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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 기포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수중의 생물 활동, 해류, 기계 활동에 의해 다량의 기

포가 생긴다. 예를 들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국부적으

로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소용돌이 영역의 압력은 낮아지

고 온도의 포화 압력이 감소하면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

여 다량의 기포가 물에서 빠져 나간다. 기포가 수중에서 

상승할 때의 속도는 액체 부력 및 액체와 공기의 밀도의 

영향을 받는다. 

  물속의 기포는 거의 투명하며 주로 수중 환경의 색상

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포는 반사되는 빛과 굴절이 많다. 

현실 세계에서 금속 이외에, 다른 물질은 정도에 따라 프

레넬 반사(Fresnel reflection)를 가지고 있다. 시선이 평

면에 수직 일 때 반사가 약하며 시선이 수직이 아닌 경

우 각도가 작을수록 반사가 더 분명하다. 기포를 구형 중

심에서 반사가 더 약하고 가장자리에 더 강한 편이다. 이

런 관계는 굴절률에 영향을 미친다.

  기포 형태도 물속에서 복잡하다. 기포는 물속에서 상

승하는 과정에 쉽게 변형, 분열 및 융합되는 특성이 있

다. 물의 흐름, 저항, 기타 물체, 물의 밀도와 오염 상태 

등으로 인해 기포가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모양

의 변화와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운

동 때문에 기포는 완벽한 구형 모양이 아니다.

      

그림 1. 수중 기포의 재질   그림 2. 수중 기포의 변형

  기포가 존재하는 수중 환경에서, 수면에서 빛이 투영

되면 빛이 나가는 길이 고르지 않아서 빛의 굴절이 평행

하지 않고 확산 반사가 발생하여 분산 현상이 수중에 투

영된다. 물이 깊을수록, 그리고 파란색과 보라색 빛의 산

란이 더 완전할수록 파란색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현실 

생활의 물은 완전히 투명한 물질이 아니라 불순물과 기

타 물질이 섞여 있어 흐린 느낌이 든다.

        

그림 3. 수중 환경의 색상   그림 4. 수중 조명의 효과 

2. 제작 방법

  수중 기포의 생성과 물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물 환

경에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포의 특성

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에 따라 Maya를 응용하여 4 가지 

측면에서: 운동(Motion), 모형 재질(Modeling & 

Shading), 형태(Shape), 조명과 렌더링(Lighting & 

Rendering)을 통해 제작 기법을 분석한다.

3. 제작 기법 분석

3.1 운동(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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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기포가 수중에서 발생하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 시각 효과를 사용하여 제작된 수

중 기포 효과의 사실적인 수중 장면은 전반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속의 환경과 융합된 기포의 특성

을 분석하고 Maya를 응용한 실험과정을 통해 실감나는 기포 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과 VFX 영화의 향상

으로 인해 수중 장면과 같이 직접 촬영으로 얻을 수 없는 장면을 시각효과를 통해 사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디지털 시각효과

를 이용한 VFX 영화의 리얼리티와 생동감과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수중 환경의 사실성을 재현하기 위해 기포 효과

의 사실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기포가 있는 수중 환경은 다양한 역학 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분석과 제작을 통해 접근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중 기포의 사실성 증대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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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기포이기 때문에 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때 Water type을 사용한다. N Particles이 자체적으

로 가져온 nucleus에서는 Gravity가 영향을 미쳐 입자가 

떨어지는 상태가 있다. Gravity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포의 상향 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입자 방출 속도의 방향은 Y 축을 따라 

이동하도록 조정되며 입자 주위에 약간의 확산 효과가 

있어서 입자가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다. 입자의 상승 속도는 실제 상황에 맞춰서 입자의 관성

(conserve)을 조절한다. 기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궤

적은 지나치게 곧지 않고, 속도의 방향으로 상승하는 과

정이지만  좌우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떨림을 만들어 

낸다. 난류(Turbulence)를 사용하여 x축, z축의 난류 효

과를 부여한다.

3.2 모형 재질(Modeling & Shading)

  Blinn 재질을 사용하여 기포의 재질을 만든다. 컬러는 

진한 파란색으로 적용한다. 기포의 투명도는 프레넬 반

사에 따라 조정되고 투명도는 램프(Ramp)를 연결하여 

제어되며 기포 중간의 투명도를 가장 높게 한다. 기포의 

반사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포의 반사 된 색에 

환경 볼（Env ball)을 추가한다. 환경 볼 제작한 재료는 

HDR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이미지)로 사용하며, 반사 

효과는 프레넬 반사에 따라 램프(Ramp)를 통해 시뮬레

이션 한다. 실제 환경 속 기포의 볼륨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3.3 형태(Shape)

  기포는 크기가 큰 형태도 있고 작은 형태도 있는데 입

자의 랜덤 크기(randomized ID)를 이용하여 기포의 형

태를 통제하여 더 큰 무작위성을 부여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기포의 무작위 크기를 조정하고 곡선(curves)을 사

용하여 작은 기포와 큰 기포의 수량을 조절하여 효과를 

구현한다. 기포의 모양은 blobby surface이고 융합 값을 

조정하면 기포가 접근 할 때 변형의 효과가 있다. 

             

그림 5. 기포의 재질   그림 6. 기포의 형태

3.4 조명과 렌더링(Lighting & Rendering)

  수중 환경의 조명은 평행 광선을 사용하여 물을 통해 

물 밑으로 투영되는 빛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한다. 수중

의 확산 반사 현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빛의 색

에 따라 Fractal을 첨가한다. 또 실제 효과에 접근하기 위

해 Fractal에 약간의 시간에 따라 도형이 조금씩 변하도

록 한다. 수중에 안개가 자욱한 느낌을 가할 수 있도록 

Fluid를 이용해 흐린 효과가 추가한다. 수중 심도를 표현

하기 위해 Fluid Container의 밀도는 Y축 Gradient 

Ramp로 설정한다. 

        

그림 7. 수중 환경의 흐린 효과  그림 8. 수중 조명의 효과

4. 결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영화 속에서 물속 장면의 제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수중 기포 효과의 사실성은 수중 환

경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기포 효과를 제작할 때 운동, 형태, 재질, 조명 등이 중요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중 기포가 만들어지려면 현실 

기포의 형태와 물리학적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활용을 통해 최대한 접근한다. 향후 

연구를 통해 실험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제작 기법

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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