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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솔에서부터 TV,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3D 렌더링 테크놀

러지는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다. 컴퓨터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방법은 90년대 

후반까지는 Phong Shading을 위주로 하는 Rasterization 방식의 렌더링이 주를 이

루었으며 이 방식은 최근에까지 영화나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렌더링에 주력으로 

쓰여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그 발전형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이 사실감과 퀄러티로 대두되면서 건축 렌더링부

터 시장을 점유해갔으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주력으로 사용되기에는 렌더링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느린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렌더링 방식의 개념적, 수학적 이해를 살펴본 후 앰비언트 어클루전

(Ambient Occlusion)의 함수를 Rasterization방식에서 사용하는 Illumination Loop 

식에 접목시켜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처럼 다양한 색의 조명을 반영하면서도 

Rasterization처럼 빨리 렌더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수식과 이 수식을 사용한 

RenderMan Shader 사용 예를 제시하였다. 이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나타낼 

수 있는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Rasterization방식의 빠른 속도, 이 두 가지 렌더링 

방식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짧은 렌더 타임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좋은 퀄러티를 얻

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써 이러한 방법은 이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VFX 제작

에 있어서 제작비의 절감과 함께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앰비언트 어클루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Rasterization, 렌더맨, 렌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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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게임 콘솔에서부터 TV,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3D 

렌더링 테크놀러지는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다. 컴퓨터로 이미지

를 렌더링하는 방법은 90년대 후반까지는 Phong Shading을 위주

로 하는 Rasterization 방식의 렌더링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선

두주자는 Pixar의 RenderMan이었다. RenderMan은 레이 트레이싱

(Ray Tracing)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영화에 사용할 수 있을 정

도의 퀄러티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Displacement, 

Motion Blur를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의 헐

리우드 영화에 핵심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레이 트레이싱과 그 발전형인 글로

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이 시장을 장악해 갔다. 

스캔라인 방식보다 렌더링 시간이 수십에서 수백 배가 느려지지

만,  사람의 작업시간을 대폭 줄여주면서도 사실적인 결과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스틸 이미지 쪽에서 많이 

사용되었었다.

다만 GI에 모션 블러가 들어가거나 Hair 등이 들어가게 되면 

샘플링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GI 기반 렌더러

는 샘플링 수가 렌더링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렌

더링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

화 VFX는 여전히 GI를 많이 꺼려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I가 나타낼 수 있는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rasterization방식의 빠른 속도, 이 두 가지 렌더링 방식의 장점

만을 조합하여 짧은 렌더 타임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좋은 퀄러티

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II. 개념과 기술적 동향 

1. Rasterization

Rasterization은 벡터 정보를 화면의 raster형식으로 변환시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3차원적인 형태를 이미지로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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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링할 때 많이 쓰이는 렌더링 방식이다. 이 방식은 화면상에 리

얼타임으로 렌더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Ray 

Tracing 같은 다른 렌더링 방식과 비교하면 수십 배 이상 빨리 

렌더링 될 수 있는 방식이다.

rasterization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폴리곤으로 정의된 3차

원적 오브젝트를 2차원적인 좌표에 투사를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스캔라인 알고리

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시점에서 여러 개의 폴리곤

이 중첩되어 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폴리곤만을 계산해서 표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z buffer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렌더되는 픽셀의 색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트맵으로 된 이미지

를 삼각 폴리곤에 UV 좌표를 이용해서 적용시켜서, 폴리곤에서 

렌더되는 픽셀에 해당되는 shading point의 이미지 색을 얻어낸

다. 그리고 라이트의 좌표를 이용해서 shading point까지의 벡터 

L을 얻어내고 shading point의 법선벡터인 N, 그리고 카메라에서 

shading point까지의 벡터 V를 Illumination Loop 식을 이용해서 

shading 계산을 한다.

Rasterization 방식은 복잡한 장면도 빠른 시간 안에 렌더링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Backface Culling, Spatial 

Data Structures, Texture Filtering, Environment Mapping, 

Bump Mapping, Shadow Map 등의 부가적인 기술에 의해 속도를 향

상시키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Rasterization 방식이 사용

된 대표적인 렌더링 소프트웨어는 RenderMan으로써 스타워즈, 아

바타 등 수백편의 영화 시각효과부터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등의 

애니메이션에도 널리 사용되어왔다.

2. Ray Tracing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알고리즘은 Light 소스로부터 이

미지 플랜의 픽셀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해서 빛이 물체에 

닿아서 작용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여 렌더링을 하는 기술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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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 방식은 스캔라인 기반의 렌더링보다 더 나은 리얼리

즘을 얻어낼 수 있는 대신 렌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림 1. Ray Tracing Algorithm for Interactive Applications1)

<그림 1>과 같이 카메라에서 이미지 플랜을 가로질러 나가는 

빛의 벡터 방향으로 광선을 추적하여 폴리곤 면에 닿으면 해당 

지점의 shading 계산을 하고 계산시 반사나 투명도가 있을때는 

각각의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계산 표본을 

추출하는 샘플링을 하여 계산을 진행한다.2) 이 경우 샘플링 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표면이 거울처럼 쨍한 반

사가 아니라서, 반사되는 앵글에 16번 정도의 샘플링의 평균값을 

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한 개의 픽셀을 렌더하기 위해서 반사를 

16번 반복해서 계산하여 평균값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shading계

산 시간이 16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해당 오브젝트 옆에 표

1) Nikodym, Tomas, Ray Tracing Algorithm For Interactive Applications, 

2010, p.1 

2) Nikodym, Tomas, Ray Tracing Algorithm For Interactive Applications, 

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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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속성이 같은 오브젝트가 또 있다고 하면 그 반사의 샘플링 마

다 16번씩 추가 계산을 해야 하므로 shading 계산량이 256배로 

늘어난다. 게다가 Ray tracing bounce를 4번 정도로 설정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계산을 반복하는 횟수가 bounce의 숫자만큼 승수

로 늘어나므로 이론적으로는 bounce 4에 shading을 65,536번까지 

계산해서 평균값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스캔라인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한 반사와 

굴절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노이즈 없는 매끄러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샘플링이 필요하고 샘플링이 많아지게 되면 기하

급수적으로 렌더링 시간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3. Global Illumination

GI는 기존의 Ray tracing 방식에서 발전하여, 두 표면 사이의 

빛의 상호 반사를 흉내내는 렌더링 알고리즘들을 총칭한다. GI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Radiocity, Photon Mapping, Monte Carlo 

Ray Tracing, Final Fathering 등이 있다.

이러한 GI 알고리즘에서는 렌더러가 장면 내부의 직접광에 기

준해서 간접광을 계산하기 때문에 바운스 조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GI 알고리즘 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보통 direct 

illumination algorithm 만을 사용해 렌더링된 이미지 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Global Illumination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색의 표면이 빛을 서로 복사시켜 디퓨즈 컬러에 바운

스된 색이 묻어나오는 컬러 블리딩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들은 기존 레이 트레이싱 방식보다도 훨

씬 더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해서 렌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는 단점이 있다. 

4. Ambient Occlusion

Ambient Occlusion은 각 렌더되는 포인트가 ambient lighting

에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물체 표면에서의 

오목한 부분은 볼록한 부분보다 더 어둡게 표현되고, 오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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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심해질수록 더 어둡게 묘사된다. 이 방식은 애니메이션 회

사에서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Sky light 효과를 얻는 방법으

로 많이 쓰인다.3)

표면에서 Shading 할 point 는 해당 위치의 normal 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면상에서 반구  형태 안에서 시각적으

로 뚫려서 보여질 수 있는 범위를 적분해서  Occlusion  로 

계산될 수 있다.4) 

표 1. Ambient Occlusion 수식 

Ambient Occlusion은 GI보다 빠른 시간 안에 GI와 비슷한 환경

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광에 다양한 색의 

조명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고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의하면, 오직 단색 환경광만을 적용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다. Hayden Landis는 환경맵을 Ambient Light의 소

스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에 Ambient Occlusion을 곱하여 사용하

였으나 여전히 주변 환경이 컨트라스트가 높거나 컬러 콘트라스

트가 높을 경우 반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5)

<그림 2>의 왼쪽 위 이미지가 환경맵이고 오른쪽 위가 환경맵

을 Ambient Light으로 사용해서 렌더한 이미지고 이 이미지에 

Ambient Occlusion을 곱한 이미지가 왼쪽 아래 이미지이다. 이는 

Ambient Occlusion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예이기는 하나, 앰

비언트 라이트자체에 강한 컨트라스트나 강한 컬러 컨트라스트를 

3) Langer, M. S., Bülthoff, H. H., "Depth discrimination from shading under 

diffuse lighting" Perception, 29(6), 2000, pp.649–660.

4) Kontkanen, J., Lainem S., Ambient Occlusion Fields, ACM, 2005, p.41.

5) Hayden Landis, "Production-Ready Global Illumination", Siggraph 2002 

Course 16, Renderman in Production, 2002,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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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넣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Bent 

Normal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라이팅 아티스트들이 예술성을 고

려하여 수정 보완을 하는데는 제약이 있다.

그림 2. Ray Tracing Algorithm for Interactive Applications6)

III. Ambient Occlusion을 이용한 Occlusion diffuse의 

구성방법

1. Occlusion diffuse의 개념

자연광에서 일반적인 조명과 같이 면적이 크지 않고 밝은 조명

을 CG로 표현할 때는 CG light에 또렷한 그림자를 사용하여야 한

다. 하지만, 하늘이나, 밝은 벽, 혹은 바닥과 같은 면에서 나타

나는 반사광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셰이딩 

지점이 앰비언트 라잇에 어느정도 노출되는지를 계산하는 

Ambient Occlusion이 효과적이다.

6) Hayden Landis, "Production-Ready Global Illumination", Siggraph 2002 

Course 16, Renderman in Production, 2002, p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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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reRender한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미지

를 Shader에서 불러들여서 각 라이팅 별로 처리하도록 하여, GI

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빠른 렌더 타임으로 얻

어내고자 한다.

2. 기존의 Illumination Loop

Rasterization 방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Phong shading의 알

고리즘 수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Phong shading의 알고리즘 수식7)

이 식에서 는 표면의 Diffuse값, 는 Specular값, 는 

Ambient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표면에서부터 계산할 광원

을 향하는 벡터이고, 은 표면에서의 법선 벡터이다.  그리고 

은 빛이 표면에 정반사되었을 때의 방향을 의미하는 벡터이

고, 는 카메라를 향하는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라이트에

는 diffuse와 Specular를 제어할 와 가 있다. 마지막으로 

는 Specular의 반짝이는 정도를 제어한다.

이 식의 벡터들은 길이가 1인 벡터들이므로, 과 의 코사

인 값이 Diffuse Shading값이 되는 것이고, 과 의 코사인 

값에 의해서 Specular가 계산되며 이는 에 의해 제어된다.

3. Ambient Occlusion을 도입한 Illumination Loop

이렇게 Occlusion을 Illumination Loop에 적용하여 제안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7) Phong, B. T., Illumination for computer generated pictures, 1975,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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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ion을 의미하는 는 Diffuse shading쪽에만 영향을 미

친다. 를 이와같이 Illumination Loop 안에 적용시킴으로써 

Light별로 Occlusion에 각기 다른 색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

존의 Occlusion사용방식의 한계인 단색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서 

GI와 유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Occlusion은 Diffuse Shading에 곱하기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Occlusion의 강도가 0이 된다는 뜻은 가 0이 되는 것이 아니

라 1이 되어야 한다. 가0이 되면 이미지가 새카맣게 나오게 

됨을 의미하므로  Light별로 Occlusion의 정도를 조절하는 

는 에 screen 방식으로 계산되게 하였다.

Ambient Occlusion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Ambient 

Occlusion이 한 가지 색으로밖에 작동할 수 없어서 Sky Light 효

과로만 사용하여왔으나 이 수식을 통해서는 각 light별로 

Occlusion의 색뿐 아니라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GI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대부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 방식을 도입한 Surface Shader

위 수식을 기반으로 Diffuse Illumination Loop를 렌더맨 쉐이

더의 Diffuse 함수를 바꾸어 보았다.

color jwOcDiffuse (normal Nf; vector V; float diffuseOccl )

{

  extern point  P;

  extern color  Cl;

  extern vector L;

  color  lightColo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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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at  outLight = 0;

  float  lightAngle = 0;

  illuminance("‐special", P, Nf, radians(180)) {

    float passedIntensity = 1;

    lightsource("__diffuseIntensity", passedIntensity);

    lightsource("__occlusionMix", occlusionMix);

    if ( passedIntensity > 0) {

      lightAngle = acos(normalize(Nf).normalize(L));

      outLight = cos(outLight);

      if( outLight < 0)

        outLight = 0;

      lightColor += (outLight * Cl * passedIntensity);

     lightColor *= (1‐(1‐diffuseOccl)*occlusionMix);
     

    } else {

      lightColor += 0;

    }

  }

  return lightColor;

}

렌더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iffuse 함수에서는 normal 

Nf와 vector V만을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diffuseOccl이 추가되

었다. 이 diffuseOccl은 Ambient Occlusion 이미지 정보가 들어

가게 된다. 이 데이터는 Diffuse Shading 결과값인 lightColor에 

곱해지고, 이는 light에서 받아온 occlusionMix라는 어트리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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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조절된다.

이는 각 light별로 별도의 방향에서 다른 색을 Ambient 

Occlusion에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GI에서만 가능하

던 자연스러운 환경광을 Ambient Occlusion을 이용하면서도 가능

하게 한다.

IV. 두 가지 방식의 렌더링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cclusion diffuse를 사용하여 3D 캐릭

터를 렌더링하고, 이를 기존의 GI8) 방식으로 렌더한 이미지와 비

교하여 보았다.

그림 3. GI로 렌더한 이미지 : 렌더 시간 12분 42초

그림 4. 기존의 Ambient Occlusion 방식을 이용해서 

렌더한 이미지 : 렌더 시간 3분 12초

8) Global Illumination : 간접광을 계산하여 느리지만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을수 있는 렌더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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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경맵을 이용한 Ambient Light와 Ambient Occlusion에

Bent Normal을 이용해서 렌더한 이미지 : 렌더 시간 3분 14초

그림 6.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이용해서 렌더한 이미지 : 렌더 

시간 3분 17초

<그림 3>은 윗 쪽에 조명 1개를 사용해서 GI로 렌더한 이미지

이다. GI의 특징대로 바닥과 옆면에 있는 벽들의 색이 난반사되

어 자연스러운 Fill Light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현실감 있는 이

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림 4>은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Ambient 

Light에 의한 tint효과가 Ambient Occlusion에 곱해져서 사용되

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좌우의 벽의 색이 캐릭터에 묻

어나오지 않으며 GI와 비교해서 많은 퀄러티 차이가 난다.

<그림 5>는 기존 ILM(Industrial Light & Magic)에서 주로 사

용하는 방식대로 환경맵을 이용한 Ambient Light에 Bent Normal

로 각 Surface Normal의 방향별로 다른 색을 지닌 Ambient 

Occlusion 효과를 사용한 예제이다. 이는 <그림 3>과 비교해서는 

탁월한 컬러 블리딩 효과를 얻어낼수 있으나, 캐릭터의 얼굴과 

다리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방향의 노멀은 같은 색조를 가

지게 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어 여전히 GI의 현실감과

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는 GI 대신 각각의 벽면에 Fill light을 직접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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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미리 렌더한 Ambient Occlusion을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Fill Light으로 GI 효과를 얻어낸 이미지이다.

<그림 5>은 <그림 2>의 GI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미지를 보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림1과 같은 정도의 현실감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렌더 타임은 4배 이상 

빨라졌다. 만약 이보다 복잡한 장면과 여러 가지 텍스쳐가 사용

된다면 렌더 타임은 이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림 7. GI를 이용한 실무 렌더링 예제

그림 8.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이용한 실무 렌더링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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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GI를 이용하여 하마 캐릭터를 렌더링한 예제이다. 

이 이미지는 광고실무를 위해서 작업되었다. 왼쪽 위는 Key 

light, 오른쪽 위는 Indirect Illumination, 왼쪽 아래는 

Specular와 반사, 오른쪽 아래는 이를 이용한 합성 이미지이다.

GI에 의한 Indirect Illumination에 의해서 사실감 있는 렌더

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GI 계산 자체에 아티스트가 변화

를 주는 폭에 제약이 많아서 감독과 광고주의 수정요구를 반영하

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프레임당 1시간 20분씩 되는 렌더

타임도 부담 중 하나였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제작을 한 이미지이다. 

Key light은 그림 5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Illumination Loop는 Diffuse Shading에만 영향을 미치므

로, 왼쪽 아래의 Specular와 반사는 기존 GI 방식과 차이가 없

다. 그림 6에서 가장 도드라진 차이는 오른쪽 위의 Occlusion 

Fill Light 인데, 이는 기존의 GI보다 아티스트의 수정이 용이하

여 감독과 광고주의 수정요구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리

고 평균 렌더링 시간은 20분 내외로써 빠른 렌더링 속도를 유지

하면서도 최종 결과물에 있어서 GI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퀄러

티를 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렌더링 퀄러티를 GI에 가깝게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예술적인 수정과 강조가 용이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하

면서도 현실감 있는 퀄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Rasterization과 GI 기반의 렌더러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Rasterization 방식은 렌더 타임이 빠르나 라이팅 아티스트의 

작업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

울인다 하더라도 GI 방식처럼 리얼리스틱한 조명효과를 얻기는 

힘들다.  Ray Tracing 방식에서 발전한 Global Illumination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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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라이팅 아티스트의 작업시간을 줄여주고 손쉽게 좋은 퀄러

티를 얻을 수 있으나 렌더링이 느려서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mbient Occlusion은 GI보다 빠른 

시간 안에 GI와 비슷한 환경광을 얻을 수 있지만 환경광에 다양

한 색의 조명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Ambient Occlusion의 함수를 Rasterization방식에서 사

용하는 Illumination Loop 식에 접목시켜서 GI처럼 다양한 색의 

조명을 반영하면서도 Rasterization처럼 빨리 렌더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수식과 이 수식을 사용한 RenderMan Shader 사용 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VFX 제작

에 있어서 제작비의 절감과 함께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

들어 내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개

념을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BSSRDF(Bidirectional 

scattering distribution function) 나 Hair에서의 적용으로 확

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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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placing Method Global Illumination 

Using Ambient Occlusion 

Park, Jae-Wook · Kim, Yun-Jung

From game consoles to TV and Hollywood films, 3D rendering 

technology is involved in various fields.  Up until the late 90s, 

the computer image rendering method was rasterization that mainly 

used Phong Shading, and up until recently it was the go-to method 

for movies and film anim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quality provided by Ray Tracing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Illumination was much more realistic and thus 

became popularized.  However, despite its growing use in 

architectural rendering to the markets,  Global Illumination in film 

animation and movies was limited due to its long render time.  So, 

in this thesis, if one were to take the concept from each rendering 

method and consider it from a mathematical perspective, one could 

adapt the Ambient Occlusion’s equation to the illumination loop 

equation used in rasterization.  This algorithm modification has the 

capability to reflect the lighting of a diverse array of colors,  

like in Global Illumination, with a fast render time, as in 

rasterization, and the example RenderMan Shader is based upon this 

new algorithm.

In conclusion, with Global Illumination’s naturalistic lighting 

and rasterization’s rendering speed, the combination of the best 

points of each is a new method with a short rendering time while 

producing good quality.  I hope animations and films can benefit 

from this algorithm by the reduction of budget with an overall 

better quality output in VFX production.

  

Key Words : ambient occlusion, global illumination, 

rasterization, RenderMan, rend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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