는 융복합형 비사실 더링제작사례로 향후연구

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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