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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시각특수효과(visual effects, VFX)란, 영상콘텐

츠를 제작할 때 실제 세계에서 촬영할 수 없는 스펙

터클하고 과장된 효과를 표현하는 기술이다[1]. 1970

년대를 기점으로 영화와 TV광고에 컴퓨터 그래픽스

가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기술

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비주얼이펙트에 많은 변

화가 시작되었다[2]. 이전 실사촬영 영화의 특수효과

에서는 극중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축소모형(miniature), 분장 등 물리적인 소품을 

이용한 SF(special effect)가 제작되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보급, 고 사양 

하드웨어의 일반화 등으로 인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

용한 비주얼이펙트 제작이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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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주얼이펙트의 폭발 

시뮬레이션 중 수중폭발 효과는 그 제작에 관한 학술

적 연구와 실험제작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타 

VFX 폭발효과와 같이 수중폭발효과 또한 높은 기술

적 난이도와 더불어 실제 폭발 현상의 화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비주얼이펙트의 폭발효과 구

현은 화약의 제조 공법에 따라 화염의 형태와 색상이 

달라지고 작약의 양과 설치 위치에 따라서 폭파 시 

폭파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과 이론이 상당히 

필요한 전문분야이다[3]. 또한, 최신 비주얼이펙트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조

절(preset) 메뉴만 이용하여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효과

적인 수중 폭발효과 제작방법을 실제 물리․화학적 

작용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Computer Gra-

phics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다루는 실험연구 모델은 관련분야의 교육 및 

제작의 참고 자료로 가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

phic)으로 제작되는 비주얼이펙트 중 유체 시뮬레이

션을 이용한 수중 폭발효과의 구현이다. 수중 폭발효

과를 실험제작 대상으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의 폭발

유형 중 수중폭발은 특이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인 폭발과는 다른 형태와 움직임을 가지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작기법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기술적 

범위는 시각적 구현화 단계인 ‘Shading, Lighting

and Rendering’ 전까지로 한정지었다. 이를 위한 연

구 전개는 첫째, 실제 폭발 현상과 VFX 폭발 효과의 

비교, 폭발현상의 유형분류, 수중 폭발효과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CG 유체시뮬레이션을 위한 수

중 폭발효과의 기술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수중 폭

발효과의 각 기술적 요소를 기준으로 실험제작 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한다. 전체 연구의 전개는 아래 Fig.

1과 같다.

2. 폭발 효과 특성 고찰 

2.1 실제 폭발현상과 VFX 폭발효과 비교 

일반적으로 폭발이라는 현상은 TNT와 같은 화학

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 외부자극에 의해서 화학반

응을 일으키면서 안정한 상태를 찾아가면서 순간적

인 고온과 고압의 가스로 분출시키는 일련의 화학반

응 작용이다[4]. 이는,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에너

지의 부피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주변으로 방출되는 

현상이며, 이에 따라, 화염(flame), 불(fire), 연기

(smoke), 먼지(dust)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폭발의 진행 과정은 첫째, 폭심지에서 발생하

는 대량의 에너지에 의한 화염과 연기의 분출, 둘째,

폭발 관여물체 및 주변 지형지물과의 충돌, 셋째, 연

기 및 먼지의 흐름과 그에 따른 형태의 변화, 넷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실

제 폭발현상은 VFX에서 유체의 속성을 조절하여 원

하는 폭발의 움직임과 형태를 구현하는 과정인 유체 

시뮬레이션(fluid simulation)을 통해 제작된다. 실제 

폭발현상과 유관하여 진행되는 유체 시뮬레이션 제

작과정은, 첫째, 유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체 방출

자를 생성하고, 방출자의 중심에 방사형태의 힘을 적

용하여 유체 방출 및 초기 운동을 설정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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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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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인한 유체와 주변물체와의 충돌을 시뮬레이

션 한다. 충돌을 발생시키는 물체인 충돌객체의 위

치, 형태,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충돌을 발생시키며 

유체의 운동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셋째, 부력이나 와류와 같은 유체의 내부적 속성 

및 중력, 난류, 항력 등의 외부의 힘을 적용하고 각각

의 옵션들을 제어하여,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유체

의 운동 및 형태변화를 수행한다. 부력은 액체에 담

긴 물체가 위로 뜨거나 가라앉는데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써 액체보다 물체의 밀도가 낮으면 물체는 상

승하고 높으면 하강한다. 부력은 유체 시뮬레이션에

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체에 적용시키는 부력의 크

기는 폭발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와류(swirl)는 초기 방출 에너지에 의해 상승하다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약해지는 유체와 폭발 

중심지에서 후속으로 방출되어 상승운동을 하는 유

체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충돌 유체는 

회전하며 옆으로 퍼지게 되는 현상이다. 중력은 밀도

를 보유한 두 물체 사이에 밀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힘이며, 지구 중심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유체 시뮬

레이션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확산되는 유체를 간섭

하는 힘으로 작용된다. 난류는 유체의 기존 운동에 

불규칙성을 부여하여 일률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유체의 움직임을 구현하고, 항력은 유체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으로, 운동의 적절한 제어를 통해 사실성

을 부여한다. 넷째, 유체가 폭발의 영향에 의해 운동

과 확산을 지속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운동이 점차 둔화되고 점차 소멸

된다. 이러한 사실적인 유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유체의 속성 창 제어에 있어 유체 밀도의 확산,

소멸 등을 제어한다.

즉, 실제 폭파현상과 유관한 비주얼이펙트 폭발효

과의 제작 과정은 ①유체의 생성과 방출(creation and

emission of fluid), ②유체와 물체와의 충돌(colli-

sion)과 이에 따른 운동속도 (velocity)의 변화, ③내

부적 속성 중 부력 및 와류 효과(effect of buoyancy

and swirl)와 외부적 힘 중 난류와 항력(force of tur-

bulence and drag) 등의 적용, ④유체의 확산

(diffusion) 및 소멸(dissipation) 등의 순차적 기술 요

소 적용으로 전개된다. 실제 폭발현상 및 컴퓨터 그

래픽을 이용한 비주얼이펙트 폭발효과의 단계별 과

정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2.2 폭발의 유형분류

실제 폭발현상의 유형분류는 폭발의 장소, 원인,

Table 1. Comparing the process of real explosion and VFX explosion effects using computer graphics

Phases Real explosion phenomenon
Computer graphics explosion effects

(fluids simulation)

1) Emission

The volume of energy is suddenly expanded

and released to the surroundings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ch produces large

amount of flames and smoke

Fluid emitters are applied to generate radial

pattern forces that emit omni-directionally to

the center to perform fluid emission

2) Collision

Generating changes in velocity and direction

of fluids due to collision with object (ground,

wall, building, vehicle, air vehicle, etc.)

Set the object for the simulation of the collision

around the fluid emitter, and the result of the

collision detection is applied into the velocity

and direction of fluid.

3) Motion

The velocity and the form of the fluid change

as the reaction energy of collision and the

energy of the natural element with the existing

fluid motion

Modifying the value of buoyancy and velocity

of vortex of the fluid density in the fluid

simulation attribute editor. Performing the

change of a realistic and natural fluid velocity

and shape through applying and controlling

the gravity, turbulence and reaction force.

4) Extinction

The fluid gradually spreads with its density

drops and mobility weakens, and it gradually

extinct with different sha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losion

Make the fluid expansion and extinction

through controling the diffusion and decay of

fluid density in attribute editor in flui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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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개체, 객체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explosion)의 유형을 첫

째, 폭발이 발생하는 지리적 위치, 둘째, 폭발 개체 

셋째, 폭발의 원인에 따라 구분하였다. 첫째,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는 첫째,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①

대기 폭발(explosion in the atmosphere)’, 수중에서 

발생하는 ‘② 수중 폭발(underwater explosion)’, 우

주에서 폭발하는 ‘③ 우주 폭발(explosion in the uni-

verse)' 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대기 폭발은 위치에 

따라 지면에 인접하여 발생하는 ‘지면 폭발(explo-

sion on the ground)’, 건축물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

는 ‘벽면 폭발(explosion on the wall)', 폭발이 공중

에서 발생하는 ‘공중 폭발(explosion in the air)’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둘째, 폭발의 개체에 따른 분류는 자동차나 헬기,

로봇 등의 ‘① 하드서페이스의 폭발(hard surface

explosion)’, 도시나 시가지, 건축구조물, 숲, 산, 바다,

강, 하천 등이 붕괴하거나 폭발하는 ‘② 장소 및 환경

의 폭발(environment explosion)’, 그리고 인간, 동물,

괴물 등의 ‘③ 살아있는 생물의 폭발(organic ex-

plosion)’이 있다. 셋째, 폭발의 원인에 따른 구분은 

화약, 가스, 연료 등의 폭발에 따른 ‘① 연료 폭발

(explosion by fuel)’, 지구 내부로부터 자연적인 요인

에 기인한 화산, 해저화산 등의 ‘② 자연 폭발(nature

explosion)’, 그리고, 천문학, 물리학에서 우주의 기원

으로 보는 ‘③ 대폭발(big bang)’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본 실험연구에서 다

루는 유형은 수중폭발로써 지리적 위치에 있어, ②

Underwater explosion, 폭발 개체에 따라 ② Envir-

onment explosion, 폭발의 원인에 따라 ① Explosion

by fuel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의 폭발은 자연적으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연료에 의한 전 방위적 폭발

로 상정하여 실험을 진행하되, 어형수뢰(魚形水雷)

나 기계수뢰(機械水雷)와 같은 수중 폭파장치에 의

한 폭발이 아님을 명시한다.

2.3 수중 폭발효과의 특성 

대기 폭발은 폭발과 동시에 방출에너지가 전 방위

적으로 퍼져나가며, 지면과의 충돌에 의해 발생된 반

작용 힘과 부력 등의 영향으로 화염, 연기, 분진 등이 

상승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이나 난기류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며 확산이 

이루어지다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대기 폭발은 부

력과 와류, 중력과 난기류 등과 같은 내외부적 요인

의 영향으로 폭발의 형태와 움직임이 불규칙하게 변

화된다. 하지만, 수중에서의 폭발은 고온․고압의 가

스구체(gas bubble) 생성과 급작스런 에너지 방출[5]

그리고, 강력한 충격파가 수중으로 전파되고 폭발반

응의 생성물로 이루어진 기포는 소멸될 때까지 팽창,

수축을 반복하게 된다[6]. 수중폭발은 대기와 다른 

물속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폭발의 진행이 대기 폭발

이나 우주 폭발과 다르게 진행된다. 이는, 수중폭발

이 대기 중 폭발 같이 반작용을 하는 지면이나 벽면 

같은 충돌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력은 지상에 비해 

매우 높지만, 와류와 중력은 폭발 에너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중에서 폭약이 폭

발 하면서 동시에 충격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주변으

로 전파되고, 충격파는 강한 초기 압력을 갖지만 시

간과 거리의 증가에 따라 아주 빨리 줄어들고, 구면

파로 전달된다[7]. 이로 인해, 수중 폭발은 고밀도의 

Table 2. The types of real explosion

Real explosion

Sort by location Sort by object Sort by cause

① Explosion in the atmosphere : explosion

on the ground, explosion on the wall,

explosion in the air

② Underwater explosion

③ Explosion in the universe

① Hard surface explosion

② Environment explosion

③ Organic explosion

① Explosion by fuel

② Nature explosion

③ Big bang

Fig. 2. The structure of underwater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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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의 영향으로 인해 폭발 에너지가 균일하게 방사

형으로 확산되며, 폭발의 팽창과 수축은 구 형태를 

유지하며 빠르게 소멸한다. 또한, 폭발 직후 발생된 

화염과 연기의 급격한 연소로 인해 대량의 기포가 

발생하며, 부력에 의해 기포는 수면으로 빠르게 상승

한다.

대기 중 폭발이 불규칙한 형태로 팽창과 소멸이 

다소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수중폭발은 

방사형의 폭발형태를 이루며, 높은 수압으로 인해 급

속한 팽창과 소멸이 이루어지며, 대량의 기포 발생으

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기 폭발이 방출(emis-

sion), 충돌(collision), 운동(motion), 소멸(extinc-

tion)의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수중폭발도 방

출(emission), 확산(expansion), 기포발생 및 소멸

(bubble and extinction)의 4단계로 구성된다. 즉, 실

제 폭발현상과 연관한 비주얼이펙트 수중폭발 효과 

제작은 ①사실적인 유체의 생성과 방출, ②수압에 의

한 유체확산 제어, ③기포 효과, ④기포와 유체의 움

직임과 소멸의 4단계 기술 적용으로 진행된다.

3. 실험제작방법

3.1 실험제작 도구

본 연구는 수중에서의 폭발현상을 특정지어 실험

제작연구를 진행한다. 실험제작은 Autodesk사의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Maya를 도구로 하여 진행한

다. 그 이유는 첫째, Maya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컴퓨터그래픽 비주얼이펙트 제작에 범세계

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로써 실험제작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범용적 공유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

이며, 둘째, 비주얼이펙트 유체 시뮬레이션 관련 제

작 기능이 실제 폭발 단계요소와 잘 연계되어 갖추어

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

련 프로그램으로는 Maya 외에도 SideFX사의 

Houdini, Autodesk사의 3Ds Max는 FumeFX plug-

in을 사용하고 있으나, Houdini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Non-Commercial Version은 교육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교육용(education version)은 라이센스 구

매가 필요하다. 또한, 3Ds Max는 별도의 플러그인 

구매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Maya의 경우, 교육적 

용도의 프로그램 사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국내 비

주얼이펙트 교육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Maya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제작에 적

절하다 판단된다.

3.2 실험제작 방법

실제 폭파현상에 유관된 비주얼이펙트 수중 폭발

효과의 구현은 ①사실적인 유체의 생성과 방출

(realistic creation and emission of fluid), ②수압에 

의한 유체확산 제어(fluid expansion control by wa-

ter pressure), ③기포 효과(bubble effect), ④기포와 

유체의 움직임과 소멸(motion of bubble & dis-

sipation of fluid)의 순차적 요소로 전개된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각적

인 구현화인 ‘Shading, Lighting and Rendering’의 

과정 전까지인 유체의 움직임과 형태 제어를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한정지었음을 명시한다. 또한,

수중폭발과 함께 발생하는 충격파는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3. The four steps of underwater explosion

Phases The process of underwater explosion

1st Creation and emission of fluid

2nd Fluid expansion control by water pressure

3rd Bubble effect

4th Motion of Bubble and dissipation of fluid

4. 실험제작 연구

4.1 The 1st step- Creation and emission of fluid

4.1.1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

Maya 프로그램에서 유체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유체 시뮬레이션 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유체

방출자(fluid emitter)와 컨테이너(container)를 생성

한다. 방출자는 유체를 생성시켜 방출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객체를 의미하며, 컨테이너는 유체가 생성되

어 운동하며 구현되는 가상의 공간을 제어한다. 컨테

이너는 삼차원적 공간에서의 한 점으로 정의되는 정

보(유체의 밀도, 위치, 색상 등)를 뜻하는 Voxel(vol-

ume pixel)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체의 밀

도나 부력, 소멸, 확산, 와류, 색상, 투명도 등 유체의 

기본적인 운동 및 형태, 시각화를 담당하는 내부적인 

속성들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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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크기와 해상도를 조절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구 형태의 도형을 

생성한 후, 이를 방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유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체 방출자는 유체의 

초기 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

적인 형태의 방출자를 통해서는 복잡 다양한 유체의 

움직임이나 형태를 구현하기 어렵다. 아래 Fig. 3의 

(a)는 기본 형태의 방출자를 통한 유체 방출, (b)는 

불규칙한 형태의 방출자를 통한 유체 방출, (c)는 불

규칙한 형태로 운동하는 방출자를 통한 유체 방출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a)는 가장 기본적인 구 형태의 

물체를 생성하고 이를 유체 방출자로 등록하여 유체

를 방출한 것이고, (b)는 구 형태의 물체의 점들을 

이동하여 불규칙한 형태로 변형한 후, 유체 방출자로 

등록하여 유체를 방출한 것이다. (c)는 불규칙한 형

태로 변형한 물체의 크기의 X와 Z방향으로 수축과 

팽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운동하도록 설정하고,

이를 유체 방출자로 등록하여 유체를 방출한 것이다.

(c)와 같이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유체 시뮬

레이션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c)의 물체의 주기적

인 수축과 팽창 운동을 위해 삼각함수(trigonometric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적용한 수식은 Fig. 4와 

같다.

Emitter of general shape Result of simulation

(a)

Emitter of irregular shape Result of simulation

(b)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 Result of simulation

(c)

Fig. 3. The simulation in using (a) emitter of general shape, (b) emitter of irregular shape, and (c) the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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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Multiple radial field

실제 폭발에서 폭심지로부터의 전 방위적 에너지 

방출에 의해 방사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유체 시뮬레

이션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사형으로 작용

되는 힘을 유체에 적용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공기(air), 항력

(drag), 중력(gravity), 난기류(turbulence) 등의 힘을 

필드(field)라 하며, 폭발과 같은 유체의 전 방위적 

움직임을 양산하기 위해서 방사상 힘(radial field)을 

유체 생성 중심부에 적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폭발 형태를 위해 여러 개의 다중 방사형 

힘(multiple radial field)을 적용하였다. Fig. 5의 (b)

와 같이 폭발의 중심부에 볼륨형태의 다수의 Radial

Field를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구 형태를 형

성시킨 후 유체 방출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를 보면 Fig. 5의 (a)보다 (b)가 실제 물리현상에서 

발생하는 폭발처럼 전 방위로 유체가 운동하되 그 

강약에 있어 다양한 변화(variation)가 생겨 보다 자

연스러운 초기 폭발의 형태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4.2 The 2nd step- Fluid expansion control by 

water pressure

지면 폭발과 벽면 폭발의 경우, 충돌에 의해 유체

의 형태와 운동에 변형을 주는 충돌객체(collision

object)가 지면이나 벽면과 같은 면(plane)의 형태인

데 반해, 수중폭발은 충돌객체가 정확한 형태의 물체

가 아닌 고밀도의 수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수중

폭발은 전 방위적 수축작용이 발생함을 상정하고 

Fig. 6과 같이 구(sphere)형 물체를 통해 유체의 충돌

검출을 수행하여 유체의 움직임을 강제해야 한다. 일

정 속도 이상은 폭발을 유지하되, 정해진 값(value)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충돌객체의 크기(scale)를 조

작하여 방출과 운동을 방해하고 유체의 소멸을 유도

해야 한다.

부력은 고밀도의 물에 의해 매우 높은 값을 가져

야 하며, 이에 따라 중력은 지상과 달리 거의 작용하

Trigonometric Function

pSphere1.scaleX = (sin(frame*0.5)+3)*0.2;

pSphere1.scaleZ = (cos(frame*0.5)+3)*0.2;

Fig. 4. Periodic contraction and expansion of an object 

for trigonometric function.

Single radial field Result of simulation

(a)

Multiple radial field Result of simulation

(b)

Fig. 5. The simulation in using (a) single radial field, and (b) multiple radi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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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와류는 존재하나 높은 수압으로 인해 유

체의 확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시에 급격한 

소멸에 이르게 된다. Fig. 7과 같이 실제 수중 폭발현

상에서 방출된 고온의 기체는 주변의 액체와의 열전

달에 의해 액체를 기화시키고 내부에너지는 급격하

게 감소하게 된다.

수중 폭발은 초기의 폭발에너지에 의해 유체 방출

이 발생하고 주변 액체와의 충돌에 의한 급격한 에너

지 감소와 함께 그 크기가 빠른 속도로 작아지며 소

멸에 이르게 된다. Fig. 8의 (a)와 같이 유체형태를 

제어할 구 형태의 물체(sphere object)를 생성하고 

이를 유체와의 충돌객체로 설정한다. Fig. 8의 (b),

(c)와 같이 구형물체를 유체의 충돌객체 크기(scale)

의 한계점을 상정하여, 크기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유

체의 운동진행과 무관하게 수축이 진행되어 구 형태

로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유체 운

동이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를 1초(초당 24 frame 기

준), 이후 소멸에 이르는 시기를 2초(초당 24 frame

기준)로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폭발에 의해 방출된 

유체는 급격하게 운동하며 1초 후 주변 액체와의 충

돌에 의해 구 형태로 변환되고 그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2초가 되는 시점에 소멸하게 된다. 이 때문

에 유체 방출 단계인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과 ‘Multiple Radial Field’의 영향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제작과정은 단

계별 기술요소의 적용에 따른 효율적인 최종결과물

의 구현이며, 이를 통한 교육 및 기초연구 자료로서

의 활용에 대한 목적성에 의거, 순차적 제작과정을 

제시함이 중요함을 명시한다.

4.3 The 3rd step- Bubble effect 

수중폭발은 폭발이 발생하는 순간, 폭발력에 의해 

대량의 기포를 동반한다. 수중 속 폭발물의 빠른 연

소 때문에 대량의 기체를 발생시키고, 기체들은 물속

에서 기포를 이루며 부력에 의해 수면으로 상승하게 

된다. 기포효과를 컴퓨터그래픽에서 구현하기 위해

서는 유체가 아닌 입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진행

(a) (b)

Fig. 6. Spherical fluid shape forced by water pressure, 

(a) emission of fluid underwater, and (b) the col-

lision between fluid and water pressure. 

Fig. 7. Heat transfer rate with time [8].

(a) (b) (c)

Fig. 8.  The fluid expansion control in (a) create the sphere shape of object, (b) collision detection, and (c) limit 

the collision object of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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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유체의 운동과 연동된 사실적인 효과를 

위해 전 단계 실험에서의 구형 충돌객체를 입자 방출

자로 사용한다. 입자의 방출 시기는 상정한 충돌객체

의 크기 한계지점(1초)으로 설정한다. 입자가 생성 

된 후 상승운동에 있어서는 부력과 난류를 적용하여 

사실적인 기포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입자를 

통한 기포의 운동을 구현한 후 각각의 입자에 재질적 

특성을 부여하여 실제 기포처럼 보이도록 한다. 입자

는 본래 형태나 재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프로그

램이 제공하는 물체대체기술(geometry replacement)

을 활용한다. 선택한 하나, 또는 다수의 물체를 각 

입자 하나하나마다 해당 위치에 대체하는 본 기술은 

입자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이며, 제

어가 용이하고 실효가 우수하기에 본 실험에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폭발에 의해 방출된 유체가 주변 액체와 충돌이 

발생하여 수압에 의해 구 형태로의 변환이 이루어지

는 시점과 동일하게 입자 방출이 이루어지게 하되,

입자를 생성하는 방출자로 전 단계 실험인 ‘Fluid

Expansion control by Water Pressure’의 충돌객체

를 적용한다. 연구에서는 입자 방출량(particle rate),

즉 기포의 수는 초당 2,000개로 하여 진행하고, 2초가 

되는 시점에서 충돌객체는 유체의 소멸을 위해 그 

크기가 0이 되므로 더 이상 입자를 방출하지 않게 

된다.

4.4 The 4th step - Motion of Bubble and 

dissipation of fluid

수중 폭발로 인해 발생된 기포의 압력 및 온도,

열전도는 수중 폭발 후 급격하게 감소한다[8]. Fig.

9의 (a)와 같이 기포의 속도가 급속이 팽창했다가 천

천히 느려지고, Fig. 9의 (b), (c)와 같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기포는 그 확산력과 온도가 빠른 속도로 감

소하고, 상승 운동을 하면서 반지름이 점차 커지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기포의 확산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시키고, 기포의 상승과 반지름을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증대시키는 것으로는 사실적인 기포효과

를 구현할 수 없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은 입자의 확산속도(expansion velocity of

particle), 대체물체의 상승속도(rise velocity of in-

stancer), 대체물질의 크기(scale of instancer)에 위 

형태의 그래프를 곱해주는 것이다. 각각의 수치 값

(value) 자체를 각 그래프의 곡선 형태로 수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값의 수정이 용이

하지 않다. 그러니 상술한 3가지 속성의 값을 변수로 

지정하고 그래프 상의 곡선의 변화패턴을 곱하여 지

정된 변수에 어떠한 수치를 입력하던 특유의 변화패

턴은 그대로 유지하고 강도(intensity)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입자의 확산속도는 폭발이 발생한 시점이 가장 높

고, 그 후에 극단적으로 감소하다가 서서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대체물체의 상승속도는 폭발 

직후 천천히 상승하다가 점차 그 속도가 높아지게 

되며, 대체물질의 크기는 폭발 직후 급격하게 증가하

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의 증대 폭이 낮아지게 

된다. 입자의 확산속도, 대체물체의 상승속도는 적용

된 필드의 강도(magnitude)에 의해 제어되며, 대체

물질의 크기는 입자의 동적속성(dynamic attrib-

utes)에서 임의의 속성을 생성 및 적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각각의 값을 변수로 지정하되, 변수의 이름

을 ̀ 입자의 확산속도'는 $Vel, `대체물체의 상승속도

'는 $upVel, `대체물질의 크기'는 $pScale 이라 한

다. 입자를 제어하는 채널 창에서 데이터 타입을 실

수(float)로 하고 속성 타입을 스칼라(scalar)로 하여 

각 변수에 대응하는 그래프를 생성할 속성을 추가한 

뒤, 최소 값(minimum value) 0에서 최대 값(maxim-

um value) 1까지의 상정하여 아래 Fig. 11의 (a), (b),

(c)의 형태로 그래프로 만들어준다.

$Vel에 A-type을, $upVel에 B-type을, $pScale

에 C-type을 각각 곱해준다. 그래프의 값을 0- 1까지

로 설정했기 때문에 변수의 최대 값은 변화시키지 

않고 경향성만을 추가한다. 상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 및 크기변화를 가지는 입자효과

(a) (b)

Fig. 9. The process of making bubbles. (a) Emission 

of particle, and (b) Geometry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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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포의 상승속도에 따른 

기포의 형태 변화는 보다 자연스러운 효과 구현에 

기여하게 되는데, 기포의 이동 속도가 커지면 액체 

층에 의한 저항력도 커지게 되므로 기포의 형태는 

구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화한다[9]. 기포의 상승속도

의 변화에 따라 적용된 대체물질의 크기(scale of in-

stancer)에 있어 Y축에 적용된 값의 상승폭을 제어

하여 기포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되 X, Z축의 값의 

상승폭을 더 크게 하여 기포가 타원형으로 변형되게 

유도한다.

여기에 입자의 동적속성에 불투명도(opacity)를 

추가하고 반비례 그래프를 곱해주어 위 Fig. 12의 

(a), (b), (c)의 과정과 같이 기포가 자연스럽게 이동

하며 사라지도록 하여 효과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유체는 충돌객체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점차 그 

형태가 작아지지만 충돌객체가 완전히 0이 되는 시

점(2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의 유체의 운

동을 제한하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유체는 실험단계 5.1과 5.2에서 부여된 속성에 

따라 운동하다가, 유체의 생명력을 제어하는 속성인 

소멸 값(dissipation value)에 따라 위 Fig. 12의 (a),

(b), (c)의 과정과 같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4.4 소기결론

효율적인 수중 폭발효과 구현을 위해 4단계의 유

체 및 입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제작기법을 순차적

(a) (b)

(c) (d)

Fig. 10. The changes of bubble in (a) bubble expansion velocity with time, (b) bubble temperature with time, (c) 

bubble rise with time, and (d) bubble radius with time [8].   

(a) (b) (c)

Fig. 11. Graph of value against time in (a) A-type, (b) B-type, and (c) C-type.



(a) (b) (c)

Fig. 12. Motion and dissipation of Bubble and fluid in (a) Emission of Bubble, (b) Motion of Bubble and fluid, and 

(c) Dissipation of Bubble and fluid.

The 4th step: Motion and dissipation

of Bubble and fluid

The 3rd step: Bubble effect

The 2nd step: Fluid expansion control

by water pressure

Visualizing the distinction of

bubbles and fluid generated by

combustion 

Implementing the fluid shape

forced by water pressure  

Applying natural creation and

motion of fluid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
Multiple radial field

The 1st step: Realistic creation and

emission of fluid

Simulating natural movement and

dissipation of Bubble and Fluid  

Realistic underwater explosion effect

Fig. 13. The four steps of production process for underwater explosion using VFX flui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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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사실적인 유체의 생성과 방

출(realistic creation and emission of fluid)’을 통해 

불규칙한 형태의 운동하는 방출자를 이용한 효과적

인 유체 방출을 위한 ‘Animated emitter of irregular

shape’과 자연스러운 유체의 움직임에 기여하는 

‘Multiple radial field’를 적용하였다. 둘째, ‘수압에 의

한 유체확산 제어(fluid expansion control by water

pressure)’에서는 주변 액체와의 충돌에 의한 구 형

태로 정형화되는 유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 셋째, ‘기포 효과(bubble effect)’ 와 넷째, ‘기포

와 유체의 움직임과 소멸(motion and dissipation of

bubble and fluid)’ 단계에서는 수중 폭발효과의 완성

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포의 생성 

방법 및 사실적인 기포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시하였

다. 단계별 제작 실험연구는 컴퓨터그래픽 Maya 소

프트웨어 내에서 연관된 기술요소를 적용하며 진행

하였다. 이는 효율적인 수중 폭발효과를 CG로 제작

하기 위한 수치로써 절대적인 값(value)이 아니다.

본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VFX 수중폭발 효과 구현

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어에 관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이를 요약하면, Fig. 13과 같다.

5. 결  론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영화 속 폭발효과는 그 사용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작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수요에 더불어 국

내에서도 많은 비주얼이펙트 작업자들이 양산되고 

대학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폭발효과의 경우,

실제현상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정확히 원하

는 효과를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무거운 시

뮬레이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제작기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VFX

수중 폭발효과의 경우, 환경적 특이성에 따라 대기 

중의 일반적인 폭발과는 전혀 다른 유체 및 입자의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폭

발의 폭발유형과 운동에너지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효율적인 컴퓨터그래픽 비주얼이펙트 수중 

폭발효과 제작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폭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기 폭발(explosion in the atmos-

phere), 수중 폭발(underwater explosion), 우주 폭발

(explosion in the universe)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VFX 수중 폭발

효과 구현을 위해 4단계의 유체 및 입자 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제작기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제작 실험

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실제 폭발의 

과정과 화학적 작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본 

제작 실험은 보다 효율적인 수중 폭발효과 구현을 

위한 제작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비주얼이펙트 분야의 작업자들을 위

한 교육 자료가 되리라 기대하며, 또한, 관련 학술적 

연구의 참고자료로 그 가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차

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작방법에 따라 완성된 시뮬

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렌더링 및 합성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각화를 완성하는 통합적인 제작

공정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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