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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돌담 생성을 위한 절차적 모델링 알고리즘

박경수
전주대학교 게임학과

Procedural Modeling Algorithm for Traditional Stone Fence Creator

Kyeongsu Park
Dept. of Game, Jeonju Univ.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통 돌담을 생성하는 프랙탈을 이용한 절차적 모델링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각 단계
의 삼각형 메쉬를 세분하여 다음 단계의 메쉬를 얻는 것이 알고리즘의 주요 내용이다. 메쉬의 세분화 과정은 원하는 
단계까지 재귀적으로 적용된다. 삼각형의 각 변에서 세 점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네 작은 삼각형으로 나눈 후 각 정점
이 법벡터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돌담의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매 단계마다 세분화한 메쉬에서 모양
에 변화를 주지 않는 평평한 정점을 제거한다. 평평한 정도는 이산 곡률로 측정한다. 제거된 정점 주변의 점들로부터 
새로운 삼각형들을 만들어 삼각형 메쉬를 완성한다.

주제어 : 절차적 모델링, 3차원 모델, 전통 돌담, 이산곡률, 세분화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procedural modeling algorithms to create Korean traditional stone fence 
using the fractal subdivision. The main process of the algorithm is to get the next step mesh by subdividing 
each triangle in the previous step triangular mesh. This process is repeated recursively. Dividing each triangle 
into four sub-triangles after choosing a random point on each side of the triangle and moving each vertices in 
the normal direction with random perturbations make the bumpy appearance of stone fences. In each step we 
remove flat vertices which does not influence the shape of the stone. The discrete curvature determines the 
flatness of a vertex. New triangles whose vertices are the vertices around the removed vertex are added to 
make a triangula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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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 콘텐츠들  많은 수가 실제 사물의 상과 가상  

사물의 더링 결과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하여 제

작된다. SF 화와 같이 시나리오에 합한 배경이나 사

물들을 찾기 어렵거나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이기 한 

방법으로 다양한 효과를 삽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

다. , 인력과 제작비 감을 해서 컴퓨터로 만든 3차

원 가상 사물을 사용하여 상을 합성하는 일이 많아졌다.

3차원 가상 사물은 다각형을 이어 붙이고 여기에 텍스

쳐를 입  실 세계의 사물을 흉내 내어 만든다. 가상 

사물에 빛이 반사되어 원래의 실 세계 사물과 비슷하

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더링이라고 한다.



전통 돌담 생성을 위한 절차적 모델링 알고리즘

206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Aug; 11(8): 205-212

3D 모델과 더링 기술은 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게

임분야에서도 범 하게 쓰이고 있다. 컴퓨터 게임에 

한 시각  평가 기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D 모델은 3D 모델러나 3D 그래픽 아티스트가 CAD

와 같은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만드는 것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동으로 생성하기 부

합한 모델들도 있다. 매우 많은 양의 폴리곤을 필요로 하

는 지형, 숲을 이루는 식물들과 같이 유사하지만 조 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는 집합  물체들이 그런 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성한 모델이 더 실감 있고 효율 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정해진 규칙들로부터 자동으로 3D 모델을 생성하

는 것을 차  모델링(procedural modeling)이라 한다.

디지털 지형 모델(digital terrain model), 강, 바다, 호

수의 형태 모델, 식물 모델들과 식물들의 군락 분포, 도시

환경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1] 등이 연구되어 알려

져 있다. [Fig. 1]은 수로가 통과하는 도시 모습을[2], 

[Fig. 2]는 벽에서 떨어진 바 가 쌓인 계곡의 모습을

[3] 차  모델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

인 더링 결과를 보여 다.

[Fig. 1] Procedural modeling of a city using 
CityEngine

차  모델링은 크게 L-system, grammar, fractal이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세 번째 방법인 fractal을 사용하

여 한국의 통돌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한국의 통돌담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모양의 돌들을 쌓아서 만드는 데 높은 정 도를 

요구하지 않으나 세부 인 표 들은 단순하면서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집합  상물을 만드는데 각각의 

개별 상물의 모양이 서로 조 씩 다른 것을 표 하는 

것은 실 인 장면을 연출하는 데 요하다. 돌담이나 

지형은 부드러운 곡면으로 이루어진 물체들과 다르게 표

면이 울퉁불퉁하므로 무작 인 요소나 노이즈 추가와 

같은 방법이 부가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의 통돌담을 차  모

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그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4].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정

(vertex)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덧붙 다.

정 을 포함한 삼각형들이 “충분히 평평”한 표면을 이

루어 그 정 이 없어도 원래의 모양과 차이가 없으면 그 

정 을 제거한다. 평평한 정도는 이산 곡률(discrete 

curvature)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곡면의 곡률은 가우스  그 이

, 이후의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체계 인 계

산방법이 존재한다.

다면체와 같은 미분가능하지 않은 곡면의 이산 곡률

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5,6,7]. 한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이산 곡률을 이용하여 정 을 제거하는 방법들

이 이미 연구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한국의 통 돌담생

성 알고리즘에 용한다. 제거된 정 과 연결된 정 들

로부터 새로운 삼각형들을 만든다. 새로운 삼각형들은 

첫 번째 정 과 주변 정 들을 순서 로 연결하여 만들

어진다.

2. 관련연구

일반 으로 랙탈은 “멀리서 본 모양과 가까이에서 

본 모양이 유사”한 자기모사(self-similar)라는 특성이 있

는 패턴이다[8]. 많은 연구자들이 지형, 해안선, 강물의 

진행 형태, 식물의 가지와 잎 등이 랙탈 패턴을 보인다

는 것을 밝혔다[9,10].

랙탈을 이용한 차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 분

야에서 랙탈 곡선과 랙탈 곡면의 세분화

(subdivision) 알고리즘으로 만드는데 처음 이용되었다. 

더 나아가 다음 단계의 정  선택이 주어진 확률 분포를 

가지는 곡선과 곡면을 만드는 것으로 발 하 다[11]. 

[Fig. 3]은 L-system로 생성된 fractal 식물을 보여 다

[12,13,14]. L-system의 유용성이 알려지고 이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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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며 특정 모델링에 잘 

용되는 유사한 체계들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다. 특이하

게도 자연물이 아닌 도시와 건물의 차  모델링에 

용하여 높은 수 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 다[15].

[4]에서는 랙탈 세분화(subdivision) 알고리즘을 이

용한 한국 통돌담 생성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알고

리즘은 기 다면체가 경계가 없는 직육면체인 경우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거한 경계가 있는 사각형의 경우

로 나 어진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3차원 모델은 다면체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3차원 

공간의 정  집합,  는  의 두 정 으로 이루어진 변

의 집합,  는  의 세 정 으로 이루어진 면의 집합을 

나타낸다. 

[Fig. 3] Fractal plant using L-system

[Fig. 2] A canyon with rocks detached from the 
cliffs

번째 다면체     은 기 다면체 

을 번 세분화한 다면체를 나타낸다. 다면체  에서 다

음 단계로 세분화할 때 삼각형들의 각 변에서 한 을 무

작 로 골라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 때 선

택된 은 심 에 가까운 이 되도록 조 한다. 삼각

형의 변이 경계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을 경계가 이루

는 평면 안에서 이동시켜 경계를 유지한다. [Fig. 4]는 6

번 세분화하고 텍스처를 입  더링한 결과이다.

[Fig. 4] Procedural modeling of traditional stone 
fence

모델의 정 의 개수는 더링 속도와 직결되며 좀 더 

작은 수의 정 으로 같은 모델을 나타낼 수 있으면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4]의 결과에서 돌

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정 들은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이 효율 이다. 이를 하여 경계가 있는 평면 사각형

으로부터 한 쪽 면만 보이는 돌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 다. 추가로 정 을 포함하는 삼각형들이 평

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면 이 정 을 없애고 삼각형 메

쉬를 다시 생성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효

율 일 것이다. 

정 을 이는 방법으로 메쉬 최 화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16,17,18]. 본 논문에서는 이산 

곡률(discrete curvature)을 사용하여 최 화한다. [Fig. 

5]와 같이 정   에 인 한 정 을 , , … , 라 하
면 이 정 에서의 이산 곡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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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는 를 포함하는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다. 

이산 곡률은  식 외에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Fig. 5] Vertices adjacent to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4]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기 정  

무작  추출과 평평한 정  제거과정을 추가하 다. 논

리의 일 성을 하여 이 의 알고리즘 단계를 함께 설

명한다. 한 기에 주어진 다면체가 직육면체와 같이 

경계가 없는 경우와 사각형과 같이 경계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식을 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설

명한다.

3.1 경계가 없는 경우

최 의 다면체를     이라 하고 번째 

다면체     으로부터 ()번째 다면체 

    을 얻는 방법을 설명한다.

단계 1 : 각 정  ∈에 하여 단  법벡터 

를 계산한다. 정  를 공유하는 면들을 인 한 순서

로  ,  , … , 라 하고 이 면들의 단  법벡터를 각각 

′ , ′ , …, ′라 하자. 단  법벡터 는 다음과 같

은 식을 만족시킨다.

∥′ ′  ⋯ ′∥
′ ′  ⋯ ′

단계 2 : 균일성을 없애기 하여 각 기 정  

∈를 무작  방향으로 조 씩 이동시킨다. 수식으

로 기술하기 하여 정 들 간의 거리의 최솟값을 

이라 하자. 실수  , ∈ 과 단 벡터 에 하여 

기 정  를 다음과 같이 
로 이동시킨다.

  
 



이 때, 실수  , 와 단 벡터 는 무작 로 선택된다.

단계 3 : 각 변  ∈에 하여 이 변 의 정  

를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실수 는 구간  에서 무작 로 선택된다. 폭이 

좁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하여 를   

근방으로 이동시킨다. 함수

  
  ∈ 

에 하여 는 보다 에 가까운 값이 된다. 

의 값에 따라 가까운 정도가 달라진다.

단계 4 : 정  와 에 주어진 단  법벡터가 각각 

 , 
일 때 변   에 새롭게 얻어진  의 단  

법벡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





단계 5 : 단계 3에서 얻어진 새로운 정  집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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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정 들을 자신의 법벡터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 때 단계 2의 과정과 같이 정 들을 무작 로 조 씩 

움직여 균일성을 없앤다. 를 이동시킨  
와 를 

이동시킨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 게 얻어진   단계 다면체의 정  집합 

은 다음과 같다.

  
 ∈∪  ∈

단계 6: 단계 5에서 얻어진 새로운 정  집합 에 

하여 새로운 다면체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텍스처를 입히고 더링

한 결과를 [Fig. 6]에서 볼 수 있다.

[Fig. 6] Subdivision of a cube

단계 7 : 각 정 들을 순회하며 이산곡률이 주어진 값 

이하인 들을 제거한다. 정  의 주변 정 들이 , , 

…, 라 하면 벡터 와 가 이루는 각 는 다

음과 같다 [Fig. 5].

  ∥∥∥∥
∙


정  에서의 이산 곡률은 식 (1)로 구하며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
각 정 을 순회하며 주어진 실수 에 하여 

    인 정 들을 제거한다. 이 때 제거된 정 에 

인 한 정 들은 순회 상에서 제외한다.

단계 8 : 제거된 정  의 주변의 정 들 , , … , 
에 하여 삼각형 ∆, ∆, …, 
∆를 추가한다.

3.2 경계가 있는 경우

다면체의 경계는 오직 하나의 다각형에 포함되는 변

들의 합집합이다. 다면체가 하나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변들이 경계가 되며 이 경계는 한 평면 에 놓여 

있는 닫힌곡선을 이룬다. 다면체의 세분화 과정은 상 

동형변환(homeomorphism)이므로, 경계에서 선택된 

들을 경계 곡선이 포함된 평면 에서 이동시키면, 세분

화된 다면체도 여 히 하나의 평면 에 있는 닫힌곡선

을 이루는 경계를 가진다.

경계가 있는 경우의 세분화도 기본 인 과정은 경계

가 없는 경우와 같다. 다만 경계의 들에 하여 법벡터

를 지정하는 방식과 정 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르다. 법벡터  정 의 이동 방향이 경계 곡선이 포함

되는 평면에 있도록 제한된다. 알고리즘의 설명 부분에

서는 경계에서의 정 에 해서만 자세히 설명한다. 이

후 경계 곡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경계 평면   라 부른다.

단계 1 : 각 정 에 법벡터를 계산한다. 경계에 속하지 

않는 정 은 경계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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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의 정 은 항상 경계를 이루는 두 변의 합

이 된다. 이 두 변과 수직이며 에 포함되는 벡터의 평균

을 이 정 에서의 단  법벡터로 정한다.

 
 
 ∥ ∥

단계 2 : 기 정  ∈의 균일성을 제거하기 
하여 무작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킨다. 가 경계에 

포함되면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 벡터   방향으로 이동

시킨다. 경계가 없는 경우와 같은 기호들을 사용하고 경

계 평면 의 법벡터를 로 나타내기로 한다. 무작 로 

선택된 3차원 공간의 벡터 으로부터

∥
∙

∥

∙



를 얻는다. 이 벡터 는 경계 평면에 포함된다.

단계 3: 각 변에서 무작  정 을 선택한다. 경계에 있

는 변도 경계가 없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한다.

단계 4: 새로운 정 에서 법벡터를 계산한다. 경계에

서 선택된 정 에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

계에서 선택된 정 의 경우 이웃하는 두 정 의 법벡터

가 모두 경계평면에 포함되므로 이들의 일차결합도 경계 

평면에 포함되는 것이 보장된다.

단계 5: 기존의 정 들과 변에서 선택한 새로운 정

들을 이동시킨다. 를 이동시킨  
와 를 이동시킨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여기서     , (    )은 무작 로 선

택된 벡터이고

  ⊗      

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경계가 없는 경우 단계 5와 같다. 

 식은 정 의 이동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제한하는 데  

유용하다. 경계에 속한 정 의 경우 벡터 를 의 단계 

2와 같이 경계에 포함되게 이동시킬 수 있다.

단계 6 : 새로운 정 , 변, 면으로 구성된 다면체를 경

계가 없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얻는다.

단계 7 : 경계에 속하지 않은 들의 이산곡률을 계산

한다.

단계 8 : 이산 곡률이 일정한 값보다 작은 정 들을 제

거하고 경계가 없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삼각형 

집합을 구성하여 다면체를 생성한다.

4. 구현 및 결과

의 알고리즘은 C/C++ 언어와 Microsoft 의 DirectX 

9.0c 그래픽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구 하고 테스트하

다. 치 좌표, 법벡터와 텍스처 좌표를 가지는 5개의 부

동소수 형 자료로 정  구조체를 구성하 다. 3개의 

unsigned int로 정 의 인덱스를 가지는 변과 면을 나타

내는 구조체를 작성하 으며 변의 경우 세 번째 인덱스에 

공유하는 면의 개수를 어 경계에 속하는 지 검사한다.

[Fig. 7]과 [Fig. 8]은 각각 경계가 없는 경우와 경계가 

있는 경우 5번 세분화를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 다. 윗

은 정  제거 과정을 실행하지 않았고 아랫 은 이산 

곡률을 계산하여 정  제거를 실행한 후 더링한 결과

이다. 정 제거를 실행한 경우에는 폭이 좁은 삼각형이 

많았으며 체 인 모양에 무작 성이 가해진 모습이다. 

[Fig. 9]와 [Fig. 10]은 각각 경계가 있을 때와 경계가 없

을 때 세분화 과정을 보여 다.

[Fig. 7] Subdivision of a cube,  
         Top: mesh without elimination of 

vertices Bottom: mesh with elimination 
of ver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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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bdivision of a quadrangle with  
         Top: mesh without elimination of 

vertices Bottom: mesh with elimination 
of vertices

[Fig. 9]  ,  ,  for several cubes

[Fig. 10]  ,  ,  for several quadrangles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에서는 랙탈을 이용한 차  모델링 알고

리즘으로 한국의 통 돌담을 생성하 다. 이산 곡률을 

사용하여 모양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 들을 제거하는 

기법을 추가하 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게임에서 사용하

는 지형 맵이나 여러 상콘텐츠에 응용이 가능하다. 정

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이 좁은 삼각형은 

일정한 방향의 패인 자국들을 만들어 부자연스러운 모양

들을 만든다. 폭이 좁은 삼각형을 덜 생성하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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