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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algorithm that 

can render a realistic image of a lighting 

environment, especially an automotive rear lamp, 

using the backward ray tracing method. To 

producea realistic image similar to that perceived by 

the human eye, the incident light energy at the eye 

point estimated by a ray tracing algorithm is 

represented by XYZ tri-stimulus values, which are 

then converted into RGB values considering the 

particular display device.

I. 서론 

  자동차  건축물의 가상경험, 그리고 항공 시뮬

이션 등과 같은 시제품 개발에 앞선 가상의 3차원 체

험기술에 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라

이  시뮬 이션을 한 필수요건으로 원과 3차원 

환경에 한 정확한 모델링을 들 수 있고, 이러한 3차

원 형상 모델링과 원의 빛 방사특성 등을 고려한 사

실감 있는 상을 랜더링하기 해서 선추 기법

(ray tracing method)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라이  환경의 정확한 시뮬 이션

을 한 분 특성기반의 랜더링 기법을 제안한다. 

찰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상을 보다 정확하게 재 하

기 해 분 에 지 기반의 선추 기법을 제안하고 

추 된 빛에 지의 정확한 색자극 변환을 해 디스

이 특성화과정을 수행하 다. 아울러 선추 기법

[1,2]을 이용한 정확한 빛에 지의 추 을 해 원과 

3차원 물체의 특성을 물리 인 분 특성에 기반하여 

모델링하 다. 본 논문에서는 검증을 하여 자동차 

리어 램 (rear lamp)에서의 원과 3차원 기하모델을 

사용하 고, 치별 물리  색자극을 비교하고 결과

상을 찰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실제의 인지 상

과 유사한 실사 상을 재 하 다.

II. 분 특성기반의 선추 기법

2.1 선추 기법을 이용한 빛에 지 추정

  선추 기법은 거울이나 투명한 물체 등을 더욱 

실에 가깝게 표 할 수 있는 강력한 랜더링 기법이다

[1]. 역방향 추 기법은 찰시 이 되는 인간의 에

서 시공간(viewing space)이 되는 스크린으로 이어지

는 선(ray)의 경로를 하나하나 추 하여 에 들어

오는 빛만을 찾아내는 효율 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역방향 추 기법을 사용하여 자동차 리어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380

램 의 실사 상의 시뮬 이션을 한 모델링 알고리

즘을 구 하 다. 먼 , 3차원 리어 램  모델과 사용

되는 원의 정보를 가상의 3차원 공간좌표로 설정하

고, 스크린으로 표 되는 시공간을 통과하는 선들의 

경로를 따라 반사와 굴 을 반복하여 추 함으로써 최

종 인 빛의 스펙트럼 에 지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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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 특성기반의 선추 기법 과정

  시 에서 출발한 선과 3차원 공간상의 물체간의 

교차 에서의 빛에 지를 계산하기 한 음 모델은 

빛의 물리  상을 고려하기 해 장의 함수로 확

장되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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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리고  는 각각 교차 에

서의 분 에 지, 원의 분 에 지, 물체의 분 반사 

는 투과특성  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과 

⋅는 각각 면의 법선과 원의 방향, 시야각과 

반사각의 내 을 나타낸다. 과 는 확산  경면 계

수를,   과 는 반사  투과계수를, 그리고 과 

는 각각 다음 교차 을 나타낸다.

2.2 물리  기반의 원모델링

  리어램 의 등실사 상을 랜더링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 원의 정확한 모델링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형 램 를 비롯한 공간 으로 균일한 량을 방사하

는 원의 경우는 몬테카를로 분법(Monte carlo 

integration)[4]을 사용하여 효과 으로 원의 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필라멘트 구와 같이 공간  휘도

분포가 다른 구 원에 해서는 모델링이 매우 어렵

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 으로 더욱 정확한 시뮬 이

션을 해 원의 방향에 따른 세기를 측정한 RAY 

SET 데이터를 선추 기법에 용하 다. 아래의 그

림은 P21W 필라멘트 구의 RAYSET 데이터를 보여

주는데, 가운데 들은 주표집(Importance sampling)에 

의해 표본화된 원집합이며 이에 한 방향성분을 

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P21W 필라멘트 원의 RAYSET 3D PLOT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RAYSET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 교차 에서의 빛에 지를 계산할 때, RAYSET의 

각 성분을 원으로 사용하여 특정방향으로의 정확

한 빛에 지의 기여량을 계산하 다.

III. 디스 이 특성화를 이용한 

XYZtoRGB 색변환

  본 논문에서는 최종 인 픽셀의 색을 계산하기 하

여 디스 이 장치의 색 재 특성을 고려하 다. 

원에서 출발한 빛에 지의 분 분포가 반사와 투과를 

반복하면서 물체의 반사와 투과특성에 따라 변형의 과

정을 거쳐서 최종 으로 에 도달하는 빛에 지

는 다음 식을 통해 물체의 고유색을 표하

는 XYZ 삼자극치로 변환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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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그리고   은 CIE 표 등색함수

(color matching function)이다. 이러한 표  삼자극치

를 디스 이에 재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GOG 

모델을 사용한 모니터 특성화(characterization)를 수행

한다[6]. 이 과정에서 색자극치 XYZ와 모니터 RGB 

값과의 계를 다음의 식(4)와 같이 모델링하고 각 채

의 가법혼색으로 식 (5)와 같이 삼자극치를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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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 1과 그림 3에서는 GOG 모델의 각 라

메터를 최 화기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와 실제 모니

터의 각 채 의 디지털 값과 측정된 휘도 그리고 추정

된 함수를 보여 다.

표 1. 최 화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채 의 라메터

  

Red 1.0204 -0.0204 1.9095

Green 1.0220 -0.0220 1.8642

Blue 0.8997 0.1003 2.1514

그림 3. 모니터의 각 채 에 한 디지털값과 그에 

상응하여 추정된 피 함수

따라서 표 1의 추정 라메터와 식 5의 역행렬을 이용

하여 최종 XYZtoRGB 변환행렬을 식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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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리고 는 모니터의 디지털값을 

      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블랙’ 상의 

삼자극치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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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7에서는 식 6의 계산된 RGB 값을 이용한 최종 

모니터의 디지털값을 나타내고 있다.

Ⅳ. 랜더링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 특성기반의 역방향 선추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리어램 의 등실사 상을 

재 하는 시뮬 이션 실험을 하 다. 가상의 공간상에 

치한 리어램 는 반사경(reflector), 즈 core, 즈

cavity 로 이루어지며 30만~40만개의 삼각메쉬로 구성

되었다. 다음의 표 2에서는 시뮬 이션 수행 시 측정

기반으로 설정된 모든 환경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시뮬 이션을 한 음 모델의 라메터

Parameters Reflector Lens

Transmittance, tgK

Reflectance, rgK

Diffuse coefficient, n
Specular coefficient, 'n

Proportion of diffuse, dK

Proportion of specular, sK

0.05

0.95

10

15,000

0.08

0.92

0.95

0.05

50

15,000

0.08

0.92

다음의 그림 4는 실험에 사용된 원과 반사경  

즈의 분 도계(spectro-radiometer, CS-1000)로 측정

한 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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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된 분 특성: (a)P21W와 PY21W의 

분 방사곡선 (b)반사경의 분 반사특성 (c) 즈의 

분 투과특성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랜더링 결과를 검증하기 

해서 랜더링 결과에서의 특정지 의 분 에 지 분

포와 실제 분 도계로 측정한 분 에 지를 비교분

석하 다. 다음의 그림 5의 (a)는 리어램  B15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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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랜더링 결과를 보여주며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세 지  center, right, bottom을 선택하여 랜더링 결과

와 측정결과를 그림 5의 (b)에서 보여주고 있다.

Bottom

Center

Right

Bottom

Center

Right

(a)

(b)

그림 5.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결과의 비교: 

(a)랜더링결과와 촬 상의 비교  세 지  선택 

(b)세 지 에 한 랜더링 결과와 측정치의 분 분포

  장비의 분 역과 랜더링 결과에서의 분 역의 

차이로 인한 총에 지의 불일치는 존재하지만 그림 5

에서 볼 수 있듯이 추정된 분 에 지의 분포는 측정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GK 모델 리어램 의 촬 상과 랜더링 결과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다른 모델들에게도 동일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촬 상과 측정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6과 다음의 그림 7에서는 이러한 결과 상

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방향지시등 램 의 사진 상과 랜더링 결과

  실험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은 3D 리어램 의 가

상의 실사 상 재 과 향후 라이  모델의 시제품 개

발에 앞선 물리  기반 시뮬 이션에 용할 수 있음

을 검증하 다.

Ⅴ. 결론

  본 논문은 3차원 상의 실감 있는 재 을 해 

기존의 단순한 RGB 기반의 랜더링 방법이 아닌 원

과 물체의 실제 인 분 분포를 고려한 물리  기반에

서 모델링 하 으므로, 시제품의 개발에 앞선 가상의 

모델실험을 한 실사 상의 재 분야에 응용할 수 있

는 모델링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해 

제안된 분 분포기반의 색 결정법과 RGB기반의 색 결

정법을 이용하여 실사 상 재 하 고, 이를 실제로 

촬 된 샘 상과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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