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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파티클 효과 응용에 대해서 나타낸다. 파티클 효과는 연기, 화염, 불꽃, 특수 효과를 이용하여 이러한 입자들을 

표현하여 현실 세계에서 보다 더 현실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티클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필요한 영상 분야나, 비디오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

내었고, 보다 많은 영역에서 특수 효과를 쉽게 연출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다양한 파티클 효과를 재현함

으로써 현실세계에서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구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비디오시각화(video visualization), 입자시스템(particle system), 효과(effect)

I. Introduction

컴퓨터기술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멀티미디어 발전을 이룩

하였다. 멀티미디어 기술은 컴퓨터그래픽과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수용하고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미디어 콘텐츠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다양한 정보와 활용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현실

과 가상을 표현하며, 시뮬레이션과 특수효과, 파티클과 같은 입자시스

템을 적용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파티클의 다양한 응용을 영상에 적용하여 우리 현실에

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Particle Concept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일반화 되어 가면서 컴퓨터는 다양한 영역에

서 사용되어지고, 다양한 응용을 하게 된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술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표현하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들을 

실현하고,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입자시스템을 만들어 실재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입자시스템을 파티클이라고 하며, 연기, 불꽃, 안개, 

눈, 바람, 비, 등 3차원공간상에서 수십만 개 이상의 입자를 생성하여 

마치 현실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입자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2 Particle System 

입자 시스템은 구름, 안개, 불꽃, 비, 바람, 머리카락 등 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효과를 사물이나 캐릭터에 효과를 적용하여 

활용한다[1]. 이러한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하면 편리

성을 준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파티클을 생성하여 다양한 분양에서 

콘텐츠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프터 이펙트를 이용하여 몇 

가지 실례의 입자시스템을 생성하여 사용한다. 입자시스템은 특수 

효과로서 RED Giant 사의 Trapcode를 다운받아 Particular를 이용한

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파티클 효과로서 2가지 파티클을 이용한다. 먼저 

파티클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원본 소스를 준비한다. 
원본 소스는 삼육대학교 가을 캠퍼스이다. 아름다운 3개의 건물이 

있다. 도로 양 옆에는 벚꽃나무와 단풍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정경이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2016. 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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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 영상을 중앙 건물로 

합성을 한다. 합성한 영상에 파티클 효과를 적용한다. 그림 2는 낙엽을 

파티클로 만들어서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이 날아다니는 광경을 연출하

였다. 

Fig. 2. Composition and Particle Effect

그림 3은 3개의 원본 영상으로 바다 이미지 영상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공원의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이다. 이 영상들을 합성하고 

겨울을 맞이하여 눈이 내리는 영상으로 파티클 시스템으로 제작한다.

Fig. 3. Sea, Eif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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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에펠 탑을 배경으로 하여 앞에는 정원이 있고, 뒤에는 

파란 하늘이 있는데 흰 눈이 폭풍우처럼 날아오는 영상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Fig. 4.  Apply of Snow Particle Effect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입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엽과 흰눈을 파티클로 

생성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양한 파티클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들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과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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