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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컴

퓨터 그래픽을 통한 모델링 방법이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폴리곤(polygon) 모델링과 매개

변수 곡면(parametric surface) 모델링, 음함수 곡면

(implicit surface) 모델링 등이 있다. 폴리곤 모델링

은 여러 개의 다각형 면이 모여서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시각화가 가능하고, 수정하기 편

리하며 빠른 렌더링에 의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많이 사용된다. 매개변수 곡면 모델링은 넙스, 서브 

디비전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 곡면 모

델링 방법들은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의 좌표를 표현하고, 점을 일괄적으로 추출 해낼 수 

있어 시각화하기 좋고 삼각화, 분할, 통합 등의 기능

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개 변수 값의 

범위를 통해 경계(boundary) 영역을 쉽게 규정할 수 

있다[1]. 하지만 불 연산(boolean operation)이나 내

부, 외부 판별을 수행하는데 많은 계산과 시간이 필

요하고, 복잡한 자료구조를 구성해야 한다[2].

음함수 곡면 모델링은 골격 요소들을 조합하여 필

드 함수에 의한 블렌딩 효과를 이용한 모델링 방식이

다. 음함수 곡면은 임의의 점들이 필드 함수를 통해 

값의 부호를 결정하여 불 연산이나 내부, 외부 판별

을 쉽게 할 수 있다[1]. 골격 요소(Skeletal primi-

tives) 들과 블렌딩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변형이 가

능하여 캐릭터, 인체 등의 표현이나 유체나 구름 등

의 자연 형상을 표현하는데 큰 장점을 갖는다[3]. 음

함수 곡면 모델링의 시각화를 위한 방법으로 음함수 

곡면을 다각형으로 근사하는 방법(polyg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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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사용되는데 마칭 큐브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

적이다[4]. 마칭 큐브 알고리즘은 음함수 곡면을 폴

리곤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다. 일부 3D 소프트웨어

들은 폴리곤 모델링, 매개변수 곡면 모델링에 대한 

기능들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음함수 곡면의 모

델링 방식은 기능적으로 제한된 지원을 하고 있다.

많이 사용되는 Autodesk 사의 Maya는 폴리곤이나 

매개변수 곡면 모델링 방식에 비해 음함수 곡면의 

모델링에 대한 기능적 지원이 미비하다.

Borosan 등은 스케치에 의한 모델링 형태(shape)

를 구성하고, 자동 리깅(automatic rigging) 하는 방

법에 대해 소개했다[5].

본 논문에서는 음함수 곡면의 모델링에 관련된 선

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매개변수 곡선을 이용한 곡선 

골격 요소에 대한 밀도 값의 계산 방법을 제안하며,

Maya API를 활용하여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를 

구현한다. 실험에서 구현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든 방

법과 Borosan의 방법[5]의 비교를 통해 캐릭터 모델

링 도구로서의 실용적 이점을 확인하고, Maya의 기

존 파티클 기반의 음함수 곡면 모델링 방법과 구현된 

도구를 이용해 만든 모델링 방법을 비교하여 더 효과

적으로 구현된 캐릭터 모델링의 결과를 확인한다.

2. 관련 연구

2.1 음함수 곡면

음함수 곡면은 F(X):R

→ R인 골격 요소들로부터 

임의의 점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필드 함수를 통해 구해진 밀도 값을 실수 임계값

(threshold)에 의해 0이 되는 점들의 집합으로 등가

곡면(isosurface)이 구성된다[6]. 음함수 곡면을 구성

하는 골격 요소는 점, 선분, 곡선 등의 음함수 곡면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 뼈대이고, 필드 함

수(field function)는 골격 요소의 밀도(density) 값을 

결정한다. 임계값이 작을수록 골격 요소의 중심에서 

등가곡면까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므로 골격 요소

의 중심과 3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점(P) 사이의 거리

에 따른 함수로 표현한다. 음함수 곡면의 구성은 골

격 요소의 중심 밀도 가중값 ω, 필드 함수 f(X), 중심

점에서 공간상의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 d, 최대 필드 

반경 R , 등가곡면을 생성하기 위한 임계 값 T 등으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필드 함수는 식 (2)의 메타볼(metaball), 식 (3)의 

블랍 모델(blobby model), 식 (4)의 소프트 오브젝트

(soft objects)등으로 정의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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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함수 곡면의 큰 특징은 식 (5)를 이용한 블렌딩

(blending) 효과이다. 골격 요소들을 공간상에 배치

하게 되면 각각의 위치된 임의의 점들은 골격 요소들

의 밀도 값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임의의 위치된 점

들은 골격 요소들의 필드 함수에 의한 밀도 값이 가

산되어 최종 밀도 값을 결정하고, 실수 임계값을 만

족하면 새로운 등가곡면을 형성하는 것을 블렌딩이

라 한다[7].

 


  (5)

Fig. 1에서 점 골격 요소들의 등가곡면과 컬러에 

대한 블렌딩 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

타내고 있다[8].

Fig. 1.  Blending of two point primitives with red and blue color(from the image o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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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칭 큐브(Marching Cubes) 알고리즘

마칭 큐브 알고리즘은 육면체의 분할된 격자들의 

각 정점에 밀도 값이 형성되고, 보간을 통해 다각형

으로 근사하는 방법이다[4,9]. 구조적으로 간단하며,

직관적인 모양 파악이 쉽고, 마칭 큐브 알고리즘에 

의해 음함수 곡면의 등가곡면을 폴리곤 형태로 만든

다. 격자의 간격이 작을수록 정밀한 다각형으로 근사

하게 된다.

격자의 각 정점에서의 밀도 값이 임계값(T)보다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표시한

다. Fig. 2(a)에서 각 격자는 8개의 정점을 가지고,

256가지 경우의 표시가 가능하다. 표시 된 정점에 교

차하는 에지(edge)의 분할은 식 (6)의 보간을 통해 

임계값을 만족하는 교점을 구한다. 격자의 에지 12개 

중 하나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에지의 넘버링을 

사용하여 교점의 위치를 파악한다. Fig. 2(b)에서 256

가지 경우의 표시에 대해 대칭성을 고려하여 15가지

의 경우로 삼각형 폴리곤들을 만들 수 있다.

  


 


(6)

예를 들어, Fig. 2(b)의 1은 Fig. 2(a)의 격자의 정

점들 중 하나의 정점 v1 이 임계값 보다 크기 때문에 

정점 v1을 검은색으로 표시했다. 정점 v1에 교차하

는 에지(e1, e9, e4) 들에 대하여 보간을 통해 임계값

을 만족하는 교점을 구하면 하나의 삼각형 폴리곤이 

생성되게 된다.

3. 제안한 연구

3.1 매개변수 곡선을 이용한 밀도 계산

매개변수 곡선을 이용하여 곡선의 골격 요소로의 

구성을 갖추고, 밀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곡선의 CP(control point) 위치 값, 최대 필드 반경

(radius), 중심의 밀도 가중값(weight), 컬러(color)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매개변수 곡선을 이용한 곡선 

골격 요소( )들과 격자의 각 정점(P)들에 대한 밀

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7)

식 (7)에 의해 각 곡선 골격 요소로부터 격자의 

정점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필드 함수를 통한 가산

에 의해 최종 밀도 값이 결정되며, 블렌딩 효과를 얻

는다. 곡선 골격 요소와 격자의 정점 간의 거리를 구

하기 위해 매개변수 곡선은 CP 위치 값과 매개변수 

t로 구성되며, Fig. 3에서 0에서 1사이의 적절한 t값

의 반복에 의해 곡선을 등분하여 근사된 선분들의 

거리 계산을 통한 최단 거리(d)가 곡선 골격 요소와 

격자의 정점 간의 거리가 된다.

CP 위치 값과 t값의 반복을 통해 선분을 근사하기 

(a) (b)

Fig. 2. Marching cubes algorithm. (a) Vertex indices and edge indices of each cubes(from the image of [4]). (b) 

15 unique configurations from all possible configurations(from the image of [9]).

Fig. 3. Approximation of curve with line segments for 

each 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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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매개변수 곡선은 베지어 곡선(Bezier curve), 비

-스플라인 곡선(B-spline curve), 넙스 곡선(NURBS

curve) 등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10]. 매개변수 

곡선의 식을 이용해 t값을 반복하여 각각의 선분들로 

근사하고, 격자의 각 정점과의 최단 거리(d)를 구하

기 위한 Fig. 4는 선분에 대한 벡터 내적을 이용하여 

선분의 내부인지 외부로 벗어난 점인지를 판단한다.

외부로 벗어난 점들의 최단거리는 벡터의 길이(d1,

d3)로 거리를 구하고, 선분의 내부인 점(수직으로 판

단되는 점)은 식 (8)의 선분의 투영 벡터를 통해 길이

(d2)를 구한다.

  · ·）×

   

    ≤  ≤

  min
(8)

반복되는 선분들 중 가장 작은 길이가 최단거리가 

된다. Fig. 5와 같이 곡선의 최단거리를 구하고, 필드 

함수를 통해 밀도 값을 구할 수 있다.

3.2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 개발을 위한 Maya의  

구조

Maya에서 단순한 작업 처리나 자동화 등을 해결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MEL(Maya embedded

language)을 제공한다. Fig. 6(a)은 Maya에서 지원

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실행하면 MEL

명령어들이 엔진으로 전달되어 유저가 원하는 명령

을 실행시킨다. MEL은 프로그램 작동에 필요한 대

부분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대부분 디펜던시(De-

pendency) 그래프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MEL에

서 지원하는 그 이상의 접근과 제어를 필요로 한다면 

C++ API를 사용하여 가능하게 한다. Fig. 6(b)은 

Maya API를 이용해 자신만의 DG 그래프 노드를 만

들 수 있고, Maya의 다른 노드와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Maya의 핵심 기능을 이식할 수 

있다. *.mll의 확장자로 배포하여 보안 및 안전성이 

뛰어나고, MEL 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실행된다

[11][12].

본 연구에서는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 구현을 

위해 Maya API를 활용했다. 다소 낮은 사용의 CPU

쿼드코어 Q6600 2.40 GHZ, 메모리 4GB, 그래픽 카드 

ATI Radeon HD4880 Series 환경에서 Maya 2014

학생용 버전과 비쥬얼 스튜디오 2010 C++ API를 이

용해 구현했고, Maya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는 MEL을 사용하여 구현했다.

3.3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 구현 

본 연구에서는 음함수 곡면의 골격 요소들에 대한 

구성을 위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매

개변수 곡선과 구의 제어를 통해 골격 요소들을 생성

하는 과정을 Fig. 7에 도시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구(sphere)를 선택할 

경우 점 골격 요소가 되며, Maya에서 지원하는 매개

Fig. 4. Shortest distance of point and line for 3 possible 

configurations.

Fig. 5. Shortest distance of point and curve.

(a) (b)

Fig. 6. Architecture of maya system. (a) Maya system. 

(b)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190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2016. 11)

변수인 NURBS Sphere를 만들어 중심점 위치를 제

어하고, 추가로 최대 필드 반경(radius), 중심 밀도 

가중값(weight), 컬러(color) 등의 속성을 추가했다.

곡선 골격 요소는 EP Curve Tool 기능을 이용해 매

개변수 곡선을 만들어 CP 위치를 제어하고, 최대 필

드 반경1(radius1), 최대 필드 반경2(radius2), 중심 밀

도 가중값(weight), 컬러(color) 등의 속성을 추가했

다. 곡선의 radius1, radius2를 다르게 설정하면 곡선

의 최대 필드 반경은 t값의 위치마다 달라진다. 선분 

골격 요소는 곡선의 선형 계산에 의해 구현이 가능하

여 제외했다. 골격 요소들과 음함수 곡면의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격자의 크기(size), 간격(resolution), 임

계값(threshold) 등의 정보들을 Maya API를 활용하

여 만든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로 전달한다. 음함

수 곡면 모델링 도구에서 정보를 각 영역에 할당하고 

골격 요소들이 구분되며 크기, 간격에 의해 만들어진 

격자들의 각 정점과 골격 요소들의 거리 계산을 통해 

필드 함수에서 밀도 값을 계산한다. 필드 함수로는 

메타볼, 블랍 모델, 소프트 오브젝트를 구현하여 세 

개의 필드 함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밀도 값을 계산

한 뒤, 컬러들의 보간을 실행한다. 각 정점에 대한 

밀도 값은 마칭 큐브 알고리즘에 의해 임계값(T)을 

만족하는 등가곡면의 교점을 구해 삼각형 폴리곤들

을 생성하고, 삼각형 폴리곤 정점에 대한 보간된 컬

러 값의 정보를 저장한다. 최종적으로 삼각형 폴리곤

들과 컬러 값의 정보를 Maya에 전달하여 폴리곤 모

델링으로 만든다.

Fig. 8에서는 곡선 골격 요소들이 구현된 도구를 

통해 완성된 폴리곤 모델링으로 블렌딩 효과가 적용

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음함수 곡면의 모델링 도구 구현의 전체 구성 과

정은 Fig. 9에 도시했다. Maya에서 그래픽 인터페이

스를 통해 격자, 골격 요소들의 정보를 생성하여 음

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로 전달하고, 격자의 각 정점

과 골격 요소들을 필드 함수 및 블렌딩 계산을 통해 

Fig. 7. User interface of proposed system for primitive 

curve setup. Fig. 8. Result example of proposed system building 

curve based implicit surface.

Fig. 9. Processing sequence of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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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의 모든 정점에 밀도 값을 구한다. 마칭 큐브 알

고리즘에 의해 격자의 밀도 값이 임계값 보다 큰 정

점들에 대하여 등가곡면을 구성하고, 삼각형 폴리곤

들의 데이터가 생성된 후, 최종적으로 Maya로 폴리

곤들의 데이터를 전달하여 폴리곤 모델링을 완성한

다.

매개변수 곡선은 Maya의 시스템 구조에서 모든 

과정이 처리되기 때문에 곡선의 t값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Maya API에서 지원하는 곡선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여 t값을 구하면,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다.

Fig. 10에서 마칭 큐브 알고리즘은 격자의 크기에 

대해 분할되는 격자 간격이 정밀할수록 더 정밀하고 

매끄러운 음함수 모델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속도

가 크게 저하되므로 속도 개선을 위해 격자의 각 정

점들의 밀도 값이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격자들만 

선별하여 리스트에 저장하고, 저장된 리스트를 통해 

경계 영역을 구하여 경계 영역에 속한 격자들만 마칭 

큐브 알고리즘이 적용되도록 했다. 격자들의 경계 영

역 처리 전·후의 소요 시간을 Table 1에 도시했다.

4. 실험 및 고찰

4.1 실험

실험은 구현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든 캐릭터 모델

링 방법과 Borosan 방법[5]의 비교를 통해 캐릭터 

모델링 도구로의 차이점과 이점을 확인하고, Maya

의 기존 파티클 기반의 음함수 곡면을 이용한 방법과 

구현된 도구를 이용한 방법으로 모델링 하여 공룡 

형태의 캐릭터를 만든 후, 비교를 통해 결과를 확인

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 캐릭터 모델링을 위한 Fig. 11

(a)의 Borosan 방법은 스케치에 의해 모델링 형태를 

구성하면 자동적으로 캐릭터의 뼈대가 형성된다.

Fig. 11(b)의 구현된 도구를 통해 캐릭터 모델링을 

만든 경우 골격 요소들을 캐릭터의 뼈대로 구성하면 

자동적으로 캐릭터 모델링 형태를 만든다.

두 번째 실험에서 음함수 곡면을 이용한 Maya의 

기존 모델링 방법은 파티클(점)과 블랍 필드 함수를 

통해 모양을 구성하고, 폴리곤 변환 기능을 이용해 

모델링 한다. Fig. 12(a)는 곡선 18개의 지점에 총 500

개의 파티클을 이용해 음함수 곡면의 캐릭터 모델링

을 했다. 반면 Fig. 12(b)는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

를 이용해 곡선 7개, 점 10개의 골격 요소를 사용하여 

캐릭터 모델링을 했다.

4.2 고찰

첫 번째 실험에서 Borosan 방법과 비교하여 뼈대

와 모델링에 대한 순서가 서로 상반되지만 형태를 

통해 자동으로 뼈대를 만들고, 뼈대를 통해 자동으로 

형태를 만드는 두 방법 모두 실용적이며, 캐릭터 모

델링을 위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 기존 마야의 방법과 비교하여 

기본 마야의 음함수 모델링은 빠른 시각적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기능으로 골격 요소들의 weight,

radius 등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고, 곡선의 

골격 요소를 대신해 곡선의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파티클을 다수 심어 대략적인 곡선 형태로 근사한다.

radius 값이 1.5로 동일하고, 점의 골격 요소만 사용 

가능해 캐릭터 모델링으로서의 정교한 모양을 조절

하기 힘들 뿐 아니라 골격 요소들에 서로 다른 컬러

(a) (b)

Fig. 10. Comparisons of resulting implicit surfaces for 

different grid resolutions. (a) grid resolution = 

1, (b) grid resolution = 0.5.

Table 1. Comparisons of computation time between case 

without extra boundary processing and case 

with extra boundary processing

Grid

resolution

Computation time(sec)

Case without

extra boundary

processing

Case with extra

boundary

processing

1.2 22.611 22.535

1.0 35.388 33.979

0.7 106.732 103.642

0.5 301.339 289.035

0.3 1883.19 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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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여 블렌딩에 의한 보간 된 컬러 값을 구하

기 어렵다. 반면 음함수 모델링 도구를 통해 모델링

을 한 경우는 점, 곡선 골격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weight, radius 등을 각각 다르게 조절하여 뼈대를 

구성함으로써 Maya의 기존 방법에 비해 적은 개수

의 골격 요소들을 이용하여 캐릭터 뼈대의 구성이 쉽

고, 효과적으로 캐릭터 모델링 형태를 만들 수 있다.

Fig. 13과 같이 구현 도구를 이용해 만든 캐릭터 

모델링을 Maya에서 지원하는 폴리곤 모델링 기능과 

셰이딩, 라이팅&렌더링을 적용하여 더욱 뛰어난 결

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격자의 크기, 간격에 따라 

모델링이 완성되는 속도가 크게 저하되어 시간적 효

율을 위해 적절한 격자의 크기와 간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개변수 곡선을 이용해 곡선 골격 

요소의 밀도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Maya

API를 활용하여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를 구현했

(a) (b)

Fig. 11. Octopus model comparisons of Borosan method([5]) and proposed method (a) Automatic rigging by sketching 

(from the image of [5]). (b) Proposed method using primitive curve.

(a)

(b)

Fig. 12. Comparisons of Maya blob model and proposed method (a) Modeling example using Maya particle blob. 

(b) Modeling example using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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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을 통해 구현된 도구를 이용해 캐릭터 모델

링을 위한 골격 요소들을 캐릭터의 뼈대로 구성하여 

자동적인 모델링 형태를 만들어 냈다. Maya의 기존 

파티클 기반의 방식보다 구현 도구를 이용하여 골격 

요소들을 뼈대로 쉽게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캐릭터 

모델링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알고리즘의 개선 및 병렬처리 방식 등을 

적용하여 모델링 속도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

고, 음함수 곡면 모델링 도구를 보완하여 자동적인 

리깅에 의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로 발전시켜 나

갈 계획이다.

REFERENCE

[ 1 ] J. Bloomenthal, and B. Wyvill, Introduction to

Implicit Surfaces, Morgan Kaufmann Pub-

lishers, San Francisco, 1997.

[ 2 ] J. Cha, K. Lee, and T. Kim, “Extended

Adaptively Sampled Distance Fields Method

for Rendering Implicit Surfaces with Sharp

Feature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CAD/CAM Engineers, Vol. 10, No. 1, pp.

27-39, 2005.

[ 3 ] J. Youn, E. Kim, and G. Hur, “Method of

Automatic Reconstruction and Animation of

Skeletal Character Using Metacub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6, No. 11,

pp. 135-144, 2006.

[ 4 ] W. Lorensen and H. Cline, "Marching Cubes:

A High Resolution 3D Surface Construction

Algorithm," ACM SIGGRAPH Computer

Graphics, Vol. 21, No. 4, pp. 163-169, 1987.

Fig. 13. Comparisons of modeling primitives(wireframe preview), result model(shaded preview), final rendered result.



190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2016. 11)

[ 5 ] P. Borosan, M. Jin, D. DeCarlo, Y. Gingole,

and A. Nealen, "RigMesh: Automatic Rigging

for Part-Based Shape Modeling And Defor-

mation,"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31, No. 6, pp. 198:1-198:9, 2012.

[ 6 ] J. Youn, E. Kim, and G. Hur, "Implicit Model

Anima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 No. 1, pp. 34-42, 2004.

[ 7 ] B.R. de Araújo, D.S. Lopes, P. Jepp, and B.

Wyvill, "A Survey on Implicit Surface Poly-

gonization," ACM Computing Surveys, Vol.

47, No. 4, pp. 1-39, 2015.

[ 8 ] Metaballs, http://en.wikipedia.org/wiki/Meta-

balls (accessed Aug., 1, 2016).

[ 9 ] T.S. Newman and H. Yi, “A Survey of The

Marching Cubes Algorithm,” Computers &

Graphics, Vol. 30, No. 5, pp. 854-879, 2006.

[10] G. Farin, J. Hoschek, and M.S. Kim, Hand-

book of Computer Aided Geometric Design,

North Holland Publishers, Amsterdam, Ne-

therlands, 2002.

[11] D. Gould, Complete Maya Programming,

Morgan Kaufmann Publishers, San Francisco,

2003.

[12] T. Yoo, W. Lee, and S. Jahng, "Development

of Maya Shader Plug in Based on Subsurface

Scattering for Realistic Skin Rendering,"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8,

No. 1, pp. 88-100, 2005.

박 상 호

2011년 2월 동서대학교 디지털콘

텐츠학부 학사

2014년 9월～현재 동서대학교 영

상콘텐츠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VFX,

컴퓨터 게임

조 청 운

1992년 2월 중앙대학교 전자계산

학과 학사

1994년 2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

학과 석사

2004년～현재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게임, VF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