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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3D 컴퓨터 게임 개발에 있어서 필수 인 3D 지형 툴 개발을 한 효율 인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특히 본 논문은 Picking 속도를 향상시키기 한 교차검출 기법에 하여 제안한다. 즉,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선과 삼각형으로 구성된 교차검출 기법보다 선과 평행사변형으로 구성된 효율 인 교차검

출 기법을 제안함으로서 보다 빠른 Picking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의 기법과 비교하여 더 빠른 Picking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서는 DirectX SDK의 샘 들 

 Picking 제를 실험에 사용하 다. 한 기존의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교차검출을 

한 함수 호출 횟수를 비교해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기법보다 약 50%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시간 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에는 기존의 기법보다 1∼2  정도 단축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본 논문에서는 3D 지형 툴로서 갖추어야할 기능들  텍스처 스 래 , 

지형의 높낮이 조 , 객체 배치  사실 인 물 효과 등의 기능들을 보다 개선된 알고리즘으로 제공함으로

서 실제 3D 컴퓨터 게임 개발에 효율 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 다.

■ 중심어 :∣3D 지형 툴∣Picking∣교차검출∣텍스처 스플래팅∣지형의 높낮이 조절∣사실적인 물 효과∣객체 배치∣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algorithm to develop a 3D terrain tools which is essential in 

the development of 3D computer games. In particular, this paper proposes a cross detection 

technique to improve picking speed. In other words, this paper proposes a more efficient cross 

detection technique consisting of a ray and a parallelogram than a cross detection technique 

consisting of a ray and a triangle. So, we can confirm the faster picking speed. This paper uses 

a picking example among DirectX SDK samples to test it.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the 

number of function calls for cross detection using the existing techniques and the proposed 

technique. As a result, in this paper the proposed technique has fallen off to about a 50 percent 

than the existing techniques. And if it is calculated by times, in this paper the proposed 

technique was reduced to 1 to 2 seconds than the existing techniques. Additionally, in this paper 

3D terrain tools are provide more improved algorithms for features such as texture splatting, 

height map control, object arrangement and realistic water effect. So, 3D terrain tools is 

available efficient in the development of real 3d computer games.

■ keyword :∣3D Terrain Tools∣Picking∣Cross Detection∣Texture Splatting∣Height Map Control∣Realistic Water Effect∣
              Object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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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게임은 멀티미디어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각

종 미디어, 디자인,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스, 탄탄한 스

토리, 게임의 최종 단계에서 느끼는 성취감 등 매우 다

양한 요소들을 직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환상 인 

작품이다. 물론 하나의 컴퓨터 게임이 출시되기 해서

는 각 분야의 문가들로 구성된 수많은 구성원들이 하

나의 을 이루어 기획, 스토리보드 작성, 디자인, 모델

링, 애니메이션  로그래  등의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1-3]을 거쳐야 한다. 한 컴퓨터 게임이 완성되

면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때 실 이면서 가장 요한 항목들 의 하나

는 게임의 진행 속도이다. 그래서 최근 컴퓨터 게임의 

속도 향상을 한 여러 분야들  지형 생성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한 연구들[4-9]이 있어왔다. 그러나 

[4][9]은 단순히 단  지형을 잘 생성하기 한 작 

도구에 을 맞추고 있으며, [5-7]은 게임에 사용할 

지형을 제작하기 한 목 이긴 하지만 속도 향상을 

한 의도는 거의 없다. 최근 스마트 폰 출시와 함께 더욱 

각 받고 있는 분야들  하나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 컴퓨터 게임에서는 일반 모니

터에서 마우스를 사용한 Picking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

며 이 한 컴퓨터 게임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속도를 

조 이나마 향상시키기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단  지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에서 Picking의 속도와 정확성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 컴퓨터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

까지의 Picking은 선  삼각형(이하 ‘Ray-Triangle’)

으로 구성된 폴리곤과의 교차검출을 통해 그 결과를 도

출하 었다. 그러나 Ray-Triangle로 구성된 폴리곤간

의 교차검출 2회를 선과 평행사변형(이하 

‘Ray-Parallelogram’)으로 구성된 폴리곤과의 교차검출

을 통해 1회로 속도를 인다면 컴퓨터 게임 체의 속

도는 한층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Ray-Triangle로 구성된 폴리곤과의 교차검출을 

Ray-Parallelogram으로 구성된 폴리곤과의 교차검출

로 변경하여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1024*1024 해상도에서 2,097,152개의 폴리곤을 가진 

단  지형에서도 다른 작업에 거의 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가진 Picking 기법을 제안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하는 3D 게임 지형 툴을 제작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과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3D 지형 툴 제작을 한 체 시스템의 설계에 해 기

술하고, 3장에서 본 논문의 핵심인 교차검출을 이용한 

Picking 기법의 설계  구  등에 하여 자세히 기술

할 것이며, 4장에서는 체 시스템 구  결과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전체 시스템의 설계

2.1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지형 툴을 한 체 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

는데, 첫째, 서로 다른 Texture를 조합하여 지형에 

Mapping하는 Texture Splatting, 둘째, 지형의 높낮이

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원하는 모양의 지형을 생

성하는 Height Map Control, 셋째, 실제 호수와 같은 효

과를 제공하는 사실 인 물 효과(Water Effect),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무나 건물  캐릭터 등과 같은 다양한 

객체를 지형에 배치하는 객체 배치(Object Arrangement)

이다.

그림 1.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한 Rendering State를 하여 Wireframe, LOD, 

Skydome  Tile Boundary 등에 한 On/Off가 가능

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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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자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지형 툴을 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그림 2]와 같이 3D 지형을 보여주기 한 

뷰어를 왼쪽에 배치하고 ‘2.1 시스템 구성도’ 부분에서 

언 한 4가지 주요 기능을 한 메뉴들은 오른쪽에 배

치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지형에 사용될 

매핑 소스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Texture Splatting  Height Map 

Control 등의 편집을 해 Brush의 크기를 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사용자 인터페이스

3D 지형 툴은 단  크기의 지형 데이터를 생성하

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을 리하기 

한 기법이 필요하다. 3D 컴퓨터 게임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지형 리 기법은 Octree, Quadtree, 

BSP(Binary Space Partitioning) 등이 있는데, 본 논문

에서 제작한 3D 지형 툴은 일반 인 야외 지형 제작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합한 Quadtree 

기법을 사용하여 지형을 리한다.

Ⅲ. 교차검출을 이용한 Picking의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차검출을 이용한 Picking을 

설계하기 한 체 로세스를 순서 로 나열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한 치의 스

크린 좌표를 3D 공간의 세계 좌표로 변환하여 카메라

의 치 벡터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벡터[2]를 얻

는다. 둘째, 재귀 호출로 Quadtree의 각 노드를 최상  

노드부터 훑어 내려가면서 첫째 과정에서 추출한 

Picking 선과 교차하지 않는 노드들을 제외시킨다. 

셋째, 선과 교차하는 최소 단  노드에 한해서 정확

한 Picking 지 을 가려내고 그 것을 자기 자신의 주소

와 함께 부모 노드로 올려 보낸다. 넷째, 부모 노드에서

는 만약 자식 노드 에 선과 교차하는 노드가 2개 

이상일 때 자식 노드에서 받은 카메라와의 거리를 사용

하여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가려낸다. 

그럴 경우 실제로 선과 교차하는 단 하나의 노드만이 

최종 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둘째 로세스에서는 Ray-Parallelogram 사

이의 교차검출을 활용하여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DirectX의 IntersectTriangle 

함수[8]는 반직선과 삼각형 평면의 교 을 구하지 않고

도 반직선과 삼각형 사이의 교차여부를 알아내는 기능

을 하는 것으로서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교차검출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3. 벡터의 삼각형 포함 조건[11]

즉, [그림 3]과 같이 삼각형의 한  에서 출발하는 

벡터는 수식 1과 같이 삼각형의 두 변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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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임의의 실수, 반직선 와 

는 고정 벡터, 는 임의의 벡터로서 삼각형 편면의 

교  P가 삼각형에 포함되는지를 검사하기 한 것이

다. 만약  ≤  ,  ≤       을 만족할 경

우, 는 삼각형 안에 완 히 포함된다는 원리를 이

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 을  ≤   & 

 ≤ 로 변경한다면 이것은 벡터의 평행사변형 포함 

조건이 된다. [그림 4]는 기존의 방법인 Ray-Triangle 

체크를 이용했을 때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즉, 

Ray-Parallelogram 체크를 활용했을 때를 비교한 것이

다.

그림 4. Ray-Triangle 및 Ray-Parallelogram 사
이의 함수 호출 비용의 비교

[그림 4]와 같이 다섯 단계로 나 어진 Quadtree가 

있다고 가정할 때, 최상  노드로부터 시작하여 교차하

지 않는 노드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경우 

Ray-Triangle 체크를 이용한다면 노드의 경계 박스에

서 면과의 체크는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계 박스 하

나당 10번의 함수 호출을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 170

번의 Ray-Triangle 체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

약 Ray-Parallelogram 체크를 이용한다면 함수 호출 

비용이 85번으로서 Ray-Triangle 보다 배 감소되

면서도 정확한 체크가 가능하다.

셋째 로세스에서 선과 교차하는 최소 단  노드

가 가려지면 선과 교차하는 정확한 지 을 검출해 내

야 하는데,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 첫째 과정은 카메라의 복사본 cCamera과 

선의 복사본 cRay을 만들고 노드의 경계 박스와  

선이 교차하는 지 으로 카메라의 복사본을 곧바로 

진시킨다. 여기서 복사본을 만드는 이유는 선과 교차

하는 노드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어서 원본 카메라의 

치와 선의 값이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수 번 

이상의 비교를 하기 해서이기도 하다. 둘째 과정은 

cCamera가 노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cCamera와 

cRay의 축 값을 각각 0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cCamera와 cRay는 축과 축의 변  값만을 갖게 된

다. 여기서 축 값을 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아무리 굴

곡진 지형이라도 축에서 내려다 볼 경우, 축의 값은 

 고려하지 않는 상태의  축 평면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형을 축에서 내려다 본 상

태로 cCamera를 cRay의 방향으로 조 씩 진시키며 

인 한 폴리곤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림 5. 축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축에서  축 평면
을 내려다본 모습

셋째 과정은 cCamera를 cRay의 방향으로 조 씩 

진시킨다. 이때 한 번 진할 때마다 그림 5와 같이 

cCamera와 인 한 지형의 8개 폴리곤과 Ray-Triangle 

교차검출을 하게 된다. 여기서 교차하는 삼각형이 나오

면 부모 노드에 원본 카메라와 교차 지 과의 거리를 

넘기고, 자신의 주소를 리턴하면서 DirectX의 

IntersectTriangle() 함수는 종료된다. 그러나 이 함수를 

그냥 사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 이 있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된 삼각형도 교차하게 되어 있어 Picking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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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도 않는 삼각형을 교차한다고 인식해버리는 문

제가 있다. 한 선의 반  방향과도 교차를 인정하

기 때문에 카메라의 뒤에 있는 엉뚱한 곳이 클릭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계 방향의 삼

각형만을 인식하고 선의 진행 방향에 있는 삼각형만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제 들을 해결하 으며, 그로 인

하여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Picking을 완

성하도록 한다.

넷째 로세스에서는 선과 교차하는 노드들을 카

메라와의 거리를 기 으로 비교하여 카메라와 가장 가

까운 노드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림 6]과 

같이 선과 교차하는 지형의 노드가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광선과 지형이 교차하는 두 지점

그러므로 자식 노드의 함수 호출이 종료되면 4개 자

식노드의 함수 호출이 종료될 때 넘어온 Return 값과 

카메라와의 거리 값을 가지고 비교하여 선과 교차한

다. 그리고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노드 하나

를 추출하여 다시 자신의 부모 노드로 넘겨주고 에서

는 동일하게 이 작업을 반복하며 거슬러 올라간다. 그

러면 마지막에 남는 하나가 바로 선과 교차하는 실제 

지 이 된다.

Ⅳ. 전체 시스템의 구현 결과

4.1 Texture Splatting
Texture Splatting은 서로 다른 Texture들을 알  맵

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지형 툴에서는 기존의 방법처럼 Alpha 

Texture에 알  값을 장하는 신 Vertex Color에 알

 값을 장하고 Shader에서 그 값을 받아 Texture를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다음 수식 2[10]를 이용한다.

    

(수식 2)

여기서 은 최종 색상, 는 Texture A, 는 

Alpha B 등을 의미한다. 수식 2는 Texture를 혼합할 때 

결과 색상이 최 값을 넘지 않게 하기 한 것으로서 

어떤 색을 어떻게 혼합하더라도  색상의 최 값을 

넘지 않게 되어 하얗게 되는 상을 막을 수 있다. 사용

자는 한꺼번에 총 5장의 Texture를 혼합할 수 있고 혼

합할 Texture들은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즉시 

반 되어 진다. Texture Splatting은 원형의 Brush로 

용하게 되는데, 원의 심과 가까운 부분은 최 의 

알  값을 가지며, 원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알  값은 

0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7]은 Texture Splatting을 

사용하기 과 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Texture Splatting 전과 후

4.2 높이 맵 조절
높이 맵 조 은 지형의 높낮이 조  기능으로서 올리

기, 내리기, 평탄화, 기화 등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올

리기는 언덕이나 산 같은 지형을 만들기 해 지형을 

축 방향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기능이며, 내리기는 그 

반 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평탄화는 Brush 역 체

의 값을 마우스로 클릭한 지 의 값과 동일하게 한

다. 마지막으로 기화는 Brush 역 체의 값을 0

으로 모두 기화 시킨다. 특히 올리기에는 2차 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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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역인 원형의 Brush

에 사상시켜서 Brush 원의 심 값은 1, 그리고 가장

자리가 0이 되는 볼록한 곡선을 그리도록 하 으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그래 를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이 로 

향하게 하여     그래 가 되게 한다.

②     그래 를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 

값이 0이 되도록 하여 정확히 축에 겹치게 한

다. 이를 해서 다음 수식 3을 사용한다.

                (수식 3)

   여기서 은 Brush의 Radius을 의미하며 값이 

값과 같을 때 값은 0으로서 축에 겹치게 된다.

③ 세 한 편집을 해 수식 4와 같이 수식 3의 축 

폭을 단  길이 1로 인다. 그러면 지형을 축 

방향으로 솟아오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수식 4)

내리기는 수식 4와 반 로 수행하면 된다. 일반 으

로 지형의 높낮이 조 을 해서는 삼각함수의 sin, cos 

그래 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도 있으나 삼각함수를 

계산할 때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삼각함수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이차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8. 지형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과정

본 논문에서는 지형의 높낮이를 조 할 때 조 하고

자하는 지형의 역을 나타내는 Brush에 실시간으로 

역의 높이 값이 반 됨으로서 [그림 8]과 같이 원형

의 Brush가 굴곡진 지형에 드리워져 있는 것과 같은 효

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4.3 사실적인 물 효과
물 효과(Water Effect)는 실제 인 물 효과를 주기 

한 기능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Bump mapping을 사

용하여 물속 장면을 왜곡하고 물속 깊이에 따라 색상이 

어두워지게 하여 실제와 근 하게 물속 시야를 시뮬

이션 한다. 그리고 실제 수면에 주변 경 이 반사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수면  장면을 매 임마다 

Render Target Texture(DirectX에서 더링 디바이스

가 더링을 수행할 Surface에 용하는 Texture)에 

장한 다음 그것을 다시 수면에 반사시켜서 실제로 반사

되는 것 같은 효과를 [그림 9]와 같이 표 한다.

그림 9. 사실적인 물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굴 률이 다른 매질의 경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의미하는 넬 반사

(Fresnel Reflection)[3]를 이용하여 잔잔한 물결이 흐르

는 것 같이 표 한다. 물을 Rendering할 때는 다음 순

서와 같이 다  패스(Multi Pass)로 표 한다.

 

① Render Target Texture로 수면 아래 장면을 더

링 한다. 이때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색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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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워지게 하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만 표

하기 하여 수면을 기 으로 물 에 있는 지형

을 모두 클리핑(Clipping)한다.

② Render Target Texture로 수면  장면을 더링 

한다. 이때 카메라를 뒤집어서 더링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종 수면 더링 시 수면 의 장면이 수

면에 반사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해서이며 

①과 마찬가지로 클리핑 하여 더링 한다.

③ ①과 ②에서 미리 비해놓은 수면 아래와 수면 

 장면의 Render Target Texture를 Shader에서 

받아서 수면에 더링 한다. 이때 Bump mapping

으로 물속을 왜곡하고 넬 항 [3]을 이용하

여 물결 효과를 주어 사실 인 물 효과를 만들어 

낸다. 한 사용자가 임의로 Bump mapping의 세

기와 방향을 조 하거나 물 속 장면의 색상을 변

경할 수 있도록 한다.

4.4 객체(Object)의 배치
객체 배치는 3D Studio MAX에서 키 임 애니메

이션을 포함하여 제작된 객체 일(*.ase)들을 3D 지형 

툴에서 싱하여 객체의 정보를 추출해 내고, 3D 지형 

툴 안에서 객체들을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 

임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게 하기 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모든 객체가 계층 구조를 갖도록 하기 한 

싱 과정은 다음과 같이 7가지 과정으로 처리한다.

① 객체 체의 Scene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 정보는 

객체 내의 모든 메시가 공유한다.

② Material 정보를 장한다. Material은 객체가 어

떤 Texture를 쓸 것인가에 한 정보이다.

③ 메시의 행렬 정보와 부모 노드(메시)의 노드 이름

을 장한다. 행렬은 메시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

는데 이것을 NodeTM(Node Transform Matrix)

이라 하자.

④ 애니메이션 정보를 장하는데 객체 일(*.ase)

은 키 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있으므로 

임들 사이에 Interpolation을 용하여야 한다. 이

때 Translation에는 Linear Interpolation, Rotation

에는 Quaternion Interpolation을 사용한다.

⑤ 메시의 정 과 폴리곤의 인덱스를 장한다.

⑥ 메시가 2개 이상일 경우 ②, ③  ④의 과정을 반

복한다.

⑦ 객체 일(*.ase)에서 모든 정보를 추출하 으면 

모든 메시를 순회하며 ③에서 장했던 부모 노드

의 노드 이름을 토 로 부모 노드의 주소를 찾아 

장하고 부모 노드의 NodeTM을 참조하여 수식 

5와 같이 자신의 LocalTM(Local Transform 

Matrix)을 만든다.

  

         (수식 5)

여기서 은 LocalTM, 은 NodeTM, 


은 Parent NodeTM의 역행렬을 의미한다. 그리고 ④에

서 장했던 자신의 정 을 모두 지역 좌표계로 장한

다. 의 7가지 과정이 모두 끝나면 애니메이션을 구동

시킬 비가 끝난 것이다.

그림 10. 객체(Object) 배치 및 조절

[그림 10]은 3D 지형 에 특정 객체를 선택하여 배

치한 것으로서 더링을 할 때는 Shader에 변환 행렬과 

정 , 인덱스를 넣어주면 Shader는 그것을 받아 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지형 툴을 한 시스템 개

발 환경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SP1 MFC를 

기본 임워크로 하고 Microsoft DirectX 9.0과 

Vertex Shader 2.0  Pixel Shader 2.0을 지원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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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스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는 더링 시에 하드웨어

의 가속과 Shader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해서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  지형에서 기존의 Ray-Triangle 

교차검출 방법을 그 로 사용하지 않고 Ray-Parallelogram

의 교차검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와 효율을 높여

서 다른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빠른 Picking을 

구 하 다. 한 이를 기반으로 3D 컴퓨터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지형을 디자인할 수 있는 3D 지형 

툴을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에 의한 Picking 속도를 비교해본 결과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이 1∼2 fps 정도 더 빠른 것으로 실험

결과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속도에 매우 민감

한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1∼2 fps 정도의 속도차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

안한 Ray-Parallelogram 교차검출 방법은 Picking 뿐

만 아니라 3D 컴퓨터 게임에서의 충돌 체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기존의 Ray-Triangle 교차검출 방법을 교체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3D 지형 툴의 표 인 4가지 

기능들 즉, Texture Splatting, 높이 맵 조 , 객체 배치, 

사실 인 물 효과는 기존보다 향상된 알고리즘을 용

하 기 때문에 실제 3D 컴퓨터 게임 개발에 충분히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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