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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티그래픽 裝備의 活用

1. 周邊機器의 利用

(1) 周邊機器의 接續方式

퍼스날컴퓨터는 시스템 유니트， 키보드 및 비데오 디스플레이의 3 필수부품으로 구성되 

며， 컴퓨터 그래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디지타이저， 프린터， 플훗터 등의 周邊器

機를 시스댐유니트에 있는 據張器機接續裝置에 연결된 接續포트(p야t)에 연결시켜서 이용하 

게 된다. 또한 퍼스날 컴퓨터는 모템 (modem)을 이용하여 대형컴퓨터와 연결시켜 端末機로 

사용하커나 다른 퍼스날 컴퓨터와 연결시켜 데이타베이스 혹은 周邊器機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리 네트웹 (Local Area Network)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조회사 및 기능이 상 

이한 情報機器의 接續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의 記號化 방식， 

데이타 傳送方式 및 정속장치의 표준이 설정되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기록방식 중 가장 광법위하게 이용되는 것은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이 다. 이 방식 은 128개 의 문자， 숫자， 부호 및 

특수조철부호(special control code)를 A는 65, B는 66과 같이 숫자로 표시한다. 1바이트는 

8버트로 구성되어 256개의 부호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회사에서는 128개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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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를 표현할 수 있는 확장 ASCII를 이 용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연 IBM PC기 종은 文字

모드에서 간단한 그래픽을 할 수 있는 부호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Goldstein 1984). 

세계최대의 컴퓨터회사인 IBM사는 ASCII와 별도로 EBCDIC(the Extened Binary Co ‘ ed 

Decimal Interchange Code)을 이용하기 때문에 IBM대형컴퓨터의 자료를 PC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코드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컴퓨터회사는 한글과 한자를 표현 

하기 위해서 2바이료를 l워드(word)로 하여 完成型과 組合型 방식을 混用하기 때문에 데 

이다의 교환이 곤란하여 行政電算網구축작업의 일환으로 KS基準이 설정된 바 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간의 데이타 전송방식은 直列接續(serial interface)과 ~列接續(parallel

interface)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접속포트는 일반적으로 프린터는 “LPT 1:" 혹은 “LPT 

2:"로 표시하며， 직렬접속포트는 “COM 1:" 혹은 “COM 2:" 등으로 표시한다. 가장 촌히 

이용되는 방식은 RS-232 직렬접속방식이며， 양단의 핸드셰이킹 (hand shaking)에 따라서 

하나의 線路에 1비 트씩 연속적A로 보낸다. 이 접 속방식 은 接續裝置도 암수의 9펀 혹은 25 

핀으로 규격화 되어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데이타 發信 및 受信펀을 정속시켜준다. 레이 

타 傳送速度의 단위는 매초당 전송비트량을 의미하는 baud이 며 , 300, 1200, 2400, 4800, 

9600 baud 등의 속도가 이 용되 고 있다. 각 문자는 통상적 으로 10비 트로 

300 baud는 매초당 30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Cluley 1982). 

구성되기 때문에 

~列接續은 l바이트를 구성하는 각 비 트를 별도의 線路에 의해서 동시에 전송시키는 방 

이용된다. IBM PC기종과 프린트의 연결은 

센트로넉스(centronix)접속장치를 이용하 

식으로서 근접해 있는 주변기기의 접속에 주로 

주로 뾰列接續으로 연결되며， 31개의 펀을 갖는 

고 있다(Lien 1982; 삼보컴퓨터 n. d.). 

(2) 커 뮤니 케 이 션 화일 (communication fi.le)의 利用

데이타의 傳送時 각 문자는 7 혹은 8비트 단위의 바이트로 구분하기 위하여 〈圖-1)과 같 

이 前後에 스흡비트(stop bi샤를 추가하고， 두 장비간의 데이다 전송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패리티 비트(parity bit)를 첨가한다. 패리티 비트는 7비트의 바이트를 전송할 경우에 

는 O 흑은 E 방식을， 8비투의 경우에는 N방식을 이용한다. 

O=Odd 패리티 비트와 데이다의 

즉， 0패리티를 선택하여 

는 0이 된다. 

E=Even: 패리티 버트와 데이타의 

ξ드 
끼’ E혜리티를 선택하여 

된다. 

全비트의 合計가 흘수(odd number)가 되도록 한다. 

1011011이라는 데이타를 전송할 경우의 패리티 비트 

全비트의 

上記의 

合計가 짝수(even number)가 되도록 한다. 

1011011을 전송할 경우의 패리티 비트는 1이 

N=None: 패리티 비트를 전송하지 않는다. 

BASIC은 커 뮤니 케 이 션 화일 (communication fi.le)을 이용하여 데이다를 전송한다. 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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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Slop bit P : Parity bil D : Dal. hil 

〈뻐-1) 데 이 타의 傳送構造

일은 디스켈의 連續화일 흑은 íf:意接近화일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OPEN, CLOSE, 

INPUT #, WRITE # 命令語를 이용한다. 

OPEN : COM1 혹은 COM2에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화일을 연다. 

WRITE# : 숫자 혹은 스트령 (string)을 지 청 된 화일에 기 록한다. 

하나의 WRITE#명령에 둘 이상의 데이다를 전송시키면 데이타 항목간에는 

캄마(，)가 삽입되고， 스트멍은 인용부호로 구분펀다. 

PRINT# 숫자 흑은 스트링 (string)을 지정된 화일에 기록한다. 하나의 명령에 풀 이상 

의 데이타를 기록시키면， 스크린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 상태로 기록되어 구 

분하기가 곤란해 진다. 

INPUT# : 커뮤니케이션 화일에서 데이타를 원어서 프로그램의 변수로 사용한다. 

CLOSE 커 뮤니 케 이 션 화일을 닫는다. 

커 뮤니 케 이 션 화일의 命令文은 아래 와 같은 形式을 갖는다. 

OPEN “COM n: <baud rate, parity, data length, stop bits)" AS <filenumber) [LEN= 

<length)J 

여기서 

n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직렬정속포트의 번호(1 혹은 2) 

<filenumber) 커뮤니케이션 화일의 번호 

<length) 하나의 GET 혹은 PUT명령어로 원거나 쓸 수 있는 최대 바이트의 수 

〈표준치 128 바이 트〉 

<baud rate) 데 이 타 전송속도(BASIC의 표준치 300baud, DOS의 표준치 2, 400baud) 

<parity) 주로O(Odd) ， E(Even) , 혹은 N(None)이 사용되며， 표준치는 E 

<data length) 데 이 타 비 트의 수(4"'8비 트)로서 표준치 7비 트는 ASCII부호 0"'127 송수 

신 가능 

<stop bits) 데 이 다 단위 의 표시 로서 데 이 타의 전후에 1로써 표시 

예를 들면 OPEN “COMl:" AS ~l 명령문은 COMl 청속포트를 이용하여 300 b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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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arity, 데이타길이 7비트， 스톱버트 1, GET와 PUT명령문의 최대길이 128바이트의 표 

준치를 이용한다. 또한 OPEN “COM1:2400, N, 8, 1" AS :j:j: 1 LEN=256의 예는 COM1포트 

를 이 용하여 전송속도 2400 baud, N parity, 8비 트의 데 이 타 길이 , 1스톱 비 트， 256바이 트 

의 바퍼 의 걸이 (buffer size)를 이 용한다. 

플훗트를 이용한 出力作業의 수행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화일에 데이타를 전송할 경우에 

는 다른 화일과 마찬가지로 WRITE :j:j:, PRINT :j:j:, PRINT USING, PUT :j:j:의 명령어를 사 

용한다. 즉， 스트렁 A$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PRINT :j:j: 1, A$ 

의 명령문을 사용한다. 

다지타이저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화일에서 데이다를 읽을 경우에는 INPUT :j:j:, LINE 

INPUT :j:j:, INPUT $ 의 명 령 어 를 사용한다. 상기 의 처 음 2命令語는 디 스켈 화일과 동등한 

기능을 가지며， 마지막 命令語는 바퍼에 있는 내용중 컴마 혹은 캐리지 리턴 (carriage 

return)까지의 레이 타 블록(data block)을 원는다. 

2. 入力器機(input device)으l 켠에用 

컴퓨터 그래픽 작업은 이용자가 그래픽 명령을 입력시켜 스크린 상에 映像을 그리고， 스 

크린에 표시된 映像을 보고 다음 작업을 계속하는 視覺的 還流(visual feedback)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때 이용하는 入力器機를 이용하여 스크린 상의 특정 위치를 가르키고(point). 

특정 물체 를 위 치 시 키 고(position) ， 도형 을 그리 고， 업 력 명 령 어 (input command)와 자료를 

입력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Gi1oi 1987). 이와 같은 入力器機로는 라이트 펜(light pen) , 조 

이 스틱 (joy stick) , 트랙 볼(track ball) , 마우스(mouse) ， 태 브릿 (tablet) , 스캐 너 (scanner) 

빛 키 보드(key board)등이 있다. 

(1) 라이 트 펜 (light pen) 

라이트 펜은 CGA의 연결 장치에 캡속되며， 스크린에 접속시켜 누르면 CRT의 전자총에 

서 규칙적으로 발사되는 電子법이 라이트 펜의 開口部를 지날때 電子信號를 발생된 시간까 

지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문자모드(text mode)에서는 각 운자의 위치를 行， 列로 표 

시하고， 그래픽 모드에서는 문자의 위치 및 스크린상의 x, y좌표를 읽을 수 있다. 이 원리 

를 이용하여 라이트 펜은 스크린상의 메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對話式處理(interactive

processing)는 물론 스크란에 점을 찍거나 도형을 그렬 수 있다. 

라이트 펜은 BASIC의 PEN ON 명령에 의해 작용시키며， PEN OFF.E..로 중단시킨다. 

BASIC‘의 PEN(n) 기 능은 0"-'9의 범 위 내 에 서 스크린 좌표를 읽 을 수 있다. 

。 그래픽 좌표(그래픽 모드) 

n=1 , 2 : 펜의 x, y 좌표보고 

n=4, 5 : 가장 최근의 펜의 타당한 x, y 좌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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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위치(그래픽 및 문자모드 검용) 

n=6, 7 : 펜의 行과 列의 위치보고 

n=8, 9 :가장 최근의 펜의 타당한 行과 列의 위치보고 

。 펜의 작동에 의 한 branching. 

10 PEN ON 

50 ON PEN GOSUB <line number) 

(2) 조이 스틱 (Joy stick) , 트랙 볼(Trackball) , 마우스(Mouse) 

69 

조이스틱은 작은 상자형 폼체에 부착된 조청간(lever)을 前， 後， 左， 右 방향으로 움직이 

고， 트랙볼은 조정간 대신에 球를 원하는 방향￡로 회전시키며， 마우스는 몸체를 평면상에 

이동시킴a로써 봄체의 바닥에 있는 두개의 직교하는 바퀴 혹은 電子感魔裝置에 의해서 커 

서를 스크린상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入力器機는 메뉴를 선정하거나 도형을 그 

리는데 이용된다. 

조이스틱은 전자오락 게임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ξ며， 마우스는 근래에 각종 소표트웨어 

의 入力器機로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스크련 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해문에 메뉴선정시에는 일청량의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補正係數(fuzz

parameter)의 이 용이 펼요하다. IBM PC의 조이 스틱 은 TG Prt>ducts社의 제 품이 가장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a며， 마우스는 IBM과 Apple퉁의 컴퓨터 제조회사 외에도 Logitech, 

Microsoft, Mouse Systems, Summagraphics등의 주변커 기 회 사에 셔 도 공곱되 고 있다. 

조이스틱은 CGA카드에 선택사양으로설치되는 게임 어댐터 (gaIhe adaptor)에 2개까지 접 

속되어 A， B로 구분되며， 그 座標는 <numeric variables)=STICK(n)의 명령에 의해서 읽을 

수 있다. n의 값은 아래와 같이 0， 1 ， 2， 3을 갖는다. 한개의 조이스턱을 사용할경우에는 A 

로 지정하며， 새로운 座標를 읽을 경우에는 반드시 STICK(O)의 명령을 먼저 사용하여 현 

재의 ~標를 엽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STICK(O) =조이스틱 A의 X좌표 

STICK(l) =조이스틱 B의 Y좌표 

STICK(2) =조이 스틱 B의 X좌표 

STICK(3) =조이스틱 B의 Y좌표 

(3) 태 브릿 (Tablet) 혹은 디 지 타이 저 (Digitizer) 

장방형 혹은 청 방형 의 평 판내 부에 서 발생되 는 電子場을 스타일러 스(stylus) 혹은 커 서 

(cursor)의 電子며路를 이용하여 感知함으로써 자동적으로 x， y좌표를 원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태블릿의 作動範圍는 A4규격보다 착으며 解像力도 lmm 이상이어서 간단한 스켓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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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뉴선정에 이용된다. 반면에 디지다이저는 A4-AO 규격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며， 解

像力도 O. 025mm"-'0. 1mm까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도 흑은 설계도연등의 정밀한 圖形情

報를 數f直情報(digital information)로 전환시키는데 이용된다. 현재 Summagraphics, Hou

ston Instrument, GTCO, Numonics, Science Accessaries, Roland, Hitachi 등의 회 사에 서 생 

산되고 있다(Hearn 1987). 그중 가격이 저렴하여 PC용￡로적합한 Summagraphics社(I983} 

의 MM1201 모렐은 11" x 11"의 규격으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解像力 : 해 상력 은 1인치 당 100, 200, 400, 500, 1000줄 중 적 당한 것을 선정 하거 나 “ f" .. 

“ i”, “g"에 의해서 1mm당 10, 20, 40줄의 해상력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座標出力速度 : 1초당 읽 어 서 보고하는 좌표는 숫자는 “ t’, “s" , “ r”, “q"에 의 해 서; 2" 

20, 50 혹은 100점의 좌표를 읽 을 수 있으며 , 표준치 는 100점 /초이 다. 

。座標讀取方法:

~Stream mode : 커서의 단추를 누르지 않고서도 평판상의 위치를 계속적A로 읽을 수 

있오며， “@"의 명령으로 선정한다. 

-Switch stream mode : 커서의 단추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좌표를 원는 표준 

모드이며， “A"의 명령A로 선정한다. 

-Point mode : 커서의 단추를 누를때 마다 하나의 좌표를 읽을 수 있￡며， “B"의 명랭 

으로 선정한다. 

-Remote request mode: 컴 퓨터 가 요청 할 때 마다 하나의 좌표를 원 을 수 있으며 , “D’ 

명령으로 선정하여 좌표가 필요할 때마다 “P"로 요청한다. 

-Delta mode : 바로 직전에 입력된 좌표로부터의 이동량， 즉 상대좌표를 읽을 수 있A 

며， “E"로 선정한다. 

-Increment mode : 커서가 지정펀 거리 (0"-'90 단위)이상을 이동했을 경우에만 하나의 

좌표를 읽으며， “1 (DISTMOVE) + 6."의 명령어로 선정한다. 증가거리는 해상력과 
증가치를 꼽하여 계산될 수 있다. 

-Axis update mode: X 혹은 Y 방향으로 커 서 가 지 정 된 (0"-'90 단위 )거 리 를 이 동했을 

경우에 하나의 좌표를 읽으며， 만약 지정된 거리를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표를 요 

구하면 바로 직전의 좌표값을 보낸다. 이 모드의 선택 은 “G DISTMOVE"에 의한다. 

-Grid Round off : ASCII명령 “1" , “ N" , “P"에 의해서 해상력을 1, 1/2 및 1/4 인치로 

저하시킴으로써 평판을격자상으로구분하여 메뉴선정작업을용이하게 수행할수있다. 

3. 칼라 映像出力

(1) 칼라 映像出力의 基鍵

칼라 그래픽은 色의 配合方式에 따라서 TTL 方式과 아나로그(Analog)方式으로 구분환 

다. 前者는 빛의 3原色인 였(Red) ， 綠(Green) ， 좁(Blue)과 그 彈度(Intensity)의 組合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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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 서 24 즉 16色相을 配合하며 , BASIC의 SCREEN명 령 과 CICLE, LINE, PSET등의 그 

래픽 命令語를 사용하여 필요한 색상을 선정한다. 반면에 아나로그方式은 R. G.B. 를 22
", 

28의 범위내에서 그래픽 메모리의 량에 따라서 조정함￡로써 보다 많은 色相을 표현할 수 있 

다. 즉， 각 칼라 플레인 (color plane) 이 4비트인 경우에는 24 x24 x24이 되어 총 4， 096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아나로그 칼라 모니터를 필요로 한다. 

IBM PC機種을 이용한 칼라 그래픽은 그래픽 접속카드 및 모니터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 

된다. CGA(Color Graphic Adaptor)는 16K의 그래픽 메모리를 구비하여 16색을 배경색A 

로 。1 용할 수 있￡며， SCREEN 1우로서 320X200 해상력으로 각 3색을 갖는 2개의 펠리트 

(palette)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즉 Color 1 ， 0은 배경색을 청색으로 하고， 이때 LINE 

등의 그래픽명령어는 펠리트 O중의 3色相을 이용할 수 있다. 

펠리트 O 

1 : 초록(green) 

2 : 빨강(red) 

3 : 갈색 (brown) 

펠리트 l 

1 : 하늘색 (cyan) 

2 : 자홍색 (magenta) 

3 : 흰색 (white) 

EGA(Edvanced Graphic Adaptor)는 64색의 그래픽 메모리를 구비하여 SCREEN 7의 명 

령어로 640X350의 해상력으로 전술한 16색을 전경 혹은 배경색무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 

픽 메모리 를 128K로 확장시 킬 경 우에 는 0"-'63의 범 위 내 에 서 BASIC의 PALETTE명 령 ￡로 

펼요한 16색을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PGA(Professional Graphic Adaptor)는 256K의 

그래픽 메모리를 구비하며， 640X480의 해상력으로 BASIC의 색상법위를 초과하여 색상을 

後述하는 뱅 크 스위 치 (bank switch)기 법 A로 표현 할 수 있다. 

(2) 칼라 그래픽 技法

Everex社의 Graphics Edge카드는 IBM社의 CGA와 MDA의 기 능을 확장 • 결 합시 킨 다기 

능 접 속카드이 다. 이 카드는 IBM의 문자/그래 픽 모드는 물흔 320X200x16색 , 640X200X4 

색 및 640 x 200 x 16색의 추가 그래픽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그래픽 키능의 확장은 

IBM PC의 CPU인 8088침의 &H3DD레지스터 (register)를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비트 7 BKSW 32(32K 기 억용량 뱅크스위치) 

비트 6 BKSW 16(16K 기억용량 뱅크스위치) 

비트 5 640x200x4색 

비트 4 320X200x16색 

버트 3 640X200X 16색 

버트 2 132X44 확장문자모드 

비트 1 소프트웨어 스위치 (0; 칼라， 1; 혹백) 

버트 O 640 x 400모드(혹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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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s Edge의 640x200x 16색 칼라 그래 픽 은 R. G. B. 1. 의 4칼라 플례 인 (plane) 혹은 

펠리투를 각 16K의 4뱅크(bank)에 기록된 내용물에 따라서 통제함￡로써 수행된다. 이째 

각 뱅크의 각 비트는 映像의 1畵素(pixel)를 통제하며， 어느 뱅크가 어느 色相을 통제하는 

지는 추가그래픽 레지스터 (&H3DD)의 뱅크 스위치 비트6과 7의 조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 

은 4가지의 組合이 가능하다. 

비 트 7 (BKSW 32) 

비 트 6 (BKSW 16) 

O 
O 

o 
l 

1 
a 

1 

1 

또한 Graphics Edge카드의 64K 디스플레이 메모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뱅크로 구분되 

어 뱅크 스위치 내용에 따라서 각 칼라 플레인을 통제하게 된다. 예를 들면， 비트 7이 1이 

고 비 트 6이 0이 면 메모리 어 드레 스 B8000"'-' BBFFF를 사용하는 프로그랩 에 의 해 서 BANK2 

를 읽고 쓸 수 있다. BANK2의 각 비트는 綠(G)플레인의 畵.素를 통제한다. 만약 비트 7 

에 0, 비트 6에 1을 부여하면 Bank2의 내용물은 변하지 않지만， 각 버트는 育(B)플레언을 

통제한다. 

8088 CPU 뱅 크 스 위 치 디칼스라플플레례이언 메모리어드레스 

B8000"-' BBFFF BANKO BANKl BANK2 BANK3 G 
BCOOO"-' BFFFF BANKl BANKO BANK3 BANK2 R 
BOOOO"-' B3FFF BANK2 BANK3 BANKO BANKl 
B4000"-' B7FFF BANK3 BANK2 BANKl BANKO B 

이 原理를 이 용하여 BASIC으로 640x200x16색 칼라 그래 픽 을 수행 하기 위 해 서 다음과 

찰이 &H3DD레 지 스터 의 비 트3을 ON시 키 고， 비 트6과 7을 조청 하여 R. G.B.I. 를 통제 한다. 

RED=23+26=72 

GREEN=23=8 

BLUE=23 + 26+ 27=200 

IntensitY=23+27=136 

여기서 23은 &H3DD의 비트 3, 26은 비트6， 27은 버트7을 ON시키는 것이다. 즉， 였色 

은 비트 3과 비트6의 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3) 映像의 構影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만들어진 映像은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키는 것이 좋지 

만，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촬영한다. 촬영작업은 먼저 畵面을 구성하여 디스켓 

에 저장시킨 후에 개시한다. 실내에서의 근접촬영에 의한 왜곡을 방치하커 위해서 렌즈는 

춧점걸이 lOOmm 이상의 줍렌즈 혹은 망원렌즈를 사용한다. 외부광션의 천법에 의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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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기 위해서 커튼올 가리고， 실내조명을 끈 후에 착엽하며， 후래쉬는 사용하지 않 

는다. 필름은 코닥 액 타크롬(Ektachrome) 64 혹은 200을 사용한다. 

컴퓨터 스크린은 가로 : 세로의 비가 1. 33인데 비해서 슬라이드 필름은 36x24mm의 크기 

로서 1. 5 : 1의 비율이다. 따라서 촬영시 모니타 후헤엽이 슐라이드 화변에 찍히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모니터의 중앙에 삼각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명을 유치한 후， 

카메라의 뷰화인더 (view fìnder)에 모니터의 좌우를 꽉 채우고， 스크린의 상하수명면은 잘 

라내는 것이 좋다. 또한 슬라이더 화면 주변부의 퇴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이 화연의 

중앙에 오도록 하며， 모니타 영상의 배경색은 검윤색 혹은 진한색을 아용한다. 

노출시간은 적정노출의 1/2스톱이내로 유지하는 것야 좋다. 따라서 照、度計 혹은 자동노 

출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시행착오법에 의해서 기록펀 노출시간과 슬라이드의 상태플 비교 

하여 적쩡 노출시 간을 찾는다. 모니 터의 水zp:走寫特性을 고려하여 노출시 간은 1/30초 이 상 

을 선택하며， 삿타 렬리즈 케이블(shutter reliese cable)을 이용한다. 춧점심도가 얄아서 슬 

라이드의 가장자리 부분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리개는 f/4이상으로 열지 않 

아야한다. 

4. 프린터 그래픽 

(1) 프린터의 種類

초커의 프린터 (printer)는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活字를 쳐서 문자를 찍는 라인 프린터 

(line printer)가 이용되었으며， 깨끗한 문서작성에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례터 뭘리티 프 

린터 (letter quality printer) 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형식의 프린터는 활자헤드의 배열방식 

에 따라서 프린트체인 (print chain) , 데이지 휠 (daisy wheel) , 혹온 볼타잎 (ba11 type) 프린 

터로 구분된다(Monmonìer 1980). 이들은 컴퓨터 그래픽용으로는 글자체의 명암에 따라 부 

호 혹은 알파뱃을 명암의 순서로 배열하거냐， 二重印字(overstrike)에 의해셔 1인치당 6'" 

10 격자의 낮은 해상력의 明暗圖(gray scale map)훌 작성할 수 있다(MacDougall 1976). 

근래에는 단위 활자를 찍지 않고 여러개의 점을 찍어서 문자 혹은 부호를 조합하는 도트 

메트릭스 프린터 (dot matrix printer)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 프린터는 값이 싸고， 인쇄 

속도는 빠르지만， 해상력이 높지 않아 프린트상태가 조잡하기 혜문에 草橋用 프린터 (draft 

printer)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린터 헤드의 핀이 9개에서 24개로 증가된 24펀 프 

린터가 개발되어 해상력이 크게 증가되었다. 즉 Epson 프린터의 경우 초기의 9펀 모렐인 

MX기종은 120점/인치 였지만(Epson 1982), 24핀 모렐인 LQ기종은 240첨/인치의 해상력 

으로 증가되었다(삼보컴퓨터 nd). 특히 이들 기종은 프린태를 구성하는 점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하여 도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출력장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 근에 개 발된 잉 크 제 트 포린 터 (ink jet printer) , 레 이 저 범 프린 터 (laser beam printer) , 

벚 칼라 셔말 프린허(“co이10야r tl애he얀rma꾀1 prin따r샤)는 더욱 향장환 그래펙 커등을 갖고 었다.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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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프련터는 고밀도로 잉크를 종이에 직접 분사하커 때문에 메트렉스 프린터보다 인쇄소 

음이 아주 낮고，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늦은 펀이다. 레이저 법 표린터는 

레이저 뱀을 感光物質이 코팅된 회전축(drum)에 고밀도로 주사하여 문자 및 도형을 형성시 

킨 후 종이 위에 복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1인치당 180 ，-..， 480點의 높은 해상력￡로 8페이 

지 /분(Pages Per Minute)의 高速出力이 가능하다(Hecht 1984; 큐닉 스 1988). 

삼보컴퓨터의 LQ 2500 프린터와 같은 재래식 칼라프린터는 메트릭스 표린터에 칼라리본 

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해상력도 높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개발된 칼라 서말 표린터는 黑白熱轉寫 표린터 (thermal transfer printer)의 기술 

을 발전시켜 만든 yellow, magenta 및 cyan의 3원색의 固型영크를 코팅시킨 리본을 가열하 

여 용해된 상태에서 각 색을 1회씩 종이에 轉寫시킴으로써 필요한 色相을 配合하여 칼라출 

력을 할 수 있다(Guardado 1987). Tektronix의 4593D 모렐은 300dpi의 높은 해상력을 갖 

는다. 

(2) 프린터 그래픽 

현재 이용되고 있는 9펀 프련터는 〈圖-2)와 같이 핀이 수직방향￡로 일렬로 배열되어 있 

으며， 24펀 프린터는 원형헤드의 주변에 핀이 배치되어 보다 해상력이 높다. 메트릭스 표 

린터를 이용한 그래픽원리는 보다 간펀한 9펀 프린터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커 쉽고， 24 

펀 표린터는 9펀 프린터의 그래픽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표로그램의 互換性이 보장되기 때 

문에 이것을 예로 든다(Epson 1982). 

9펀 표린터의 각 핀은 컴퓨터에서 보내는 ASCII 부호에 따라서 내부의 電子며路에 의해 

서 특정핀을 발사함으로써 리본을 쳐서 종이위에 문자 혹은 도형을 그릴 수 있다. 예를 들 

면 〈圖-3)과 같이 “1"를 표린트하려면 먼저 펀 1과 7이 발사되어 상하양단의 꼭지를 표시 

하고， 프린터 헤 드가 오른펀으로 한자리 옮겨 서 펀 1 ，-..，7을 모두 발사하여 수직 션을 그리고， 

다시 이 동하여 양단의 꼭지를 그린다. 이 와 같은 방식 으로 숫자， 문자 및 부호들은 ASCII 

부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프린트 되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부호는 二進法計算(binary

math)에 의해서 만들 수 았다. 

9개의 펀중에서 9번 펀은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되지않으며， 펀 1，-..，8은 二進法에 의해서 

〈圖-3)과 같이 각각 20
,-..28, 즉 1'-"'128의 값을 갖는다. 前述한 “1"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2 

번과 8번판을 치려면 1+64의 합인 65, 2번부터 8번까지 모두 발사시키려면 2+4+8+16+ 

32+64의 合인 127을 표련터에 보낸다. 이것은 BASIC으로 

10 LPRINT CHR $ (65)CHR $ (l27)CHR $ (65) 

에 의해서 수행된다. 

9펀 프련터인 Epson MX기종은 <ESC) “K"에 의해서 그래픽 모드가 작동되며， 60점/인치 

의 해 상력 을 갖는 홈解像度(high resolution) 모드는 <ESC) “K" CHR $ (N1)CHR $ (N2)의 



75 環境設計敎育을 위 한 電算設計技法 標準

·l 

?--a 

jar 

FS 

””’ 
’-

‘‘, 
‘# 
&iw 

ι
‘w
 “i, 
‘‘, 
‘‘
w 

3 

J. 
2 

• 
• 
• 
• 
• 
• 
• 

M
”“ 
”m 
8 
4 
2 
-

6 2 
25 

24 

23 

22 
21 

20 .. 

해드가이드 

핀 

〈뻐-3) 핀의 作動

명령으로 120점/인치의 해상력을 갖는 超高解像度(super-high resolution)모드는 (ESC) 

“L"CHR $ (N1)CHR $ (N2)의 명령으로 작동된다_ N1과 N2는 한 줄당 정의 수를 뭇하며， 

0'-"255의 값을 갖는다. 여 기 서 N2는 한 줄당 점 의 수를 256으로 냐눈 몫이 며 N1은 그 나머 

지이다. 예를 들면 64개의 부호를 갖는 明暗圖의 각 부호가 6점으로 구성된다면 도변의 폭 

은 384개의 점으로 구성되기 째문에 

10 LPRINT CHR $ (27) “K"CHR $ Cl28)CHR $ (1) 

의 명령무로 도면의 폭을 지정할 수 있다. (圖-4)는 고해상도 

〈圖-2) 표련 터 헤 도의 構道

그래픽 기능을 이용하여 ↓작 

이것은 行間을 조정하 도된 明暗圖에서 사용되는 16가지의 부호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明暗圖의 종횡비를 조정한 것이다. 여 

주요命令語 FX, LX 機種의 (3) EPSON MX, 

CHR$ (14) : 2배 폭 문자 모드(mode)시 작 (해 당줄의 끝에 서 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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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4> 明睡圖의 부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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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 (20) : 2배폭 문자 모드의 중도 해제 

CHR$ (15) : 축소 운자 모드의 시 작(電源斷總時까지 유효) 

CHR$ (18) : 축소 운자 모드의 중도 해제 

環챙훌論훌훌 第二十三卷 (1988) 

CHR $ (27) : Escape 기능의 ASCU의 부호(다른 부호와의 병용.E...로 특수기능 수행) 

<ESC) “-"CHR $ (1) : 밑줄 모드의 시 작(“-"는 minus 부호) 

<ESC) “-"CHR $ (0) : 밑줄 모드의 해제 (“-"는 mmus 부호) 

<ESC) “ 4" : 이탤릭문자 요드의 시작 

<ESC) “ 5" : 이탤릭문자 요드의 해제 

<ESC) “ E" : 문자강조 모드의 시작 

<ESC) “ F" : 문자강초 모드의 해제 

<ESC) “ G": 二重印字(over strike)모드의 시 작 

<ESC) “ H". 二重印字 모드의 해제 

<ESC) “ S "CHR $ (1) : subscript 모드의 시 작(H20의 “ 2") 

<ESC) “ S "CHR $ (0) : superscript 모드의 시 작(M2의 “ 2") 

<ESC) “ T" : subscript와 superscript 모드의 해제 

<ESC) “W"CHR$ (1) : 2배 폭 문자 모드의 시 작(斷電시 까지 유효) 

<ESC) “W"CHR$ (0) : 상커 명령에 의한 2배폭문자 모드의 해제 

<ESC) “K":2배밀도 그래픽 모드의 시작(120점 /inch) 

<ESC) “ L" : 4배밀도 그래픽 모드의 시작(240점 /inch) 

<ESC) “@" : 모든 특수기능명령을 해제하여 원상ξ로 복원 

CHR$ (10) : 프린트 위치를 한줄 아래로 이동(line feed) 

CHR$ (12) : 프린트 위치를 다음 페이지로 이동(form feed) 

CHR$ (13) : 프린트 위치를 다음 줄로 이동(carriage return) 

CHR $ (8) : 文字의 印字후에 다음 칸으로 이 동하지 않고 제 자리 에 (backspace) 

CHR$ (9) : 다음 수명 탤 (tab) .E...로 이동 

<ESC) “ D". 프린터의 수평 탤 설청 

<ESC) “ C"CHR $ (# #) : 용지걸이를 ##줄로 한청 (단， 1듣##들85) 

<ESC) “ C"CHR$ (O)CHR$ (#:If) :용지걸이를 :If:lf인치로한정(단， 1듣##를=22) 

<ESC) “ N": 용지절단선 (perforation)건너 띄고 프린트(표준치 13줄) 

<ESC) “ N"CHR $ (# :If) :용지철단선 건너띄는 폭의 지정(단， 1 슬:If:lf ~길 127) 

<ESC) “ 0" : 용지절단선 건너 띄기 해제 

<ESC) “ Q"CHR $ (# :If) : 용지폭의 설청 (단， 1 을#:If들231) 

<ESC) “ A"CHR$ C# :If) :行間을 # :If/72인치로 조정(단， 1듣:If#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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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 ]"CHR $ (# #) : 行間을 # #/216 인치로 조정하며， 해당줄의 끝에서 해제 

<ESC) “ 0" : 行間을 9/72 인치로 조정(1인치당 8출) 

<ESC) “ 1" : 行間을 7/72 인치로 조정 (1인치 당 10줄) 

<ESC) “ 2" 行間을 표준치인 1/6인치로 조정 (1인치당 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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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 3 "CHR $ (# #) : 行間을 # #/216인치 로 초청 하여 斷電時까지 지 속(단， 1듣 # 

#듣 =255) 

<ESC> “ K"CHR$ (Nl)CHR$ (N2) : 고해상도 그래픽 모도의 시작， N1과 N2는 폭을 지정 

(단， 0를N1 등 255， 0듣N2듣255， N2>7은 MODULO 8룩 해적) 

<ESC) “ L "CHR $ (Nl)CHR $ (N2) :초고해상도 그래픽 모도의 시작. <ESC) “K"와 동일 

한 요령 S로 N1 , N2 계 산하지 만， 밀도는 2배 

5. 플롯터를 이용한 그래핀 

(1) 플롯터의 擺훌 

플롯터 (plotter)는 도형을 구성하는 선분의 좌표를 연결함으로써 연펄로 圖形을 그리는 

것과 같은 방식￡로 벡터 데이타(vector data)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高性能， 精密， 自動

製圖機 이다. 표린터는 원래 운자의 출력을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格子狀 데이타(grid 

data)의 明暗圖작성에 주로 이용되며， 단위 점 혹은 블록의 조합에 의해서 面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상력이 높지 못하다. 반면에 종아， 투사지， 혹은 아세테이트 필름에 

적합한 펜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초거의 모텔은 펜교환 명령 

에 의해서 작도를 중단시킨 후 수동으로 펜을 교환하었지만， 최근에는 6，.....，8개의 색상을 갖 

는 펜 홀더 (pen holder)에서 필요한 펜을 자동적오로 션정하여 칼라도면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플롯터는 펜을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서 2j>:皮 (flat bed)型과 드럼 (drum)型으로 구분된다. 

즉，2j>:皮型은 펜이 X， Y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A며 일반적으로 정밀성이 높기 때문에 地圖

및 精密機械設計圖의 제작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넓은 설치면적이 소요되고 가격이 비 

싼 단점이 있다. 근래에는 펜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드럼이 펜의 직각방향A로 회전 

함으로써 종이를 이동시키는 드렴型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드렴型은 平皮型에 비해서 가 

격이 저렴하고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Ao규격까지의 

작도를 할 수 있는 소형의 드렴型 플릇터가 비교적 싼값으로 다수 보급되고 있다. 현재 

Houston Instrument, Roland, Mutoh 및 Hewlett-Packard 동의 회 사는 퍼 스날 컴 퓨터 용와 

소형모텔을 다수 생산하고 있으며， Calcomp, Bruning 등의 회사는 大型高價製品을 주로 생 

산하고 있다. 

(2) HI DMP-40 플훗터 의 利用法

Houston Ins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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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럼플롯터로써 A3 및 A4 규격의 종이에 O.lmm의 해상력으로 초당 3인치의 속도로 작 

도할 수 있다. 통력은 110V교류를 14V의 직류로 바꾸어 이용한다. 플릇터는 주로 컴퓨터 

와 RS-232 直列接續(serial interface)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화일을 이용하여 

명령과 데이타를 교환한다. 

DMP-40 플릇터의 主要命令語의 機能과 利用法은 다음과 같다. 

1) ,. 

기능 : 플릇터 작동모드(mode) 1의 선정 

설명 : 플롯터에 의한 작도개시를 명령하여 XONjOFF 방식으로 컴퓨터와 플롯터의 접속 

예 : 10 PRINT # 1, “ character string ... " 

플롯터에게 각종 명령을 보내기 전에 모드 1의 선정. 

2) ; :Inn d character string. 

거 능 :、플롯터 작동요드 2의 선정 

설명 :.nn은 컴퓨터에게 carriage return 명령을 내리는 ASCII 부호(CHR$13) 이며， d 

는 다음 명령을 내리는 지연시간(delay time)~로써 djl00초이며 d의 범위는 

0-255 

예 : 20 PRINT # 1, “; :IOD 100, ... " 

3) D 

기능 : 현재의 위치에서 펜을 종이위에 내려서 (pen down) 작도개시 

4) U 

기 능 : 펜을 들어 서 (pen up) 작도중단 

5) EH 

기능 :X축(장축)이 11", Y축이 8.5"인 A4 규격의 종이 사용 

6) EF 

기능 :X축(장축)이 17", Y축이 11"인 A3 규격의 종이 사용 

7) ECn 

기능 : 플롯터 해상력의 선정 

설명 : n의 값이 1=.001", 5=.005", M=.lmm의 해 상력 

예 : .30 PRINT # 1, “ ;:ECM" 

8) Vn 

기능 : 펜의 이동속도 선정 

설명 : n의 값이 1=1", 2=2", 3=3" jsec이 다. 

9) H 

기능 : 펜을 들어 原點(Home position)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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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x, y 

기능 : 펜의 이동목표를 절대좌표(Absolute coordinate)로 지정 

설명 : 40 PRINT # 1, “; :ECM H A D 0, 600 600, 600, 600, 0 0, 0 U" 플릇터를 선정하 

고 (; :), O.lmm의 해상력을 (ECM) 선정하고， 펜을 원점으로 이동시키고(H) ， 

절대좌표를 선택하여 (A) ， 현위치에서 펜을 내려 작도를 시작하여 (D) ， (0, 600) , 

(600, 600) , (600, 0) , (0， 0)으로 계속하여 6x6cm크기의 청사각형을 작도한 후， 

펜을 들어서 작도를 중단한다(U). 

11) R x, y 

기능 : 바로 직전에 업력펀 좌표로 부터의 이동량 x， y를 명령 

예 : 50 PRINT # 1, “ ;:H R D 0, 600 600, 0 0, ~600 -600, 0 U" 

전술한 철대좌표의 예와 같은 청사각형을 그린다. 

12) Pl 

기능 : 색깔이 다른 펜으로 교체 

설명 : 펜을 교체한 후 플롯터 전면의 LOCAL 스위치를 누르면 作圖再開

13) Ln 

기능:線型의 선정 

설명 : <表-1)과 같은 117}지의 線型(line type)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정 

14) CC x, y r 

〈表-1) DMP-40 플롯터 의 線型

선 엉 엠 효 

LØ 
l1 
L2 
L3 
L4 
L5 
L6 
L7 
Lß 
L9 
L: 

선 명 

기능 : 중심의 좌표가 x， y이고， 반경이 r인 원의 작도(circle plot) 

설명 : 원의 중심 및 호의 일부는 작도면 외부에 있어도 된다. 

15) CA x, y d 

기 능 : 그리 고자 하는 호를 포항하는 원의 중심 좌표가 x， y이 고， 협 각이 d(단， -360<= 

d<=360)언 호의 작도 

젤명 : 호는 현채의 펜 휘치에셔 시착하며， d의 부호가 +이연 시계 반래방향， -0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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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향인 호의 작도 

16) CE x, y x1 , y1 x2, y2 

環境論農 第二十三卷(1988)

기능 : 중심이 x， y이고 x1 , y1을 수평측 x2， y2룰 수직측A로 하는 타원형의 작도 

설명 : 수평측과 수직측의 좌표는 중심 ξL로 부터의 상대좌표 

17) CG x1 , y1 x2, y2 ...... xn, yn CS 

기능 : x1 , y1 x2, y2'" 등을 기준￡로 하여 內揮法(interpolation)에 의하여 짧은 線分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시켜서 착도한다. CS는 곡선 모드의 해제 

설명 : 이해 곡선은 상기 좌표상을 지나지 않 o 며， 펜의 현재 위치 및 마지막 좌표는 內

揮法에 의한 線型의 결정에 큰 영향을 마친다. 각 점의 좌표는 절대좌표로 가능 

하며， 선형은 〈表-2)에 제시한 L명령어로 선정한다. 

18) Srhh character string 

기능 : 文句 (charater string)를 선정된 크기의 문자(hh)로 r만큼씩 회전시켜 준다. 

설명 : r의 값이 1=0, 2=90, 3=180, 4=270도씩 회 전한다. 문자의 높이 (hh)는 〈表-2)

와 같이 9종류가 있고， 운자의 폭은 높이의 6/7이기 때문에 文句의 걸이는 6/7 x 

높이×글자수로 계산될 수 있다. 

〈表-2> 文字의 높이 

운 자 의 iSti」

기호 (hh) 
해상력 .005" 해상력 • 001" 해상력 .1mm 

1 .07" .0014" 1. 422mm 
1+ .105" .021 2.134 
2 .14 .028 2.845 
2十 .21 .042 4.267 
3 .28 .056 5.690 
3+ .42 .084 8.534 
4 .56 .112 11. 379 
4+ .84 .168 17.069 
5 1.12 .224 22.758 

19) S(Sn, Wn, I/NI, Gn, Xn, Yn) charater string_ 

기능 : S( )의 콸호내에 지정된 대로 文句를 쓸 수 있는 추가적 기능 

설명 : (Sn)은 글자의 높이 Cl<=n<=255)이며， 이때 글자의 폭은 높이의 6/7이다. 

(Wn)은 표준폭과 다른 폭Cl<=n<=255)을 지정한다. CI/NI)은 字體를 선정하 

는 것S로서， 1는 이탤릭체， NI는고댁체로 쓴다. (Gn)은 부호 및 문자의 종류선 

정에 이용되며， 표준치인 Go은 ASCII 부호 Gl은 수학기호이며， (G2)-(G7)은 

독어， 불어 등의 모음기호를 쓴다(Houston Instrument 1984). (Xn, Yn)은 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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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위치와 Xn， Yn을 잇는 짧線上에 文句를 쓴다. 

“-" (밑줄)은 文句의 끝을 알린다. 

20) M hh m 

기능: 9종류의 부호를 지정된 높이로 작도 

81 

설명 : hh는 〈表-4)와 같이 부호의 높이 를 지 정 하며 ， m은 〈表-3)과 같은 6가지 중 하나 

의 부호를 선정한다. 

〈表-3> 부호의 종류 〈表-4> 부호의 높이 

기호 (m) 톰L 호 기효 ~ 효 .91 용f 

0 + (hh) 해상핵 .00&" 배상핵 .001" 해상혀 .Imlll 

x .04" .008" .813 

2 디 
1+ .06 .012 1. 220 
2 .08 .016 1.626 
2+ .12 .024 2.438 

3 。 3 .16 .032 3.251 
3+ .24 .048 4.877 

4 & 

5 g 
4 .32 .064 6.502 
4+ .48 .096 9.754 
5 .64 .128 13.005 

21) W wxll, wyll wxur, wyur vpxll, vpyll vpxur, γpyur 

기능:원래 도연의 일청구역 (window)내의 부분을 축소 혹은 확래시켜서 새로운 도연을 

작도 

설명 : wxll, wyll과 wxur, wyur은 window의 左下 및 左上의 좌표， vpxll， vpyll과 vpxur, 

vpyur은 viewport의 左下 및 右上의 좌표이 다.W명 령 을 한번 사용하면 다시 W 

명령을 내리거나 재작동시까지 유효하며， <圖-5)와 같이 도형의 일부를 확대시키 

거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변경시켜 작도할 수도 있다. 

II.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활용 

1.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種類

Apple n 컴 퓨터의 BASIC에 포함된 초보적 그래 픽 기 능이 1978년에 소개 된 이 후 여 러 

퍼스날 컴퓨터 제조회사에서는 그래픽기능을 구비한 PC와 그 기능올 활용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착하였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정능에 좌우되며， 그 종류 

는 3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그래 픽 명 령 어 를 포함하지 않은 FORTRAN 혹은 PASCAL 풍의 프로그램 言語

서부루틴 (subroutine)2..로 컴파일 (compile)시켜 그래픽 기놓을 활용할 수 있는 類型 o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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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ybernetics의 HALO, GEM Draw, Turbo Graphix Tool Box 등이 있 다. 

둘째， 마우스의 메뉴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포리핸드 스켓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랩으로 

서 , 이 類型은 Apple Computer의 Macintosh 기 종을 위 한 Macpaint의 개 발로 부터 시 작 

되었다. IBM PC 기종에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PAINTBRUSH, PC PAINT, 

Autosketch 등이 있다. 브리 펑 차트와 도형 의 제 도에 이 용될 수 있는 Microsoft Chart, 

Chartmaster, Printshop, 및 Signmaster 등도 이 類型에 속한다. 

셋째， 컴퓨터를 이용하여 設計 및 製圖(Computer.Aided Design and Drafting)을 할 수 

있는 CAD 소표트웨어는 다음 節에 소개된다. 

2. PC PAINTBRUSH률 이 용한 스켓치 

(1) 入出力器機의 選定

PC PAINTBRUSH를 이용한 스켓치를 하기 위해서는 256K 이상의 기억용량을 구비한 

IBM PC/XT, AT 기종 및 1i換機種이 필요하며， 폭로그램 디스켈에 포함되어 있는 

PCINSTAL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이용하여 현재 이용중인 도형 및 메뉴입력장비， 그래 

픽 접속카드， 프린터 혹은 플훗터 및 표린터 ;접속방식을 선정한다. 

。 Drawing Device : 조이스틱， 마우스， 디지타이저의 제조회사， 규격 및 접속장치의 번 

호를 선정한다. 

。 Display Adaptor: 흑백 카드 흑은 그래 픽 접 속카드의 제 조회 사， 해 상력 및 색 상능력 을 

선정한다. 흑백카드(monochrome adaptor)는색상을전부 흑백패턴￡로처리하며， IBM 

CGA 카드는 320X200에 4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40X200에 16색 혹은 640X350 

에 16색 을 갖춘 EGA 카드를 이 용하면 그래 픽 효과가 좋다 

。 Printer/Plotter : 도트메 트릭 스 프린 터 (dot matix printer) , 레 이 저 법 프린 터 (rasor beam 

printer) , 칼라프린터 (color termal printer) , 혹은 플릇터 (plotter) 등의 出力器機의 제 

조회사， 기종 및 해상력을 선청한다. 역시 혹백출력장비는 색상을 패턴으로 표시하으 

로 그래 픽 효과가 좋지 않기 때 문에 칼라화면을 필름 레 코더 (film recorder) 혹은 카메 

라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필름을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었다. 

。 Printer port : 상거 의 프린 터 혹은 플훗터 의 直列接續(serial interface) 흑은 뾰列接續 

(parallel interface)방식 및 접속장치의 번호흘 선정한다. 

。 Save current settings : 上記 4가지 入出力機器의 接續與否 및 種類를 PCINSTAL 프로 

그램에 일단 기억시킨 이후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PAINTBRUSH플 이용할 수 

있다. 만일 入出力機器를 변경시키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上記作業을 반복수행 한다. 

(2) PAINTBRUSH의 利用法

PAINTBRUSH 소포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接續펀 入出力器機를 선정한 후， “PAINT" 

명 령 어 에 의 해 서 PAINTBRUSH를 작동시 키 면 스크린의 上， 左， 下端에 이 용차가 펼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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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볼 수 있는 메뉴(menu)가 제시된다. 메뉴는 스크린 上端에 7개의 命令語， 左端

에 14개의 f'F業道具(too1s) 및 쐐기 모양의 눈금， 下端에 32개의 色相패턴 (pallettes) 및 前

景과 背景 표시격자로 구성된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를 필요한 곳무로 이동시킨 후 업 

력장비의 버튼(button)을 눌려 命令語를 션정 수행하거나 도형을 그린다. 마우스(mouse)의 

3개의 버튼 중 左， 右 2개의 버튼이 에뉴선정 흑은 명령어의 수행에 이용되며， 스크린 상 

에서 작업시 左測버튼은 선분 흑은 격자의 原點의 선정， 右뼈n버튼은 원점으로부터의 作圖

에 이용된다. 

(3) 作業道具(Too1s)

스크런의 왼쪽에 제시된 작업도구는 직접 정해진 색상 패턴 및 도형을 그리거나 달씨를 

쓰는데 이용된다. 이째 선 흑은 지우개의 굵기는 화면 左下코너에 있는 쐐기 (wedge) 모양의 

눈금(brush width)에 서 선정 한다. 그 오른펀에 있는 중첩 격 자는 화면의 前景 및 背景 색 상 

패턴을 나타내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스크란 하단의 펠레트에서 선정 혹은 변경할 수 있다. 

작업 도구는 〈表-5)와 같이 14가지 의 끼 능을 갖는다. 

작 엽 도 구 

Ernpty box 
Filled box 
Ernpty circle 
Filled circle 
Palette eraser 
Block eraser 
Line 
Paintbrush 
Spray paint 
Paint roller 
Scissors 
Move shape 
Move page 
Text 

〈훌-5> PC P AINTBRUSH의 fF業道具

기 

사각형을 그린다. 

내부가 채색펀 사각형을 그린다. 

원을 그린다. 

내부가 채색된 원을 그린다. 

화면의 일부를 션형의 지우개로 지운다. 

」

걷r 

화연의 일부를 사각형 지우개로 두껍게 지운다. 

선분을 그린다. 

freehand로 스케 치 한다. 

여러개의 점을 살포(spray)하여 철한다. 

폐합된 도형을 션정된 色相패턴A로 철한다. 

도연의 한 부분만을 이홍 시킨다. 

도연을 회전， 축소， 확대시킨다. 

도연 천체를 이동시킨다. 

글을 쓰거나 달자체를 지청한다. 

(4) PAINTBRUSH의 主要命令語

스크린의 上端에 제시된 7개의 1次 命令語를 선정하면， 다시 2次， 3次의 命令語가 아래 

로 펼쳐져 (fo1d down) 필요한 下部命令語를 선정할 수 있다. 명령어 메뉴를 지우고 싶을 

때에는 메뉴가 표시된 격자의 외부에 커서를 옮기고 버튼을 누른다. 

1) UNDO 

실수로 도연의 일부를 삭제했거나 새로 작엽한 부분을 모두 삭제시키고 다시 시착해야 

할 경우에 이용하는 取消命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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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GE 

이것을 선택하면 그 밑에 Save as ... , Quit 등의 2차 메뉴가 표시된다. “Clear"는 화면을 

깨끗이 지우는 역할을 하며， “Load from"은 디스켈에 있는 그래픽 화일을 불러오는 역할 

을 한다. “Save as"는 작업한 그래픽 화일을 디스켈에 저장시킬 때 사용하며， “Show 

Screen"은 화면주위에 표시된 메뉴를 제거하고 스크린전체에 도형을 보여주며， 작업을 再

開하기 위해서는 ESC키를 누른다. Load 혹은 Save 명령어 메뉴를 선택할 때 畵面의 右빼 

에 나오는 上下方向 화살표는 화면에 표시된 8개 이외의 화일명을 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3) EDIT 

화연 왼쪽에 제시된 가위모양의 作業道具(Tools)를 션돼하여 도형을 펀접할 때 이용한 

다. Move는 화면중의 도형을 다른 곳￡로 이동시키며， Copy는 다릎 곳에 동일 도형을 복 

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두 명령어는 대상도형의 범위를 격자로 설정한 후 작업한다. 

Paste와 Brush는 이미 저장펀 그립을 현재 작엽중인 도형의 필요한 위치에 삽업시킨다. 

4) STYLE 

作業道具중 “T"를 선택하여 화연에 문자(Text)를 쓸때 字體의 종류 및 디자인(Light" 

Medium, Italic, Underline 등)을 선정 할 수 있 다. 

5) SIZE 

역시 作業道具 “T"를 선택했을 때 字體의 크기 및 종횡비율을 선정할 수 있다. 

6) PICK 

作業道具중 “T" 바로 위의 중첩된 사각형을 선택하여 화면상의 그렴을 회전시키거나 축 

소， 확대할 수 있다. 

7) MISC 

作業道具중 선분 오른쪽에 있는 붓모양의 도구를 선택 했을 때 사용한다. “Zoom.in"은 

화면의 그립 중 일부를 확대시켜 작업하고 싶을 때 그 부분을 사각형으로 선택하면 화면의 

왼쪽에 는 전체 그립 이 작게 나오고， 화면의 중간에 는 선택 된 부분이 확대되 어 나오묘로 서l 

밀하게 작업할 수 있다. “Brush shapes"는 화면에 그려지논 각종 선의 형태를 선택하는 기 

놓을 카지며， “Edit pattern"은 화면 아래의 색상패턴 (Palette)을 변경 시키고자 할 때 사용 

한다. 이때 화면에는 두개의 사각형이 나오는데 기존 패턴을 수정， 보완하고 싶을 때는 왼 

쪽 사각형내의 단위격자(Grid)의 색상을 바꿈A로써 色相패턴의 형태를 바꾼다. 수정， 보 

완된 형 태 는 오른쪽 사각형 에 냐타나게 된다. 

3. AutoCAD률 이 용한 훌境設計 

(1) CAD의 擺훌 

현재 세계 각국에 서 CAD(Computer.Aided Design) 혹은 CADD(Cmputer-Aided Design 

and Drafting)로 불리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껴능을 이용한 設計技法이 급격히 보곱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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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CAD는 초기에 기계， 전기 및 전자부품의 設計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근래에는 제조 

공정에도 채택되어 CAM‘ (Cornputer Aided Manufacturing)~로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으 

로 전문가의 創造的 思考의 충요성을 강조하는 建葉 및 造景분야에서는 CAD의 활용이 타 

분야에 비해서 늦었지만， 근래에는 CAD 소프트웨어의 성농향상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外

國은 물론 우리 냐라에서도 각종 環樓設計에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CAD는 설계작업에서 소요되는 반복적인 제도작업을 Library에 수록된 가로장치불과 수 

목 등의 單位圖形을 필요한 위치에 적합한 축척으로 자동적a로 작도함￡로써 單純反復作

業에 소요되 는 시 간을 크게 철 약하여 創造的思考에 보다 많은 시 간을 할애 할 수 있고(Fabos 

1983) , 圖面의 質과 精密性을 향상시키고， 圖面修正作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며， 시공후 

의 雄設管理(Facility rnanagernent)用 그래 픽 데 이 타 ‘ 베 이 스로 활용될 수 있다(Taicholz 

1988). 

CAD는 원래 대형컴퓨터 혹은 다기능 단말기 (engineering workstation)를 이용하여 시행 

되었지만 근래에는 퍼스날 컴퓨터의 성능향상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開發되고 있다. 

가격이 $100111 만으로 저렴한 First CADD와 Generic CADD 등은 학생실습용 혹은 초보용 

우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능이 한정되어 實務利用 可能性이 낮기 때문에 판 

매 가격 이 $ 2, 000- $ 3, 000 수준인 AutoCAD(Autodesk 1986) , CADplan(Derfler 1984),' 

VersaCAD, CADkey(Wohlers 1987)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중AutoCAD， VersaCAD 

및 CADkey는 3次元 透視圖의 작도 기 능을 구비 하여 建緣 및 地形透視圖를 청확히 그렬 

수 있고 다양한 色彩表現機能을 구비하고 있다. 

현재 美國의 建葉設計事務所의 45%는 CAD 장비를 활용하고 있A며， 그중 63%가 PC용 

AutoCAD를 채택하여 이용자 기반이 가장 넓A며 새로 CAD를 구입하는 회사는 데이타 

화얼교환의 용이성 때문에 AutoCAD를 채택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Teicholz 1988). 

이 와 같은 인기 도를 이용하여 근래 에는 AutoCAD.의 造景用 補助패 키지 가 다수 등장하고 

었다. 즉 LandCADD와 GeoCAD는 단지설계， 관수설계， 견적， 조경식불선청 및 지형투 

시도 작도기능을 구비하여 조경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냐라에서도 

건축 및 조경설계분야에서 AutoCAD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조경젤계보조용 

패키지인 Land-CAD가 개발되었다(연대성 1987). 따라서 소표트웨어의 활용 가능성과 졸 

업 후의 취 업 전망이 유리 한 AutoCAD를 電算設計敎育用으로 채 택하는 것이 유리 하다-

(2) AutoCAD의 構造와 機能

AutoCAD는 1982년에 Autodesk社에 의해서 PC용￡로 개발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 

어 새 로운 기 능을 추가시 킨 新 Version을 계속적 A로 개 발해 왔다. 즉 1986년에 개 발된 

Version 2.6은 완전한 투시도법에 의한 투시도를 그리고， 視點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 

겨하고(hidden line removal), 자매표로그랩인 AutoShade의 表面의 色彩明暗(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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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ing) 및 反射(specular refiection) 表現機能을 이 용하여 완벽 한 렌 더 령 (rendering)을 할 

수 있게 되어 종래의 $ 30, 000 이상의 CAD 전용 시스댐의 기능을 1/3의 가격으로 구업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개발된 AutoCAD Reliese 9는 이용자의 펀의를 위한 메뉴선전방식 

을 pull-down 방식으로 개선시키고， 대형컴퓨터와의 그래픽화일 교환 기능을 추가하였다. 

AutoCAD는 640K RAM, 20M의 하드디 스크 및 Hercules 그래 픽 카드 및 흑백 모니 터 를 

구비한 IBM PC/XT 및 호환기종을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속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Intel 80287 數植專用計算칭을 탑재한 AT機種을 이용하고， EGA 혹은 PGA 

칼라 接續 카드에 적 합한 칼라 RGB 모니 터 를 구비 하여 640점 x350줄 x16색 , 혹은 640X480 

X256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키보도를 이용하여 命令語를 입력하고 메뉴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마우스 혹은 디지타이저를 활용하고， 표롯터 혹은 칼라서 

말프린터 (color thermal printer)를 구비하는 것이 매트릭스 프린터보다 우수한 圖面出力을 

할 수 있다. 

(3) 圖面編輯의 擺흉흉 

1) 座廳의 入力

도면펀집기능(Drawing editor)을 이용한 도면작업을 할 경우에 스크련의 하단에 “----

POINT, WIDTH, RADIUS, V ALUE"등의 명 령 이 제 시 되 면 반드 

시 키 보드를 이 용하여 수치를 업 력 해 야 한다" ANGLE"의 명 령 에 따른 각도의 

입력은 반드시 수치로 하며， X축의 +방향이 0도가 되고， 시계반대방향은 “+”, 시계방향 

은 “로 표시한다. 점의 좌표는 절대좌표， 혹은 극좌표를 다음의 예와 같이 입력한다. 

절대좌표(x， y) : 3, 5 

상대 좌표(L，x， L,y) : @L 2, -0_ 3 

극좌표(@길이 <각도) : @3_5<45 

디지타이저， 마우스 혹은 커서키를 이용하여 좌표를 업력할 수 있다. 디지타이저 혹은 

마우스는 스크런상의 필요한 위치에 커서가 도랄하면 버튼을 눌러서 표시한다. 커서키는 

上， 下， 左， 右 方向으로 움직여 필요한 위치에 커서를 옮긴 후에 (RETURN)키를 친다. 

이때 커서의 이동속도는 (PgUp) 혹은 (PgDn)키를 눌러서 빠르거나 느리게 조정한다. 

2) 命令語의 選擇

AutoCAD를 이용한 작엽에서 여러가지의 선돼가능한 기능중 標準機能(default)을 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RETURN)키를 치며， 그 외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 

시된 명령어 충 大文字로 제시된 첫 자만을 업력시킨다. 

Command : ARC 

Center/ (start point) : 7, 4 

Center/End/(Second point) :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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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記例에 서 “7， 4"는 (Start point)의 ~標이 며 , 화면의 중앙(center)을 택 하고자 할 때 

는 숫자대신에 ‘C"만을 입력시킨다. 

(4) Utility 命令

기본적인 AutoCAD의 기능 흑은 작도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로써 중 

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HELP : AutoCAD 명 령 어 의 種類 혹은 便用法의 문의 

END 작업중인 圖形화일을 디스크에 저장한 후 작업종료 

QUIT 작업중인 도형화일을 폐기하고 작업종료 

STATUS: 현재 선정 된 작업 모드(mode) 및 패 러 미 터 (parameter)의 제 시 

LIMITS : 도면의 左下 및 左上點을 선정 하여 作圖範圍한청 

MENU 메뉴의 변경 혹은 추가 

FILES : DOS의 화일관리 기 능의 사용 

(5) 作圖命令(Entity draw commands) 

LINE 둘 혹은 다수의 점을 연결시켜 線分 혹은 折線의 작도 

POINT 화면상 필요한 곳에 점 흑은 정해진 부호를 위치시킨다. 

CIRCLE: 중심의 좌표와 반경 , 혹은 원주상의 2-3점을 기 준으로 圓의 착도 

ARC 호의 작도 

TRACE: 일정폭의 직선 혹은 折線의 작도 

SOLID 사변형 혹은 삼각형외 단위도형을 연철시켜 복합도형의 작도 

TEXT 원하는 크기의 字體의 문자를 필요한 곳에 커재. 

4. 地形透視圖의 作成

(1) 透祖圖의 原理

컴퓨터를 이용한 數植地形模型(Digital ElevationModel)과 같은 업면체의 투시도착성과 

청은 〈圖-5)와 같이 크게 變換(transformation) 과정과 作圖과정A로 구분할 수 있다. 

투시도의 작도에는 2종류의 좌표계가 이용된다. 첫쩨， 변환과정은 수명 (x) ， 수직 (y) ， 및 

시점으로 부터 대상물 까지의 꺼리 (z)로 구성되는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한다. 둘째， 작도작 

업은 관찰자와 대상물의 중간에 세워진 투영면에 표현되는 2차원의 좌표계， 즉 수평방향 

(x)과 수직방향(y)~로 구성된다. 

1) 變 換

변 환(transformation) 과청 은 이 동 (translation) , 좌표축의 재 배 열 , y 축회 전 (pan) , 및 x 

축회 전 (tilt)의 4단계 로 구성 된다. 

첫째， 移動은 대상물의 폭(x) ， 깊이 (y) ， 및 높이 (z)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시 

환 관찰차의 위치를 관찰차를 원정 (0， 0, 0)으로 하는 좌표계로 변환시킨다. 이 작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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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행렬식 팝셈으로 수행된다. 

〈뻐-5) 투시 도의 작성 과청 

(x' y' z' 1] = (x y z 1] r 1 0 0 0 
o 1 0 0 

o 0 1 0 
T x Ty T z 1 

여기서 T x, Ty, Tz는 원래 관찰자의 위치로서 각 캠의 좌표에서 이 값을 빼어서 관찰자 중 

심의 좌표계로 변환된다. 

둘째， 座標輔의 再配列은 통상척으로 右手座標系로 표시된 대상물의 좌표계를 관찰자의 

좌표계언 左手座標系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엽은 아래의 행렬식 계산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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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y', z'는 전 단계에서 이동된 좌표이며， 이 계산의 결과에 의해서 x"=-x', 
y"=z’, z"=-y'의 값을 갖게 된 다. 
셋째， y輔回轉(pan)은 표면의 x와 z좌표를 재계산하여 z측이 관찰자로 부터 표면상의 보 

이는 점의 바로 위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X， z면의 陽의 방향 y축에서 아래로 보 

이는 右手座標系에서 시계침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y축상에 위치한 첨을 제외한 모든 정 

의 x， z좌표를 변경시키며， y확표의 값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 이 작업의 변형행렬식은 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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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시계침방향으로의 回轉角이다. 상기의 回轉角 P와 T는 직첩 측갱하지 않고， 

행렬식의 요소인 cos P, sin P, cos T , sin T의 값을 거리들의 비례관계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상의 4단계의 변형작업은 행렬식의 連續計算(concatenation)에 의해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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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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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圖2) 作

비례에 의해서 다음과 같 투영면까지의 거리 (d)와 z좌표의 투영면상의 좌표는 관찰자와 

이 계산된다. 

x'=xd/z 
y'=yd/z 

여기서x， y， z는 최종 변형된 대상물의 좌표이며， x’와 y'는 투영면상의 좌표이다. 그러나투 

영면좌표는 대상물의 실제좌표로 표현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해상력이 제한된 화 

면상에 표현될 수가 없키 때문에 R度變換(scaling)에 의해서 화면좌표의 최대범위 이내가 

되도록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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