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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날씨 중, 특정 날씨를 골라 콘텐츠를 제작

하면 해당 매체를 접하는 관객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날씨에는 맑은 날, 구름 낀 

날, 비, 눈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를 렌더링하는 

방법에는 크게 오프라인(off-line) 렌더링과 실시간 

렌더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영화의 경우, 실시간으

로 관객과 소통하지 않는 매체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촬영 장면에 렌더링 결과물이 자연스럽

게 녹아들도록 사실적인 렌더링 결과물을 추구한다.

반대로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는 사실적인 점이 비

교적 덜 부각되더라도 실시간성을 매우 강조하기에 

영화의 그것에 비해서 다소 낮은 품질의 렌더링 결과

물을 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연 현상의 렌더링 중, 비

가 내리는 장면에 대한 실시간 렌더링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비가 내릴 때,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고

려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물방울, 물 튀김(splashes),

무지개, 구름 등이 있다. 하드웨어 산업이 폭발적으

로 증가해왔으나 시뮬레이션해야 할 다양한 조건들

과 파티클의 양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하드웨어 

계산 능력으로도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빗방울 또는 물의 물리적 특성까지 생각한다

면 전체 시뮬레이션 과정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시간 비 렌더링은 비가 올 때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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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중 특정 현상에 집중하며 이를 사실적으로 렌더

링하기 위해 실제 현상에 대한 계산 값의 근사치를 

이용하여 사실적인 실시간 렌더링 결과물을 얻는 방

법으로 연구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특정 현상 중, 빗방울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

한 사실적인 빗방울의 모델링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

되었다[3,14]. 이로 인하여 실시간에서도 사실적인 

비 렌더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빗방울 모델링 외에

도 빗방울과 물체와의 충돌 감지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구현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화면에 렌더링 되지 

않는 영역에서 빗방울과 관련한 계산이 일어나고 있

었기에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4]. 이에 따라 

효율적인 렌더링을 위하여 비가 내리는 특정 공간을 

정의하고 렌더링을 하는 등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으나 카메라가 특정 공간을 벗어난 곳을 비

추게 되면 빗방울 또는 빗줄기가 보이지 않거나 공간 

외의 지역에서는 렌더링 되지 않는 어색한 현상들이 

존재하였다[8,9,13].

본 연구는 파티클에 빗줄기 텍스처를 매핑하고 카

메라의 위치와 시야에 의존적인 파티클 시스템을 만

들어 앞서 언급한 단점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또한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하여 빗줄기와 광원

과 간단한 산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카메라의 이동과 회전이 일어나도 파티클이 렌

더링 되므로 특정 공간에서만 비가 렌더링 되는 어색

한 장면을 피할 수 있으며 적은 수의 파티클을 렌더

링하지만 매우 많은 양의 파티클이 렌더링 되는 것처

럼 보여 하드웨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차원 공간에서 더욱 효율적인 실시

간 빗줄기 렌더링이 가능해진다.

2. 관련 연구

사실적인 비 렌더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방법들

이 제시되어 왔으며 대부분은 비가 내리는 현상 중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비 렌더

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투명한 흰색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카메라 앞에서 렌더링하는 것

이다. 또 다른 방법은 미리 계산된 빗줄기 텍스처를 

활용하여 해당 장면(scene)에 블렌딩(blending) 하

는 것이다. Garg의 빗줄기 텍스처 렌더링은 빗방울

에 대한 진동 모델을 제시하는데, 단순한 광도측정 

모델이 아닌 카메라 시점과 조명 방향 등에 따라 여

러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해당 결과들을 하나의 빗줄

기 텍스처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3]. 이후, 단순한 

이미지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저로부터 depth

map, 카메라와 비의 파라미터 등을 입력받아 최종 

결과물을 하나의 영상이나 이미지에 렌더링한다. 이 

방법은 그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기준으로 프레임당 

10초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실시간 렌더링에 

매우 부적합한 성능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만, 실시간으로 사실적인 비 

렌더링을 구현한다.

Weber의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실적인 비 렌

더링을 위해 비 시뮬레이션에서 빗방울과 나무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관 통과(through-fall) 렌더

링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나무의 덮개

(canopy) 부분과 나뭇잎의 물에 대한 저장량에 따른 

렌더링 방법을 제시한다[4]. 더 나아가 Nanko의 연

구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dripping through-fall에 

대한 분포를 바탕으로 이를 실시간으로 추가 구현하

였다[5]. Through-fall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나

뉘는데 첫 번째는 자연 상태의 비이다. 이는 아무것

에도 부딪히지 않은 free through-fall이며 덮개 부분

과 나뭇잎에 부딪히지 않고 낙하한 경우이다. 두 번

째는 앞서 언급한 덮개 부분과 나뭇잎에 부딪혀 물이 

튀거나 저장되었다가 현상학, 수문학적으로 다시 나

오는 경우이다. Weber의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비

가 오는 장면에서 각 나뭇잎의 수용 저장량 등을 고

려하여 through-fall에 실제와 매우 비슷한 현상을 

구현하였으나 카메라 시야 외에서 일어나는 빗방울

의 계산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Rousseau. P 등은 빗방울을 설계할 때 빗방울 내

부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에 집중한 모델을 제안하

였다[6]. 빗방울을 설계할 때 반사도 고려해야 할 사

항이지만 그들은 충분히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반영하지 않고 굴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 Wang.

L 등은 구형의 빗방울에 대하여 광학적 속성들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7]. 영상에서 추출한 빗줄기 텍스처

를 한 장면의 카메라와 일치하도록 변형하고 해당 

이미지에 블렌딩하여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효과가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들 또한 실시간 

렌더링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 결과 

화면에 맞추어 텍스쳐를 변형해야 하므로 실시간 프

로그램의 동적인 장면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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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이다.

Tariq은 Garg의 빗줄기 텍스처를 좀 더 단순화하

여 quad에 매핑하여 렌더링하였다[8]. 또한 프로그

램과 관련한 작업을 DirectX를 활용하여 GPU에서 

처리하였으며 각 파티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프레임에서 기하 셰이더를 사용하여 렌더링 되었다.

Tariq은 light glow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사실적인 

렌더링을 보여주었으나 광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묘사되지 않았으며 카메라의 이동 또는 회전에 따라 

비가 렌더링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Puig-Centelles 등은 타원을 사용하여 비가 오는 

지역을 정의하고 비 시뮬레이션을 반 원통형으로 제

한하는 실시간 비 렌더링을 제안하였다[9]. 나아가 

그들은 가까운 비(close rain)와 먼 비(far rain)를 따

로 설정하고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전환(transition) 영역을 추가하였다[10]. 관

찰자가 비가 내리는 비 공간(rain area)에 있느냐 없

느냐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관찰자가 매

우 먼 거리에서 비가 오는 영역을 관찰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는 어색한 장면이 렌더링 될 

수 있었다.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은 실시간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야 절두

체(view frustum) 안에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비 공

간(rain space)을 생성되도록 하여 시야 외의 지역에

서는 파티클이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

시간으로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도 특정 공간에서만 

비가 내리지 않고 장면 전체에 비가 내리도록 한다.

또한 적은 수의 파티클을 렌더링하지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후 파티클과 광원의 상호작용하는 렌더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단순해 보이나 사실적인 렌더

링이 가능하다.

Fig.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구현 중,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4개의 빨간 선은 시야 절두체를 구성

하는 4개의 선이며 이들이 만나는 점이 실제 카메라

의 위치이다. 또한 Fig. 1의 카메라는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것이다. 그림을 보다시피 파티클은 시야 절두

체에서만 생성되며 카메라가 다른 방향을 비추거나 

이동할 경우 파티클이 생성되는 위치도 카메라에 따

라 이동된다.

Fig. 1. Particles rendered only in the view frustum.

3.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에 의존적인 비 공간을 만들

어 카메라 시야에서만 파티클이 생성되고 비가 내리

도록 하는 실시간 비 렌더링 방법을 제시한다. 이로 

인하여 카메라 시야 외의 지역에서는 파티클이 생성

되지 않으며 적은 수의 파티클을 렌더링하더라도 카

메라가 비추는 곳에서만 파티클이 렌더링 되므로 적은

수의 파티클로 매우 많은 양의 파티클이 렌더링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렌더링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모델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Fig. 2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티클의 초기화 및 텍스처 매핑을 실행한다.

본 모델에서는 많은 양의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해 

KTX 포맷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3.3절에 자세

히 설명되어 있으며 또한 파티클은 opengl의 trans-

form feedback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파티클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2) 카메라의 시야 절두체를 구

성하는 8개의 점과 6개의 면에 대해 계산하고 동시에 

절두체와 겹쳐지는 가상의 구를 만든다. (3) 시야 절

두체와 가상의 구가 겹쳐지는 부분을 비가 생성되는 

공간인 비 공간으로 설정하고 (4) 해당 공간에서만 

파티클을 생성하도록 한다. Fig. 2의 (4)는 다른 카메

라로 파티클의 위치를 촬영한 것이며 빨간 선은 시야 

절두체에 대한 4개의 선이다. (5) 이후 광원과의 위

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산란 계산을 해준다. 본 논문

에서는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6) 위

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을 최종 렌더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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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야 절두체와 비 공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한 이후, 공간 내에서만 생성되는 파티클에 텍스쳐를 

적용하고 빛의 산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한다.

3.1 시야에 의존적인(view-dependent) 비 공간 생성

3.1.1 View frustum(시야 절두체) 계산

시야 절두체에 의존적인 비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서 먼저 far 면과 near 면의 높이와 폭, 그리고 해당 

면의 중심점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음 식 (1)은 그중 

각 면의 높이와 폭을 계산한 식이다. 이때 카메라로

부터 far 면까지의 거리인 의 값이 클수록 절두

체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절두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비의 밀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또한, 카메라로부

터 멀리 생성된 파티클은 매우 작게 렌더링 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파티클에 대한 카메라로부터 

far 면까지의 거리는 다른 오브젝트의 far 면에 대한 

거리보다 더 작은 수로 설정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50.0으로 설정하였다.

    tan




     

    tan




     

(1)

여기서 와 는 각 면의 높이(height)와 폭

(width)을 의미한다. 또한 카메라의 값을 이용하여 

각 면의 중심점 를 구하며 이는 다음 식(2)에 나타

나 있다.

  
   

  
   

(2)

이때 는 현재 카메라의 위치이며 는 카메

라의 view 방향에 대한 벡터를 의미한다. 이후 near

면과 far 면의 각 꼭짓점을 구해야한다. 각 꼭짓점에 

대한 위치 및 이름은 Fig. 3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구하는 식은 다음 식 (3)과 같다. 여기서 는 
 벡터와 를 외적하여 정규화한 벡터이다.

  
     

    

 
     

    

  
     

    

 
     

    

  
      

    

 
     

    

  
      

    

 
     

    

(3)

식 (3)에서 구한 8개의 꼭짓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꼭짓점에서 다른 하나로의 꼭짓점으로 이루어진 하

나의 벡터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절두체의 

near 면과 far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에 대한 

벡터이다. 이는 식 (4)에 나타나있으며    은 

Fig. 2. Algorithm overview of o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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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면에 대한 벡터이며 

각 벡터는 정규화되어있다. 각 면에 대한 벡터 또한 

Fig. 3에 나타나 있다.

  ×
  ×
  × 
   ×

(4)

3.1.2 가상의 구 설정

파티클이 생성될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절두체와 

겹쳐지는 가상의 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구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설정해야 한다. 가상의 구는 파티

클에 대한 절두체의 near 면과 far 면 사이의 중간 

점을 중심으로 하여 최대한 구와 절두체가 겹쳐지도

록 한다. 이로 인하여 절두체에서 최대한 많은 공간

을 비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상의 구에 대한 

중심점    와 반지름 를 구하는 식은 식 

(5)에 나타나 있다.

     

  

 

  

 

     

(5)

이제 파티클이 생성되는 위치를 정해야 한다. 파티

클의 위치는 가상의 구 안에서 무작위로 생성되어야 

하므로, 구면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의 계산식을 

활용하는데 이때 파티클의 위치는 무작위로 생성되

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좌표계 변환 중  , 를 계산 시,

무작위 변수를 반환하는      함

수를 이용한다. 이 함수는 부터 까지의 범위 중 무

작위 수 하나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arccos   

(6)

 를 활용하여 파티클의 위치를 구하는 식은 식 

(7)과 에 설명되어 있으며   ,  , 는 

각각 파티클의 , ,  좌표이다. 앞서 계산한 구의 

중심점에서      함수를 사용하

여 파티클의 위치가 무작위로 설정되도록 하되, 가상

의 구의 내부에서 파티클이 생성되어야 하므로 무작

위 반환 함수     의 매개 변수

는 구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로 해준다.

     sin cos   
      sin sin    
     cos  

(7)

이후 파티클은 축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위치가 

업데이트 된다.

위치가 설정된 파티클과 앞서 계산한 시야 절두체

를 구성하는 8개의 정점 중 무작위로 2개의 정점을 

이용하여 파티클 위치가 시작점이며 정점이 끝점인 

벡터 값 2개를 구한다. 이 벡터는 파티클의 위치에서

부터 정점까지에 대한 벡터이며 이후 파티클과 절두

체의 상하좌우를 이루는 4개의 면과의 관계를 구하

기 위한 벡터이다. 이를 구하는 식은 식 (8)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는 (near bottom left)와 (near

Fig. 3. Vertexes and sides of the view frus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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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ight) 점을 사용하였다.

    
    

(8)

이후 절두체의 상하좌우 4개의 면에 대한 벡터 중 
, 은 식 (8)에서 구한   벡터를, 과 벡

터에는   벡터를 각각 내적 연산을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식 (9)에 나타나 있다. 결과 값으로 

나온 스칼라값은 현재 파티클이 절두체 내부에서 생

성되는지, 외부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스칼라값이다.

 ·
 ·
 ·
 ·

(9)

식 (9)의 결과로 도출된 4개의 스칼라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생성된 파티클의 현재 위치가 

절두체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판가름을 내

릴 수 있다. 만일 내부에 있을 경우, 그 공간을 비 

공간으로 설정하고 파티클의 위치를 그대로 두도록 

한다. 반대로 외부에서 생성되었을 경우, 파티클이 

카메라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파티클의 위

치를 저장하지 않고 다시 계산하여 파티클이 절두체 

내부에서 생성되도록 한다. 3.1절에서 언급한 과정에 

대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나 있다.

3.2 스포트라이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광원의 종

류 중 디렉셔널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는 제외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구현하고 파티클과 해당 광원과 간

단한 산란에 대하여 구현한다. 비가 오는 날을 고려

한다면 태양으로 대표되는 디렉셔널 라이트나 촛불 

등으로 대표되는 포인트 라이트는 비가 올 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광원이 아니기에 스포트라이트에만 집

중한다.

Fig. 4는 산란에 대한 계산 전, 파티클과 광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경우 3가지를 나타낸 것

이다. 파티클에서 일어나는 산란을 계산하기 전에 파

티클의 위치가 1) 광원의 위에 존재하는 경우, 2) 광

원의 아래에 있으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3) 광원

의 아래에 있으며 영향을 받는 경우 등 총 3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고려를 해야 한다. 스포트라이트가 영

향을 끼치는 범위는 원뿔의 형태이기에 광원이 영향

을 끼치는 범위를 원뿔 내부로 설정하며 외부와 광원

의 위쪽에는 파티클이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간주한다. 물리적인 정확도를 따졌을 때, 1)과 2)

모두 다른 물체로부터 반사해오는 빛이나 물방울 간

의 빛의 굴절과 반사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영

향을 받으나 이는 매우 미미하며 사람의 눈으로 자세

하게 인식할 수 없기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2.1 광원의 위(Above the light source)

식 (10)은 파티클과 광원의 위치를 이용하여 두 

위치에 대한 벡터 를 계산하고, 파티클이 광원의 

위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스칼라값 

을 구하는 식이다.

   

 · 

(10)

여기서 는 스포트라이트의 빛의 방향에 대하여 

정규화된 벡터이다. 식 (10)에서 도출된 스칼라값 

은 파티클의 현재 위치가 광원보다 위에 있는

지 아래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스칼라값이다. 이 값이 

스포트라이트의 높이, 즉 지면부터 광원까지의 높이

보다 높으면 파티클의 위치가 광원의 위에 존재하므

로 광원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때의 파티클의 색상은 배경과 같은 색상으로 렌더

링한다.

3.2.2 광원의 밑(Under the light source)

현재 파티클의 위치가 광원의 위가 아닌 밑에 존

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현이 돼야 한다. Fig. 4의 

Fig. 4. 3 Conditions with particles and ligh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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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3)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두 경우는 각각 

스포트라이트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의해 

달라진다.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원뿔의 형태를 띠고 있으

며 본 논문에서도 원뿔 형태의 스포트라이트에 대해

서 구현하였다. 원뿔은 단순히 말하자면 한 점으로부

터의 거리를 가지는 선형 방정식에 의해 크기가 정의

되는 무한한 크기의 원의 형태이다. 파티클이 적당한 

크기의 원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원뿔의 내부 또

는 외부 어디에서 생성되어 업데이트되는지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식 (10)의 결과 

값인 과 원뿔의 높이인  를 이용하여 

축을 따라 파티클의 현 위치에서의 원뿔의 반경 

  을 구할 수 있으며 식 (11)에 구하는 식이 

나타나있다.

          (11)

여기서  는 스포트라이트의 형태인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이후 원뿔의 반지름과 비교하기 위해 축에서 점까

지의 직교 거리를 계산한다. 이에 대해서는 식 (12)에 

나타나 있으며 는 매개 변수인 벡터에 대한 

크기를 반환해주는 함수이다. 각 변수에 대한 묘사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12)

식 (11)의   와 식 (12)의 를 비교

하여 파티클의 위치가 광원의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데   의 값이 큰 경우,

파티클은 원뿔의 내부에 존재한다. 즉, Fig. 4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때 파티클의 색상은 광원의 색

상과 같은 색상으로 렌더링한다. 반대로 이 

더 큰 경우, 파티클은 광원보다 아래에 있으나 영향

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Fig. 4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이며 이때는 빛의 색상을 계산하지 않고 배경과 같은 

색상으로 렌더링한다. 이때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파티클의 바뀐 색상은 더욱 강해지며 반대로 세기가 

약해질수록 파티클의 색상은 더욱 약해진다. 이에 대

해서는 식 (13)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 

   ×  ×  
    

   ×  (13)

3.3 텍스쳐 매핑(Texture Mapping) 

Garg는 연구 결과물인 rain streak texture를 모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png 파일로 공개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텍스쳐를 활용하기 때문에 

Khronos 그룹에서 제공하는 KTX 포맷을 이용하여 

png파일 여러 개를 하나의 KTX 파일로 만든 이후,

배열 텍스쳐(Texture Array) 기능을 사용한다. 배열 

텍스쳐 기능을 사용할 경우, 각 텍스쳐는 하나의 텍

스쳐 당 하나의 레이어(Layer)를 할당받는다. 이에 

따라 파티클 초기화 시 여러 개의 파티클을 만들어 

각 파티클 객체 당 하나의 텍스처 레이어를 할당한

다. 이때 레이어를 할당 받는 조건은 무작위이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KTX 포맷으로 변환한 

파일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며 이 파일을 변환하는데 

사용한 프로그램은 Github의 프로젝트 중 Image

Fig. 5. Structure of spotlights. Fig. 6. Rain streaks texture used for textur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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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 3.3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12].

4. 구현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카메라에 의존한 비 공간 

계산 방법은 실시간으로 계속 카메라의 위치와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하고, 파티클의 위치를 생성할 때 

난수를 통하여 초기 위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총 두 가

지의 실험을 진행하여 비교한다. 첫 번째 실험은 난

수 생성 방식에 따른 성능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모델에서 파티클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난수로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수 생성 방식을 비교 

및 분석하고 그 중 결과와 성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실험은 제안한 모델

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방법과 FPS

(Frame Per Seconds)를 비교한다. 실험을 진행한 컴

퓨터의 CPU 모델은 Intel i7–8700이며 Memory 크

기는 DDR4 16Gb 2장으로 총 32Gb이다. 또한 그래픽

카드는 GTX Geforce 1080 ti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실험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4.1 난수 생성 방식에 따른 성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

델은 가상의 구와 절두체가 겹치는 부분이 파티클이 

생성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메라 위치

에 따른 가상의 구의 지름과 위치를 계산하고 이를 

난수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파티클의 위치를 생성한

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난수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가에 따라 파티클 숫자에 따른 FPS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능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Table 1과 Fig. 7의 rand function(a)은 난수 발생 

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rand()를 이용한 것이며 가

상의 구에 대해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rand() 함수

만을 이용하여 절두체 내부에서 생성되도록 한 방법

이다. 이는 매우 간편하고 파티클의 개수가 매우 많

아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파티클의 위치가 특

정 패턴을 보여주며 분포되어 비가 올 때의 무작위적

인 위치가 잡히지 않았다. 두 번째 방법인 rand using

seed(b)는 기본 rand() 함수에 seed를 설정하고 가상

의 구를 설정하고 절두체와 겹쳐지는 비 공간에서 

파티클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앞선 rand() 함수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각 파티클의 위치가 

무작위로 분포되어 빗방울이 떨어질 때 무작위로 뿌

려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C++의 

uniform_real_distribution(c)을 이용한 것이다. 앞선 

방법들보다 매우 무작위로 파티클의 위치가 생성되

지만, 파티클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하드웨어에 부

하가 걸려 FPS의 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다른 모델과의 비교

비교 대상은 Creus et al의 결과물과 Tariq의 결과

Table 1. FPS for number of Particles according to the 

random number generation method.

Number of
particles

Random number generation algorithm

rand
function

rand using
seed

uniform
distribution

1500 2400 2300 320

3000 2000 1300 165

6000 1050 780 80

10500 840 480 48

49500 215 155 10.1

(a) rand function (b) rand using seed (c) uniform distribution

Fig. 7. Rendering result according to random number gen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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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며 두 개의 결과물 모두 제안한 모델과 동일하게 

Garg의 빗줄기 텍스쳐를 활용하였다[8,13]. 각 알고

리즘의 세부사항들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사실적인 

실시간 비 렌더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FPS를 비교

하기에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포함

한 다른 두 가지 모델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모델에 대한 파티클의 개수에 따른 

FPS의 변화는 Fig. 8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비교 대상인 다른 

두 개의 모델에 비해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프레임의 저하가 크게 일어났다. 하지만 제안한 모델

은 같은 수의 파티클이라도 카메라 시야 내의 비 공

간에서만 파티클이 생성되어 다른 두 개의 알고리즘

과 같은 수의 파티클을 렌더링하더라도 더욱더 많은 

파티클이 렌더링 되어 더 많은 양의 비를 그려낼 수 

있었다. Fig. 9는 파티클 수에 따른 각 모델의 렌더링 

결과물이다.

Fig. 9의 (a)는 본 논문의 모델, (b)는 Tariq의 모

델, (c)는 Creus와 Patow의 모델에 대한 렌더링 결과

물이다. 세 가지 모델 모두 10500개로 파티클의 개수

를 고정한 상태이며 세 가지 렌더링 결과물 모두 같

은 파티클 개수를 렌더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한 모델은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더 

많은 양의 파티클을 렌더링하고 있다. 이는 적은 수

의 파티클로도 많은 양의 비를 표현하여 효율적인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9의 (b)인 Tariq의 모델은 파티클의 숫자가 

Fig. 8. Graph of frame change according to particle 

number.

(a) Proposed model (b) Tariq’s model (c) Creus and Patow’s model

Fig. 9. Rendering result of each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rticles. 

(a) before move the camera (b) after move the camera

Fig. 10. Tariq’s rendering results as the camera m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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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더라도 3가지 알고리즘 중 가장 완만하게 FPS

가 떨어지면서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

한, Fig. 10의 (a)와 같이 광원의 glow 효과를 이용하

여 매우 사실적인 렌더링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하지

만 카메라를 계속 움직일 경우, 파티클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어느 순간 Fig. 10의 (b)와 같이 

파티클이 카메라를 따라오지 못 하여 파티클이 렌더

링 되지 않는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Creus와 Patow가 제시한 알고리즘은 파티클의 개

수가 증가할 때 fps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Fig. 8의 그래프에는 없지만 파티클의 개수를 10,500

개를 넘기도록 설정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

기에 매우 충분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Fig. 11과 

같이 큐브 내부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파티클이 생성

되었으나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렌즈를 축소시킬 경

우, 해당 지역에서만 파티클이 생성되어 비가 내리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파티클이 생성되지 않는 어색한 

모습이 렌더링 되었다. 또한 카메라가 파티클이 생성

되는 곳을 비추지 않는 때에도 파티클이 생성되고 

충돌처리가 감지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으로 실시간 

렌더링이 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Fig. 8의 그래프에

서 나타난 것처럼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3가

지 알고리즘 중 가장 FPS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의 

위치와 시야 절두체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계산하고,

비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상의 구에 대한 계산을 통

하여 파티클의 위치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주어야 

하므로 계산량이 매우 많아진다. 하지만 Fig. 12와 

같이 파티클이 생성되는 비 공간은 카메라에 종속적

이므로 카메라가 이동하거나 Fig. 12의 (a)와 같이 

zoom in 또는 (b), (c)와 zoom out을 하는 등 카메라

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일부 

지역에서만 파티클이 생성되어 비가 내리는 어색한 

렌더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Fig. 12의 각 경우

는 파티클이 10,500개 일 때의 렌더링 결과물을 촬영

한 것이다. 그림을 보다시피 10,500개의 파티클도 카

메라의 시야 내에서만 생성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느낌을 줄 수 있다.

5. 결  과

다른 연구 또는 앞선 실험에서 보았다시피 본 연

구의 알고리즘은 성능적인 면에서는 다른 알고리즘

과 비교하여 다소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선행된 연구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파티클의 위치도 카메라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거

의 없었으며 매우 많은 수의 파티클을 생성하고 관리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원을 낭비하는 경

Fig. 11. Creus and Patow’s rendering results as the 
camera moves.

(a) camera zoom in (b) camera zoom out (c) camera zoom out more

Fig. 12. Particle position change as the camera m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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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카메라가 비추는 

곳에서만 파티클이 렌더링 되도록 하는 카메라에 의

존적인 비 공간을 생성하였으며 파티클에 빗줄기 텍

스처를 매핑하여 효율적인 실시간 렌더링을 구현하

였다. 또한 비 공간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파티클의 

밀도를 최대한 높여 적은 수의 파티클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3은 빛의 색상, 위치 등 모든 게 같은 환경에

서 파티클의 개수만 조절하여 촬영한 렌더링 결과물

이다. (a), (b)의 경우에는 렌더링 되는 파티클의 개수

가 적어 산란으로 인한 파티클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c)의 경우, 10500개의 파티클 개수를 렌더링

하고 있으며 비가 제법 온다는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의 경우 파티클의 개수가 가장 

많은 49500개이며 비가 매우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의 

렌더링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Fig. 14는 빛의 색상 변화에 따른 렌더링 결과물이

다. (a)는 빛의 색상이 (R, G, B) = (1, 0, 0)일 때이며 

광원의 영향을 받는 파티클은 광원의 색상에 따라 

붉은 색으로 변화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a) number of particle = 3000 (b) number of particle = 6000

(c) number of particle = 10500 (d) number of particle = 49500.

Fig. 13. Rendering result of proposed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rticles.

(a) (b) (c)

Fig. 14. Rendering result according to light color.(a) (R, G, B) = (1, 0, 0),  (b) (R, G, B) = (0, 1, 0), and (c) (R, 

G, B)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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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G, B) = (0, 1, 0)일 때 이며 역시나 광원의 색상에 

따라 파티클이 초록색으로 변해있다. (c)는 앞선 다

른 그림들과 같이 (R, G, B) = (0, 0, 1)일 때 이며 

배경색이 회색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광원의 영향

권에 있는 파티클은 광원의 색상에 따라 색이 변경되

어 있다.

6. 토론 및 향후 연구

사실적인 비 렌더링 기법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목표를 하는 실시간 렌

더링에서는 대표적으로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좀 더 사실적인 게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렌더링에서 좀 더 응용하여 오프

라인 렌더링, 즉 좀 더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영

화나 애니메이션 등에도 렌더링하여 더 멋진 결과물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시간 렌더링으로 폭을 좁혔을 때,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것은 fps와 같은 성능과 환경에 어울리

는 효과 조성이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해당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렌더링을 할 경우, 해당 매체를 접하

는 유저 입장에서는 매우 어색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반대로 환경과 잘 어울리나 성능은 떨어질 때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답답함이나 어지럼증 등 해당 매체

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 이전 연구에서는 

해당 환경에 잘 녹아들면서 매우 사실적인 실시간 

비 렌더링 알고리즘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은 카메라 시야 외에서의 부분에서도 렌더링하거나 

몇몇 알고리즘은 충돌 처리까지 하여 비효율적인 비 

렌더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빗줄기 텍스처를 파티클에 매핑한 후, 카메라의 시야 

내에서만 렌더링 되도록 하는 효율적인 렌더링 방법

을 제시하여 카메라가 비추는 곳 외의 지역에서는 

렌더링이 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

해 기존 연구와는 달리 카메라가 렌더링하는 지역 

외의 곳에서는 파티클에 대한 계산이 일어나지 않아 

효율적인 렌더링이 가능하며, 적은 수의 파티클을 이

용하더라도 많은 비가 오는 듯한 렌더링이 가능해졌

다. 또한 단순히 카메라의 시야에서만 렌더링 되는 

것이 아닌 광원의 변화가 파티클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방법은 

transform feedback을 이용하여 파티클 시스템을 구

축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파티클의 관리가 직관적

이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계속 

카메라의 위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

산량이 매우 많아져 Fig. 8의 그래프와 같이 파티클 

숫자가 늘어날수록 매우 급격하게 FPS가 떨어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우선 파티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게 transform feedback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축해볼 것이며 또한 실시간으로 업데이

트되는 파티클의 위치를 GPU 컴퓨팅을 이용해볼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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