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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게임의 실외 지형을 구성하는 많은 수의 다양한 나무를 효율 이고 자연스럽

게 표 하기 한 나무 성장 모델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나무 성장 모델은 (1)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보다 직 이면서 자연스럽고 효율 으로 모델링하기 한 성장 볼륨  약수 함수의 

합성 곱 기반의 나무 모델링 방법, (2) 복잡한 구조의 다수 나무들의 실시간 처리를 하여 인

스턴싱 기반의 가지의 세분화 단계를 통한 더링 방법, 그리고 (3) 이를 조합하여 게임 배경을 

효율 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나무 성장 모델이다. 제안한 나무 성장 모델을 통하여 

자연스럽고 다양한 나무의 성장과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게임 배경의 구축 가능성  실시간 

처리의 효율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 tree growth model is designed to represent a variety of trees 
consisting of a outdoor terrain of game efficiently and naturally. The proposed tree 
growth model is an integrated tree growth model, and is configured using the following 
approaches: (1) the tree modeling method based on growth volume and the convolution 
sums of divisor functions, which is used to model a variety kind of trees more 
intuitively and naturally; (2) a rendering method using a level of detail of branch based 
on instancing for real-time processing of numerous trees with complicated structures; 
and (3) a combination of the above methods to efficiently implement a game landscape. 
The natural and diverse growths of trees that emerged using the proposed tree growth 
model is evaluated through experimentation,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 natural game landscape and the efficiency of real-time processing. 

Keywords : Tree Growth Model(나무 성장 모델), Game Landscape(게임 배경), Growth 
Volume(성장 볼륨), Convolution Sums of Divisor Functions(약수 함수의 합성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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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범 한 지형으로 구성된 게임 배경의 사실  

표 은 게임을 비롯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요한 

목표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식물을 

사실 으로 모델링하고 효율 으로 더링하며 이

를 통해 자연스러운 게임 배경을 효과 으로 구축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게임의 배경을 구성하는 식물  나무는 구조가 

복잡하여 이를 보다 쉽고 사실 으로 모델링하기 

한 연구들이 재까지도 진행 이다. 이러한 연

구들로 가지 증식 방법과 잎의 치를 포함한 나

무 성장 규칙을 정의하는 규칙기반 모델링이 있다. 

표 인 방법으로 L-system[1]이 있으며, 가지의 

재귀 이고 반복  구조 안에서 가지의 성장 각도, 

길이 비율과 같은 나무의 기하학  속성을 매개변

수로 하고 가지 증식 규칙을 문자열 형태의 문법

으로 정의함으로써 나무를 모델링한다[2]. 한, 가

지 증식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지들 사

이의 경쟁을 식물학  이론을 기반으로 정의하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모델링 방법[3] 등이 있다. 이

와 같이 자연스러운 나무 성장 과정을 정의된 규

칙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나무를 모델링하는 연구에 

한 다양한 근과 시도가 이루어져왔고, 재까

지 꾸 히 진행되고 있다[4,5,6]. 가령, 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빛의 향, 력굴성, 굴 성과 

같은 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등 식물학  근을 

통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7,8,9]. 뿐만 아니라, 

규칙기반 방법을 기반으로 나무의 성장 과정을 사

용자의 화식 제어로 원하는 나무 모델의 효과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화식 나무 모델링 방법들

도 연구되고 있다[10,11]. 최근에는 한 장 이상의 2

차원 나무 상 는 3차원 스캔 정보로부터 나무 

기하 정보를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방법들이 진행되

고 있다[12,13]. 컴퓨터 비  기술을 활용한 재구성 

방법은 입력 상만으로 사용자의 제어를 간소화하

여 원하는 나무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14]. 

나무 생성과 련한 여러 연구들을 토 도 가상 

생태계와 같은 실외 지형을 사실 으로 효율 으로 

구축하는 연구들 한 진행되고 있다[15]. 게임 배

경을 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지형의 효율 인 

생성  표 에 한 연구들로 배경을 구성하는 

식물 생성과 련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6,17].

다수의 나무로 구성된 실외 지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존의 규칙기반 모델링은 주로 사실  표

에 이 맞추어져 성장 과정이 직 이지 않고 

복잡하며 제어해야 할 매개변수가 많다. 한 성장 

단계에 따른 가지 증식 분포가 복잡하여 다수의 

나무로 확장할 경우 게임과 같은 실시간 시스템에 

용하기에 합하지 않다. 재구성을 통한 나무 모

델링 방법은 나무 모델 생성에 필요한 조건이 많

고 이러한 조건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실외 지

형은 극히 제한 이고 소수의 나무에 불과한 상황

이다. 이 듯 다양한 다수의 나무를 보다 효과 으

로 모델링하고 이를 실시간 시스템에서 효율 으로 

용하기 한 더링 과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수의 나무를 보다 쉽고 직 이며 자연스럽게 

모델링하면서, 가지와 잎의 분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짐으로써 게임 배경을 이루는 실외 지형을 구성

하는 많은 수의 나무를 표 하는데 합한 성장 

패턴을 정의한다. 한 다수의 나무들을 효율 으

로 더링 할 수 있는 처리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게임 배경을 효과 이면서 자연스럽게 

구축 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다수

의 나무를 동시에 직 이면서 효율 으로 생성하

는데 최 화되어있는 기존 방법들을 활용하고, 단

을 보완한 새로운 방법이다.

본 논문은 총 4 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서는 

제안하는 나무 성장 모델의 모델링, 더링, 게임 

배경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3 에서는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며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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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무 성장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나무 성장 모델은 [Fig. 

1]과 같이 다양한 나무를 보다 쉽고 직 이며 자

연스럽게 생성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갖는 가지의 

성장 패턴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 다수의 나무로 구성된 게임 실외 지형의 실

시간 처리를 한 더링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합

하여 효율 으로 게임 배경을 제작하는 방법의 3

단계로 나 어 설계한다.

[Fig. 1] The tree growth model structure

2.1 자연스러운 나무 모델링

모델링 방법은 크게 부모 가지로 부터 새로운 

가지의 성장 정보를 결정하는 성장 규칙의 정의와 

재 성장 단계에서 가지와 잎의 분포를 결정하는 

성장 패턴의 두 단계로 나 어 설계한다.

우선 기본 인 나무 구조는 계층 인 가지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가지는 싹과 잎으로 구

성된다. 그리고 매 성장 단계 마다 각각의 싹에서 

부모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지를 증식

한다. 가지 증식 과정은 싹의 치, 방향, 가지의 

길이, 폭 등 결정해야 할 매개변수가 많고, 다양한 

형태의 나무를 생성하기 해 여러 매개변수를 제

어하는 규칙이 복잡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를 보완하기 해 성장 볼륨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18]. 이는 성장 볼륨 구성요소로부터 성장 요소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원하는 형태의 나무를 쉽고 직

으로 생성 가능한 장 이 있다.

를 들어, 사용자가 실린더 형태의 성장 볼륨 

요소인 ․아랫면의 반지름(), 높이()를 정

의하면 싹의 치(), 성장 방향( )  회 각()

과 같은 새로운 가지의 여러 성장 요소를 자동으

로 계산하여 가지를 증식하게 된다. (eq. 1)은 이러

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이다.

             


 


   

   (eq. 1)

여기에서   max
는 성장 볼륨의 

비율이고,    은 성장 볼

륨의 증가, 감소 요소이며, 는 성장 볼륨 요소로

부터 계산된 기 각이다. 이밖에 은 회  변환, 

는 성장 조  요소, 는 재 성장 단계, 는 

성장 볼륨의 윗면 각도이다[18].

이밖에도 나무의 외형을 결정하는 성장 정보들

로 가지의 길이(), 폭() 등의 매개변수들을 성장 

볼륨을 통해 자동 계산함으로써 다수의 다양한 나

무를 쉽고 직 으로 생성할 수 있다. 

[Fig. 2] Result of tree modeling using growth 

volum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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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성장 볼륨을 바탕으로 나무를 성장한 

결과를 보인 것 이다. 성장 볼륨만으로 원하는 형

태의 나무 모델을 쉽고 직 으로 생성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잎은 그 효과를 잘 나타

내기 해 하나의 잎의 치에 5개를 그룹으로 한 

잎들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다음은 성장 패턴으로 재 가지에서 얼마만큼

의 가지가 생성되고 생성된 가지로부터 얼마만큼의 

잎이 생성되거나 떨어질 것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활용하여 

성장 패턴을 정의한다[19]. 일반 으로 식물 성장

에 활용되는 L-system의 경우 사실  표 에 

이 맞추어져 있어 성장 단계가 증가할 때마다 

가지의 수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난다.

본 연구는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활용하여 성

장 패턴을 단순화하고 성장 과정에서 환경 요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다양한 다수의 나무로 구성된 

게임 배경에 합한 구조를 갖는 성장 패턴을 정

의한다.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은 증명된 생성 규칙

을 토 로 정확한 값으로 유도가 가능하며 임의의 

에 따른 값의 분포가 일정한 간격을 갖는다. 이

러한 성질로 최근 TCP 혼잡률 제어 등과 같은 컴

퓨터 응용 분야에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활용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0]. 본 연구 한 복

잡한 구조를 갖는 나무와 성장 단계에 따라 기하

수 으로 늘어나는 가지 분포를 효율 으로 리

하기 해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나무 성장 패턴

에 용하 다.

(eq. 2)는 다양한 형태의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재 성장 단계이다.

          





 

 







 

 










 

   (eq. 2)

일반 으로 약수 함수(
 )는 자연수 의 양의 

약수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한 
 는 약수들 

 짝수 는 홀수(2로 나  나머지가 가 되는 

약수)들만의 합으로 이루어진 함수이며 약수  짝

수에 음수를 취하여 합하는 약수 함수(
 ) 등 

다양한 형태의 약수 함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eq. 2)와 같이 이런 약수 함수들을 조합한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정의할 수 있다. 수학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정의하고 

임의의 에 한 일반 인 생성 규칙을 찾는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1]. (eq. 3)은 일반

인 생성 규칙의 한 이다. 여기서 은 재 성장 

단계로 지정하고, 에 따른 합성 곱 값의 변화를 

나무 성장 패턴으로 설계한다.












  

  (eq. 3)

나무는 크게 가지와 잎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두 개의 약수 함수의 합성 곱 형태를 활용

한다. 그리고 에 해당하는 앞의 약수 함수를 가지 

성장에 에 해당하는 뒤의 약수 함수를 잎의 

성장에 응시킨다.

다음은 CGA 문법의 표기법[22]을 사용하여 약

수 함수의 합성 곱 기반의 가지와 잎의 성장 패턴

을 정의한 한 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자연스러

운 나무의 효율  모델링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보다 직 으로 표 하기 하여 

CGA 표기법을 활용하여 새롭게 정의하 다.

→ 
  

 


 

      (eq. 4)

  ≡→ 



  ≠→ 





 


  →∈≤≤ 
  ≡→ 




  ≠→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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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q. 6)

(eq. 4)는 (eq. 2)의 여러 합성 곱 가운데 원하

는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선택하고 이를 기반으

로 나무의 성장 패턴을 정의한다. 선택한 약수 함

수의 합성 곱을 통해 계산된 수치  값()을 바

탕으로 반복 횟수 에 따라 재 단계에서 가지와 

잎이 얼마만큼() 추가(≠) 는 새로 생성

(≡)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우선 나무의 

구성 요소  가지는 이 에 생성된 가지로부터 

추가로 가지가 자라는 경우와 나무 몸통으로부터 

새로 가지가 생성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이와 

응시켜 반복 횟수 에 따라 새로 생성(

)하

거나 이  단계와의 계를 고려하여 추가

(





 
)될 가지 성분()을 계산한다. 다

음으로 부모 가지 는 나무 몸통으로부터 증식되

는 가지의 수( )는 로부터 정의한다. 잎 성분

() 역시 가지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계산된 

값()에 따라 재 증식된 가지로부터 개의 잎

을 생성하거나 경우에 따라 떨어질 잎으로 지정하

게 된다.

(eq. 4)를 통해 가지와 잎에 한 성장 패턴이 

결정되면 앞서 도입한 성장 볼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 성장 정보를 기반으로 가지를 증식하고 잎

뿐만 아니라 재 가지의 잎의 성분 값()에 

따라 떨어질 후보 잎을 결정하여 [Fig. 3](d)와 같

이 외부 힘이 나무에 용될 경우 후보 잎  일

부가 선택 으로 낙화하는 상도 표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나무 생성을 사용자의 

최소한의 제어로 가능하게 하며 성장 단계마다 증

식되는 가지의 분포 한 효율 인 구조를 갖는다. 

[Fig. 3]은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통해 다양한 

나무의 성장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약수 함수 


 는 의 계산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자

주 발생하며, 



는 음수 값이 계산되는 약수 함

수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약수 함수의 성질을 나

무 성장에 응시켜 다양한 나무 형태를 최소한의 

제어로 생성 가능함을 확인하 다.

[Fig. 3] Result of growth of various trees through the convolution sums of divisor functions based growth 

pattern;  (a) 
  

 


 

 ; (b) 
  

 


 

 ; (c) 
  

 



 

 ; (d) 
  

 


 

 .

2.2 다수 나무의 효율  더링

제안하는 나무 모델은 다수의 나무로 구성된 실

시간 게임 배경 제작을 한 것으로 이를 한 

더링 과정이 구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

라와 나무 모델들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가지의 세

함을 조 하는 세분화 단계를 설정한다. [Fig. 4]

는 이를 나타낸 것으로 카메라와 나무 모델 사이

의 거리에 따라 가지 곡선의 부드러움, 표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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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정 의 수 그리고 성장 단계를 조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우선 각 나무 

모델에 해 세 함을 3단계로 나 어 생성하고, 

거리에 따라 더링되는 나무 모델을 교체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일정거리 이상이 되면, 이

 성장 단계의 나무 모델을 호출하여 불필요한 

잔가지를 더링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에 한 구체 인 방법은 Kim[18,19]이 제안한 방

법을 활용한다.

[Fig. 4] Level of details according to the distance 

to the camera

그리고 게임 배경의 실외 지형을 구성하는 많은 

나무를 모두 다르게 생성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성장 값을 갖는 나무들  일부는 반복 처리함으

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인다. 이때 나무의 반복  

호출을 이면서 은 메모리 사용으로 처리하는 

인스턴싱 기법을 활용한다[18]. 이는 더링 시 나

무의 정 과 인덱스 등의 정보를 메모리에 넘기고 

반복 호출 시 장된 정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2.3 게임 배경 제작

제안한 모델링  더링 방법을 통해 효율 인 

나무 성장 과정이 정의되면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

러운 게임 배경을 효과 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

법을 정의한다. 게임 배경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

다. (1) 각 나무에 한 성장 정보를 자동으로 결

정하는 성장 볼륨을 정의하고 (2) 성장 패턴을 결

정하기 한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나무에 개별

으로 부여한다. (3) 성장 단계를 반복하여 다수

의 나무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정의한 더

링 방법을 용하여 효율 으로 게임 배경을 표

한다. 이때 다수의 나무들을 개별 으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 볼륨 요소 값

을 RGB컬러 모델과 같은 3개의 채 로 분류하고 

약수 함수의 합성 곱 분포를 나 어 이들을 지형 

맵과 유사한 개념으로 텍스쳐로 정의한다. 그리고 

게임 배경에 한 지형이 결정되고 나무들이 배치

될 공간이 결정되면 이때 각각의 나무 성장에 

한 정보를 나무 치에 해당되는 텍스쳐로부터 불

러와 자동으로 설정한다. 이는 높이 맵을 통해 지

형을 구성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Fig. 5]는 체 

지형에 한 성장 정보를 임의의 크기의 택스쳐로 

나타낸 한 이다. [Fig. 5](a)는 성장 볼륨의 구성 

요소()를 임의의 최 값을 기 으로 정규화

하여 이를 텍스쳐로 표 한 것이다. 를 들어, A

지역의 나무 모델은 해당 지역의 텍스쳐 맵으로부

터   값을 추출하고 각각 1~ 사이

의 임의의 값을 설정하여 성장 볼륨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성장 볼륨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 

증식으로 자동으로 계산한다. 한 A지역과 같은 

색상을 갖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때는 성장 정보

가 동일하므로 일부 나무는 인스턴싱을 통해 반복 

호출하게 된다.

[Fig. 5](b) 한 같은 방법으로 나무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맞는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부여하

고 성장 패턴을 결정한다.

(a) Texture map about growth volum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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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xture map about convolution sums of 

divisor functions

[Fig. 5] Examples of texture map about growth 

information

3. 실험  분석

제안한 나무 성장 모델은 Visual Studio 2008과 

DirectX SDK 9.0을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성능 

실험에 사용된 PC는 Intel Core i5-650 CPU, 

4GB RAM, Geforce GT 320 GPU를 탑재하고 있

다. 자연스러운 게임 배경 제작과 더링은 Unity 

3D엔진을 활용하 다. 본 연구는 성장 볼륨만으로 

가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존 방법에 효율 인 가

지 증식 구조를 갖는 약수 함수 합성 곱 깁나의 

성장 패턴과 이를 조합한 게임 배경 제작 방법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 어서 진행한다. 우선 

제안한 나무 성장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효율

인 나무 모델 생성과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게

임 배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 실험이

다. [Fig. 6]은 제안한 모델링 방법을 통해 생성된 

나무 모델들로 성장 볼륨을 통해 다양한 나무 형

태를 제어할 수 있고, 약수 함수 합성 곱 기반의 

성장 패턴을 통해 나무 모델을 구성하는 정  수

가 성장 볼륨만을 활용한 기존 방법[18]의 20,000

개 이상의 정  수와 비교하여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Fig. 6] Result of tree growth using proposed tree 

modeling method(growth step: 6~7, convolution 

sums of divisor functions: 
  

 


 

 , the 

average number of vertices: 13,872)

[Fig. 7]은 [Fig. 5]의 텍스쳐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별다른 제어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나무 

모델들로 복잡한 게임 배경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7]과 같은 게임 배경

을 제작하는데 있어 지형, 잔디 등의 부가  요소

가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무 모델만을 생성

하는데 2~30분이 넘지 않는 빠르고 효과 인 표

이 가능하다.

다음은 다수의 나무로 구성된 복잡한 게임 배경

에서의 성능 실험으로 먼  약수 함수의 합성 곱

을 통한 성장 패턴을 분석하 다. [Table 1]은 









 를 통한 나무 성장에서의 가

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성장 패턴의 측이 쉬운 함수인 
은 약수

() 에서 보수()가 홀수 인 수의 합을 나타

내는 것으로 L-system에서 단계별로 2~3개의 가

지를 생성하 을 때 기하 수 으로 늘어나는 가지 

패턴과 비교하여 효율 인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성장 단계를 10이라 할 때 

∼의 가지가 추가되는데 반해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활용하면 보다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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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struction result of a game landscape 

consisting of numerous trees

뿐만 아니라 수학 으로 계산하 을 때 (가지

의 증감비)의 값의 변화에 따라 추가 는 생성되

는 가지의 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난수를 

용하여 가지 패턴의 불규칙성을 부여하여도 가지

의 수를 략 2배, 4배, ⋯  등으로 조 이 가능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의 나무로 구성된 게임 

배경을 제작할 때 사용자가 성장 패턴을 조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number of 

branches increasing by growth step

Growth 
step

The number of branches 
by changes in 

the exclusion of
random number

the application of
random number

0 1 0 1

2 4 7 8 10

5 18 35 79 135

10 67 133 179 332

마지막으로, 제안한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

한 게임 배경의 실외 지형의 실시간 처리 가능성

에 한 실험으로 [Table 2]는 각각 500, 1000, 

1500 그루의 나무를 배치하 을 때의 실험 결과이

다. 1500여 그루의 나무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제안

한 방법을 통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단순히 자기 조직화 기반의 성장 볼륨만을 활

용한 기존 방법은 성장 단계에 따른 가지 분포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수(

) 단 로 증가하는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일정한 분포를 갖는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가지 분포에 용함으로써 같은 

나무 수에서 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2] Rendering speed using the proposed 

tree growth model

The number
 of trees

Average 
growth step

FPS

500 7~9 49.55

1000 7 35.22

1500 6 34.10

4.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실외 지형을 비롯한 게임 배경을 

구성하는 다수의 다양한 나무들을 보다 쉽고 직

이고 자연스럽게 생성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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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할 수 있는 나무 성장 모델을 설계하 다. 제

안하는 모델은 3차원 나무의 모델링  더링 과

정은 물론 이를 통한 게임 배경 제작을 모두 고려

한 통합 나무 성장 모델이다. 모델링 방법은 자연

스러운 나무 성장은 물론 다수의 나무를 효과 으

로 모델링하기 하여 성장 볼륨 기반의 성장 규

칙을 활용하 고 효율 인 가지 증식 구조를 갖기 

해 약수 함수의 합성 곱을 통한 성장 패턴을 활

용하 다. 한 게임 배경의 실시간 처리를 하여 

인스턴싱 기반의 가지의 세분화 단계를 용하여 

게임 배경을 구성하는 다수의 나무를 효율 으로 

더링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모델링과 더

링 방법을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게임 배경을 효과

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다양

한 나무의 자연스러운 표 을 보다 쉽고 효율 으

로 처리할 수 있는 나무 성장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게임 배경의 효과 인 

제작 가능성과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효율성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 다.

재 연구에서 용된 나뭇잎은 기  방법의 

조명 처리가 용된 빌보드 방식으로 향후 나뭇잎

의 표   나무 체의 사실성을 높이기 한 조

명 응용 기술을 구 함으로써 게임 장면의 사실  

표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약수 함수의 합

성 곱을 통한 값의 패턴 변화를 잎의 색에 용하

여 계 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잎의 변화를 나

타내는 방법과 나무 모델에 한 애니메이션 기술

에 한 연구들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자연스러운 

나무 모델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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