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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컴퓨터 그래픽스(CG)는 화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CG 업체들이 실제 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회사들이 상용 소 트웨어를 이용

해서 제작을 할 뿐 기술 개발에는 을 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용 작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

들이 진행하는 로젝트에 사용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작 도구의 부

족한 부분을 엔지니어들이 직  작도구를 개발하여 보완하는 작업의 요성에 해서 규모 유체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하기 해서 개발된 리뷰어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리뷰어를 유체 

시뮬 이션에 특화시키기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구 을 하 는지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한 리뷰어의 성능을 평가해보고 결과에 해서 토의한다.

■ 중심어 :∣유체 시뮬레이션∣입자 가시화∣저작 도구∣모션 블러∣
Abstract

Computer Graphics(CG) are very important in the movie industries. Recently, many domestic 

CG Companies participate in a movie creation. However, most companies only use commercial 

tools, and do not concentrate on developing techniques. This is why they use the commercial 

tools in spite of its lack of functions.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echnical tools to complement the shortage of commercial tools through the previewer for fluid 

simulation. We present how we design and implement the previewer to specialize it for fluid 

simulation. Finally, we estimate our previewer's performance and discuss with result. 

■ keyword :∣Fluid Simulation∣Particle Visualization∣Tool∣Motion 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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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CG) 기술이 헐리우드 화를 심

으로 리 활용되면서 CG는 화 산업에 없어선 안 될 

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 화에서도 “해

운 ”, “국가 표” 등과 같이 CG에 의해 창조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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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실 인 특수효과를 핵심 인 마  포인트로 삼

을 정도로 이제 CG는 화산업에서 핵심 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1]. 연기, 물, 화염과 같은 유체는 그래픽 

디자이 가 직  디자인하기는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다. 그 기 때문에 유체를 계산 물리학  

수치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시뮬 이션하는 물리기반 

시뮬 이션 기술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

고 이에 한 연구 한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물리기반 시뮬 이션 기술에 의해서 얻어지는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는 용량의 입자 데이터를 가

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내용과 크기는 유체의 성질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화에 사용되는 유체 시뮬 이션에서 입자

의 개수는 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천만까지 사용되

곤 한다. 입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실 인 유

체의 표 이 가능하지만 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3D MAX나 MAYA 와 같은 로그램으로 결과를 확인

하는 작업이 어려워진다. 고품질의 시뮬 이션 결과를 

얻기 해선 시뮬 이터의 설정 수치를 조 해 가면서 

결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따라

서 이 과정을 편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콘텐츠의 

체 인 생산속도에 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기존

의 작도구들과는 다르게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한 리뷰어(이하 리뷰어)의 설계  구 을 제안

한다. 우리는 리뷰어를 다른 작도구들보다 유체 시

뮬 이션 데이터의 가시화에 특화되도록 개발하 다.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가시화를 해  멀티 쓰

드, 입자 단순화, 데이터 스트리 , 실시간 입자 증폭 기

능을 개발하 다. 그리고 모션블러와 유사한 효과를 사

용하여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가시성을 증가시켰

다. 개발한 리뷰어는 에 언 한 기술의 용으로 

인해서 다른 작도구들에 비해서 유체 시뮬 이션 데

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에 사용될 경우 속도  성능상의 

이 을 가진다.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나 어져 있다. 첫째 장에서

는 이 논문을 소개했고, 두 번째 장은 리뷰어의 특징

에 해 논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리뷰어의 설계

와 구 에 해서 논하며 네 번째 장은 리뷰어를 

용했을 때의 결과에 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

째 장은 연구 결과를 토 로 결론을 논한다. 

II. 제안된 프리뷰어의 특징

본 논문은 실제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에 사용될 유

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한 리뷰어를 제작하기 

해 진행되었다. 유체의 사실 인 표 을 해서 물거품, 

물보라, 물 표면의 움직임 등이 효과 으로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규모 유체 시뮬 이션이 사용되었다.

일반 으로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상용 S/W로는 

규모 유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기 때문에 우리는 유체의 변화를 

확인할 때에는 입자 단순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이용

하고, 정지 상태에서 유체를 확인할 때는 원본 결과 데

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은 시스템 메모리로도 

리뷰어를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

능하 다. 아티스트들은 이 리뷰어의 가시화 기능을 

통해서 략 인 유체 시뮬 이션의 흐름을 악할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선 입자의 도를 확인할 수 있다.

리뷰어는 일반 으로 임마다 해당하는 데이터

를 불러와서 가시화하는 다른 작도구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 

효과를 이용하여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가시화를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게 하 고 물에 특화된 효과

들을 용하여 보다 사실 인 물을 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유체 시뮬 이션 콘텐츠의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단된다.

Ⅲ. 프리뷰어 설계 및 구현

이 장에서는 리뷰어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 으로 

살펴보고, 인터페이스에 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효과 인 가시화를 해 사용된 

데이터 스트리 과 실시간 효과들의 내용과 그 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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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해 설명한다.

그림 1. 프로세스 개요

1. 프로세스 개요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뷰어에서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효율 으로 보여주기 한 작업

을 개략 으로 보여 다. 리뷰어는 두 종류의 처리 

과정을 진행하는데, 물 표면 추출 과정은 격자 기반 유

체 시뮬 이션 데이터로 부터 물의 표면 더링을 한 

3D 메쉬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입자 간

략화 과정은 시뮬 이션의 결과로 얻은 입자 데이터들

이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 입자를 샘 링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에 비해 10% 정도의 용량으로도 유체 체

를 근사 으로 표하는 간략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리뷰어는 더링 쓰 드와 데이터 쓰 드를 두어 

입자 데이터를 불러오는 동안에도 입자의 더링 속도

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더링 쓰 드에

서는 모션블러, 입자 증폭, 물 표면 반사, 물 표면 굴

과 같은 더링 기술들을 이용하여 유체 시뮬 이션 데

이터를 가시화하고, 데이터 쓰 드에서는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리한다.

2. 인터페이스
개발된 리뷰어는 직 이며, 사용이 간편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2]는 리뷰어의 인터페이스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의 A 역에는 재 보고 있

는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에 한 정보  사용자의 

시스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그림 

2]의 B 역은 유체 시뮬 이션 불러오기  실시간 효

과를 용/비 용 할 수 있는 버튼을 두어서 아티스트

들이 손쉽게 일을 불러오고, 용할 수 있는 효과들

을 선택 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것을 보여 다. 마지막

으로 [그림 2]의 C 역은 유체 시뮬 이션을 보는 도

에 원하는 임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타임 

바와 제어 버튼들이 배치된 모습을 보여 다. 그리고 

리뷰어에서 단축키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그림 2. 프리뷰어의 인터페이스

3. 전처리 작업
처리 작업은 물 표면 추출과 입자 간략화로 구성된

다. 이 작업들을 통해서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가

시화를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낸다.

3.1 물 표면 추출
격자 기반의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더링하기 

해서 물 표면 추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격자 

기반의 유체 시뮬 이션의 결과 데이터인 벨 셋(level 

set)데이터로부터 물 표면에 해당하는 메쉬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벨 셋 데이터와 같은 3

차원 볼륨데이터로부터 표면정보(isosurface)를 추출하

기 해서는 마칭 큐 (marching cube)방법[3]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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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칭 큐  방법은 속도가 비교  빠른 반면 특수한 

경우에 표면 메쉬를 추출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

다. 그래서 개선된 방법이 육면체(cube) 신에 이것을 

6개의 사면체로 나 어서 사용하는 것이다[4]. 본 논문

에서는 사면체 방법을 사용 했는데 이 기법은 추출속도

는 느리지만, 마칭 큐 보다 고품질의 메쉬를 애매한 

경우 없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3.2 입자 간략화
입자 간략화는 모든 입자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입

자 데이터를 추려내는 유니폼 샘 링을 통해서 입자 데

이터의 크기를 이는 방법이다. 입자를 간략화 시키기 

해서 우리는 X, Y, Z 축  하나의 축을 선택하여 그 

축을 기 으로 정렬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그리고 정렬

된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구간마다 입자 데이터들을 가

져와서  별개의 일로 장시킨다. 이 게 만들어진 

간략화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스트리  시스템에 의해

서 리뷰어에서 사용된다.

4. 유체 시뮬레이션 데이터 처리
우리는 리뷰어를 개발할 때 유체 시뮬 이션 데이

터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재생하는 것과 데이터의 로딩 

속도를 짧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 두 가지 조건

을 충족하기 해서 우리는 입자들을 간략화 하 다. 

간략화한 입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입자 데

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

에 기존 작 도구들과는 달리 임이 변화할 때마다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가시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두 시스템 메모

리에 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때문에 병목 

상이 없어져서 유체 데이터를 재생할 때 성능 하가 

없다.

하지만 입자 데이터의 간략화로 인해서 발생한 입자

들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

를 해결하기 해서 정지 상태에서 유체를 찰할 때에

는  해당 임에 해 간략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이터를 사용하 다. 때문에 리뷰어는 정지상태가 되

면 해당 임의 원본 데이터를 즉석으로 불러오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딩은 1~3  사이로 상당

히 짧다. 그리고 멀티 쓰 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

오기 때문에 데이터 로딩 에 리뷰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유체의 움직임 도 에도 

입자 개수를 원본 데이터와 비슷한 형태로 보여주기 

해서 다음 에서 설명할 입자 증폭 효과를 사용하 다.

5. 실시간 부가 효과
리뷰어에서 격자/입자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가시화를 극 화시키기 하여 여러 가지 실시간 효과

들을 용하 다. 리뷰어가 지원하는 실시간 효과로

는 모션블러, 입자 증폭, 물 표면 반사, 물 표면 굴  등

이 있다.

5.1 모션블러
모션블러는 화에 CG를 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요한 기술이다. 모션블러를 이용함으로써 CG와 

실제 촬 된 상간의 괴리감을 여  수 있기 때문

이다. 때문에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 에서 모션블러를 

용하여 보여주는 것은 실제 화에 사용될 시뮬 이

션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션블러는 Kevin Egan이 제안한 방법[5] 과 J. Lo 

viscach가 제안한 방법[6]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

데, 이 방법들은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리뷰어에서는 최 한 빠른 속도로 입자

들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속도에 향을 미

치지 않도록 모션블러와 유사한 효과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 트X10(이하 DX10) 에 새롭게 

도입된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 다[7]. 모션블러를 지오메트리 쉐이더에서 구 하

기 해서 DirectX SDK에 있는 MotionBlur10 샘 을 

참조하 다[8].

이 알고리즘은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그 속

도를 고려하여 폴리곤을 생성해 낸다. 이 방식은 재 

치를 심으로 과거의 궤 과 미래의 궤 을 함께 생

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입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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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해서 원본 입자 데이터를 심으로 4개의 입

자를 추가하여 모션블러를 한 궤 을 묘사 했다. 

그림 3. 모션블러 효과를 내기 위해 파티클을 추가시키는 과
정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원본 입자를 심으로 속

도에 비례하는 값을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통해서 추가

될 입자의 치정보를 결정해 다. 비율 값은 사용자

가 조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조 해서 입자간

의 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5.2 입자 증폭
입자 증폭은 은 수의 입자로도 원본 데이터의 입자 

수와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입자 증폭 기

능으로 인해서 입자 간략화가 용된 입자 데이터를 사

용할 때 발생하는 입자들의 공백을 메우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 효과는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

본 인 원리는 모션블러와 비슷하다. 하지만 입자 데이

터의 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입자의 

양을 증폭 시킬 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해서 각

각의 입자를 심으로 모든 방향에 입자들을 추가시킬 

수 있다. 원본 입자의 주변에 입자들을 추가시키기 

해서 원본 입자의 치 값에 랜덤 벡터를 더하거나 뺌

으로써 추가될 입자의 치를 결정하 다. 랜덤 벡터는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한 범  값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

다. 이 게 함으로써 랜덤 벡터는 무 크거나 작은 값

이 나오진 않게 된다.

5.3 반사와 굴절
물 표면 굴   물 표면 반사 효과는 물 표면을 효과

으로 표 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으로 Fresnel 항

을 사용하 는데, 이 항은 반사와 굴 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Fresnel 항이 0.7이

면 반사된 빛은 70%로 감쇠되고, 나머지 30%의 빛은 

굴 되어 표면을 투과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물을 에서 바로 바라보면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만, 비스듬한 각도에서 바라보

면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확인할 수 없게 된

다[9]. 한 환경 매핑을 이용해서 수면 텍스쳐를 용

하여 물의 질감을 표 하 다.

Ⅳ. 결과

이 장에서는 리뷰어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실시간 효과를 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1. 프리뷰어 성능 분석
리뷰어의 성능 분석에 사용된 PC는 인텔 코어 i7 

CPU, 12GB 램,  지포스GTX 275 그래픽카드를 장착하

고 있다. 성능 비교에 사용된 SoftImage사의 XSI는 off 

-line rendering에 사용되는 작도구로써 어느 정도의 

리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 화되어 있는 툴이다. 

본 논문에서 비교 상으로 사용한 XSI는 매 임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시화하는 작업을 싱  쓰

드로 작업한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개발한 리뷰어

는 미리 모든 임의 일정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스템 

메모리상에 상주시켜 놓고, 정지 상태에서만 해당 

임의 모든 입자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멀티 쓰 딩을 사용하여 데이터 리와 더링

을 하는데 걸리는 시스템 부하를 분산해서 처리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XSI와 본 논문의 리뷰어 사이

에는 많은 성능 차가 발생한다. [표 1]은 총 임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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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A)는 모션블러를 적용하지 않은 모습 (B)는 모션블러를 적용한 모습

따른 첫 임에서 마지막 임까지의 애니메이션

에 소요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XSI에서는 100

임까지 보는데 46 가 걸리는 반면 본 리뷰어에선 

100 임까지 보는데 6.2 가 걸린다. 이 속도의 차이

는 임 수가 많아지고 읽어와야 할 입자의 수가 많

아질수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XSI는 애니메

이션을 보는 도 엔 재생속도가 당 2~3 임으로 

떨어지는 반면 리뷰어는 애니메이션 도 에도 당 

30 임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XSI와 개발된 프리뷰어의 성능 비교
XSI 개발된 

프리뷰어

프레임 수에 따른
 총 소요시간(로딩+재생)

100 46초 6.2초

200 1분 26초 12.5초

300 2분 8초 19.9초

400 3분 30초 27.2초

재생할 때의 랜더링 속도 2~3 
FPS 30 FPS

2. 물 표면 추출 결과
[그림 4]는 기존의 마칭 큐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와 본 논문이 개선한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의 차이

를 보여 다. 기존 방법에 비해서 개선된 방법을 이용

했을 때 더 세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B)

  

그림 4. (A) 마칭큐브 알고리즘을 이용, (B) 사면체 알고리
즘을 이용

3. 실시간 부가 효과
[그림 5]를 보면 모션블러를 용했을 때 사실 이고 

속도감이 느껴진다. 속도면에서도 모션블러를 용하

지 않았을 때와 용했을 때 모두 평균 으로 30 FPS

가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에 효과를 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림 6]은 입자 증폭을 용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A)는 입자 증폭을 용하지 않은 상태로 더

링 속도는 평균 으로 50 FPS 정도 나온다. (B)는 6배

의 입자 증폭을 수행한 결과로 평균 28 FPS가 나온다. 

그리고 (C)는 12배의 입자 증폭을 수행한 결과로 평균 

22 FPS가 나오며, (D)는 24배의 입자 증폭을 수행한 결

과로 평균 15 FPS이 나온다. 이 제의 경우에는 6배 

증폭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7]은 물 표면에 반사와 굴  효과를 용한 결

과이다. 원의 치에 따라 물 표면에 보여지는 반사 

효과나 굴  효과가 변화하고 있고, 물의 질감이 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924

(A)                                                  (B)           

(C)                                                   (D)
그림 6. (A)는 입자 증폭을 하지 않은 상태, (B)는 6배의 입자 증폭을 수행한 결과,

             (C)는 12배의 입자 증폭을 수행한 결과, (D)는 24배의 입자 증폭을 수행한 결과 

그림 7. 물표면의 반사와 굴절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많은 화에서 CG를 사용하고 있고 자연 상을 표

하기 해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 으로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검토하

는 것은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격자/입자 기반 유체 시뮬 이션 데이

터를 한 리뷰어를 개발하 다. 이 리뷰어는 실제

로 화에 사용될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의 결과를 검

토하는데 활용된다. 리뷰어는 데이터의 검토에 도움

을 주기 해 유체 시뮬 이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화CG의 일부분이지만 리

뷰어가 유체 시뮬 이션 결과 데이터의 검토 작업에 들

어가는 시간을 임으로써 생산성에 향상을 가져올 것

으로 망된다.

앞으로 리뷰어를 발 시키기 해서 아티스트들의 

편의를 한 기능이나, 실시간 효과들의 품질을 향상시

키기 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아티스트들의 작업 

과정을 면 히 분석하여 시뮬 이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자 증폭의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간략화 된 입자 데이터들을 보여  때 기존보다 더 원

본 데이터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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