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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산업에서 Simulation 표 의 기술  활용에 한 연구  

- 불의 표  활용사례를 심으로 -

김용

록

본 연구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제작 산업분야에서 최근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두되고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에서 “불의 표 을 심으로 국내 련업체들의 기술  한계를 제시하고 해외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성공한 기

술  R&D의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이러한 기술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과도

기를 거쳐 제2의 도약기를 비하는 국내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흥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 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흔히 CT와 IT의 상호 보완 인 특징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넘어 기술  우 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컴퓨터 그래픽 제작 과정  물. 불, 바람 , 구름 등의 Simulation System분야와 수십만 캐릭터의 

집단행동 는 단체행동 System 활용도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그 에서 본 논문은 불의 표 에 을 두고 

실제 작업에 활용된 데이터를 기 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 으며 기존의 국내에서 사용하던 통  활용방법과 각 연

구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 인 로젝트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용과정과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업 종사자들에게 

향 후 R&D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창조 인 부재에 무 집착한 나머지 기술 인 연구 개발부분에의 

소홀함이 향 후 미국이나 일본과의 더 큰 기술  문제로 두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 부터라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

는 기술력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주제어 : 3차원, R&D, CT
1)

Ⅰ. 서론1)

1. 연구 배경  목

1) C.T  :  Culture Technology의 약자로 디지털콘텐츠를 창조. 
개발. 제작하는 지  노하우  물리  기술

재 사용 인 컴퓨터 그래픽의 Simulation에 

한 이론  고찰  원리에 해 이해하고 이를 

실제 컴퓨터 그래픽 제작  그 용 사 를 바탕

으로 한 결과에 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나갈 방

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CG분야의 연구

/개발에 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부분의 Animation 종사자들은 C.T분야의 

R&D의 필요성에 해 실히 공감하고 있는 분

기 다. 하지만 실 으로 이러한 R&D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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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

을 뿐 아니라 더욱 험한 사실은 이러한 기술

인 문제 해결에 해 해외 로그램 개발사들의 

연구  개발 결과에 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

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로그램 제작 사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는 더욱 치

명 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진행 인 로젝트

를 단하거나 다른 개발 툴로 제작을 하기 해 

모든 제작 공정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지 도 수많은 애니메이션  게임 개발사

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품의 질  향상에 

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표1-1. 국내 콘텐츠 련업계의 폐업 수

 표1-2. 국내 콘텐츠 련업계의 폐업 주요 원인 분석

물론  표에서 보면 콘텐츠 련 업체의 휴/폐

업에 R&D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차 그 비율은 기하 수

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2) 산업의 태동기 나 성장

2) 출처 : 한국소 트웨어 진흥원,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
장 보고서⌟ 2008

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그 산업의 방향성을 좌지우

지하지만 어느 정도 산업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고객들을 해 꾸 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이

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역시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한 시 으로 본다면 이제는 R&D에 과감한 투

자를 할 때다.

아직 우리나라 콘텐츠 개발 시장은 기 성장기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해외수출과 외국인들의 구

매력에 호소하기 해서는 그들이 가진 이상의 기

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취약 은 우리

나라 콘텐츠 산업이 갖는 고질 인 문제이고 이러

한 문제로 인해 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막

한 산을 들여 정부  산하단체 그리고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R&D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

직 그 다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표1-3 국내 콘텐츠 련업체의 기술  문제해결 방안

표1-4 국내 콘텐츠 산업별 R&D의 연구 분포

 

3) 출처 : KIPA(2008),  ⌜A Study on Global Digital Contents 
Industry Ex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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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는 그나마 게

임 산업에서 활발한 R&D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4) 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이 좀 더 

정착단계에 어든다면 .이 분야에서도 활발한 

R&D 활동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상

콘텐츠 제작 분야의 R&D 분야 에서 련 산

업 종사자들의 자장 많은 심의 상이 되는 분

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자연 상 

(Environmental Simulation)을 선정하 다. 컴퓨터

그래픽 제작에 있어서 시뮬 이션 시스템의 용

은 인-아웃 코딩의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무한의 역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이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가장 고

질 인 병패  하나는 C.T와 I.T를 각기 다른 역

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는 이러한 시뮬 이션 시스템의 분야는 C.T보다

는 I.T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LM이나 

Pixar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세계 으로 우수한 

기술과 제작 능력을 갖춘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들

은 새로운 로젝트가 진행 될 때마다 우수한 

로그래머들을 입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표 하

고자하는 모든 상황을 새로운 기법으로 완벽하게 

재 하고자 노력한다. 

4) 출처 : 한국소 트웨어 진흥원,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
장 보고서⌟ 2008

그림1-1 반지의 제왕(2003년)에 사용된 군  

Simulation "Messive"사용 

그 다면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의 R&D 개발 

사례는 어떠한 상황에 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한다. 

먼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지는 분야는 바로 화 산업이다. 세계 경제 기로 

가 산의 화가 물을 이루긴 하지만 그래도 

꾸 히 우리나라 그래픽 발 의 큰 몫을 담당하는 

분야가 화 산업이다. 먼  2001년도에 개 된 반

지의 제왕은 이러한 C.T산업과 IT산업의 완벽한 

기술 지원이 재생산해낸 아주 좋은 라할 수 있

다. 즉 우리가 자연 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상들로 물의 표 , 불의 표 , 바람의 효과, 구름이

나 안개, 이나 비 등의 표 기법을 말한다. 

그림1-2 Shrack 2 (2004년)에서 사용된 “불의 

Simulation system

국내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

픽 기반의 작품들을 보면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서 Simulation 제작의 기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한 기술 인 제안을 하고 그 

에서 본 연구는 불의 표 에 해 좀 더 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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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내용

3D 

Animation

화의 특수촬 부분이나 고에 간단하게 

삽입되는 단편의 수 이었으나 Full 3D 

Animation도 등장

제품 디자인

제품의 질과 느낌을 사실 으로 표 해 

사실감과 실감을 부여하고 고품격의 

상 표 을 해 Ray tracing, Texture 

표2-1. 3D 콘텐츠 제작 응용 분야

근을 시도하고자하 다. 

Ⅱ. CG 산업에서의 R&D 분야가 

가지는 기술  의미

컴퓨터와 인터넷의 속한 발 은 정보화 사회

의 실 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 다. 그 에서

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실로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여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발 을 이루어 

왔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활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

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에 획

기 인 향을 주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정보화 산업에서 가장 요한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매우 방 한 산업 분야로 

발 하고 있다. 

1. 디지털콘텐츠 제작 소 트웨어의 발

세계 최 의 자계산기가 1945년 개발된 이후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 하려는 시도가 있

어 왔으나, 하드웨어  소 트웨어 환경의 제한으

로 1960년  이 에는 매우 제한된 역에서 부

분 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 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CAD 소 트웨어에서 활발히 이용

되기 시작했고, 1980년 에는 PC가 화되면서 

컴퓨터 그래픽스 소 트웨어들이 활용되어지기 시

작했다. 1990년 에는 PC환경에서 그래픽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

로세서의 처리속도가 속히 빨라져 방 한 그래

픽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컴퓨터 그래픽

스 소 트웨어들이 많은 발 을 이루게 되었다. 

2000년  어들면서 구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소 트웨어를 매일 하면서 살고 있

다. 가장 표 인 컴퓨터 게임은 디지털콘텐츠 제

작 소 트웨어 기술의 집약  산물이다. 근래에는 

3차원 디지털콘텐츠 제작 소 트웨어 제작방식을 

활용한 4차원(입체 상) 콘텐츠의 화가 형성될 

것이다.

2. 3차원 통합 디지털콘텐츠 제작 소 트웨어

3D 상은 실 세계에서와 같이 물체를 3차원 

좌표계(X . Y . Z축)에 배치해 화면상에 나타낸 

상으로 시 을 자유로이  변화시켜 여러 각도에서 

보는 장면 연출이 가능하고, 실 가까운 만족감을 

요구하는 수요자의 욕구증 와 컴퓨터 기술의 발

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입반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각 받기 시작하 다. 1940년  군

사용 시뮬 이션에서 출발한 컴퓨터 그래픽은 다

양한 그래픽 련 기술 개발 단계를 거쳐 오늘날

의 3D 상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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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Camera View, Special Light 

Effect, Anti-aliasing, HDRI등의 고  기술 

용

3차원 

설계투시도

3차원 설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과 비용 

감효과를 제공

가상 실
3차원 그래픽 제작 결과를 가상 실에 

용하여 인공 환경 구축  

입체 상
3차원 그래픽 결과를 활용한 4차원 입체 

상 제공

게임

재 상업성이 가장 뛰어난 분야로 pc게임, 

온라인 게임, 아 이드 등  분야에 

골고루 활용

Web 3D
웹상에서 3차원 표 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

3. 3차원 Simulation 제작 소 트웨어

보통 High-end Tool 이라고 하는 기본 인 제

작 툴 환경에는 어떤 형태라도 Simulation을 제작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진다.

MAYA는 Explorer, Wavefront, Alias의 3개의 

제품군을 통합한 차세  Animation, Visual effect 

제작 Tool로서 기존 3D Animation 시장에서 획기

인 선풍을 주도하는 제품군이다. 재 헐리웃의 

유수한 상 제작 업체에서 메인 제작 소 트웨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MEL 이라는 자체 개발 언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모델링, 애니메이션, 티클 

등에 사용자가 직  제어할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

션, 게임 등에서 뛰어난 성능과 효과를 보여 다. 

MAYA Complete에는 다양한 모델링, 맵핑, 더

링, 기술과 Softbody dynamic과 같은 여러 특수효

과를 만들 수 있는 MAYA FX를 포함하고 있다. 

그 에서 MAYA Cloth와 MAYA live 기능이 추

가되어 MAYA  Fur와 2개의 Rendering Licenses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2-1. MAYA로 제작된 해외 화(2006년 상 , 

“박물 이 살아있다“의 한 장면)

국내 VFX 분야를 선도하는  하나의 제작 

Tool이 SOFTIMAGE이다. MAYA와 같이 완벽한 

3D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Dynamic 

이라는 Simulation 제작 환경에서 물리  기반의 

Phoenix Cloth Extreme  기능을 이용한 진보된 옵

션 기능으로 보다 제작자의 그래픽 환경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한 Particle과 Softbody, 

Rigidbody 등의  Dynamic 이라는 Simulator를 탑

재하고 있어 보자들의 컨트롤이 용이하게 만들

어진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재 국내 화 VFX의 

부분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툴이기도 하다. 

SOFTIMAGE는 Script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

문에 간단한 VB Script나 Java Script의 언어를 다

룰  안다면 기본 인 속성에 한 편집은 충분

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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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SOFTIMAGE로 제작된 다양한 국내 화

그리고 국내 그래픽 제작 련 가장 많은 유  

층을 확보하고 있는 MAX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MAX는 국내에서는 게임제작 개발 툴로 더 많

은 역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으로 MAX는 

건축이나 설계, 그리고 CAD와의 호환성을 바탕으

로 아키텍쳐 기반의 제작 Tool 성격이 강하다. 

MAX는 Plug in 기반의 Tool로 Particle system과 

연동되는 Simulation기능이 있지만 데이터수의 제

한을 받는 게임그래픽 제작 환경의 특성상  게임

그래픽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림 2-3. MAX로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게임

기타 Simulation 기능만이 강화된 툴도 있다. 그 

표 인 가 Realflow라는 유체 시뮬 이션 제

작 Tool 이다. 에서 설명한 모든 제작 환경과도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며 유체 역학의 자연 상을 

그래픽 제작 툴로 그 로 시 해 낼 수 있는 툴이

다.

그림 2-4. Realflow에서 자체 제작한 데모 상
 

4. 3차원 Simulation 국내제작 사례(분야)

1) 유체 Simulation

국내에서도 제작 장에서는 기술  한계를 극

복하기 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 으로 진행되

고 있다. 그 표 인 분야가 유체 시뮬 이션 이

다. 유체 시뮬 이션은 유체의 물리  성질을 로

그램화 하여 시연할 수 있다. 2006년 ETRI에서 발

표한 맥주 따르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용한 가 된다.

그림 2-5. Virtual Beer (2007. ETRI제작)

2) 고 CG

이러한 특수한 효과가 가장 일반인들에게 친숙

한 분야가 바로 고CG 시장이다. 직  촬 이 불

가능한 경우 처리되는 는 비용 감 는 효율 

극 화 방안으로 고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확실한 이미지를 달해야하는 분야인 만큼 충격

인 장면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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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고에 사용된 물 Simulation

3) Full 3D Animation

Simulation 분야의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  

하나가 바로 Full 3D Animation 분야이다. 때론 

실사와 같이 때론 그래픽과 같이 여러 역을 넘

나들며 객들로 하여  내용을 달해야 한다. 

그림 2-7. 단편애니메이션에 사용된 물의 

Simulation

4) 화 VFX5)

화산업에서 CG의 Simulation 표 은 가장 어

려운 분야  하나다. 가상 세계가 아닌 실 세계

의 자연 상을 그 로 표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

고 있다. 정교한 수치 제어를 통해서 만이 완벽한 

실사CG를 구 할 수 있다.

그림 2-8. 화에 삽입된 먼지 Simulation

5) VFX는 Visual Effects의 약자로 화 등에 삽입되는 특수효
과를 말한다.

화 특수효과 (VFX) - Simulation 작업은 화 

VFX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림 2-9. 화 " 천"(2006)에 사용된 Particle 

simulation

그림 2-10. 화 “태극기 휘날리며”(2003)에 

사용된 군  Simulation

화 군 (Multi) Simulation - 규모 인력동원

이 어려운 장면 연출이 가능하다.

5) Hair Simulation

그림 2-11.  디지털캐릭터 헤어 Simulation

6) Cloth Simulation

그림 2-12 Clot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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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이 맺

어 진다면 우리나라 R&D 산업의 망도 그리 나

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Ⅲ.  Simulation system 

제작원리에 한 고찰

1. Simulation system 원리

3D Simulation은 물리  힘의 정의를 필요로 한

다.

즉 어떠한 자연 상을 표  하고자할 경우 그 

자연 상이 생산되는데 필요한 각종 시뮬 이션

인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그 에서 력과 공기의 

흐름은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이다.

그림 3-1 다양한 형태의 Simulation 용

1) Force Type 설정

시뮬 이션 되는 힘의 크기와 힘의 흐름에 한 

모양이 정해져야 한다. Turbulence는 소용돌이 형

식의 공기의 흐름이고 Toric은 토네이도의 흐름을 

활용한 Simulation이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은 바

람의 방향과 세기에 한 향을 다.

그림 3-3. 힘의 방향 컨트롤러

2) Force Direction 설정

마지막으로 Simulation 되어지는 힘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림 3-2. 다양한 힘의 형태

3) Simulation 정의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물이나, 연기 그리고 

폭발 장면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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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article활용한 Fog와 Fluid 

Simulation

4) Simulation system의 양과 Velocity 그리

고 Spread degree 설정

정의된  Simulation system의 개수와 흐름의 속

도를 제정한다. 이 때 분산되는 각도도 함께 설정

해 다.

그림 3-5. Particle의 양과 속도 분산 각도 

지정

5) Particle Size와 Mass 그리고 Lifetime 설정

그리고  Particle의 크기와 질량 그리고 Particle

의 생성에서부터 사멸에 이르는 생존 시간을 설정

해 다. Particle의 질량과 크기는 Particle의 

Volume을 설정하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를 하여 Setting해야 한다.

  그림 3-6. Particle의 크기와 질량, 

생존 시간 설정

이와 같은 성질을 정의해 다면 Simulation 

system에 필요한 기본 인 요소는 제공이 되어지

는 것이다.

2. Simulation system 활용

1) Emitter(방출기6)) Type 설정

그림 3-7. 방출기 형태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Emitter 방출기는 Particle이 방출되는 시작지 으

로 애해하면 된다. 그 때 방출이 형태에 따라 방출

기의 모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작하고자하는 

Particle의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어 지는지에 한 

사 에 단을 해 두어야한다.

6) 방출기:Particle이 생성  방출되는 Object



- 197 -

그림 3-7. Simulation 종류에 

따른 방출기 유형

2) Particle type

연기, 불등의 공기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 

Particle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3-8. 다양한 종류의 

Particle 유형

3) Set up Target or Goal Particle system

아주 요한 요소 의 하나로 Particle의 시작

과 종착 에 한 Setting이 필요하다. 이 종착 은 

Particle의 Lifetime7)이 끝나는 경우와 다른 Object

에서 새롭게 시작 으로 Setting 될 수 있다.

7) Lifttime : Particle이 생성해서 사멸되는 동안의 시간

그림 3-9. Particle의 Goal 

설정을 통한 유형변형

 4) 장애물의 형태에 따른 Particle의 진행방향 

설정

자연 상에서 가장 특징 인 부분이 바로 장애

물(Obstacle)의 설정이다. 물, 불, 구름, 안개 등은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 장애물의 

형태에 맞춰서 스스로 변형되는 성질을 Setting해

야 한다. 

그림 3-10. Particle이 장애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경 

5) Particle 체의 형태 변화 Controller 설정

Particle은 공기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제작해서 방향을 인 으로 설정하거나 Particle

의 모양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Particle의 자체의 성질만으로도 이러한 모양이나 

퍼짐의 형태를 만들어  수는 있지만 보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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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간편하게 수많은 Particle입자들을 컨트롤

하기 해서는 유용한 컨트롤러를 Particle에 용

을 해 다.

그림 3-11. Particle의 형태 변형  방향 설정 

컨트롤

6) 물질의 화학  성질(Shader) 용

어느 정도 Particle의 기본 인 형태와 모양 그

리고 설정이 완료가 되면 Particle에 질감(Shader)

을 입 야한다. 물의 표 에서도  같은 물의 표

에서 맑은 물과 오염된 물의 성질이 다르고, 불

의 표 에서 촛불과 장작불의 질감이 다르다. 한 

구름과 연기 안개는 각각 그 성질들이 다르기 때

문에 이러한 특징 인 질감을 표 해야 한다. 즉 

Particle Shader를 지정해서 Texture나 Material등

의 기법으로 원하는 형태의 Particle의 유형의 표면

의 질감을 처리해야한다.

그림 3-12. 다양한 Particle Shader

 Ⅳ. Particle 이(Transition)에 

한 실험  결과

1. 실험방법  조건

지 까지는 가장 일반 이고 단편 인 

Simulation의 제작 원리와 활용에 해 알아보았

다. 지 부터 본 연구의 핵심인 Particle의 이 실

험에 해 그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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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의 이란 처음 Setting된 하나의 Emitter에

서 방출되는 Particle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

서 새로운 매개체(Emitter)를 만났을 경우 기존의 

방출기의 Particle효과가 두 번째 방출기로 이 되

어 다시 Lifetime을 스스로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

이다.

즉 Particle의 Goal 는 Target을 미리 설정하

고 기 생성된 Particle이 Goal Object로 향하게 

하고 이 효과를 받은 Goal Object는 자체 으로 

Particle을 생성하게  된다. 이는 미리 두 번째 

Goal의 생성 시 을 Particle 입자가 도달하는 시

에 미리 맞춰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Setting한 것

은 결코 아니다.

그림 4-1. Particle의 상호작용의 원리

이 연구를 해 크게 두 가지 Pattern으로 나  

수 있는데 먼  첫 번째 Emitter에 Particle을 용

하여야 한다. 보다 정확한 도달 지 을 정해 주는 

것도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4-2. Particle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Curve

본 실험에서는 Particle system 에서 “불의 효

과”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기로 하 다.

2. 실험 상  소 트웨어 소개

 본 실험에 사용된 Tool은 MAYA 2008의 Mel

과 SOFTIMAGE 7.0의 Script 환경의 두 가지 Tool

로 서로의 장단 과 원리에 해 상호보완을 하면

서 실험목 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고자 노력했다. 

 3. 실험과정

우선 본 실험은 두 개 도는 그 이상의 Particle

의 입자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도록 한다. 이 때 

생성과 소멸이 지정된 Lifetime에 의한 것이 아니

고 스스로 Target에 도달하면 생성되고 Target에서 

떨어지면 사멸되는 결과로 최 한 실제 자연 상

에 가깝게 표 하고자 하 다. 즉 성냥불로 촛불을 

켤 때 한 개의 성냥불로 여러 개의 촛불을 켤 수 

가 있고 이 게 생성된 촛불은  다른 객체로서 

완벽한 불의 성질을 갖게 되는 상으로 이해하면 

빠를듯하다.

즉 캐릭터의 손바닥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생성

시키고 그 불을 Curve를 따라 새로운 Target(Goal)

지 으로 이동시킨다. 새로운 Goal에 도착한 불은 

새로운 Lifttime으로 재생이 된다. 



- 200 -

그림 4-3. Particle입자의 이

4. 실험결과

1) 첫 번째 Emitter 환경 설정

손바닥의 표면을 하나의 Emitter로 설정하고 임

의의 Particle을 용한다. 이 때 모양과 방향 그리

고 Particle의 수는 3장에서  설명한 기본원리를 바

탕으로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해야 한다.  

그림 4-5. Particle을 이용한 불의 효과 제작과정

제작된 Particle system 구조로부터 불의 질감을 

용한다. 바람의 방향과 공기 항 그리고 력의 

원리를 용하여 타오르는 불의 질감을 제작하

다.

그림 4-6. Particle의 불 질감 용한 결과

2) 두 번째 Emitter 환경 설정

제이제 손바닥으로부터 두 번째 Target인 나무

에 이르도록 Curve를 제작하고 손바닥에 있는 불

의 Particle입자들이 이 Curve를 따라 진행 할 수 

있도록 Setting한다.

그림 4-7. Source로부터 Target으로 

이동하는 Particle 입자

새로운 Target 지 에서부터 Particle의 입자가 

도착되는 순간부터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불

의 Particle이 생성되도록 Setting한다. 이 때 사용

하는 언어는 C++이고 각 명령어 클립의 연결방식

은 노드 연결 방식을 선택한다.

 그림 4-8. 새로운 Particle의 생성을 한 

명령어와 노드 연결 

나무에 도착한 불의 Particle이 새로운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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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면서 나무에서 새로운 불의 생성되면서 나

무 체를 태운다. 이 때 Particle을 나무로부터 연

경을 끊으면 나무에 붙었던 불은 다시 사라진다. 

즉 Particle이 새로운 Target을 새로운 시작 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림 4-9. 새로운 Target을 

인식하는 Particle 입자

5. 활용사례

에서 제시된 불의 표  기법이 활용된 작품은 

2008년 SBS에서 방 된  단편 애니메이션 “헤라클

스의 설” 편에 나오는 지하세계에서 불을 뿜

는 용의 장면에 사용되었다. 단순히 Particle 시스

템을 용한 제작시간과 결과에 해 인공지능 시

스템을 용한 후에  자체 평가  문가 평가를 

통해 제작 시간 단축 비 표 의 우수성을 더욱 

높게 평가를 받았다. 

그림 4-9. "헤라클 스의 설“(2008년 SBS 방 )

구분 AI 사용 AI 사용 후 비고

제작환경 동일 system

제작시간 48시간 15시간

투입인원 2명 1명

합성여부 합성 필수 비합성

제작 

Scene
2-3 ea 1 ea

랜더링 

타임
5분/1Frame 3분/1Frame

결과 

우수성
만족

AI 사용  

결과 비 우수

표 5-1. 인공지능 Simulation 시용 과 후의 작

업 과에 한 비교 분석 

에서 제시된 불의 Simulation 표  기법이 활

용된 작품은 2008년 SBS 국산 애니메이션 "헤라클

스의 설“을 필두로 ”탄트라 온라인“ 등이 있

다. 인공지형 불의 표 은 그 제작방법이나 연구의  

확산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

두 번째 용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후반에 제

작된 ‘탄트라 온라인"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한 

표 이다. 

그림 4-10. “탄트라 온라인 애니메이션”(2009년, 

한빛소 트 상 사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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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I 사용 AI 사용 후 비고

제작환경 동일 system

제작시간 24시간 5시간

투입인원 3명 3명

합성여부 합성 필수 비합성

제작 

Scene
3 ea 1 ea

랜더링 

타임
10분/1Frame 5분/1Frame

결과 

우수성
만족

AI 사용  

결과 비 우수

표 5-2. 인공지능 Simulation 시용 과 후의 작

업 결과에 한 비교 분석 

Full 3D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사용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의 실제 용된 사 에 한 

분석이다. 이 분석표애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제작 기간과 투입인원, 제작 

총 길이에 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

장 요한 결과에 한 고객들의 반응은 확실히 

인공 지능 시스템을 용한 자연스러운 시뮬 이션

의 결과에 더욱 만족 해 한다는 것이다.

Ⅴ. 결론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입체(4D) 미디어 콘

텐츠 제작에 완 히 매진하는 분 기 이다. 미국 

LA에서 개최한 상 기기 시회를 다녀오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기존 입체미디어의 

역 이이었던 Animation분야는 물론이고 실사 

화, TV 콘텐츠(드라마, 고), 게임(인공지능 입체

게임) 등 입체 상이 마치 미래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  기술 분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

을 정도 다.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극 인 

기술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 입체 상 기술보다는 

10여년 앞서 있다는 평을 들은 기억도 난다. 이미 

디지털 화 이 세를 이루고 있고 이에 발맞춰 

무수한 입체 상 콘텐츠가 쏟아져 나온다. Ride 

필름이나 홍보 상 , 놀이공원, 새로운 테마 크

에서 잠깐씩 진행하는 요기가 아니다. 그것도 두

꺼운 필름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말이다.

얼마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차세  성정동력 

사업의 단기 로젝트에 포함 시켰다. 고무 인 

상이다. 그 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비를 해

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할 단계이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연구야 말로 세계 속에 콘텐츠 양성 국

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지름길이다.  

이제 막 귀도에 오른 산학 력의 극 인 활

용 뿐 아니라 문 연구 기 에서는 보다 먼 미래

를 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정부는 보

다 극 이고 과감한 투자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

하고 학교나 련 업체, 그리고 연구기 들은 이러

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체계 이고 실 인 문제

부터 해결해야한다.

그 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발표된 

SOFTIMAGE 제작 기반의 ICE와 같은 OPEN 

SOURCE 기반의 제작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공개된 소스를 유 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

하고 기술 인 보완을 통해 제작된 소스가 스스로 

진화하여 발 되는 시스템은 R&D가 취약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  안의 방향성으로 인식된다.

CT와 IT의 목을 어떻게  긴 하게 유지할 것

인가를 고민하고 R&D의 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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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텐츠 제작 련 업체들의 폐업의 원인으로 

문 기술인의 부족이나, 기술  한계로 인한 일시

 도산은 막아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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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imulation Effect Technique of C.G                    

 : Focusing on the Fire Simulation Effect

Kim, Yong-Kwan

This study purpose development cg technique our nation because present Technique limit of Computer graphic R&D 

that the best competition of 3D Computer graphic part and present a answer of how to overcome Technique limit of 

Computer graphic R&D with success example of Computer graphic R&D an advanced country. if we make full of 

mutuality supplementation of C.T and I.T then hold a dominant position and  the over the limit solution

We researches on multi or group simulation of cyber character and water, fire, wind, fog Simulation System of 

Computer graphic and purpose development of direction Computer graphic R&D to people in Computer graphic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introduction of project of a research institution and inflection method this time is a point of R&D time of 

determined and resolution instead creative part  

Key Word : 3D, R&D,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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