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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래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리기반 시뮬레

이션(Physically Based Simulation)은 컴퓨터 그래

픽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영화, 게임 등의 

특수효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1], 과거에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여러 가지 물리적 자연현상들

도 하드웨어의 발달에 따라 구현이 용이해졌다[2].

이에 따라 고사양의 연산처리가 요구되는 파괴 및 

붕괴효과 등의 비주얼이펙트는 물리엔진의 탑재와 

프로그램의 발전에 따라 보다 사실적인 효과를 구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비주얼 이펙트 관련 프로

그램들은 물체의 분할을 선수행한 뒤 물리적 충돌을 

계산하여 파괴효과를 구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

하는 최적화된 모션을 만들어내기에 여전히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충돌현상을 위한 정교한 물

리엔진의 경우는 실시간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

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동반되며, 간단한 물리엔진

의 경우는 정확한 검출이 쉽지 않아 사실적인 콘텐

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3]. 물리 시뮬레이션이 정

확히 진행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실시간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고사양의 작업용 컴퓨

터(Work Station), GPU Farm 등이 필요하다. 고사

양의 장비가 구축된 대규모 스튜디오가 아닌 이상,

필요 장비를 보유하는데 큰 난점이 있다. 또한 대부

분의 폭파 및 파괴효과 시뮬레이션은 초기에 정한 

물체의 파괴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김태용 또한 한번 정한 패턴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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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소규모의 파괴효과나 작은 물체를 절삭하며 발생되

는 비주얼이펙트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차적인 실험연구 과정을 통

해 최종적으로 제안되는 본 솔루션은 벡터(Vector)

의 내적연산(Dot Product)을 이용하여 컴퓨터 언어

인 파이썬(Python Script)을 통해 구동된다.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인 벡터와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인 내적

을 활용한 본 연구기술은 소규모의 물체 파괴 및 절

삭 효과를 실시간으로 구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패턴 수정이 매우 용이하며 고사양의 하

드웨어 지원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통합적인 솔루션

이다.

연구의 전개는 첫째, 대리 물체(Proxy Object)와 

절삭의 대상이 되는 지오메트리(Geometry)와의 각

도를 추출하는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둘째,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리 물체의 매 프레임별 위치 

값을 추적하며, 셋째, 지오메트리 절삭 과정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절삭 작업이 완료된 지오메트

리의 강체전환 구현에 목적을 둔다. 각 단계별 실험

연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술의 우수성을 입

증하고 최종적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된 절삭 비주얼

이펙트 솔루션을 제시한다.

2. 연구의 창의성

2.1 관련기술연구

물체가 파괴되거나 부서지는 비주얼이펙트에 관

한 연구는 입자(Particle)를 이용한 인스턴스(In-

stance)기술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실시간 물리엔

진과 관련 프로그램이 현재와 같이 발전되기 이전에

는 입자를 이용한 대체기법이 제안되었다. 물체가 

부서지면서 파편들 간에 발생하는 충돌(Collision),

속도(Velocity), 각속도(Angular Velocity), 중력

(Gravity) 등의 물리적 운동을 위한 속성들을 입자

에 부여하여 시뮬레이션한 후, 입자들 각각의 위치

에 파편들을 대체하는 식으로 구현되었다. 하지만 

외형(Surface)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를 사용한 

방식은 다양하게 부서진 파편들의 실제적인 충돌검

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적인 비주얼이펙트를 표

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 관련 콘텐츠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물리기반 시뮬레이션

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3D 그래픽 프

로그램(Autodesk사의 Maya와 3D Max)에 탑재된 

대표적인 물리엔진으로는 Bullet, Havok, PhysX가 

있으며 물체 상호간의 사실적인 충돌검출을 통해 강

체운동(Dynamic Simulation)의 효과적인 구현을 가

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Autodesk사

의 Maya나 3D Max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본래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반적인 과정(Modeling, Shad-

ing, Texturing, Rigging, Animation, FX, Lighting,

Rendering 등을 의미)을 담당하기 위한 그래픽 패키

지(Graphic Package)이며,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

는 기본적인 솔루션을 통해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Thinki-

netic사의 Pulldownit과 RayFire Studios의 RayFire

등의 별도의 플러그인(Plug-in)을 통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다.

2.2 기존기술의 문제점

Pulldownit이나 RayFire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

해 파괴효과(Destruction Effect)를 수행하기 위해

선 먼저 파괴하고자 하는 물체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을 이용한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특정 

물체에 부여된 점들의 집합을 통해 각 점들의 경계

에 의한 영역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물체를 불규칙

(Random)적으로 분할하여 사실적으로 물체를 파괴

하거나 부수는 비주얼이펙트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

된다[5].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부여된 각

각의 점들을 기준으로 각 개체를 독립적으로 영역을 

나누어준 뒤, 분할된 물체들의 물리적인 충돌과 그

에 따른 운동에 따라 사실적인 파괴효과(Destruc-

tion Effect)가 구현된다.

상술한 프로그램들은 대규모의 강체 시뮬레이션

(Rigid Body Simulation)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건

물의 붕괴, 지형의 균열, 지오메트리의 파괴 등의 비

주얼이펙트를 구현할 때 수백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파편을 구성하는 개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영화나 영상, 애니메이션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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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파괴효과(Destruction Effect)는 거대한 건

축물의 폭파에서부터 야채나 과일과 같은 작은 물체

들의 절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존 상용 프로

그램들은 대규모의 사실적인 파괴효과 구현에는 적

합하나 소규모의 물체 파괴효과를 통한 비주얼이펙

트에 있어선 최적화 되어있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

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숙련도가 수

반되어져야 하고 파괴의 패턴을 수정이 용이하지 않

으며, 효과 구현을 위한 상용 프로그램 및 고사양의 

하드웨어 구매가 요구된다. 복잡한 물리 수식 기반

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많은 수행 시간소요 역시 

불가피하다[6]. 이에, 작은 물체를 절삭하거나 파괴

하는 장면의 비주얼이펙트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연구의 창의성

본 연구는 벡터의 내적연산을 통해 절삭도구의 

움직임에 따른 물체와의 거리 및 절삭각도를 프레임

별로 계산하여 저장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물체의 절삭시점과 위치를 분석하여 물체의 절삭

과정을 완성하고, 절삭이 이루어진 파편들 사이의 

운동에 따른 역학(Dynamics)이 구현되도록 한 비주

얼이펙트 솔루션이다. 수학적·물리학인 접근법을 통

한 비주얼이펙트의 효과적인 시각화 구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며 연구의 실현을 위하여 Python, C,

Expression 등 세 가지 컴퓨터 언어(Computer

Language)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다. 각 단계별 실험연구의 도출된 결과를 순차적으

로 실행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UI) 구축을 통해 

기술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

은 레벨의 작업자라 할지라도 물체의 절삭 및 파괴

효과 비주얼이펙트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

구라 사료된다.

3. 실험연구의 과정

실험연구는 캐릭터의 움직임(Motion)이 이미 완

료된 상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되, 본 연구

는 실시간(Real Time) 효과 구현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중간에 움직임이 수정되어도 무방함을 밝혀둔

다. 실험의 진행은 3D 모델링으로 제작된 절삭도구

로 특정 물체를 절단하는 모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기술 적용 후, 실제 절삭도구의 움직임에 따라 

해당 물체의 절삭이 시뮬레이션 되게 한다. 실험 도

구는 3D General Graphic Package로 영화, 애니메

Fig. 1. Geometry Destruction Simulation using Voronoi Diagram.

(a) (b)

Fig. 2. Various Visual Effects. (a) Huge destruction effect, <The Avengers. 2012>, (b) Small object cutting effect, 

<Ratatouil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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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게임 등의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utodesk사의 Maya를 사용하며, 본 프로그

램은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다.

3.1 대리 물체(Proxy Object)와 절삭의 대상이 되는 

지오메트리(Geometry)와의 각도를 추출

실험의 진행을 위해 실제 부여된 움직임에 따른 

절삭도구(본 실험에서는 Chopper라 규정)와 종속구

조 설정에 따라 절삭도구와 동일한 움직임을 지닌 

대리물체(본 실험에서는 Proxy Chopper라 규정)를 

생성한다. Proxy Chopper는 Chopper를 대리하여 

측정·계산을 수행한다. Proxy Chopper와 시뮬레이

션에 따라 절단이 이루어질 물체(본 실험에서는 

Target Object라 규정)와의 각도 추적을 통해 상호

간의 거리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본 실험단계의 

주 연구방향이다.

Proxy Chopper와 Target Object의 3차원적 거리

는 실제 절삭이 이루어졌는가를 검출하는 중요한 기

준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요구된

다. Proxy Chopper와 Target Object의 거리를 추출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중심

좌표 상호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각 

도형을 이루는 모든 점마다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

법, 세 번째는 대표좌표와 최고 근접 점 상호간의 거

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각 방법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가며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첫 번째, (a)와 

같이 각각의 중심좌표 상호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

법의 경우, 3D 좌표계 상에서 특정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센트로이드(Cen-

troid), 즉 기하학적 도형의 중심(中心)이다. X, Y, Z

의 3차원 벡터로 표기되며, 각각의 중심좌표의 3차

원 벡터 연산을 통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각 물체를 대표하는 중심좌표만의 계산을 

통해 거리를 추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은 빠르

나 정확도는 매우 떨어진다.

두 번째는 각 도형을 이루는 모든 점마다의 거리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3D 공간에서 물체를 구성하

는 최소 단위인 점을 기준으로 상호간의 거리를 추

출하기 때문에 오차가 적고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b)에서처럼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 상호간의 거리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성능 하드웨어의 지원 없이는 원활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c)와 같이 대표좌표와 최고 근접 점

(Closest Point) 상호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물체의 대표좌표를 상정하고 최고 근접 점들과의 3

차원 벡터 연산을 통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

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도 뛰어나며 과중한 연산을 피

하면서 시간소요를 줄일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최고 근접 점은 실험도구인 Maya의 

Closest point on Mesh, 혹은 Closest point on

Surface 등의 내부명령어를 통해 추출이 가능하다.

먼저 Proxy Chopper의 5개의 대표좌표(Top, Bot-

tom, Left, Right, Center)를 지정하고 각 위치를 대

리할 Locator를 종속시킨다. 생성된 Top, Bottom,

Left, Right and Center Locator와 각 Locator들과 

Target Object 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최고 근

접 점 하나씩을 추출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다섯 개

의 대표좌표를 상정한 근거는 절삭이 이루어진 후 

Chopper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는 경우, 절삭

을 수행한 Chopper가 그 위치에 머무를 경우, 절삭

과 동시에 Chopper가 진행 방향으로 계속 운동할 경

우를 모두 포함하여 실험과정에서 계산 상 발생되어 

(a) (b) (c)

Fig. 3. Getting distance between Proxy Chopper and Target Object. (a) Distance using centroid, (b) Distance for 

each point of Object, (c) Distance using locators and closes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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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상술한대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세 번째 방법

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되, 필요한 거리 값을 추출하

는데 있어서 공정의 최적화를 위하여 수학의 벡터 

내적연산(Vector Dot product)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Proxy Chopper 상의 다섯 개의 대표좌표

와 Target Object로의 각각의 최고 근접 점과의 거

리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 실제 절삭시점을 

추출할 수도 있으나 필요한 계산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벡터 내적연산을 이용한 

Proxy Chopper와 Target Object의 충돌검출을 통

해 실제 절삭시점을 추출하기로 한다. 임의의 두 벡

터 A, B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내적연산 A·B의 결

과는 방향이 없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인 스칼라

(Scalar) 값이 나온다. 삼차원 벡터 내적연산에 따른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이를 θ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able 1에서 제시한 벡터 내적연산 결과에 따라 

Proxy Chopper와 Target Object의 충돌검출을 통

해 Chopper의 절삭이 발생한 시작시점과 완료시점 

데이터의 추출이 가능하다.

3.2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리물체(Proxy 

Chopper)의 매 프레임별 위치 값을 추적

상술한 실험과정의 Proxy Chopper와 Target

Object의 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절삭이 발생한 프

레임 번호를 추출함으로써 실제 지오메트리 절삭효

과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본 실험단계의 목적으로 한다. Proxy Chopper

의 Target Object에 대한 절삭(본 연구에서는 절삭

의 시작과 진행, 완료 프레임을 의미)발생은 첫째,

Proxy Chopper 상의 다섯 개의 대표좌표와 Target

Object의 각각의 최고 근접 점과의 벡터 내적연산에 

의한 각도 값 검출과 둘째, Proxy Chopper에서 중심

좌표를 제외한 네 개의 대표좌표 상호간의 법선 벡

터(Normal Vector) 내적연산에 의한 각도 값 검출

을 통해 규정된다.

실험진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Top Loca-

tor부터 Center Locator로의 벡터와 Top Locator부

터 Target Object의 최고 근접 점으로의 벡터를 계

산한 후, 이 두 벡터의 내적연산을 수행한다. 이 과

정을 Bottom Locator, Left Locator, Right Locator

에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하면 총 4개의 내적연산 결

과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결과 값들에 대한 곱셈

(Multiply)을 수행한다. 그 결과가 양수이면 Proxy

Chopper의 Target Object에 대한 절삭이 시작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가 음수이면 Proxy Chop-

per의 Target Object에 대한 절삭이 시작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본 과정만 적용

해서는 Proxy Chopper가 Target Object에 대한 절

Table 1. Results of Dot Product

If (A∙B = 0, A⊥B) If the result of Dot product is 0, an angle between two vectors is right angle

If (A∙B < 0, θ > 90)
If the result of Dot product is positive number, an angle between two vectors

is obtuse angle

If (A∙B > 0, θ < 90)
If the result of Dot product is positive number, an angle between two vectors

is acute angle

(a) (b) (c)

Fig. 4. Experiment process for cutting point sampling. (a) Doing vector dot product calculation between vector from 

Top Locater to Center Locator and vector from Top Locater to closest point on mesh. (b) Same process 

applies to Bottom, Left and Right Locators. (c) Getting normal vector from closest point on mesh to each 

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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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이 일정 깊이 이상 진행되면 결과가 다시 음수 값

이 나오는 오류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나의 조건

(Condition)을 더 부여한다. Target Object의 각각의 

최고 근접 점으로부터 Top Locator, Bottom Loca-

tor, Left Locator, Right Locator로의 법선 벡터를 

계산한다. Top Locator와 Bottom Locator의 법선 

벡터 내적연산을 수행하고 Left Locator와 Right

Locator의 법선 벡터 내적연산을 수행하여 두 결과 

값이 동일하게 음수이면 Proxy Chopper의 Target

Object에 대한 절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술한 두 개의 검출을 바탕으로 해당 프레임에서 

Proxy Chopper의 Target Object에 대한 프레임별 

위치 값 추적을 통해 절삭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절삭과정에서 중간에 절삭도구의 움직임이 멈추

거나 뒤로 빠지는 경우는 절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상정하고 실험을 진행함을 명시한다.

3.3 지오메트리 절삭 과정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강체전환

본 실험단계에서는 이전까지의 실험진행을 통해 

추출된 Proxy Chopper의 Target Object에 대한 절

삭시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지오메트리 절

삭효과 과정을 수행한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출된 데이터를 분류(Sort)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절삭의 과정이 단일 프레임이 아닌 연속적인 동작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arget Object

에 대한 Proxy Chopper의 절삭이 수차례 이루어졌

을 경우, 첫 번째 절삭이 25-28 Frame에서, 두 번째 

절삭이 41-46 Frame에서 진행되었다고 가정해보

자. 첫 번째 절삭이 진행된 프레임을 모두 더한 다음 

해당 프레임 횟수로 나눠준다. 결과 값의 정수

(Integer)형태로의 재 정렬을 위하여 올림(Round-

ing Up)을 거쳐 최종적으로 절삭이 발생되는 중간 

프레임(본 실험에서는 Frame Num이라 규정)을 저

장한다. 절삭이 발생한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과정

을 반복한다.

상술한 과정을 통해 발생된 모든 절삭발생의 Frame

Num을 추출한 후, 각 Frame Num마다 해당 위치에

서 Proxy Chopper의 복제를 수행한다. 각 Frame

Num마다 복제된 Proxy Chopper(본 실험에서는 

Cloned Chopper라 규정)를 기준으로 Target Object

의 절단을 진행하는데, 실험도구로는 Autodesk사의 

Maya에 탑재된 Booleans 기능을 사용한다. Boo-

leans은 두 개의 겹쳐진 Object를 서로 합치거나

(Union), 빼거나(Difference), 공통부분을 남기거나

(Intersection) 할 때 사용되어지는 3D 모델링을 위

한 기능이지만, 본 실험과정에서는 Booleans의 특성

을 활용하여 Cloned Chopper를 기준으로 Target

Object로부터 잘린 조각별로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

Fig. 5. Flowchart for cutting point sampling.

Table 2. Sampling process for cutting frame

Frame Sort Rounding Up Frame Num

1st Cutting 25-29 (25+26+27+28)/4 26.5 -> 27 27

2nd Cutting 41-46 (41+42+43+44+45+46)/6 43.5 ->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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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Booleans 기능의 한계 상 복잡한 지오메트리 

적용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본 연구는 복잡한 형태의 아닌 단순한 물체의 효율

적인 절삭 비주얼이펙트 구현에 목적이 있다. 실험

의 과정은 첫 번째 Cloned Chopper를 이용하여 Target

Object로부터 분리되는 조각을 생성하고, 이를 반복 

수행한다.

각각의 조각별로 분리된 Target Object(본 실험

에서는 Chopped Object라 규정)가 실제적인 물리기

반 시뮬레이션 안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강체(Rigid

Body)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컴퓨터 그래픽

스에서 물체가 파괴 또는 절삭된 후 파편들의 실제

적인 충돌(Collision)을 구현하는 비주얼이펙트 기술

은 결과물의 사실성을 부여하여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한다. 정확한 충돌검사는 물리적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신뢰성에 입각한 시뮬레이션 구현

을 가능하게 한다[7]. Chopped Object의 강체전환을 

진행하되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전환되는 것이 아닌 

절삭된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전환과정이 진행됨

으로서 보다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한

다. 실험의 진행은 실험도구인 Maya 내에 있는 강

체 시스템(Rigid Body System)을 활용한다. 본 연

구는 최적화된 공정을 통해 물체의 절삭을 효율적으

로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 효과

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기존에 구축되어있

는 시스템을 이용하되 강체에 적용되는 중력(Grav-

ity), 항력(Drag), 난기류(Turbulence), 마찰(Fric-

tion), 탄성(Resilience) 등의 물리적 속성은 별도의 

매개변수(Parameter)로 분리 지정하여 독립적인 제

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3.4 연구의 결과 및 적용가능성

상술된 실험연구 과정을 통해 동작구성이 완료된 

절삭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동일한 움직임을 가

진 Proxy Chopper를 생성, Target Object와의 벡터 

내적연산을 통한 매 프레임마다의 거리를 산출하고 

절삭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Frame Num을 추출하여 

실제적인 Target Object 절삭과정을 수행하며 

Chopped Object의 강체전환을 절삭도구의 움직임

에 맞게 진행하여 사실적인 지오메트리 절삭 비주얼

이펙트를 구현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시된 기술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2011년에 개최된 AAU Spring

Show에 출품된 ‘Cutting Machine'에 일부 적용되

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연구의 우수성과 기술의 실

효성을 입증한 바 있음을 명시한다.

Fig. 6. Target Object cutting process using Maya Booleans. 

Fig. 7. Conversion for Rigid Body based on chopper's motion. 

Fig. 8. Experimental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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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순차적인 실험과정을 거쳐 결과로서 

제시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가의 프로그램

이나 하드웨어 장비의 구축 없이 효율적으로 물체의 

절삭 및 파괴효과 비주얼이펙트에 관한 것이다. 상

용화된 프로그램으로는 대규모의 사실적인 파괴 장

면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나 작은 물체를 연속적으

로 절삭하는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최

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패턴 수정이 용이하지 않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을 양산한다

는 단점이 있다. 이에, 사실적인 물체의 절삭 및 파

괴 비주얼이펙트를 효과적으로 표현 가능토록 하되 

패턴수정의 자율성과 사용 편의성에 주안점을 둔 실

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절삭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하

여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는 Proxy Chopper를 통해 

Target Object와의 벡터 내적연산을 수행하고, 추출

된 거리 값을 기반으로 절삭시점을 계산하여 실제적

인 지오메트리 절삭과 함께 파편들의 물리적 충돌까

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통합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스튜디오나 교육기관에

서도 완성도 높은 관련 비주얼이펙트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벡터의 내

적연산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비주얼적

인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직관적으로 제

시한 본 연구는 실무적 활용이 가능한 교육 자료로

서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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