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203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게임 엔진에서 사용되는 노말맵(Normal Map)의 원리와 그 응용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노말맵은 게임에서 하이 폴리곤 모델링에 적용되는 조명 적용 데이터를 로우 폴리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로, 하이 폴리곤 모델링의 벡터 방향 데이터를 텍스쳐로 저장하여 로우 폴리곤에 적용해서 벡터 방향을 텍셀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는 게임에서의 노말맵 저장 방식과 연산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키워드: 노말맵(NormalMap), 노말(Normal), 실시간 렌더링 (Realtime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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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게임은 실시간 렌더링이 되어야 하는 특성상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연산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은 폴리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적은 폴리곤을 이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폴리곤 데이터와 동등한 수준의 결과물을 렌더링하기 위해 

각 픽셀(Pexel)별로 높은 수준의 폴리곤 데이터에서 추출한 노말벡터

(Normal Vector)를 적용하여 적은 폴리곤 상태에서도 높은 폴리곤 

상태일때와 같은 노말벡터를 출력하게 만들어 조명연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렌더링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추출하여 텍스쳐로 구워(Baking) 된 텍스쳐를 노말맵

(NormalMap) 이라고 한다

II. Preliminaries

1. 노말맵 연산

노말맵은 각각의 픽셀의 RGB에 노말 벡터의 방향을 구워놓은 

텍스쳐를 말한다. 노말맵 텍스쳐의 RGB는 각각 벡터의 XYZ 방향에 

대응되며, 이 데이터가 픽셀 셰이더에서 노말 벡터 연산으로 사용되게 

된다.(그림 1)

하지만 텍스쳐의 각 채널은 0~1 범위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X 방향과 Y 방향에서 각 채널마다 필요한 180도의 벡터 각도를 

표현하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0~1인 텍스쳐의 각 채널에 각각 두 

배 곱하고 1을 빼서 -1 ~ 1 범위로 확장하는 연산이 필요하다

Fig. 1. 노말맵에 의한 벡터의 변화

2. 노말맵 텍스쳐 압축

게임에서 사용되는 텍스쳐는 그 플렛폼에 따라 여러 종류의 텍스쳐

가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PC 플랫폼에서는 DXT 혹은 BC계열의 

텍스쳐가 사용되며, 안드로이드 플렛폼에서는 ETC 혹은 ETC2 , 

혹은 ASTC 파일 포맷을 사용한다. 또한 IOS에서는 PVRTC 포맷이 

사용되며, ASTC 파일 포맷이 사용된다.

각각의 텍스쳐 포맷은 고유의 압축방식과 서로 다른 비트를 가지고 

있지만 , 일반적으로 원본으로 사용되는 8:8:8 비트의 TGA 파일 

포맷보다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지는 텍스쳐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다.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텍스쳐 포맷인 DXT, ETC 계열의 

텍스쳐 파일 포맷은 5:6:5 비트를 가지는 텍스쳐 파일 포맷이며, 

동시에 블록 압축으로 원본의 품질이 손실되는 파일 포맷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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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8:8:8 비트 구조의 노말맵이 5:6:5 로 압축되면서 생기는 

손실과, 텍스쳐 블록압축에 의한 채널 침범에 의해 생기는 손실(그림 

2)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RGB 8:8:8 파일 포맷을 RGBA 5:6:5:8 

파일 포맷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RG를 AG 로 대입하여 최대한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또한 이 경우 B 값은 삼각비 

연산으로 추출해 내어 최대한 품질을 유지하는 노말맵을 재 계산해 

내게 된다. (그림 3)

Fig. 2. 5:6:5로 압축된 노말맵의 결과물

Fig. 3. AG로 압축된 노말맵의 결과물

III. The Main Subject

1. 무압축 노말맵 텍스쳐 응용

압축된 노말맵 텍스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최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AG 파일로 압축되며, 이를 1024 * 1024 크기의 

텍스쳐로 제작하면 DXT 압축기준 약 1.3MB의 용량이 된다. 

DXT 압축을 하지 않은 텍스쳐의 용량은 5.3MB로 DXT 압축을 

하면 약 25% 정도의 용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압축을 하지 않고 텍스쳐의 크기를 1/4로 줄인다면 

거의 동일하게 용량을 유지하면서도 무압축 포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압축 포맷을 사용해서 제작할 때 텍스쳐의 크기가 1/4로 

줄어들더라도 쌍선형필터링(Bilinear Filtering) 에 의해 노말맵의 결과

는 블록 압축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그림 4)

Fig. 4. AG압축 노말맵과 25% 크기의 무압축 노말맵 결과

그러나 이렇게 무압축 포맷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는 비슷하지만 

AG 파일 포맷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RG와 

BA 두 채널에 각각 다른 노말맵을 적용할 수 있어서 한 장에 두 

장의 노말맵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무압축 방식을 

사용하면 블록 압축에 의한 채널별 침범현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장의 노말맵이 서로 침범하지 않게 된다.(그림 5)

Fig. 5. RGBA를 이용한 2장의 노말맵 조합

IV. Conclusions

텍스쳐의 압축 파일 포맷은 게임에서의 처리속도와 용량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지만, 처리속도보다 데이터의 용량이 더 중요할 때에는 

노말맵 텍스쳐의 경우 무압축 포맷을 응용하여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셰이더 내에 RG를 

사용한 노말맵과 BA를 이용한 노말맵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분기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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