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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3D애니메이션 합성기술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

는 렌더패스 합성기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렌더패스는 각 속성별로 분리하여 렌더링

한 후 합성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신속한 합성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오클루전 패스는 

소프트 라이트 쉐이딩을 한 듯한 화면을 연출하며 깊이감과 경계의 부드러움 등을 표현

해 준다. 3D공간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들을 패스 렌더링 과정을 통해 2D이

미지로 전환되며, 합성 소프트웨어에서 비로소 완성되게 된다.

즉, 3D애니메이션은 후반 합성과정인 컴포지팅(compositing)을 통해 애초에 계획하

였던 작품의 완성도가 실현된다. 심도 있는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3D소프트웨어에서 

제작된 씬을 레이어별, 속성별 패스로 렌더링을 하여 합성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오클루전 패스는 3D 그래픽스의 결과물의 GI렌더링을 하지 않고도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기에 최근들어 포스트 프러덕션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합성 맵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속성의 특성과 원리 및 활용법을 정리, 분석한 연구 및 저서가 부

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클루전 맵의 원리와 활용법을 정리하고 합성결과의 실재감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렌더러를 지정하고 속성의 특징을 활용한 맵의 지

정과정과 합성 소프트웨어 활용기법을 정리하였다. 앞으로도 기법의 개발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그래픽적 표현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표현방식 후

반 기법들이 연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포스트프러덕션, 렌더패스, 오클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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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인간은 예전부터 현실세계를 똑같이 모방하고자하는 욕망의 일

환으로 미디어를 발전시켜왔으며, 사진기술의 발달을 통해 손의 

오차를 넘어 리얼리티를 재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달로 인

간의 상상력과 사진의 한계를 넘어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범주

의 실재감(reality)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표현된다.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과 가상의 공간은 현실과 가장을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합성기술로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영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은 사진적 리얼리티, 즉 사실성을 기

반으로 한 렌더링으로 완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사실적 리얼

리티를 구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

의 실재감을 더해주는 합성기술이 필요시 된다. 가령, 라이팅, 

쉐도우, 거리감등의 요소들이 비사실적으로 렌더링 된 가상의 오

브젝트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실재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렇듯, 3D애니메이션은 후반 합성과정 즉, 컴포지팅

(compositing)을 통해 애초에 계획하였던 작품의 완성도가 실현

된다. 그러나 GI로 렌더링시 샘플링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 시

간이 비효율적으로 느려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영화나 애

니메이션에서 GI 렌더링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가 표현할 수 있는 사실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한 개념인 오클루전 패스합성법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

고자 한다.

GI와 같은 심도 있는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3D소프트웨어에

서 제작된 씬을 레이어별, 속성별 패스로 렌더링을 하여 합성 프

로그램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후에 패스의 속성에 적합한 이펙트나 모드합성, 색보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3D 그래픽스에서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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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아도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어별 렌더링이 전경과 후경 등의 오브젝트를 분리해 렌더

링하는 걸 의미한다면, 패스별 렌더링은 씬의 라이팅, 쉐도우, 

리플렉션, 뎁스와 같이 특징별로 패스를 분리하는 것이다.1) 

오클루전 패스는 3D 그래픽스의 결과물의 GI렌더링을 하지 않

고도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기에 최근들어 포스트 프러덕션 과정

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합성 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클루전 맵의 원리와 활용법을 정리하

고 합성결과의 실재감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도록 하겠

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3D애니메이션의 GI와 같은 실재감 구현을 위한 

맵 합성방법 분석을 위해 다음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먼저 2장에서는 오클루전의 개념의 정리를 통해 속성의 정확한 

범주를 이해하고, 그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오클루전 맵이 어떠한 원리로 제작되는지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실재감의 요소를 상태적 요소, 표면적 요

소로 구분지어 제작프로세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실재감 요소가 합성 적용된 3D 애니메이션의 씬을 

사례로 하여, 합성 제작과정을 제시하고, 합성 최종 아웃풋과 뷰

티패스 아웃풋을 비교분석하여 오클루전 맵이 보여주는 실재감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분석결과의 정리와 향후 연결된 연구과

제, 추가적인 보정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Ⅱ. 개념과 구성원리

렌더패스 Rendering Passes란 한 씬의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진 

1) 박성원, 「애니메이션 편집&합성」, 애드컨텐츠휴피아, 2015,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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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들을 나누어 렌더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패스는 합성 프로그램 즉, 포토샵Photo Shop, 에프터이펙트

After Effects, 누크Nuke, 쉐이크Shake 등에서 CGI 합성시에 사

용하게 된다. 

3D결과물을 합성을 위해 2D 패스로 렌더링하는 방법은 그 속성

에 따라 다양하게 있으나 중에서도 소프트한 명암 이미지를 통해 

오브젝트와 공간에 깊이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오클루

전Occlusion 패스 속성의 특성 조사를 통해 합성과정에서 표현되

는 실재감요소인 표면적, 상태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맵의 형

성원리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Occusion 속성과 요소

본 장에서는 오클루전 속성을 상태적, 표면적 속성으로 분류하

여 알아 봄으로써 맵이 추출되는 프로세스와 추출된 이미지의 특

성에 대해 분석하고 추후 합성된 결과의 실재감 분석의 밑바탕으

로 삼고자 한다.

오클루전(occusion)은 물체에 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효과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그림자들도 오클루전의 영역 안에 포

함될 수 있지만 면밀히 속성을 분석하여 보면 보편적인 그림자의 

개념이 아닌 “빛에 의한 차단효과”라고 규정지어진다.

앰비언트 오클루전Ambient occlusion이란 이름은 시크라프 

2002에서 ILM사의 테크니컬 디렉터가 시연한 테크닉으로 처음 사

용되었다.2)

오클루전Occlusion은 Ambient Occlusion과 같은 의미로 사실적

인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소프트쉐도우를 

동반한 아주 부드러운 조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필 라이

트를 대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3)

오클루전 패스는 쉐도우 패스와 같이 어두운 영역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속성으로 앰비언트 패스처럼 색감부분만 인식하는 것이 

2) Ambient occlusion이란,http://cafe.naver.com/maxkill/68830, 2008.11.5

3) 제레미번, 「디지털 라이팅 & 렌더링」,성안당, 2014,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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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래픽처리 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서로 맞물린 교합

부분을 거리로 측정하여 어두운 영역으로 표시해 주는 렌더링 하

는 것이다. 만약, 의자가 놓여져 있는 바닥면의 한 장면이라면 

의자에 의해 맞물린 부분이 가려지므로 빛을 차단하게 되기때문

에 그림자와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실재성은 현실성과 같은 뜻이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나 현실

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오클루전의 개념적 범주를 통

해 실재감이 표현되기 위한 표면적, 상태적 요소로서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상태적 요소로서 오클루전은 오브젝트들의 상태가 빛과의 관계

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

3차원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면 3D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물체와 공간을 모델링하고, 라이팅과정을 통해 

오브젝트에 빛을 부여하여 밝고 어두움의 표시로 오브젝트가 나

타나게 하며, 그것에 어떠한 성질의 재질을 씌우는 매핑과 쉐이

딩, 제작된 3차원 공간과 오브젝트를 이미지화 시키는 렌더링으

로 진행된다.

구분 내용 및 요소

형태적 속성 부드러운 모서리, 절대적 비례

표면적 속성
표면질감, 반사 및 굴절, 때, 먼지, 녹, 흠 

상처, 자국

상태적 속성 질서와 혼란, 그럴듯함, 상대적 비례

그림 1. 실재감구성 속성 및 요소4)

오클루전은 이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이미지화 시키는데 첫 번

째 과정에서 모델링된 오브젝트는 빛에 의해 차단되는 영역을 톤

으로 생성시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3D

4) 손장완, 3D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리얼리티 구현요소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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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소프트라이트를 비춘 듯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오클루전의 상태적 속성5) 중 사물과 빛과의 관계에 의

한 톤의 표현은 연필로 하는 소묘(drawing)에서“기본 톤(tone) 

넣기”단계와 유사하다.

연필 소묘에서는 사물과 배경 등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

기 위하여 형태와 아웃라인을 표시한 후 물체의 음영을 나타내기

위한 톤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본격적인 음영작업 전, 사물의 무게, 사물간의 공간

적 거리, 위치와 논리, 입체감 등을 관계지어주는 작업으로, 상

대적 크기의 비례나 입체감, 양감, 사물간의 관계와 같은 실재감

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밑 바탕에 존재시키는 작업이다. 톤 작업

을 충분히 하지 않고 선적인 묘사와 질감, 색감 등을 입히게 되

면, 사물이 표면만 존재하는 가벼운 대상, 즉, 현실적 수준의 상

태적 속성을 지니지 못한 생명력 없는 오브젝트로 느껴지게 된

다.

소묘에서도 톤을 충분히 깔아놨을 때 완성도에서 확연한 차이

가 나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오클루전 맵 합성을 한 후의 완성

도에도 위와 같은 요소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된 가상의 캐릭터와 공간에 빛과 

중력을 중심으로 한 실재감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음으로, 표면적 오클루전의 속성은 아날로그 흑백 필름의 인

화과정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흑백필름을 인화한 사진을 보면 디지털 사진과는 달리 은막처

리과정과 인화지의 질감에서 표현되는 풍부한 계조와 입자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풍부한 계조는 사실에 가까운 묘사력과 

깊이감을 더해준다.6)

오클루전 맵 생성시에‘subdivs’항목의 조절은 노이즈값을 조

5) 손장완, 앞의 논문, p.10.

6) 차재원, 「아날로그사진과 디지털사진에 관한연구」,동신대학교 대학원, 

2010, p.98.



163

절하여 이미지에 쉐이딩한 'Dirt'속성을 적절히 하여 합성시에 

질감이 너무 거칠어지거나 오브젝트 본연의 구성요소의 느낌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적절히 조절하여 합성하였을 때의 결과는 쉐이딩 된 

재질의 질감의 깊이감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클루전 맵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수준의 표면적 속성은 표면

질감, 표면반응, 표면현상변화 등이다.

즉, 정리하여 보면,오클루전 맵은 그림자는 아니지만 그림자 

대신 오직 앰비언트 오클루전 된 면만 화면에 표시해주므로, 각 

노멀의 높이, 방향등을 이용해서 어둠과 밝음의 색을 설정해 줄 

수 있어, 명암을 더 추가해 준 것 과 같은 개념을 가진 쉐도우 

맵이다. 

이를 Fake GI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GI렌더링을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므로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합성에서 주로 이 패

스합성을 사용한다.

브이레이Vray나 멘탈레이Mentalray 등의 렌더러를 활용하여 간

단하게 패스를 렌더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실재감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Max와 같은 3D 소프트웨어의 Scanline 렌더러를 사용

할 때는 Map설정을 브이레이나 멘탈레이와 달리 설정자체를 유사

하게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

2. Occusion 원리

오클루전의 생성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실재감있는 GI 렌더방

식에 대해 정리하여 그 효율적 측면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

겠다.

1) Global Illumination

GI의 원리는 두 표면 사이의 빛의 상호반사, 즉 간접광을 계산

하여 구현하는 렌더링 알고리즘을 일컷는다.

GI의 알고리즘은 Direct Illumination을 사용한 렌더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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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며 오브젝트간의 색을 반사시켜 컬러가 블리딩되는 효과를 

표현하지만 기존의 렌더링 방식보다 매우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2) Occlusion의 알고리즘

위의 장에서 오클루전 생성 개념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물체가 

빛을 차단하는 정도에 따라 톤이 표현되는 기법으로 표면이 오목

할 수 록 더 어둡게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은 GI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면서도 GI와 흡사한 환

경광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주변 환경이 컨트라스

트가 높거나 컬러 콘트라스트가 높을 경우 반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7)

오클루전의 생성 원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메라로부터 출발하는 ray가 occlusion 쉐이더가 적용된 표

면에 도달한다.

2. 이때 표면의 한 지점은 씬의 나머지 오브젝트들과의 충돌을 계

산하기 위해 표면의 법선 방향을 기준으로 무작위의 부챗살 모양의 

ray를 방출한다.

3. 이때 각각의 표면의 지점들은 충돌을 계산하기 위해 방출된 원

래의 샘플수에 대한 ray의 교차점의 비율만큼 어두워진다.”8)

   

그림 2. 오클루전 생성 원리9)

7) 박재욱, 김윤정, ⌜Ambient Occlusion을 이용한 Global Illumination 대체기

법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p.498.

8) Ambient occlusion이란,http://cafe.naver.com/maxkill/68830,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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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오클루전 생성의 알고리즘을 잘 설명해 주고 있

다.

먼저 그림 A는 P에서 비추어진 라이트 중 3개가 오브젝트와 충

돌하여 어두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림 B의 P의 라이트가 

각각의 오브젝트와 9개가 충돌하여 어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 즉, 점P가 얼만큼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가를 측정하여 쉐도

우 맵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림 3. 오클루전 쉐이딩의예10)

또한 원리를 적용하여 세부적인 옵션을 조절할 수 가 있는데, 

Samples는 화면을 구성하는 Dirt의 입자를 좀 더 조밀하게 작성

할 수 있다.

이는 실재성 요소 중 표면적 속성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데 관

련이 있다하겠다.

점 P를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어느 거리까지를 차단할 것인지를 

Max Distance로 조절하여 상황적 요소 중 물체간의 거리와 상대

적 비례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오클루전 생성의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소프트

웨어나 렌더러가 달라지더라도 맵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9) Ambient Occlusion with Mental Ray for 3DS MAX,

   http://blog.naver.com/ciese/100055928929, 2008,10,18

10) Nvidia developer zone, http://blog.naver.com/ciese/100055928929,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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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합성방법과 결과(Final Composition Out-Put)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오클루전의 속성을 근거로 맵을 형

성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합성된 결과물의 

실재성에 대해 분석하여 오클루전 합성의 장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레스터라이즈Rasterize

3D 애니메이션은 3D소프트웨어로 제작되었어도 최종결과물은 

2D이미지로 출력된다. 이렇듯 3D에서 2D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렌

더링Rendering 혹은 레스터라이즈Rasterize라고 한다.

이렇게 3D를 레스터라이즈하여 얻어낸 최종 2D이미지를 CGI라

고 하며, 이는 컴퓨터그래픽스의 공간에서 창작되어진 이미지이

다.

CG와의 차이는 비슷하지만 제작과정에서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

데, 가령 사진 몇장을 모아 편집합성하는 것은 CG의 범주안에서 

제작된 VFX, 즉,매트페인팅이라 일컷지만, 면밀히 따지자만 CGI

라 칭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CG범주안에 렌더링 된 이미지인 CGI

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렌더링된 오클루전은 2D 패스로 

CGI화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오클루전 패스를 렌더링하는 과정의 기술을 통해 

기존 연구나 서적에서 정리되지 않은 기법적 방식들을 알아본다. 

본 과정의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렌더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여 쉐이딩되는 오클루전 맵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D MAX 프로그램에서는 스캔라인 외에 디폴트 렌더러인 Mental 

Ray가 설치된다.

오클루전 패스 렌더링 Work Flow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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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nderer Assign

먼저 렌더러를 설정해주기 위해 Render Setup을 열고 렌더러를 

멘탈레이로 변경한 후, 오클루전으로 렌더링 하고 싶은 오브젝트

를 선택하고, Material Editor의 재질을 mental ray로 변경하여 

준다. 기존의 디폴트 스캔라인으로는 다른 종류의 맵은 손쉽게 

출력가능하다. 그러나 오클루전의 경우 쉐이더를 설정해 줘야하

는 개념을 적용해야 하기에 멘탈레이나 브이레이로 설정하는 것

이 용이하다.

그림 5. 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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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면을 오클루전으로 쉐이딩하는 과정으로, Material 

Shaders의 surface의 none 눌러 mental ray항목아래 드롭다운 되

어 있는 Ambient /Reflection Occlusion 맵을 적용하여 준다. 

선택된 맵을 어사인 버튼을 눌러 어사인 해주면 화면이 오클루

전 쉐이딩으로 어사인되어 화이트 톤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다음의 <그림6>은 설정을 마친 후 렌더링한 패스 이미지이다.

아래쪽의 세부 항목들을 조정하면서 원하는 깊이감과 명암톤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이 항목들은 실재감을 조성하기위한 요소들과 부합되어 있다.

물체간의 거리관계와 빛이 조사되는 거리감을 조정하기위한 

Max항목, 질감을 표현하기위한 noise, reflection항목들을 조절

하여 원하는 실재감에 가까운 맵을 렌더링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소프트 라이트 쉐이딩을 한 것과 같이 부드러운 

명암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렌더링된 오클루전 패스는 합성과정을 통해 뷰티패스에 깊이감

을 형성하여 준다.

   

그림 6. 렌더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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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더패스 합성 

앞의 과정에서 도출된 오클루전 패스를 합성 소프트웨어에 불

러들여 뷰티패스와 각각의 레이어 패스들과 목적에 따라 합성과

정을 거치게 된다.

각각 분리되어 렌더링된 패스이미지는 합성 소프트웨어에서 색

보정 및 모드 합성의 과정을 통해 기획단계에서 의도 되었던 화

면의 색감이나 깊이감, 거리감등을 완료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에프터 이펙트에서 뷰티패스와 오클루전 패스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림 7.  합성 전 왼쪽 뷰티패스, 합성 전 오른쪽 오클루전 패스

뷰티패스는 장면 전체를 통째로 렌더링한 이미지이고 오클루전

은 멘탈레이 맵을 설정하여  렌더링 한 패스이다. 뷰티패스, 디

퓨즈, 스펙큘러 등의 패스 레이어와 함께 합성프로그램의 타임라

인에 배치하고, 오클루전 패스는 뷰티패스위에 배치한 후 모드를 

Multiply로 설정하여 주어야한다. 아래의 <그림8>은 뷰티패스에 

오클루전 패스가 멀티플라이된 전후 이미지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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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왼쪽 뷰티패스, 오른쪽 합성 후 오클루전 합성 후 이미지

3. 결과 분석

앞서 언급했던 실재감의 요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최종이미지

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뷰티패스위에 합성된 결과물을 확인하면 멀티플라이 된 

오클루전 패스는 결과적으로 소프트 쉐도우를 동반한 부드러운 

필 라이트를 대체하여 오브젝트 간의 깊이감을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D 공간 안에 부여한 라이트가 밝거나 혹은 라이트의 갯수가 

많으면 그림자 또한 맵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림자는 점점 밝

아지게 되어나 거의 없어진 것과 같이 보이게 된다. 

이처럼 렌더링 된 왼쪽사례의 이미지는 오브젝트와 공간의 무

게감이나 절대적인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고 캐릭터와 사물들이 

평면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쉐도우 맵을 따로 추출하거나 위와 같이 오클루전 합성

을 거쳐 렌더링하면 캐릭터의 무게감, 사물간의 공간와 입체감 

등의 화면이 더욱 깊이감 있게 연출된다.

실재성을 느끼게하는 상태적 요소 중 물체와 물체가 놓여있는 

공간의 논리 요소 또한 오클루전 패스를 합성하기 전보다 합성한 

후 각 오브젝트 요소들이 분리 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공간의 논리는 필 라이트의 그림자가 없는 장면 도한 평면

적이지 않고 어두운 영역에 추가적인 쉐이딩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캐릭터가 딛고 있는 지표면을 오클루전 효과로 어둡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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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실감 있어 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면적인 속성인 반사, 굴절, 현상변화 등의 요소를 살펴

보면 헤어의 덩어리 간의 굴절 표현이 구체화 되었으며, 핸드백

과 같은 빛을 반사하는 재질들의 표현이 보다 사실적으로 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흠, 상처, 자국과 같은 현상의 변화에도 실재감을 더한다. 가

령, 바닥에 흐른 물자국은 평면적이지 않게 처리 되었으며, 보다 

사실적인 묘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찌그러지고 녹슨 

쓰레기통의 표면 질감도 진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GI와 흡사하면서도 실재감 즉, 현실감과 자연스러

움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흑백으로 처리 된 오클루전 소스를 멀티플라이로 합성

해 보면 위의 예제와 같이 색이 탁해지는 경향을 띈다.

저채도의 사실적 리얼리티를 반영한 이미지의 경우는 멀티플라

이 합성만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고채도이면서 카툰

느낌의 이미지일 경우는 콘트라스트가 지나치게 탁해질 수 도 있

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흑백의 오클루전 패스

를 칼라 오클루전으로 바꿔서 사용 할 것을 제안한다.

즉,‘Use Color From Other Materials’의 속성을 적용하여 자

기발광하는 오브젝트에서 오클루전으로 인하여 모서리 부분이 어

두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제안은 공간의 각 벽면에 Fill Light를 세

우고 오클루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11) 기존의 오클루전 맵만 합

성할 경우 환경의 색이 난반사되지 않아 반사되는 색상에 관한 

맵을 추가로 생성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Fill Light

를 세우면 GI와 흡사한 실재감을 구현할 수 있다. 

모든 후반과정의 목표는 작품의 기획에 적합한 실재성을 현실

적이면서도 자연스럽해 합성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패스를 

통해 합성하는 방식은 각각의 패스 속성에 따른 방식을 취해야만 

11) 박재욱, 김윤정, 앞의 논문, p.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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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방식을 떠나 컬러를 조절하고 밝고 어두움을 조절

하여 최종적인 아웃풋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초의 기획에 흡

사한 화면에 도달하고자하는 제작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패

스를 조절할 수 있는 각각 레이어의 정보값 조절로 최적의 합성

효과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레이어 분리 패스합

성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합성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클루전 패스 외에 프러덕션 

된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고 깊이값과 밝기,컬러를 효과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합성방법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교육현장

과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향후연구

앞에서 3D 애니메이션 후반 합성법 중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면 

효율적인 방법인 오클루전 패스 합성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된 오클루전 맵 합성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로, 사실적인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부드러운 필 라이트를 대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준다.

둘째로, 카메라로부터 출발하는 ray가 occlusion 쉐이더가 적

용된 표면에 도달하여 충돌되는 부분만 명암을 만들어 주어 전체

적으로 균일한 소프트라이트의 톤을 생성해준다.

세 번째, GI렌더 과정 없이 효율적으로 실재감 있는 화면을 구

현할 수 있다.

네 번째, 실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적 요소로서 입체감과 

물체간의 공간을 표현하여 준다.

다섯 번째, 실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표면적 요소로서 재질감

과 현상변화 등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준다.

여섯 번째,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멀티되지 않은 멀티플라

이 모드로 지정하면 배경이 어두워지지 않고 모션블러링 된 부분

까지 손쉽게 합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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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모서리 부분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Use Color From Other Materials’의 속성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덟 번째, 오클루전의 한계인 난반사 표현 부분은 Fill Light

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GI렌더와 흡사한 사실적 표현이 

되면서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이렇듯 오클루전 패스 합성법은 3D애니메이션의 실재감을 깊이 

있게 표현하여 주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

한 후반 합성방법에 대한 방법, 기술들을 정리, 분석한 연구나 

서적은 매우 부족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나 효율적인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려는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

러한 분석과 연구들은 추후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제작비의 효율과 함께 완성도의 실재감을 높이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래픽

기술의 발전과 적용 범위가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금

의 그래픽적 표현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 후반 기법들이 연구되고 참고자료로 제공되길 바란다.

또한, 실재감 즉,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의 역사 속

에서 아날로그적인 조형적 요소들과 합성의 속성들을 융합한 관

점의 연구들이 추후에 이어져 계속적인 미디어 기술발달과 미메

시스와의 관계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후속으로 연결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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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ynthetic Techniques Utilizing Map of 3D Animation

- A Case of Occlusion Properties

Park, Sung-Won 

This research describes render pass synthetic techniques required 

to us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m in 3D animation synthetic 

technology. As the render pass is divided by property and 

synthesized after rendering, elaborate, rapid synthesis can be 

achieved. In particular, occlusion pass creates a screen as if it 

had a soft, light shading, expressing a sense of depth and boundary 

softness. It is converted into 2D image through a process of pass 

rendering of animation projects created in 3D space, then completed 

in synthetic software.

Namely, 3D animation realizes the completeness of work originally 

planned through compositing, a synthetic process in the last half. 

To complete in-depth image, a scene manufactured in 3D software can 

be sent as a synthetic program by rendering the scene by layer and 

property.

As recently the occlusion pass can express depth notwithstanding 

conducting GI rendering of 3D graphic outputs, it is an important 

synthetic map not omitted in the post-production process. 

Nonetheless, for the importance of it, currently the occlusion pass 

leaves much to be desired for research support and books summariz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ies, and the principles 

and usages of them.  

Hence, this research was aimed to summarize the principles and 

usages of occlusion map, and analyz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synthesis. Furthermore, it also summarized a process designating 

renderers and the map utilizing the properties, and synthetic 

software usages. For the future, it is hoped that effective and 

diverse latter expression techniques will be studied beyond the 

limitation of graphic expression based on trends diversifying 

technique development.  

Key Word : Post-Production, Rendering Passes,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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