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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게임 엔진에서의 감마(Gamma)와 선형(Linear) 렌더링 방식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형 렌더링 방식은 정

확한 이미지 연산 및 조명 연산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실시간 게임 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렌더링 방식이지만, 

모바일 기기는 그 하드웨어적 제한으로 인해 특정 하드웨어에서는 선형 렌더링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직접 구현하

거나 정확하지 않은 실시간 렌더링 결과물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게임 엔진에서 사용되는 감마 렌더링 방식

과 선형 렌더링 방식에 대한 개념과 그 차이를 연구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키워드: 감마(Gamma), 선형(Linear), 실시간 렌더링 (Realtime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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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간의 칼라나 조명에 대한 감각의 역치(Threshold value, 閾値) 

는 비선형적이고, 이를 위하여 선형적(Linear)인 디지털 이미지는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을 통해 디지털 출력 장치로 출력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정된 출력 장치에서 선형적인 이미지를 출력하

기 위해 선형적인 원본 이미지를 감마 보정에 역으로 왜곡되어 저장되

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 게임 엔진에서 텍스쳐와 조명 연산이 이루어질 

때 선형적인 연산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저장된 텍스쳐를 선형적

인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연산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

베버의 법칙은 인간이 인지하는 감각이 비선형적이며, 인간이 감각

을 느끼기 위해서는 초기의 자극에 비해 일정 이상 비율의 자극을 

받아야 지속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지각하는 밝기 영역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며, 때문에 인간이 지각하는 비선형적인 밝기를 만들기 위하여 모니터

는 감마 보정 공식을 통해 중간값이 어두워진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어 (그림 1) 과 같이 실제 입력되는 데이터와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다.

Fig. 1. 감마와 선형적 이미지의 차이

그러므로 감마 출력 상태에서 선형적인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들은 저장될 때 중간값이 밝아진 sRGB 영역으로 이동하

여 저장하며, 이를 감마 영역으로 저장하면 최종적으로는 선형적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게임엔진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출력하게 된다.

III. The Main Subject

1. 감마 파이프 라인과 선형 파이프라인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디지털 이미지는 중간 영역의 노출이 

증가된 sRGB 영역으로 저장된 상태로 HDD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게임 엔진에서 이미지를 

연산할 때 sRGB 영역으로 밝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미지를 연산하게 

되면 과노출 상태의 결과물이 계산되게 되고, 이를 다시 감마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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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간 영역의 노출을 줄여서 출력하더라도 손실된 노출 데이터들

은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게 되며 이를 감마 파이프라인이

라고 한다.(그림 2)

Fig. 2. 감마 파이프라인에서의 이미지 연산

때문에 최신 게임 엔진에서는 sRGB 영역으로 저장된 이미지를 

연산하기 전에 다시 선형 상태로 샘플링하고, 이 선형 상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연산한 후 다시 그 결과를 sRGB 상태로 저장하여 최종적으

로 디스플레이에서는 올바르게 연산된 선형적인 연산의 결과물이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를 선형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 (그림 3)

Fig. 3. 선형 파이프라인에서의 이미지 연산

2. 선형 파이프라인에서 sRGB 이미지와 선형 데이터의 연산

그러나 이는 조명 연산과 같은 데이터 이미지와 계산될 때에는 조금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조명 연산은 외부에서 생산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형 데이터이며, 이런 결과물처럼 내부에서 계산된 

데이터 또는 외부 DCC툴을 이용하여 계산되어 생성된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이미지인 경우에는, 선형으로 샘플링하는 작업이 필요 없는 

관계로 변환과정 없이 그대로 연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그림 4)

Fig. 4. 이미지와 조명 연산

3. 선형 파이프라인에서 sRGB 이미지와 선형 이미지의 연산

또한 이미지에서는 sRGB이미지만이 아닌, 단지 데이터의 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선형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용 DCC 툴을 이용하여 추출되어지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수치가 중요한 텍스쳐 이미지이다. 

주로 Normal 이나 Metallic, Roughness Map 등이 이러한 데이터 

이미지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각 채널별로 따로 사용되곤 한다.(그림 

5) 와 같은 이런 데이터 이미지들은 sRGB 데이터가 아닌 선형 

데이터값으로 추출되고 이 이미지들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 엔진에서 

선형 이미지임을 체크하여 메터리얼에 적용해 주어야 한다. 

Fig. 5. 데이터 이미지의 일반적인 예

IV. Conclusions

이렇듯 디지털 이미지 연산은 외부에서 생산된 sRGB 이미지와, 

내부에서 생산되거나 데이터 값을 계산하여 외부 DCC툴로 만들어진 

이미지인 선형 이미지 두 종류가 있으며 이를 선형 파이프라인에서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sRGB 이미지에 한하여 계산 이전에 

선형 샘플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하드웨

어에서는 이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입력하는 sRGB 

이미지가 데이터 값을 상정하는 선형 이미지의 값을 가지고 있을때에

는 추가적으로 샘플링 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여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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