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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그래픽 하드웨어/소 트웨어의 발 으로 실시간 환경에서 이트 이싱 기술을 용하려는 시도

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최 화 기술들이 게임이나 설계와 같은 동 인 3D 응용에 합한 

효과 인 가속 구조 구축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상 으로 가속 구조 변경이 은 UX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D 공간 안에 존재하는 물체의 변형보다는 물체가 사용하는 재질

과 텍스쳐의 변형이 빈번한 UX 환경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부분 더링 기술을 제안하고, 제안 기

법이 실제 더링 시간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3R1A1A2012790)

1. 서론

  3D 그래픽 기술의 기본 인 목 은 3D 공간을 특정 시

에서 바라봤을 때의 2D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

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스터라

이징 기법은 단순히 3D 공간을 특정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있는 물체를 출력하는 기법이고, 두 번째 이트

이싱 기법은 우리가 실세계에서 으로 사물을 바라보

는 과정( 원에서 자들이 튀어나와 사물에 충돌 후 반

사되어 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 이션 하

는 기법이다. 스터라이징 기법(OpenGL/DirectX)은 기본 

동작 과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게임과 같은 실시간 

응용에서 주로 활용되어왔고, 이트 이싱 기법은 하나의 

임을 완성하는데도 매우 큰 연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화나 건축/자동차 설계와 같은 오 라인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그래픽 하드웨어/소 트

웨어의 발 으로 실시간 환경에서 이트 이싱 기법을 

용하려는 시도가 조 씩 늘어나고 있다.

  2000년  부터 그래픽 카드의 성능 개선과 OpenCL, 

CUDA 같은 GPU 로그래  환경의 발 으로 GPU를 

이용한 실시간 이트 이싱 기술들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소개되기 시작하 고[1, 2], 게임과 같이 복잡도가 높은 

응용에서는 하이 리드 형태로 이트 이싱 기법을 용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3]. 한 최근 NVIDIA에서

는 OptiX 라는 이트 이싱을 한 임워크를 공개하

여 상용 소 트웨어 개발업체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

직임이 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스터라이징 

기법과 달리 이트 이싱 기법은 기본 동작 과정이 다양

하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따라 합한 이트 이싱 기법

을 선택하고 최 화하는 과정이 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시간 이트 이싱의 주요 응

용 분야 던 게임이나 설계가 아닌, 도우 매니 와 젯 

엔진 같은 일반 인 UX 환경을 목 으로 화질 하 없이 

기존보다 빠른 더링이 가능한 새로운 이트 이싱 최

화 기법인 부분 더링 기술을 소개하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실시간 

이트 이싱과 제안 기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설계  

구  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4장에 포

함되어 있으며,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부분 더링 기법

  실시간 이트 이싱의 성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

는 부분은 바로 가속 구조(acceleration structure)이다. 이

는 3D 공간 상의 물체들을 BVH나 KD-Tree와 같은 가속 

구조를 이용하여 빛과의 충돌 검사를 빠르고,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다[4]. 그래서 3D 공간 상의 물체

들이 움직이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빈번한 게임과 같은 3D 

응용 소 트웨어에서는 효과 인 가속 구조를 빠르게 구

축하는 것이 가장 요한 목표 의 하나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UX 환경은 3D 공간 상의 물

체의 변형보다 물체의 재질과 텍스쳐가 주로 변형되는 상

황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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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트 이싱 동작 과정

  그림 1은 일반 인 이트 이싱 동작 과정을 표 한 

것이다. A는 가상의 카메라의 치를 나타내고, B는 3D 

공간이 투사될 화면의 치와 크기를 나타낸다. 마지막으

로 C는 텍스쳐가 입 진 액자같은 물체를 나타낸다. 일반

인 더링 과정은 A에서 B의 모든 치로 빛을 발사하

고, 발사된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재질에 따라 반사하거나 

투과시키는 과정을 반복 으로 거쳐 해당 치의 색을 결

정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에 물체의 모양이 바 거나 재질

이 바 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체의 모양이 바 게 되면 

당연히 가속 구조가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를 다시 

더링해야 한다. 하지만 물체의 재질만 바 는 경우에는 

가속 구조는 갱신되지 않는다. 3D 공간 상의 지리학  정

보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링 과정에서 많은 부분

을 약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기존의 더링 기법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보면, 1, 2, 3번 세 개의 빛이 발사되었다. 

이 때 3번 빛은 C에 부딪히지 않고 1번과 2번만 C에 부

딪힌다. 그 다면 가속 구조 변경없이 C의 재질(텍스쳐)만 

변경된 경우에 3번 빛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필요없다.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는 C의 재질에 향을 받는 1번과 2번 빛만을 재계

산하면 된다. 이와 같이 가속 구조 변경없이 특정 물체의 

재질만 변경될 경우, 해당 물체의 향을 받는 빛만 재계

산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더링된 결과를 그 로 재활용

하여(일종의 캐시 역할) 빠르게 다시 더링하는 기법이 

바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분 더링 기법이다.

3. 설계  구

  본 논문에서는 NVIDIA에서 개발하고 있는 OptiX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제안 기법을 구 하 다. OptiX

는 빠르고 편리하게 CUDA 기반의 이트 이싱 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이 라인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워크이다. 그리고 공통 으로 사용되는 다양

한 가속 구조(BVH, KD-Tree 등)와 벡터, 매트릭스 연산

이 포함되어 있어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5].

  제안 기법에서는 캔버스라고 부르는 변경 가능한 텍스

쳐와 필터라고 부르는 B의 화면 크기와 동일한 자료 구조

를 추가하 다. 이 필터는 캔버스마다 하나씩 할당되며, 

화면의 모든 픽셀로 발사된 빛이 해당 캔버스에 향을 

받는지 여부를 단하는데 활용된다. 여기에서 필터가 물

체가 아닌 캔버스마다 할당된 이유는 여러 물체가 하나의 

캔버스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캔버스가 갱신

되면 해당 캔버스를 사용하는 모든 물체의 향을 받는 

픽셀들이 부 변경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한 

자세한 동작 과정은 아래와 같다.

  화면 상의 임의의 픽셀로 발사된 빛이 특정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물체에 부딪히면 캔버스의 필터에 해당 픽

셀이 사용 인 것으로 등록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사

나 투과에 의한 반복 인 과정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해

당 빛이 직 으로 캔버스에 부딪히거나 반사나 투과에 

의해 간 으로 부딪히더라도 필터에 등록된다. 그리고 

가속 구조 변경없이 특정 캔버스만 변경될 경우, 다음 

더링에서는 해당 캔버스의 필터를 이용하여 변경이 필요

한 픽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빛을 발사하여 색을 재계산

하지만,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픽셀은 빛을 발사하지 않고 

기존의 색을 그 로 유지한다. 다음은 이 과정을 의사코드

로 표 한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Begin
Full Rendering:
  for each pixel p in screen[width, height]
    ray = create ray(camera to p)
    call Shoot Ray
    output[p] = radiance
Partial Rendering:
  for each pixel p in screen[width, height]
    if current filter[p] is existed
      ray = create ray(camera to p)
      call Shoot Ray
      output[p] = radiance
    else
      output[p] = previous[p]
Shoot Ray:
  if ray is intersected with geometry
    if canvas is used
      filter[canvas][p] = true
    if recursive ray is needed
      ray = create recursive ray
      call Shoot Ray
  update radiance
End

  의 사코드는 세 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 체 더

링(Full Rendering)은 일반 인 이트 이싱과 동일하며 

화면 크기만큼의 빛을 발사하여 각각의 픽셀에 해당하는 

색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부분 더링(Partial Rendering)

은 재 유효한 필터를 이용하여 해당 픽셀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만 빛을 발사하여 색상을 변경하고, 그 지 않

은 경우에는 이  임의 색상을 그 로 재사용한다. 마

지막으로 일반 인 픽셀의 색상을 결정하는 과정(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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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리어코트(clearcoat) 재질 그림 3. (phong) 재질 그림 4. 래스(glass) 재질

Ray)에서는 빛과 공간 상의 물체들의 충돌 여부를 단하

여 캔버스를 갱신하거나 재귀 으로 빛을 발사하여 물체

의 색상을 결정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반사와 투과의 성질이 다른 세 가지의 

재질을 이용하여 제안 기법을 검증하 다. 첫 번째 클리어

코트 재질은 투명 페인트 느낌의 재질로 높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재질은 주변 , 확산 , 경면 을 

지원하는 재질이고, 마지막으로 래스 재질은 유리 느낌

의 반사와 투과 모두를 지원하는 재질이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공간은 넓은 바닥 평면 에 200개의 구를 배치하

고 이 에 20개의 구는 하나의 캔버스를 공유하고 있다.

  해당 실험은 세 개의 재질에 해 반사와 투과의 최  

깊이를 1부터 10까지로 설정했을 때 부분 더링과 체 

더링에 걸린 시간을 각각 측정하 다. 그림 2와 3을 보

면 클리어코트와  재질은 투과를 지원하지 않고 반사율

이 낮기 때문에 체 더링에서도 최  깊이가 2와 3을 

넘어가면 더 이상 화질 차이나 더링 시간이 변하지 않

는다. 이 때 클리어코트가 반사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재질보다 최  깊이에 좀 더 향을 받는다. 그리고 부분 

더링에서는 클리어코트와  재질 모두 최  깊이 상

없이 15 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더링을 

해 GPU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 리  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 최  깊이와 상 없이 실질 인 더링

에 사용되는 시간이 오차 범 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림 4의 래스 재질은 반사율과 투과율이 높

기 때문에 최  깊이가 높아질수록 체 더링과 부분 

더링 모두 소요 시간이 증가한다. 하지만 최  깊이가 

낮을 때는 부분 더링이 체 더링의 30% 정도의 시

간을 소요하고, 최  깊이가 높아지면 거의 50%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래스 재질의 투과율이 높기 때문

에 최  깊이가 높아질수록 캔버스를 사용하는 20개의 구

가 다른 구에 향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구성 요소와 각각의 물체

에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부분 더링을 사용할 

경우 제안 실험 환경에서는 기존 비 50~80% 의 더링 

시간을 약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게임과 같은 기존의 일반 인 3D 응용과 

UX 환경의 차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실시간 이트 이싱 

최 화 기법인 부분 더링 기술을 소개하 다. 이를 통해 

3D 공간의 구성 요소와 사용된 재질에 따라 결과는 차이

가 있겠지만 더링 시간을 약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

해 증명하 다.

  재는 부분 더링 기술을 기본 인 이트 이싱 기

법에 용하여 검증하 지만, 향후에는 패스트 이싱과 포

톤매핑과 같은 확률 기반의 더링 기법에도 용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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