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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절차적함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 구름을 모델링하고 렌더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구름 

모델링은 절차적 노이즈 함수인 fbm(Fractional Brownian Motion)을 변형하여 사용하며, 이 값을 대기의 수증기 밀

도 값으로 이용한다. 이 밀도 값은 파라미터로 주어진 3가지 구름의 형태를 위해 변형되며 렌더링단계의 입력 값으로 

들어간다. 레이마칭(ray marching)기법을 이용한 렌더링 단계에서는 이 밀도 값을 이용하여 구름의 색상을 결정하며 

이때 밀도에 따른 빛의 감소 및 산란현상은 물리적으로 계산된다. 대기모델로 렌더링 된 하늘 위에 제안한 알고리즘

에 의해 구현된 구름들이 블랜딩되며, 이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 구름이 움직이도록 한다. 제안된 구름 생성 및 렌더

링은 GLSL언어를 이용해서 GPU상에서 구현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GPU-based modeling and rendering of 3D clouds using procedural functions. The formation of 
clouds is based on modified noise function made with fbm(Fractional Brownian Motion). Those noise values turn into 
densities of droplets of liquid water, which is a critical parameter for forming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clouds. At the 
rendering stage, the algorithm applies the ray marching technique to decide the colors of cloud using density values 
obtained from the noise function. In this process, all lighting attenuation and scattering are calculated by physically based 
manner. Once we have the clouds, they are blended on the sky, which is also rendered physically. We also make the 
clouds moving in the sky by the wind force. All algorithms are implemented and tested on GPU using GL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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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건물과 같은 인공물이 아닌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나 환경, 구름과 같은 자연물에 대한 모델링 및 렌

더링은 게임과 같은 콘텐츠의 사실성을 증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물에 대한 

사실적인 모델링과 렌더링은 인공물에 비해 많은 기술

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첫째, 인공물의 모습을 정의

하기 위한 물리적인 법칙을 찾기 어려우며, 둘째, 이와 

같은 물리적 법칙을 찾더라도, 게임과 같은 실시간 콘텐

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단순화 하여 실시간

으로 동작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또한 기술적인 어려움

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가장 대표적인 자연물인 구름(cloud)을 실

시간으로 생성하고 자연스럽게 렌더링하기 위한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그 동안 많은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자

들에 의해 구름 생성 및 렌더링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나 

제안된 알고리즘들은 물리적인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

어 알고리즘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
로 인해 구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1][2][3]. 또한 자

연스러운 구름 생성을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파리미터

를 조절해야 해야 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물리적인 정확성 보다 컴퓨터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도

록, 실시간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연스러

운 구름 생성을 위한 필요한 파라미터간의 수를 최소화 

하여, 필요한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였다.
제안 한 방법은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구름 형태인, 

적운(cumulus), 층적운(stratocumulus), 층운(stratus)을 

생성 할 수 있으며(그림 1), 하나의 파리미터를 이용하

여 하늘 상의 나타내는 구름의 볼륨이 조절 되도록 하였

다. 그림 1은 고도에 따른 3개의 다른 구름 타입에 대해 

나타낸다. 또한 구름의 렌더링은 물리적인 볼륨 대기 산

란(volumetric atmosphere scattering)기법을 단순화 하

여 구름 내부의 쉐도우(shadow)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GPU에서 실행 될 수 있도록 쉐이더

(Shader)로 구현되었으며 윈도우 기반 PC상에서 실험

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Ⅱ. 관련연구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3차원 구름 생성 및 렌더

링기법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연구되어 왔다[1][2] 
[4][5]. 이 방법들은 크게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온라인 

기법과 품질을 높이고자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오프

라인 기법으로 나뉜다. 이 중 온라인 기법은 게임 등에

서 사용되기 위해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

은 실시간 온라인 기법을 이용한 구름의 표현은 크게 3
차원 공간을 정해진 격자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계층적 

공간 분할(Hierarchical Space Division)하는 방법 [6], 파
티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7],구름 밀도를 텍스처 혹

은 절차적(Procedural)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내포적 표현방법(Implicit) 등으로 구분된다[8]. 본 논문

은 절차적 방법을 이용하여 구름을 생성 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이 대부분 3D noise 텍스처를 이

용해 구름의 비정형성 나타내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직

접 noise함수를 GPU상에 구현하여 사용한다. 3D noise 
텍스처를 구름 생성에 이용할 경우, 노이즈 생성을 위한 

텍스처를 외부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해야 하며, 이 데이

터는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경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9]. 또한, 구름생성에 필요한 3D 
텍스처 데이터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GPU상에 함수형태로 구현될 경우, 필요에 따라 변경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구름을 생성

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fbm(Fractional Brownian Motion)기법을 이용하여 

noise를 생성한다. 생성된 noise는 구름내부의 수증기의 

밀도 정보로 이용된다. 즉, 노이즈 값이 작으며 밀도가 

작아지므로, 구름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밀도가 클수록 

우리가 아는 흰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게 된다.
구름의 형태가 정해지면, 구름에 해당하는 픽셀의 색

상을 렌더링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구름과 같은 

비 정형의 모습을 가진 개체는 하나의 메쉬(mesh)형태

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실시간 렌더링 기법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알고리즘

들이 레이 마칭(ray marching)기법을 이용한다[10]. 레
이 마칭기법을 이용할 경우, 레이와 구름과의 충돌 시 

나타나는 흡수(Absorption), 투과(Transmission), 산란

(Scattering)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

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물리적 현상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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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다[11]. 본 논문에서는 단순화된 수학적 

모델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분석 후 이 파라미터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파라미터의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구름의 형태와 Coverage, 구름의 색상조정 파라미

터정도만을 필요하도록 하였다.

Fig. 1 Three different cloud types [12]

Ⅲ. 알고리즘

3.1. 구름 모델링

기본적인 구름 생성 알고리즘은 레이 마칭 기법을 이

용한다[10]. 레이 마칭 기법은, 카메라 시점을 시작점으

로( ), 중간에 놓여 있는 이미지 플레인 상의 각 픽셀을 

타깃으로 레이를 공간상에 쏘아, 이 공간상에 signed 
distance function으로 정의된 오브젝트의 내부에 있는

지를 확인한 후, 만일 레이 상의 한 점 가 내부에 있다

면 조명모델에 따라 색상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배

경색을 설정한다[13]. 본 논문에서 목적으로 하는 구름

의 경우, 비정형의 개체 이므로 signed distance function
을 정의 하지 않고, 수증기 밀도 함수를 정의한다. 그림 

2는 레이 마칭 기법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정의된 위치는 레이 마칭을 통해 밀도를 계산하는 곳이

다. 이위치 사이의 거리는 고정 위치(∆)를 정해거나, 
속도 향상을 위해 가변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구현의 단순화를 위해 고정 위치를 이용한다.

Fig. 2 Ray marching algorithm overview

하나의 레이는 아래 수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 (1)

이 수식에서 는 레이 상의 한 점을 나타내며 는 

레이의 시작점, 즉 카메라 위치를 나타내며, 는 레이의 

방향, ∆는 다음 위치까지의 거리, i의 범위는 

≤ ≤ 이다.

구름 모델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함수는 노이즈를 이

용한 밀도 생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이즈 함수는 

perlin노이즈이나, 이 노이즈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 

한 장점이 있는 반면, 하나의 perlin노이즈만으로는 구

름 특유의 뭉쳐 있는 구름 생성을 생성하는 데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가장 정확한 구름 모

습을 생성하는 fbm(Fractional brownian motion)을 이용

하였다. fbm는 다수의 옥타브를 가진 노이즈들을 결합

하여 사용한다. 하나의 옥타브는 하나의 주파수 영역을 

나타내며,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노이즈를 결합하면, 세
밀한 구름 밀도를 표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ñigo 
Quilez 가 절차적 지형 생성에서 이용한 fbm함수를 수

정하여 구름 생성에 사용한다[8]. fbm을 이용해서 생성

되는 노이즈  는 수식 (2)과 같다. 

  
  



  

   ∙

   ∙

(2)

수식 (2)에서의 상수 f 는 구름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

는 파라미터이며, r는 fbm의 옥타브 레벨에 따른 진폭감

소 비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f는 2.57정도, r은 

0.5로 설정하였다. 함수 N()는 (0,1)사이의 렌덤 값을 반

환 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는 3차원 위치 값 p를 입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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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위치는 그림 2에서 빨간 선으로 나타낸 밀도 계

산 위치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으로 통해 5개
의 옥타브로 이루어진 fbm이 가장 구름에 가까운 값을 

반환해 줌을 확인하여 총 5개의 옥타브를 가진 노이즈

를 결합하여 하나의 노이즈를 생성한다. 
노이즈 함수를 통해 수증기 밀도 값()을 구한 후에

는 주어진 구름의 형태에 따라 이 값을 변형해야 한다. 
변형 함수 minmax ′min ′max 는 주어진 

값 x를 원래 범위 minmax 에서′min′max  를 변경

하는 함수라고 가정하면, 3가지 다른 구름 타입은 아래

와 같이 이 함수를 이용하여 밀도를 변경한다[11].

∙적운(cumulus)= :
 ∙



∙층적운(stratocumulus)
 ∙



∙층운(stratus)
  ∙



3.2. 구름 렌더링

구름 렌더링은 물리적인 대기 렌더링과 함께 처리한

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으로 표현된 바다 위에 대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대기에 구름이 떠있는 모습을 목표

로 한다. 레이 마칭을 통한 바다, 대기와 구름 렌더링의 

대략적인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바다는 법선벡터가 

(0,1,0)인 평면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레이의 방향 d
와의 내적을 통해 해당 레이가 바다 부분에 충돌 되는 

지, 대기 부분에 충돌 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일 내

적 값이 0보다 작다면 바다에 해당하므로, 바다표면의 

색상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고 0보다 크다면 대기에 해

당하므로, 대기 분산산란(atmosphere scattering)을 통해 

대기의 색상을 계산하고 이와 함께 수증기 밀도 모델을 

이용하여 구름의 색상을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색상을 알파 값을 이용해 블랜딩 하여 최종 색상을 

결정한다. 대기 렌더링은 태양의 위치에 따른 대기 산란 

정도에 기반을 둔다. 지구의 대기 높이는 지상 100km정

도이나 시뮬레이션은 대개 대류권과 성층권에서만 이

루어지므로, 60km미만의 높이만을 고려한다. 대기 안

에는 많은 입자들이 있으며, 이 입자들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광자(photon)들과 충돌하면서 산란이 된다[14]. 산
란의 정도는 입자의 크기와 속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

적인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입자가 균일한 속성을 가

진다고 가정하고, 대기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도록 한다. 

Fig. 3 Cloud Rendering Process

대기의 높이에 따라 일어나는 두 가지 산란은 Rayleigh 
산란과 Mie 산란이다. Rayleigh 산란은 공기입자로 인

한 산란을 의미하며, 하늘이 보통 파란색을 가지는 이유

가 된다. Mie 산란은 낮은 고도의 도시에서 발생하며 스

모그 등을 통해 나타나는 연무 및 수증기로 인한 산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산란을 포함한 대기 

모델 중에 Preetham이 제안한 분석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은 실시간 렌더링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구현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12][15]을 

참고하면 된다. 이 모델을 통해 생성된 대기 위해 구름

을 생성하게 되는데, 구름으로 인해 광원으로 오는 빛의 

감소되는 빛 및 투과되는 빛을 시뮬레이션 해주어야 한

다. 투과되는 빛은 흔히 Beer 법칙에 의해 시뮬레이션 

된다. 이 법칙을 단순화 시켜 투과되는 빛 T는 아래 수식 

(3)과 같이 계산된다.

∆  
∙∆∙ (3)

이 수식에서 T는 투과되는 빛의 크기, 는 밀도, 
는 레이상의 한 점, m는 재질에 따른 상수를 의미하나, 
보통은 흡수 정도를 나타내며, ∆  수식 (1)에서의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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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의미한다.

수식 (3)은 기본적으로 구름을 투과하는 빛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화됨을 의미한다.

Bees의 법칙에 의해 계산된 투과되는 빛의 양은 사실

성 증대를 위해 Henyey-Greenstein(HG)의 Phase 함수

를 이용해 산란(scattering)정도가 추가된다. Henyey- 
Greenstein은 기본적으로 Mie 산란을 단순화 시킨 모델

로서, 구름을 생성하는 수증기 입자 또한 Mie산란의 영

향을 받으므로, 구름이 모델을 추가하면 구름 가장자리

의 밝은 부분 (silver lighting)표현이 가능해 진다. HG 함
수는 수식 (4)에 나타내 있다.

  

cos

 (4)

이 수식에서  ≤ ≤ 는 레이의 방향과 태양 

광선의 방향과의 내적 값을 의미하여 ≤ ≤ 

는 밝게 할 가장자리의 넓이를 의미하는 입력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g 값은 0.99로 설정하였다. 

수식(3)은 거리와 밀도에 따른 빛의 감소만을 나타냈

으나 구름내부에서 발생하는 산란 중에는 빛의 시점방

향으로 들어와서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산란은 in-scatter산란이라고 하며, 수식 (3)의 

역함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in-scatter값 I는 수식 (5)
와 같다.

 ∆   
∙∙∆∙ (5)

위에서 나타낸 Beer법칙을 통한 빛의 투과(수식(3), 
Henyey-Greenstein를 이용한 산란(수식(4)과 in-scatter 
산란(수식5)은 수식 (6)에 의해 최종적으로 합쳐진다.

∆   ∆

 ∆

  ∆

(6)

수식 (6)에 의해 계산된 빛의 크기 L은 최종적으로 구

름의 색상 C 는 수식 (7)에 의해 변환 되며, 이때 사용되

는 파라미터 b는 구름의 색상을 좀 더 어둡게 혹은 밝게 

바꾸어 준다. 색상 값과 더불어 대기 렌더링결과와 블랜

딩하기 위한 alpha값을 함께 계산한다.

   ∆

  
(7)

이 수식에서    이며 자연스러운 구름 색상을 

위해서는 b=1.9 값을 설정하였다. 색상값 C는 R,G,B 에 

동일한 값으로 사용된다.

구름 움직임 표현을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고려되

었으며, 이를 위해 수식 (1)을 수식(8)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  (8)

위 수식에서 q는 offset, w는 바람의 방향벡터를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offset는 0.01정도로 설정하였다.

Ⅳ. 실험 및 구현

3장에서 나타낸 알고리즘들은 실험을 통해 구현되었

다. 시스템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환경은 Intel Xeon 
CPU E5-1607(32G memory)이며 그래픽스 카드는 

Nvidia Geforce RTX 2070이 이용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Microsoft Windows 10상에서 Visual Studio
를 이용하였으며, OpenGL 4.5 API 및 GLSL (OpenGL 
Shading Language)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16].

그림 4는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렌더링된 대기와 바다

의 모습을 나타낸다. 대기의 높이에 따라 산란모델에 의

해 점자 파란색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본 그림들은 편집 

없이 윈도우를 그대로 화면 캡처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 Atmosphere rendering (OceanColor=(0, 0.73,0.95) 
ColorNearHorizon=0.0, 0.16,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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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Cloud Rendering: (a) cumulus (b) stratocumulus 
(c) stratus (f = 2.57 r = 0.5 #of octave = 5 g=0.99 
b=.19)

그림 5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구름 형태인 적운, 층적

운 및 층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는 coverage 값에 따

른 구름의 하늘의 구름이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다. (구름 (b)는 태양방향에 있으므로 다른 그림과 대기 

모습보다 밝음을 알 수 있다.)

(a) (b) (c)
Fig. 6 Cloud coverages : (a) 0.2 (b) 0.5 (c) 0.75

렌더링 속도는 구름의 형태와 상관없이 렌더링 되는 

윈도우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표1에 해상도에 따른 

렌더링 평균 속도를 확인하여 나타내었다. 참고로 본 실

험에서 사용된 다양한 파라미터들은 많은 실험을 통해 

가장 시각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값을 실험적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

즘과 [10]에서 제안한 렌더링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렌더링을 포함하지 않았다.

Table. 1 Performance 

Resolution Millisecond 

1024 × 768 0.44

1280 × 1080 0.56

2048 × 1536 0.68

Fig. 7 Visual comparison of rendering result with [10] 
(Top : result of [10], Botton : Proposed algorithm) 

Ⅴ. 결  론

본 연구는 게임등과 같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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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시간으로 구름을 생성하고 렌더링 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3D텍스처를 이용하

지 않고 순수한 절차적 노이즈 함수를 이용하여 구름을 

생성하였으며, 대기렌더링과 구름렌더링을 알파 블랜

딩에 의해 혼합하여 최종 렌더링을 수행 하였다. 노이즈 

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수증기 밀도로 이용하였으며 

레이 마칭기법을 통해 구름의 밀도에 따른 색상 값을 물

리기반법칙에 기반하여 계산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대기의 coverage뿐 아니라, 파티클 시스템과 같이 각 수

증기 입자의 수명을 조절하여 시간에 따른 구름의 생성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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