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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의 견해가 반영된 물감 특징을 표현하는

물감 시뮬레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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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studies to create realistic paint effects and the research area still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ese days. However, the consideration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paint effects from the point

of viewers is not enough. In this paper, we extract the important paint features and survey the importance

valu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suggest a new paint system. The paint system utilizes the paint

simulation that reflects viscoelasticity and mixing suggested by You et al. (2013) and proposes the paint

rendering method that represents the details of a paint, a solvent, and pigments. We survey the quality

of our results and prove that our paint system is superior to the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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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감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비

사실적인 렌더링 분야에서 존재해 왔다. 비사실적인 

렌더링 분야에서는 이미지를 생성 방법에 따라 3가

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쉐이더 방법, 필터링 방법,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분리될 수 있다. 쉐이더 방법은 

3D 오브젝트에 비사실적 효과들을 표현한 쉐이더를 

적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필터링 

방법은 2D 이미지 도메인에서 픽셀 단위의 변형을 

적용함으로써 비사실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방식은 사전에 제공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산하여 비사실적

인 효과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한 물감 표현 연구

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Xu et al., 2006; You et al., 2013;

Baxter et al., 2004; Chu & Tai., 2005; Curtis et al.,

1997; Laerhoven & Reeth, 2005; Seo & Yoon, 2009)

그러나 이 논문들은 물감 효과들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들로써 감상자의 입장에서 물감을 물감답

게 만드는 특징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인 물감 효과들을 표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출해보고, 그 특징들이 얼마나 물감의 효과에 기여

하고 있는지 설문지법을 통해 살펴본 후, 그에 걸맞

은 물감 효과 생성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물감 효과 생성 시스템은 

물감의 움직임을 생성하는 물감 시뮬레이션 부분과 

이동한 물감을 표현하는 렌더링 부분으로 이루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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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감과 희석제의 움직임을 파티

클로 샘플링하여 움직임을 계산하는 SPH (smooth-

ed-particle hydrodynamics) 방법을 이용해서 생성

하였다. SPH 방식으로 유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

들은 많이 나와 있었으나 최근에 발표되었던 You et

al. (2013)가 제시한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물감 

시뮬레이션 연구가 본 논문의 목적과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물감 렌더링 부분에

서는 You et al. (2013)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물감의 

특징을 모두 표현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

다. 감상자들의 설문 조사에서는 디테일한 물감의 특

징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법으로는 충

분히 표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감 

효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여 

적용하였으며, You et al. (2013)에서 제안하였던 결

과물과 설문을 통해 비교한 후, 설문 결과 더 높은 

품질의 렌더링 결과물을 생성하였음을 입증하였다.

2. 관련 연구

유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물감의 특징을 표현

한 연구는 비사실적인 렌더링 분야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Chu & Tai (2005)는 중국의 수묵담채화

에서 관찰되는 화선지에서의 잉크 확산 시뮬레이션 

연구를 제안했었다. 이 연구에서는 물감 이펙트를 5

가지 (깃털 패턴, 밝은 가장자리, 나뭇가지 패턴, 경계

면 불규칙성, 바운더리 다크닝)으로 나누고 각 이펙

트에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뮬레이션 

단계 중에 이미지 기반의 접근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였다. 이와 비슷한 주제

의 중국의 수묵담채화 연구로 Sun et al. (2010)의 

논문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브라운 운동

과 삼투 효과를 따라 움직이는 물과 잉크간의 확산효

과를 파티클을 통해 계산하였다. 또한 물이 증발하고 

잉크가 남는 현상 역시 표현하였다. Curtis et al.

(1997)의 수채화 연구는 비사실적 렌더링 분야에서 

최초로 유체 시뮬레이션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

에서도 수채화의 효과들을 (가장자리 다크닝, 흐름 

효과, 광택 효과) 추출해 내고 이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생성하였다. 이 연구의 시스템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 물의 흐름, 염료

의 착색, 종이로의 흡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염료를 렌더링 할 때에는 Kubelka-

Munk 모델을 사용하여 염료의 혼합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Laerhoven & Reeth

(2005)는 좀 더 진보된 그래픽 하드웨어를 이용한 실

시간 수채화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 역시 Curtis

et al.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3개의 층으로 나누어 시

스템을 설계하였지만, 2차원의 Navier-Stokes 식을 

이용하여 좀 더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계산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는 특정 타입의 물감 효과를 추출해 

내고 그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지만, 물감의 

물성을 표현하면 위에서 언급된 특징들이 자연스럽

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You et al. (2013)

는 물감 시뮬레이션에 대한 일반화된 모델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는 물감 시뮬레이션에 대한 최신의 연

구로써 이전 연구들이 2차원 혹은 2.5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에 반하여 3차원에서 물감 시뮬레이션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연구의 물감 시뮬레이션을 기본 프레임을 삼아 진행

하였다.

물감의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는 비단 물감 

시뮬레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2D의 이미지 필터링을 

이용하는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Luft &

Deussen (2006)은 그동안 복잡도가 높아서 잘 다루

어지지 않았던 식물 일러스트를 수채화로 표현하기 

위한 테크닉을 발표하였다. 3D로 생성된 식물 모델

의 기하학적 복잡도를 단순화 시키고 수채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렌더링을 수행하였다. Zeng et al.

(2009)는 인풋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 내부의 색

상을 계층적으로 분리한 후 전문가들의 물감 패턴을 

적용하여 물감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Bousseau et

al. (2006)은 이미지나 3D 모델을 단순화, 추상화시킴

으로써 수채화 특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수채화 효과

들인 가장자리 다크닝, 건조한 붓터치, 종이의 우글

거림등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사실

감을 높였다.

물감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섞인다는 것이다. 유

체간의 혼합 혹은 혼합되지 않는 성질을 다룬 연구들

은 유체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많이 관찰된다. Kang

et al. (2009)은 그리드 방식에서의 혼합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유체들 간의 혼합 가

능성을 규정한 후 각 그리드 셀의 부피 내에 각 유체

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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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al paint images for advice.

Fig. 2. Paint research images for advice.

유체 표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 (2008)은 유체가 섞일 때와 서로 섞이지 않을 때의 

두 상황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attics Boltzmann의 방식을 바탕으로 

농도가 확산되는 것을 Cahn-Hillizrd 식을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Liu et al. (2011)는 LLSPH라고 하는 액

체 간 혼합 시뮬레이션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SPH를 기반으로 열역학 이론을 접목하여 확산 현상

을 표현하였다. 최근에는 발광하는 유체를 투명한 유

체와 혼합시킨 후 그 움직임을 카메라로 저장한 후 

얻어진 3D 데이터를 통계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

운 유체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을 Gregson

et al. (2012)가 제안하였다. 액체 표면에서의 확산을 

물질 전달 방식을 이용해 다루는 방식이 Shin et

al.(201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점성이 

다른 두 유체 사이에 발생하는 Viscous fingering 효

과를 Darcy의 법칙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Viscous fingering 효과는 DLA (diffusion-limited

aggregation)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Cha et al.

(2009)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물감 효과 특징 추출

3.1 실험 개요

물감 표현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기에 

앞서 물감 효과를 표현할 때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추출하기 위해 먼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전문가 

5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들은 교수 (3인), 컴

퓨터 그래픽 작업자 (1인), 아티스트 (1인) 으로 이루

어 져 있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

다. 먼저 시각적으로 물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감의 이미지를 

여러 장 보여주었다. Fig. 1은 그 이미지 중 일부를 

보여준다.

위의 실제 물감 이미지 뿐 아니라 기존 연구의 결

과물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물감 이미지를 

참고자료로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물감 연구에서 어

떤 점이 더 개선되어야 할지도 비교할 수도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물감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특징이 기존 연구에서 보여 진다면 반복되더라도 자

유롭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이미지들을 보고 물감끼리의 혼합,

물감의 두께, 물감과는 구별되는 염료의 표현, 물감

과 희석제(물이나 오일) 간의 혼합, 가장자리가 어두

워지는 효과, 가장자리의 울퉁불퉁한 경계면, 종이 

질감 표현, 물감의 흡수-건조 표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 필요한 

특징들을 추출했으며, 이 특징들이 감상자들에게 얼

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를 자기-보고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항목은 물감의 입체 표현, 물감끼

리의 혼합, 물감과 희석제 간의 혼합, 흡수-건조 시 

생기는 바운더리 다크닝, 종이 질감으로 5 항목에 대

해 조사하였다. 물감의 입체 표현은 물감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점탄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물감끼리의 혼합과 물감과 

희석제 간의 혼합은 섞이는 효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지정하였다. 단, 물감과 희석제 간의 혼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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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values for individual paint effect

Items Average
Standard

Deviation

Three-dimensional effect

of paint
4.11 0.91

Diffusion between paints 4.52 0.73

Diffusion between

paint and solvent
4.15 0.93

Boundary darkening 4.14 0.89

Paper texture 4.26 0.96

서는 물감 내부에 있던 염료가 농도의 차이 때문에 

희석제로 흐르는 모습이 더욱 명백하게 보여 지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물감끼리와 물감과 희석제 사이로 나누어 항목을 설

정하였다. 바운더리 다크닝 효과는 물감이 물로 확산

되고 흡수 및 건조가 이루어 질 때 염료가 물의 경계

면을 따라 어둡게 착색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효과

는 기존의 물감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징인데, 이 역시 감상자가 얼마나 중요하

게 여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물감이 흡수, 건조될 때 종이 질감의 영향

을 크게 받는데, 이를 감상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각 문항의 중요성 정도는 5단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로 이루어 졌으며, 각 단

계 중에서 하나를 골라 체크하는 것이다. 실험에 참

여한 감상자는 총 27명이며, 20～30대의 연령층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 중 15명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이 진행됐다.

3.2 실험 결과

실험 결과 각 항목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중요하다고 평가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난 항목은 물감끼리의 혼합이

었다. 물감의 색상이 혼합되는 표현이 감상자로 하여

금 물감 특징 표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것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평가된 항목은 종

이의 질감이었다. 실험자들은 종이 텍스쳐에 의해 생

기는 염료의 패턴 표현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Table 1은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 결과는 뒤에 나올 물감 시뮬레이션과 물

감 렌더링으로 이루어진 물감 효과 생성 시스템 설계

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었으며, 이 효과들을 최

대한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4. 물감 효과 생성 시뮬레이션

앞서 제시한 효과들이 표현되어있는 사실적인 물

감의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You

et al.(2013)이 제시한 물감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페인팅 환경에서 빈번히 사용

되는 도구인 물감, 희석제, 종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특히 물감은 바인

더와 염료로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실제 확산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감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는 유체성, 확산성, 흡수성을 추출하여 각 특성에 맞

는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이 물리적인 특징을 계산하

기 위해서 물감과 희석제를 각각 특성이 다른 입자로 

설정하였으며, 그 내부에 염료의 농도를 지정하는 방

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유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여 운동량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물

감은 점탄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비해 좀 더 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변형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려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물감 시뮬레이션의 유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Navier-Stokes 방정식에 

점탄성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 


∇∇

∇· (1)

는 속도, 는 밀도, 는 압력, 는 점성, 는 탄

성, 은 변형 텐서, 그리고 는 외부 힘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 방정식을 Solenthaler과 Pajarola(2009)

가 제안한 Predictive-corrective incompressible

SPH (PCISP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SPH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감이 희석제와 섞이게 되면 물감 내부에 있었던 

염료가 희석제로 점차 확산하게 된다. 이는 물감과 

희석제 각각의 내부에 존재하는 염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 전달의 현상으로써, 이 확산 

현상은 Fick의 두 번째 법칙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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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reation of paint surface wrapping solvent 

and paint particles.

Fig. 4. Paint surface rendered by Phong shading 

model.




∇ (2)

여기서 는 염료 농도이며, 는 확산도이다.

물감과 희석제가 종이에 닿으면, 두 유체들은 종

이로 흡수된다. 이때, 물감은 많은 부분들이 종이 위

에 남고 천천히 흡수되는 반면, 희석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종이에 흡수되고 희석제로 확산된 염료만이 

독특한 분포 모양을 남기고 종이 표면에 남기게 된

다. 이 종이로 침투되는 액체들의 속도는 Lucas-

Washburn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였다.






  
  (3)

은 종이 모세관 길이, 는 정수압, 모세관 압

력, 는 모세관 반지름이다.

5. 물감 효과 생성 렌더링

5.1 물감 표면 생성

물감과 희석제는 액체이기 때문에 공기와 구별 짓

는 표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 여기서는 물감과 희

석제가 서로 섞이는 타입만을 다루기 때문에 물감과 

희석제를 동시에 감싸는 표면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물감 시스템은 SPH방식의 파

티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파티클의 정보를 

이용해서 표면을 생성하는 Zhu & Bridson (2005)의 

표면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물감과 희석제 표면

을 생성하였다.

물감과 희석제로 이루어진 액체 표면은 Phong 쉐

이딩 모델을 사용하여 렌더링 하였다. 바인더와 희석

제는 투명에 가까운 반투명한 재질이며, 색상이 없거

나 연한 노란색상을 띈다. 또한 유체가 가지는 고유

한 굴절 효과 역시 관찰된다. 우리는 Phong 쉐이딩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이 특징들을 표현

할 수 있었다

5.2 물감과 희석제 내부의 염료 렌더링

물감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은 물감 내부에 존재하

는 염료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물감과 희석제 내부의 염료를 따로 추출하여 렌더링

을 하였다. 또한 염료는 0.001～0.002mm정도의 아주 

미세한 가루이기 때문에 염료 농도를 밀도장을 이용

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렌더링 방법은 You et al.

(2013)의 논문에서도 제시된 적이 있었으며, 상업 영

상 제작 프로덕션에서 연기와 같은 표면이 설정되지 

않은 유체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었다.

감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받은 물감과 

물감 사이의 혼합 항목은 다른 색으로 지정된 각 물

감 파티클의 염료 색상을 동시에 렌더링 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었다. 각 물감의 다른 염료로 지정된 파

티클이 물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혼합될 수 있었으며, 각 물감에 대한 밀도장이 따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염료 밀도장이 광선 추적 

렌더링 법을 통해서 렌더링 됨으로써 혼합된 색상의 

표현이 생성될 수 있었다. 희석제와의 혼합은 물감에 

있던 염료 농도가 희석제로 확산할 때 감소되는 농도

의 값을 렌더링 함으로써 혼합 효과를 표현할 수 있

었다.

5.3 종이 내부의 염료 렌더링 

감상자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종이 텍스

쳐의 반영과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명확한 경

계면을 따라 흐르는 바운더리 다크닝 현상은 종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종이 위에 남겨지

는 염료의 렌더링은 앞서 설명한 물감과 희석제 내부

의 염료 렌더링 방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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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gment rendering in the solvent and paint 

particles.Fig. 6. The method to produce boundary mask.

Fig. 7. Paper texture used in this paper.

먼저 종이 염료의 밀도장은 물감과 희석제 염료 

밀도장보다 높은 해상도의 밀도장을 사용하였다. 종

이 텍스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해상도를 사

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해상도로는 종이의 텍스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부족한 종이 픽셀 데이

터는 앨리어싱 같은 문제가 쉽게 생기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감과 희석제의 밀도장보다 대략 

2～3배정도 높은 해상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종이 층

에 흡수되는 염료의 농도를 샘플링하여 밀도장에 값

을 지정한 후 이중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해상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즉, 낮은 해상도의 염료 밀도장을 

,이중 선형 보간법을 이라 한다면 높은 해상도의 

염료 밀도장, 
′은 (식 4)로 구할 수 있다.


′  (4)

경계면을 따라 흐르는 바운더리 다크닝 현상을 표

현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액체 간의 경계면이 명확하

게 계산되어야 경계면 주변으로 염료 농도가 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면 마스크를 사용하여 

경계면 외부의 밀도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명확한 

경계면을 생성하였다. 경계면 마스크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5)

은 경계면 마스크, 은 마스크 생성 함수, 는 

4.1 장에서 생성된 물감 표면, 은 종이의 위치값이

다.

경계면 마스크 생성 알고리즘은 종이의 위치를 기

준으로 교차하는 액체의 표면의 각 교차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종이 위에 찾아진 교차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Bresenham의 직선 알고리

즘을 수행한다. 이 때 종이 위에 그어진 선으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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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ndering system plugged in Maya program.

Fig. 9. Comparison between You et al.(2013) (a) and images generated by our method (b, c).

느 부분이 유체의 내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체

의 내, 외부를 나누기 위한 Flood Fill 알고리즘을 수

행한다. 이때 항상 유체의 외부로 지정되는 (0,0)위치

의 픽셀을 외부로 지정하여 재귀적으로 주변 픽셀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Fig. 7는 경계면 마스크 생성 알

고리즘의 과정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조-흡수 과정이 진행되면서 

경계면으로 염료가 모이는 효과가 관찰된다. 이 바운

더리 다크닝 효과는 명확하게 생성된 경계면 주변의 

일정 픽셀 범위 안의 염료 밀도를 어둡게 변형시킴으

로써 얻을 수 있었다.

      (6)

는 바운더리 다크닝 밀도장, 는 바운더리 다크

닝 함수, 는 어느 범위까지 어두워질지에 대한 유저 

파라미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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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텍스쳐()는 실제 촬영된 고해상도의 종이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밝은 

부분은 종이 텍스쳐의 볼록한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어두운 부분은 오목한 부분이라고 가정한 후 이미지

의 색상 값을 종이 염료 밀도장에 곱해주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디테일한 물감 효과가 

적용된 높은 해상도의 염료 밀도장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7)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물감 렌더링 시스템은 

Autodesk 사의 Maya 프로그램의 Plug-in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내제되어 있는 Mental ray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렌더링 하였다.

6.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물감 효과 생성 시스템은 C++

언어로 만들어 졌으며,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렬 계산 라이브러리인 OpenMP를 이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Intel(R) Core(TM) i-7-3770 CPU @ 3.40

GHz와 8GB의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계산하였다.

Fig. 9의 b는 제안된 물감 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든 

결과 이미지이다. 이 장면은 총 12,995개의 유체 파티

클이 사용되었으며, 페인트 밀도장의 사이즈는 400

× 60 × 400이며, 종이 밀도장의 사이즈는 800 × 800가 

사용되었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1프레임 당 427초가 

걸렸으며, 렌더링 시간은 226초가 걸렸다.

이 이미지는 비교 설문 조사를 위하여 You et al.

(2013)의 논문에 결과이미지로 나온 Flower와 비슷하

게 만들었다. Fig. 9의 a는 이전 논문에 나온 결과 이미

지이며, b와 c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이다. b와 c의 차이점은 b는 물감

과 희석제 내부의 염료와 종이 내부의 염료가 모두 

표현된 이미지이고, c는 종이 염료만 표현되었다는 점

이다. c는 종이의 염료를 표현하는 것이 디테일 추가

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하기위해 따로 렌더링 

하였다. 설문은 간단히 진행되었다. 3장에서 언급되었

던 5항목들(물감의 입체 표현, 물감끼리의 혼합, 물감

과 희석제 간의 혼합, 흡수-건조 시 생기는 바운더리 

다크닝, 종이 질감)이 더욱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a와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27명

의 감상자 중 21명은 새로 제시된 방법의 결과물인 

b를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a를 선택하였다. 아

주 높은 비율로 b가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상

자들이 b가 더 잘 표현된 이미지라고 선택하였다.

7. 결  론

물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

히 관심 받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

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감상자의 입

장에서 물감을 물감답게 만드는 특징들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인 물감 

효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들을 추출하

고 그 특징들이 얼마나 물감의 효과에 기여하고 있는

지 살펴본 후 그에 걸맞은 물감 효과 생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물감의 물리적인 특징인 점탄성과 혼합

성을 고려한 SPH 방식의 물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

였으며, 물감 효과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

의 물감 렌더링을 제안하였다. 물감 렌더링에서는 물

감 표면, 물감과 희석제 내부의 염료, 종이 내부의 

염료로 나누어 각 방법에 적합한 방식을 제안하였으

며, 결과물을 렌더링 할 때에는 동시에 렌더링 함으

로써 3가지 방식의 장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물은 이전 연구보다 뛰

어남을 설문지법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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