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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개념정리 및 설명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vvvv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소개

Basic VVVV
-VVVV의 구성 요소

*패치월드 : 패치에 대한 이해

*i.o box, node, pach, pin

예제를통한VVVV이해
*예제1-How to make the "Solar System" with VVVV

*예제1-Round rect로 만드는 마우스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

*예제2-vvvv로 구현해보는 간단한 솔라 시스템(Solar System)

진행 순서



http://vvvv.org/contribution/dont-panic-the-noobs-guide-to-vvvv

http://vvvv.org

VVVV site

VVVV에서 제공하는 단축키 목록



http://vvvv.org/documentation/kr.tutorial-introduction

단축키

기본 패칭 단축키

노드 만들기 왼쪽 더블 클릭 + 찾고 싶은 키워드 타이핑으로 검색

새로운 IO Box 만들기 오른쪽 더블 클릭

노드리스트 왼쪽 더블 클릭 + 타이핑 커서 부분 오른쪽 클릭으로 태그 보기 변환 / 휠스크롤 검색 가능

노드 연결하기 핀을 클릭, 표시되는 핀에 클릭하여 연결

연결작업 중 취소하려면, 오른쪽 클릭 / 연결된 링크를 지우려면, 클릭하여 선택 후 오른쪽 클릭 혹은 Del키 

기능 단축키

F1 노드를 선택한 다음, F1키를 누르면 해당 노드의 HelpPatch를 볼 수 있다. 혹은 메인에서 HelpPatch 선택

ctrl + F1 FanClub. 온라인 도움말, 채팅으로 요청하기

Main Menu 메인메뉴보기 : 패치의 빈곳에 미들버튼 클릭(혹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 space bar)

ctrl + P 새로운 패치 만들기

window mode

Alt + 1 window 모드로 보기

Alt + 2 패치 혹은 랜더러 패치내부에 Box모드로 배치

Alt + 3 패치 혹은 랜더러 가리기 (특히, 패치 가려짐에 주의)

Alt + Enter fullscreen 모드 켜기/끄기

ctrl + O 패치 열기

ctrl + S 패치 저장하기

ctrl + I 새로운  inspektor(속성창 / 관리자)열기

ctrl + E 패치 락 on/off(패치 좌측 상단에 #이 표시되어 있으면  off)

ctrl + R 갑자기 IO Box가 먹통일때 ctrl + S 한 뒤, ctrl + R 하면, 패치가 재시작됨  

ctrl + W 패치 닫기 / 혹은 renderer와  .fx의 경우 지우기 명령

ctrl + shift + W 열려있는 모든 패치 닫기 / 혹은 모든 renderer 와  .fx의 경우 지우기 명령

Alt + R root 보기 (절대 내부 내용을 지우지 말것)

Alt + F4 종료하기

Kr.Tutorial Introduction@openvvvv



VVVV 독일의 디지털 인테리어 회사인 Meso에서 인터랙티브 아트 제작 및 다목적 디자인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

Introduce



   *실시간 영상 랜더링

   *직관적인 노드 인터페이스

   *VVVV는 DirectX를 기반으로 작동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실시간 비디오, 오디오, 3D 그래픽 작업에 유용

    -키보드, 마우스 이외에도 센서, 컴퓨터 비전등의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통신규격과의 호환성이 뛰어남 

     DirectX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용으로 개발한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집합.                

      2차원 및 3차원의 도형, 음성, 동화(動畵) 등 각종 미디어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장치를 직접 접속(direct access)하여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API라는 의미에서 다이렉트 X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양한 HW와 연동

    -DVD 플레이어, 산업 인터페이스(조명 및 전자 용), 터치스크린 모니터, 게임 장치, 다이얼, 스위치, 위치 및 방향 센서, MIDI 장비 등 

VVVV

(cafe.naver.com/vvvvon 참고)



*VVVV와 연동되는 HW/SW ( http://vvvv.org 참고 )

Software

Ableton Live

flosc

GRIPD

MAX/MSP

OSCGlue

PalmToVVVV

PythonToVVVV

Quartz Composer for VVVV users

RSH

SMS-Chat

SMS2Python2OSC

MySQL

SMS4VVVV

WhiteCat Lighting Board

Hardware

Arduino

Devices-DMX4ALL

Devices-FaulhaberMCDC2805

Devices-KramerVS-88V

Devices-Moxa NPort 5610

Devices-PololuServoboard

Devices-SonyFCBIX45AP

Gameport

Lamps

Motors

Relays

Kinect

Sensors

:Gameport, RS232 interfaces, Cinetix Sensorbox, I-CubeX, Arduino, 

Digital Multimeters, MegAsic Silicon board, TCP/IP interfaces, 

Midi controller boards and keyboards, Keyboards and Mice, USB Interfaces, 

BMC USB-PIO, IOWarrior modules, Phidgets

Lemur

Protocols

Midi

OSC

HID-Nodes

(DMX.Artnet/DMX.Hardware)



런타임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vvvv 도구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언어로 제공 : max, pd, reaktor 및 simulink 등의 소프트웨어와 비슷

*개별동작 및 기능 : 노드 (nodes)로표시

*노드와 노드 : 링크 (Links)라는 선으로연결

*수정은 최소한의 마우스 클릭으로 가능 

*패치 (patch)라는 데이터 문서 안에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매개변수를 통해 전달되는 구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모드가 명확하게 나뉘어져있지만 vvvv는 런타임 (runtime) 모드 단 하나로 구성. 

 즉, vvvv는 패치를 편집하는 동안 실시간 계산하여 그래픽 렌더링에 반영되어 나타남



안정성

VVVV의 안정성은 공식사이트, http://vvvv.org/blog > Gallery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작품과 전시등을 통해 몇년동안 꾸준히 증명

(크리에이티브어플리케이션스의 vvvv 카테고리에도나와 있음)



VVVV는 아주 손쉽게, 동시에 많은 개체의 그래픽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딩 (spreading)이라 부르는 이 기술로 

(아래그림처럼) 그래픽요소의 처리수가 1 개에서 100 개로수정되어도 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 쉽게 변경 할 수 있다. 

스프레딩은 한묶음의 개체그룹에 대해 다른값을 할당하는 행위를 추상화한 표현으로 예를들어 "식탁을준비한다"면 몇가지 요리를 테이블의 다양한 위치에 일렬로세우는, 

즉 '스프레딩" 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유래했다.

VVVV에서는 스프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많기때문에 엄청난 개체의 정리를 위한 복잡한 동작을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스프레드의 많은 개체를 쉽게 처리



응용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출력과 스크린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대의 PC가 필요한 경우 모든 PC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다.

VVVV는 (render) 클라이언트 / 서버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여러대 있어도 하나의 서버에서 편리하게 제어 할 수 있다.  

VVVV에 내장된  boygrouping 기법을 통해 멀티스크린시스템과 원활한 멀티프로젝션 설정을 할 수 있다. 

(즉, 1대 다수의 원격조정이 가능)

Boygrouping(클라이언트 / 서버그리기클러스터모드)



VVVV 확장

*vvvv는 노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해 수많은 방법을 제공한다. 

*프로그래머용으로는 COM 기반의 플러그인 인터페이스(plugin interface)가있고 c #과 f #, delphi와 c + + 등의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노드를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정점셰이더와 픽셀셰이더의 노드는 DirectX Effect framework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비디오필터와 비디오분석 노드는 FreeFrame 1.0 standard가 기본으로 제공

*VST 플러그인도 오디오의 노드로 사용

*또한 패치는 재사용 가능한모듈 (modules)로서 Sub-Patch로 만들어 사용 할 수있다.



3D 렌더링

vvvv의 3D 엔진은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스전용의 Direct3D API를  기반하고있으며, 엔비디아그래픽카드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최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사용하므로서 이러한 API가 vvvv 같은 응용프로그램에서 컴퓨터게임과 유사한 렌더링 성능을 제공한다.

형상 데이터 생성 및 수정을 할 노드의 컬렉션 외에도 vvvv는 대부분의 메이저 3D 모델링소프트웨어(3DsMAX, MAYA, Cinema4D)에서 내보내기 가능한 

X 파일 (X.file)과 Collada 파일을 로드 할 수 있다. Collada 파일을이용하면, vvvv에서는 스키닝-애니메이션의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캐릭터와 해골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플러그인 노드 세트가 포함되있다. 

모든 데이터 (실시간) 영상입력, flash 동영상과 바탕화면 캡처등으로 동적인 텍스처를 생성 할 수 있다. 

vvvv는심플한 HLSL 기반셰이더(shader)편집기가 포함되어 추가 도구없이 정점셰이더와 픽셀셰이더의 생성 및 수정이 가능하다.  

현재는 DirectX9 API를 기반으로 되어있으나 최근 64bit 컴퓨팅과 DirectX11 기반의 vvvv도 개발중이므로, 사양만 충족될 경우, 충분한 퀄리티를 내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망된다. 



애니메이션

vvvv에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값에 필터링을 적용 할 수 있는 특화된 노드가 많다. 

지속적인 이벤트가 요구되는 장면을 위해 vvvv는 유한오토마타를 포함한 타임라인 편집기를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TimelinerSA 참조) 

vvvv 공식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에 관한 모든 정보는 Animation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프로그램정보: \vvvv_45beta29.2_x86\girlpower\compare filters.v4p 에 애니메이션필터 예제가 수록.)



비디오 추적 및 효과

vvvv 비디오 엔진은 DirectShow를기반으로하여 설치되어 있는 코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동영상을 재생 할 수 있다. 

USB 카메라나 DV / Firewire 카메라, 아날로그 또는디지털캡처카드 등의 일반적인 WDM 드라이버 호환 비디오장치의 vvvv 사용을 지원. 

비디오 효과와 비디오 분석 노드는 freeframe 플러그인 구성을 통해 제공되므로 vvvv는 독립적으로 개발 할 수있다. 

이러한 노드는 윤곽이나 색상 추적, 움직임이나 개체 검색 같은 다른 추적 기술을 제공한다. 

vvvv 공식사이트에서 비디오에 관한 모든 정보는 Video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오디오
vvvv 고유의 사운드엔진은 DirectShow를 베이스로 한 매우 기초적인 것이다. 

사운드파일(WAV, mp3)의 재생이나 간단한 스트림의 FFT 분석에는 적합하지만, MAX와 같은 본격적인 사운드 작업 및 생성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Bass 관련 플러그인 노드세트로서 보다 여러 사운드 소스를 믹스 할 수 있으며, ASIO를지원하고 있다. 

vvvv 공식사이트에서 오디오에 관한 모든 정보는 Audio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물리 시뮬레이션
vvvv는 3D 물리엔진의 ODE 관련 노드세트와 Box2D 엔진 관련플러그인 노드세트가 포함되어 있우며

둘다 강체역학(마찰계수된 충돌판정)의 시뮬레이션에 사용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Bullet Physics 노드세트도 공개되어있다.



확장장치 및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vvvv에는 종류가 다른 수많은 타사 장치를 제어하는   노드가 있다. 

그 장치에는 DVD 플레이어, (조명 및 전자기기용) 산업용인터페이스, 터치스크린모니터, 게임장치(Kinect, Wiimote), 다이얼, 스위치, 자이로센서, MIDI 장비, 

DMX 인터페이스, 시리얼포트장치, 키보드및 (동시에 여러개의) 마우스등이 포함된다.

 TCP 및 UDP , RS232 등 일반적인 로우레벨프로토콜에 의한 다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와 통신이외에 vvvv는 고급 MIDI , DMX , ArtNet , OSC , HTTP , 

IRC 등을 통한 통신노드를 제공한다.



http://vvvv.org/downloads

VVVV 내려받기

http://vvvv.org/documentation/undistorting-projections

VVVV 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