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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많은 광원들을 포함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조

명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다수의 광원들로부터 빠르게 조명 계산을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몬테 카를로(Monte Carlo) 기법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테 카를로(Monte Carlo) 기법을 기반으로, 

다수의 광원들을 효과적으로 샘플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중요도 샘플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의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장면 내에 다수의 광원이 존재하여도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는 광원은 일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공간 일관성(spatial coherence)이 낮

거나 그림자 경계 지역에 위치한 픽셀들은 영향을 받는 주요 광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제안된 기법

은 이러한 관찰에 착안하여 특정 지역에 광원이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비례하게 확률 밀도 함

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지 공간상에서 픽

셀들을 클러스터링(clustering)하고 클러스터 구조를 기반으로 대표 샘플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표 샘플들

로부터 광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단위의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여 최종 렌

더링을 수행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했을 때 전통적인 샘플링 방식과 비교하여 같

은 샘플링 개수에서 노이즈(noise)가 적게 발생하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기법은 다수의 

조명과 다양한 재질, 복잡한 가려짐이 존재하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실세계와 같이 많은 

조명들로 구성된 장면을 렌더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전 연구에서 [1,2]는 모든 종류의 

광원들을 많은 수의 점광원들로 변환하여 효과적인 

근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미지의 

각 픽셀마다 수백, 수천 개의 광원들에 대해 직접 조명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다수의 조명이 존재하는 장면에서 빠르게 직접 조명을 

계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몬테 카를로 기법이다. 이 기법은 광원들을 확률 밀도 

함수에 따라 샘플링하여 적은 수의 광원으로 효과적인 

조명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여 고화질의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조명 계산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광원이 보다 높은 

확률로 샘플링 되도록 함수를 구성해야 적은 개수의 

샘플로도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보다 정확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샘플링 기법들을 소개 하였다. 

대표적으로 BRDF를 이용한 샘플링 기법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들은 반짝이는 재질의 물체를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3]. 하지만 난반사에 가까운 재질과 

복잡한 가려짐이 존재하는 장면에서 낮은 효율을 

보인다. 광원의 밝기를 이용한 파워 샘플링 기법은 

반대로 난반사 재질과 작지만 밝은 광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반짝이는 재질의 표현에 

비효율적이다[4]. 이러한 두 가지 샘플링 기법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BRDF와 광원의 밝기를 동시에 

고려한 샘플링 기법들도 소개되었지만 이들은 복잡한 

가려짐이 존재하는 장면에서 여전히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5,6]. 또한 샘플링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수많은 

광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들도 제안되었다[2,7,8]. 

이러한 기존의 기법들은 공통적으로 장면 내의 

가려짐을 무시하거나[2,5,6,11], 통계적인 수치로 

가려짐을 예측하여[4,9] 샘플링을 수행한다. 가려짐은 

조명 계산 결과의 분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지만 계산량이 많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고려하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가려짐 조건에 의해 장면 내에 많은 광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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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일부의 광원만이 장면 전체 또는 장면 일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10]. 

실제로 장면 안의 많은 조명들 중에서 실제로 특정 

지역의 밝기에 기여하는 조명은 매우 일부인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찰에 기반하여 각 픽셀 

집합에 조명이 기여하는 정도를 이용한 새로운 

중요도(importance) 샘플링 기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클러스터 단위로 적절한 샘플들을 선택하여 모든 

조명들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게 확률 분포 

함수를 구성하여 조명 계산을 수행한다. 우리는 광원의 

기여도에 따라 샘플링 확률을 결정하며, 광원의 

기여도는 BRDF와 조명의 밝기, 가려짐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부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기법들보다 효과적인 샘플링이 가능하다. 

제안된 기법은 총 세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장면을 렌더링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장면의 

기하 정보를 얻기 위해 법선 벡터를 저장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기하학적 복잡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지 공간상에서 픽셀들을 

클러스터링 하고 클러스터의 대표 샘플로부터 광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우리는 기하 복잡도가 높거나 

그림자의 경계가 위치하는 지역 내의 픽셀들은 서로 

다른 광원의 영향을 받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공간 일관성과 가시성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각 클러스터에서는 대표 샘플을 

선택하여 모든 광원들과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렌더링을 수행한다. 클러스터의 

대표 샘플로부터 평가한 광원들의 기여도와 비례하게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고 몬테 카를로 기법을 

사용하여 밝기를 계산한다. 클러스터 내의 픽셀들은 

장면 내의 광원들 중에서 영향을 받는 중요 광원들이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대표 샘플로부터 

얻은 확률 밀도 함수를 클러스터 내의 모든 픽셀들에게 

적용하여도 좋은 화질의 샘플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샘플링 기법은 전통적인 

샘플링 방식에 비해 노이즈가 적게 발생하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기법은 다수의 광원을 

포함하는 복잡한 형태의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다광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2,7]의 Lightcuts은 CPU기반 

광선 추적을 바탕으로 다수의 광원들을 트리 구조로 

클러스터링하고 에러율에 따라 트리의 레벨을 결정하여  

렌더링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construction cut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그림자 광선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들의 construction cut은 공간 유사성을 

사용하여 그림자 광선을 줄이는 기법으로 우리의 픽셀 

클러스터링과 유사한 평가 과정을 사용한다. 

[11]은 다수의 점광원들을 옥트리(octree)로 

계층화하고 난반사와 정반사에 따라 서로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법은 

가려짐 조건을 무시하고 있으며 픽셀마다 옥트리의 

계층 레벨이 다름에 따라 생기는 불연속면 아티팩트가 

발생한다. 

[8]은 다수의 광원과 다수의 픽셀들 간의 조명 계산 

[그림 1] 드래곤 모델 렌더링 결과. 영역 광원으로부터 변환된 100개의 방향성 있는 점광원을 포함하고 있는

장면이다. 참조 이미지 (a)는 전통적인 몬테 카를로 방식의 균일한 확률 분포 함수를 적용하여 광원을 샘플링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원 기여도 기반 중요도 샘플링은 같은 샘플링 개수에서 노이즈가 적은

화질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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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커다란 행렬 형태로 보고 GPU 기반 그림자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행과 열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장면 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광원들을 선택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랜덤하게 일부 픽셀을 선택하고 이 

픽셀들로부터 모든 광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기법은 마찬가지로 모든 광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지만 랜덤한 샘플이 아닌 기하 정보와 가시성 

기반으로 샘플을 선정한다. 랜덤한 샘플 선정과 전역 

조명 트리 구조로 인해 [8]의 방법은 반짝이는 재질과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4]은 직접 조명 계산을 위한 환경맵 샘플링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파워 샘플링을 

수행하지만 가려짐 조건의 분산을 분석하여 클러스터 

영역의 크기를 고려하였다. 또한 최적화 단계에서 

잠재적인 기여도에 따른 픽셀 단위의 샘플 정렬을 

수행한다. [6]은 wavelet을 이용하여 BRDF와 환경맵의 

곱을 효과적으로 샘플링하였다. 또한 균일한 샘플의 

집합을 중요도에 따라 와핑(warping)하는 계층적인 

방식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방식은 환경맵에서의 

직접 조명만을 고려하고 있다. 

[10]은 이미지를 8x8 픽셀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단위로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여 정확한 직접 

조명을 계산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픽셀 

평가(estimate)를 통해 임계값 이하의 분산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샘플을 추출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갱신한다. 우리의 기법과 유사하게 지역단위의 확률 

분포 함수를 결정하지만 이들의 8x8 픽셀 블록은 

지역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안티 앨리어싱(anti-

aliasing)을 위한 이들의 샘플 선택 방식은 재질과 기하 

정보를 고려하고 있다. 

 

3. 다광원 직접 조명 계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장면 내에서 빛 에너지가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12]는 이를 계산하기 

위한 적분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직접 조명만을 고려한 

계산식으로 근사하면 다음과 같다. 

y)y,x()y()y,x()y,x()x( rvrrrrvrr dGLfVL
S

er∫=      (1) 

여기서 )x(rL 는 직접 조명에 의해서 임의의 지점 xr

로 부터 반사되어 카메라로 들어오는 밝기를 말한다. 

S 는 광원들의 집합이다. 한 광원의 위치를 yv로 표현할 

때, )y,x( vrV 는 xr 에서 yv 가 보이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가려짐이 존재하여 보이지 않을 경우 0, 보이는 경우 

1 의 값을 갖는다. )y,x( rr
rf 는 xr  지점의 BRDF 이다. 이 

함수는 yv  방향에서 들어온 빛의 양이 xr  방향으로 

얼마만큼 반사되는지를 나타낸다. )y(reL 는 광원 yv에서 

발산되는 빛 에너지의 양이다. )y,x( vrG 은 xr 와 yv  
표면의 노멀의 각도와 두 지점의 거리에 따른 기하를 

고려한다. 

간단한 장면의 경우, (1)의 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광원의 개수와 복잡한 

물체 등이 많아져 장면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정확한 

계산의 결과를 얻는데 드는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1)의 식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몬테 카를로 기법이다. 몬테 카를로 기법은 집합 

S 중에서 N 개의 샘플 { }Ny,y,y r
L

rr
21 를 확률 밀도 

함수에 따라서 선택한다. 

∑
=

≈
N

i i

iieiri

p
GLfV

N
L

1 )y(
)y,x()y()y,x()y,x(1)x( r

rrrrrrr
r

 (2) 

(2)번 식의 결과는 샘플의 개수에 따라 노이즈가 

발생한다. 고화질의 결과 이미지를 얻는데 필요한 

샘플의 개수는 확률 밀도 함수 ()p 에 의존적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샘플이 균일한 

확률을 갖는다.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샘플이 높은 

확률을 갖도록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도를 기반으로 샘플을 선택하는 방식을 중요도 샘

플링이라고 한다. 이는 몬테 카를로 기법에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2)번 식에서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 광원의 

밝기와 확률이 정확히 비례하는 경우이다. 즉, 보이지 

않는 광원은 0의 확률을 가져야 한다. 임의의 지점  

에서 광원들의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y,x()y()y,x()y,x()( iiii
vrrrrvrr GLfVyp eriideal ∝     (3)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 (3)의 식과 같이 각 

광원들이 해당 지점에 기여하는 밝기에 비례한다. 이는 

광원으로부터 조명 계산을 수행해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1)의 식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최대한 

이상적인 함수에 가깝도록 확률 밀도 함수를 근사해야 

한다. 근사한 확률 밀도 함수와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 사이의 차이가 클 수록 결과 값의 분산이 커지게 

되고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4. 광원 기여도 기반의 중요도 샘플링 

 

본 논문의 광원 기여도 기반 중요도 샘플링은 광원이 

특정 지역의 밝기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광원을 샘플링한다. 이는 장면 안의 다수의 조명들 

중에서 실제로 특정 지역의 밝기에 기여하는 조명은 

일부라는 사실에 착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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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미지 공간 상에서 영역별 광원의 기여도 

분포. (a)와 같이 공간 일관성이 높고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영향을 받는 광원이 서로 

유사하다. (b)의 경우는 가시성에 의한 차이, (c)의 

경우는 위치나 법선 벡터에 의한 차이로 인접한 픽셀들 

간에도 광원의 기여도가 크게 다르다. (가로: 광원 

인덱스, 세로: 광원 기여도) 

 

우리는 광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부 

샘플들을 선정하여 해당 샘플의 밝기에 각 광원들이 

얼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계산한다. 이때 어떤 

위치의 샘플들을 얼만큼 선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균일하게 공간을 

분할하여 샘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기하 구조와 그림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지 공간 

상에서 픽셀을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샘플을 선택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접한 

픽셀이라 할 지라도 법선 벡터의 방향이 다른 곳은 

서로 다른 광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기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이라 할 지라도 다른 물체에 의해 그림자가 

생길 경우 광원의 기여도가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관찰에 기반하여 우리는 기하 복잡도와 가시성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픽셀 클러스터링이 완료된 후 클러스터의 중앙에서 

대표 샘플을 선택한다. 대표 샘플들은 모든 광원들과의 

조명 계산을 수행하여 각 광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우리의 기법은 기존의 수동으로 샘플의 개수를 

선택하는 방식[8]과 달리 장면의 복잡도에 따라 

클러스터의 수와 크기가 자동으로 적합하게 결정된다. 

최종 렌더링 단계에서는 클러스터의 대표 샘플로부터 

평가한 광원들의 기여도와 비례하게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고 몬테 카를로 기법의 조명 계산을 수행한다. 

클러스터 내의 모든 픽셀들은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하여도 노이즈가 적은 샘플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1. 픽셀 클러스터링 

 

우리는 렌더링 할 이미지의 크기를 32x32 사이즈의 

블록들로 나눈다. 32x32 이상의 영역은 픽셀들 간의 

거리의 차이로 인해 클러스터링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32x32 블록들로부터 각각 쿼드 트리(quad tree) 

구조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우선 현재 구역의 네 군데 모서리 픽셀들의 값을 

비교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법선 벡터 값을 

이용하여 네 군데 픽셀의 차이가 지정된 임계값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구역은 네 개의 작은 클러스터로 

분할한다. 클러스터 분할은 최대 깊이에 다다르거나 

공간 일관성이 높아 법선 벡터의 차이가 크지 않은 

범위에 다다르면 중단된다.  

법선 벡터 기준의 분할이 끝난 후에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각 클러스터에서 대표 샘플을 결정한다. 대표 

샘플은 클러스터의 중앙 위치에서 선택한다. 선택된 

대표 샘플에서 모든 광원들과의 조명 계산을 통해 각 

광원들의 기여도를 저장한다. 광원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끝난 후, 가시성을 고려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아직 최대 깊이에 다다르지 않은 클러스터에서 대표 

샘플이 일정 이하의 가시성을 기록하였다면, 해당 

클러스터는 그림자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자 영역의 클러스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자식 클러스터로 분할한다. 그리고 네 개의 자식 

클러스터에서 대표 샘플을 뽑고 각각 광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만약 네 개의 자식 클러스터의 대표 샘플이 전부 

일정 이하의 가시성을 기록하였다면 해당 클러스터는 

딱딱한 그림자 영역 안에 존재한다. 딱딱한 그림자 

영역의 클러스터는 더 이상 분할하지 않는다. 반면에 네 

개의 자식 클러스터가 각기 다른 가시성 분포를 보이면 

[그림 3] 픽셀 클러스터링 결과와 대표 샘플에서의 광

원 기여도 평가. 왼쪽은 기하 복잡도만을 고려한 클러스

터링 결과이고 오른쪽은 가시성 검사를 수행한 클러스

터링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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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클러스터는 부드러운 그림자 영역에 존재한다. 

부드러운 그림자 영역은 인접한 픽셀들 간에도 광원의 

가시성에 따라 밝기의 변화가 크다. 따라서 부드러운 

그림자 영역의 클러스터는 더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광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가시성을 고려한 클러스터 분할이 끝난 

후에는 모서리와 같이 기하 정보가 복잡한 지역과 

그림자의 경계 영역에 많은 대표 샘플들을 얻게 된다. 

반면에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평평한 영역은 많은 

픽셀을 포함하는 넓은 클러스터가 위치하게 된다.  

 

4.2. 확률 밀도 함수 결정 

 

제안된 기법은 광원의 기여도에 비례하게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광원의 기여도는 각 광원들이 

특정 샘플의 밝기에 얼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한 

값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각 광원들과 대표 샘플들 

간의 조명 계산을 수행하였다. 

어떤 샘플 α
r
에 대한 광원 yv 의 기여도 )y,( vrαC 는 

다음과 같다. 

)y,()y()y,()y,()y,( vrrrrvrvr αααα GLfVC er=      (4) 

이미지 내의 모든 클러스터들의 집합 R에서 샘플 α
r

을 포함하는 클러스터가 ir 라고 할 때, 클러스터 ir 에 

대한 광원 yv의 기여도는 (5)로부터 근사할 수 있다. 

)y,()y()y,()y,()y,( vrrrrvrv ααα GLfVrC eri ≈      (5) 

클러스터 내의 모든 픽셀들은 광원들의 기여도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대표 샘플 α
r

로 부터 평가한 

광원 기여도는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광원 기여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클러스터 ir 에서의 광원의 확률 밀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광원의 기여도에 비례하게 

결정한다. 

)y,()y( vv
ir rCp

i
∝    (6) 

 

 

[그림 4] 코넬 박스 장면에서 세 가지 기법의 화질 비

교 

 

5. 결과 

 

제안된 기법은 CPU 기반 광선 추적 엔진인 PBRT 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17]. 렌더링의 일부 과정은 GPU 를 

통해 가속화가 가능하지만 현재 모든 과정은 CPU 를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GPU 의 성능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험은 Pentium4 3.0 Ghz CPU 와 

2 GB RAM 환경의 PC 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이미지들은 512x512 해상도로 렌더링하였으며 안티 

앨리어싱을 위해 픽셀 당 2 개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의 코넬 박스 장면은 영역 광원으로 부터 

64 개의 점광원을 생성하였고, 그림 1 과 5 의 드래곤 

모델 장면은 100 개의 점광원을 생성하였다. 그림 4 와 

5 는 세 가지 기법의 화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의 

이미지는 장면내의 모든 광원들과 직접 조명 계산을 

수행하여 가장 정확한 결과값을 보여준다. (b)는 장면 

내의 모든 광원들에 균일한 확률을 적용하여 샘플링 한 

결과이다. (c)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을 수행하여 

렌더링한 결과 이미지이다. 화질 비교를 통해 제안된 

기법이 균일한 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몬테 

카를로 기법보다 적은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면 내의 모든 광원들과 직접 조명 계산을 수행한 

경우 코넬 박스 장면은 2641.7 초, 드래곤 모델 장면은 

3046.0 초가 소요되었다. 본 논문의 기법은 코넬 박스 

장면에서 1319.6 초, 드래곤 모델 장면에서 1380.1 초의 

렌더링 시간을 달성하였다. 

장면 

렌더링 시간(초) 

모든 광원들과 

직접조명계산 

균일한 

확률밀도함수 

사용 

제안된 기법 

코넬 박스 2641.7 1161.3 1319.6 

드래곤 3046.0 1203.7 1380.1 

[표 1] 렌더링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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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한 렌더링은 제안된 

기법과 같은 개수의 광원을 샘플링 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렌더링 시간이 소요되었다. 단, 픽셀 클러스터링 

연산 시간, 클러스터 단위의 광원 기여도 평가 시간, 

클러스터 단위의 확률밀도함수 구성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빠른 렌더링 시간을 기록하였다. 

 

 
[그림 5] 드래곤 모델 장면에서 세 가지 기법의 화질 

비교 

 

6. 결론 

 

본 논문은 다수의 광원이 존재하는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광원을 샘플링하는 새로운 중요도 샘플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기법은 전통적인 몬테 

카를로 샘플링 방식과 비교하여 같은 샘플 개수에서 

노이즈가 적은 좋은 화질을 제공한다. 우리의 기법은 

복잡한 가려짐이 존재하는 장면에서 부드러운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제안된 기법이 광선 

추적 기반의 렌더링 시스템에서 다양한 종류의 

다광원을 포함한 장면들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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