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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Houdini에서는 연성 재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천(옷
감)시스템으로 분류하여 제작하는데, 본고에서는 더 편리
한 모의 방법을 제공하여 물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제약
을 주어 취성과 연성 재질의 물리 효과를 모의하였다. 특
성의 전달을 기초로 하여 전체 제작 공정의 결과량을 감
소시키며 또한 최종적으로 휴대폰 등의 휴대가 편리한 
설비로 보는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파괴 특수효과의 
연출 하였다. 가상현실 시스템의 기본 사상은 1965년에 
《의 디스플레이(The Ultimate Display)》라는 논문에 최
초로 주장되었는데, 50여년의 발전을 지나 가상현실 기
술은 현재 360도 파노라마 영상의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1]. 특히 휴대폰의 VR영상과 게임에 적합하여 
현재 시장에서 제일 열광적인 영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Houdini로 제작된 특수효과와 휴대폰(모바일) 터미널의 
VR설비를 접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되며, 360도 파노라마 영상은 강렬한 공간 감각
과 몰입감을 잘 구축하여 Houdini가 제작한 특수효과 장
면을 시각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360도 파노라
마 영상으로 정시한 것이 본 논문에서 집중 연구하는 과
제가 된다.

Ⅱ. 파괴 특수효과의 제작 및 전시

  이전의 모의 건물에 대하여 절차화 파괴를 진행한 단
일 재질에 기초하여 이번에는 헬리콥터를 선택하여 실제 
제작 대상으로 삼았는데, 다양한 재질은 절차화를 완벽
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다른 파
괴 요구조건의 예술적 작업공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  표
1에는 헬리콥터의 파괴 효과의 전체 프로세스가 설명되
어 있다.

표 1. 계통도

1. 절차화 파괴

  절차화 파괴를 진행하기 위하고 또한 더 사실적인 시
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대략 파괴 밀도로 보여지
는 물체에 대하여 분류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파괴
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체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그림 1). 

▶▶ 그림 1. 색을 통하여 그룹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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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의 게임 영상 작품 중에서 파괴 특수효과는 그 강렬한 충격과 놀라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360도 파노라마 영상이 가

져다 주는 몰입감과 공간 감각은 파괴 특수효과의 시각 충격력을 더 강화시킨다. 본 논문의 핵심은 Houdini의 RBDSolver를 통

해서 연서 소재를 모의하여 사실적인 파괴 특수효과를 제작에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제작의 방식으로 작업 흐름을 표현하고 분

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Houdini이 제작한 파괴 특수효과와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결합하고 거기에다 Youtube를 사용하여 표현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새로운 포인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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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ronoi 를 통해 예비 파괴를 진행하는데, 이는 구체
적으로 어디에 부딪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랜덤 분포 포인트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균열 위
치와 밀도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2. 구속을 부여

  이미 파괴된 파편은 제약을 통해 모아 접합시키고, 외
부의 작용력이 제약의 힘 보다 클 경우, 제약 체인은 절
단되고 물체는 파괴되는데, 헬리콥터의 재질에 대하여 
대략적인 분류를 진행하여 취성 재질, 예를 들면 유리, 
프라스틱 등을 Glue제약으로 분류하며, 연성 재질, 예를 
들면 금속 등을 Hard제약으로 분류한다(그림 2).

▶▶ 그림 2. 두가지 구속 상태(검은색: Glue; 횐색: Hard) 

  충격을 띠고 있는 움직이는 화면 (애니메이션) 물체를 
동력학에 입력시켜 결과를 도출하는데, 통일된 포인트 
특성을 통해 형태 변경이 있는 곳의 정보(좌표, 회전 등)
를 파괴되지 않은 오리지널 모형에 전달하여 연성 재질
의 모의(시뮬레이션)을 실현시킨다.

3. 최적화

  초보적인 결과를 완성하고 예상되는 파괴한 부분, 그
러나 동력학 충돌 중에 형태 변형 혹은 파괴가 되지 않
은 상황에 대하여 수동으로 파괴 절개면에 대하여 절개
를 진행하여 파괴를 제작할 때 파괴 형태의 예술감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3. 소재와 조명에 들어간 효과

4. 360-Degree 영상의 실현 

  360도 시각을 구현하려면, 이상적인 것은 Houdini 장
면 애니메이션(움직이는 화면)을 륱 파일로 도출하여 모
든 포인트의 좌표 정보의 기록을 통하고 또한 가상 엔진 
중에서 랜더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성 재질 형
태 변경 질감을 모의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움직이는 화

면) 과정에서 일부 포인트로 구성된 면(예를 들면 파괴된 
부분)의 위치정보가 소실되어 애니메이션을 엔진으로 도
입시키지 못해, 이러한 공정을 포기하게 한다. 진정한 의
미의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실현하기 위해 
HoudiniOculusWip기술을 이용하여 lens shader카메라를 
통해 어안 렌즈 물리 특성을 이용하고 또한 VEX 특성 설
치를 하여 전체 장면의 모든 프레임을 하나의 파노라마 
그림으로 랜더링 하는데, 이러한 시퀀스(sequence) 프레
임의 렌더링을 진행한후, AE에서 MP4영상파일이 생성된
다. Spatial Media Metadata Injector은 Google이 내놓은 
360도 파노라마 영상 전환 소프트웨어인데, 경량파일이
지만 준비된 영상을 360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을 통해 영상을 Youtube VR플랫폼에 전시할 
수 있다. 또한 vr설비와 결합하여 몰입식 느낌을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파괴 특수효과 장면이 더 입체적인 생동
감을 띄게 된다. 

▶▶ 그림 4. HoudiniOculusWip을 이용하여 나온 파노라마
Ⅲ. 결론

  본 논문은 실제 제작을 통해 Houdini중에서의 헬리콥
터의 파괴 제작 공정에서 분석과 결론을 진행했는데, 헬
리콥터의 파괴의 제작 공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매 단계의 실제 조작 과정에 대하여 단계를 나누어 
개괄적인 진행을 하였다. 실제 제작을 통해 강제적인 모
의 연성 재질의 파괴 특수효과 제작 공정을 결론지었고, 
또한 파괴의 과정에 물체 자체의 왜곡 변형을 첨가하여 
시각적인 사실에 보다 근접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Houdini의 파괴 특수효과와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서로 결합시킨 완전한 공정을 소개했는데, 이는 파괴 특
수효과 제작이라는 모듈(영역)에 참고가치와 본보기의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특수효과 파일을 볼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전환하는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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