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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 및 관련 연구 분야는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등 시각

적 표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는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영상처리, 자연현상 시
뮬레이션, 가상현실, 의료 영상,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실시간 시뮬레이션, 영화 특수 효과 등 다양한 연구 및 응용 
분야를 파생 시키며 점차 복잡한 지형도를 그려가고 있다. 이 글은 전체 2편의 연속 논문 중에서 1부에 해당하며, 
컴퓨터 그래픽스의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모델링, 애니메이션, 실시간 처리, 영상 및 비디오 처리에 관련된 최근 연
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키워드: 기하 모델링, 인체 애니메이션, 실시간, 영상 및 비디오 

 

1. 서론 

컴퓨터 그래픽스 및 관련 연구 분야는 지난 30년간 눈
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 표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는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영상처리, 자
연현상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의료 영상,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실시간 시뮬레이션, 영화 특수 효과 등 다양
한 연구 및 응용 분야를 파생 시키며 점차 복잡한 지형
도를 그려가고 있다.  국내의 연구도 꾸준히 저변을 넓
히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글은 컴퓨터 그래픽스 

및 관련 연구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덧붙여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 연
구의 지형과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구 분야는 이미 한편의 글로 정
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그래픽스 관련 연구 전체를 개설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세부 분야 별로 최신 동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세부 분야의 선택은 모델링, 영상 처리, 애니메이션 등 
컴퓨터 그래픽스 핵심 분야 외에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

하는 응용 분야들을 추가하였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는 다양한 세부 분야 간의 융합으로 인해 분야 간
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다. 한 연구 결과가 여러 세
부 분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의 분류 역시 편의 상의 구분일 뿐 실질적으
로는 여러 세부 분야들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것으
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세부 분야를 나열한 순서 역시 
가능한 유사성이 많은 분야들을 인접하게 배치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세부 분야를 초월해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에 최근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실세계의 데이터: 3차원 스캔 형상, 카메라/비디오로 
촬영된 영상, 다차원 BRDF 측정, 옷감의 물성, 모션 캡
쳐, 얼굴 물성 및 반사율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실제 
세상으로부터 지극히 사실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의 개발 및 활용: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를 통해 실세계의 데이터를 관찰/측정/취득하기 위
한 다양한 입력 장치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연구의 결
과물도 단순한 컴퓨터 화면 상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



 

고,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형상, 물성, 질감을 물리적
으로 재현하거나, 카메라의 내부에서 하드웨어에 임베드
되거나, 실제 로봇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출력 장치를 
개발/활용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고속 계산: 실세계의 데이터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대용량 데이터의 취득, 처리, 관
리, 검색과 고속 계산(high-performance computing)을 요
구한다. 병렬처리를 이용한 계산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스의 고전에 해당하지만, 최근 GPU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도 여전히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의 중요

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의 세가지 관찰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가 한

층 더 현실의 문제와 현상에 가까이 다가가려 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세상으로부터 입력을 얻고, 결과를 실제 
세상에 물리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상상과 현실의 결합”
이라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모토에 충실한 방향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2. 기하 모델링(Geometric Modeling)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인 기하 모델링(geometric modeling)은 전통적
인 매개변수 함수 또는 음대수 함수 기반의 자유 곡면 
모델링(freeform surface modeling)과 이러한 곡면 또는 
다면체 모델 기반의 솔리드 모델링(solid modeling)을 주
요 연구 주제로 출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결국 
오픈지엘(OpenGL)과 다이렉트 엑스(DirectX)로 수렴되
는) 다양한 벤더의 실시간 그래픽스 라이브러리(HP의 
스타베이스(StarBase), Sun의 XGL, SGI의 GL 라이브러
리 등과 같은)를 가속해주는 그래픽스 프로세서의 제조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용 그래
픽스 소프트웨어의 제작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화식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의 기본 기하 데이
터 모델인 다면체 모델(polygonal model)의 효과적인 처
리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볼륨 형태의 기하 데이터와 점 집합 형태의 기
하 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모델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전통적인 형태의 기하 모
델링에 대한 연구 주제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왔는
데, 현재에는 전통적인 주제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기하 물체의 설계, 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에이씨엠 
시그래프(ACM SIGGRAPH) 학술대회와 같은 최근 연구 
동향을 잘 반영하는 학술대회 및 논문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하 모델링 연구에 대한 추세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비록 기하 모델링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연구 동향 중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GPU의 고속 
병렬 처리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보편화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GPU 성능의 비약적인 향

상으로 인하여 실시간 그래픽스 응용은 과거보다 더 중
요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기하 모델링 분야에서도 
연구 기법 설계 과정에서 GPU의 SIMD 기반 스트림 프
로세서의 구조 및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거나, 최소한 
GPU 구현을 통하여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려는 많은 노
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매개 변수 곡
면인 NURBS와 같은 곡면의 도시(display)에 있어서 효
과적인 트리밍(trimming) 기법의 개발은 중요한 문제이
다. 이를 위하여 널리 쓰이는 베지어 클리핑(bezier 
clipping)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안정적인 방법이나, 그 
재귀적인 계산 특성으로 인하여 GPU 상에서의 구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문제를 GPU의 계산 구조에 맞게 변형된 계산 기
법도 제시되고 있다 [1]. 반면에 곡선/곡면 외에 전통적
인 기하 물체 표현 방법인 다면체 모델/ 점 집합/ 볼륨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스
트리밍 SIMD 처리에 적합한 바, 이들에 대한 GPU 기
반의 기하 모델링 기법의 개발은 이미 당연시 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통적인 매개 변수 함수 및 음대수 함수 기반의 곡면 모
델링에 대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매개변
수 곡면에 비해 사용의 용이성 떨어지는 음대수 곡면의 
본질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용성을 높이거
나 [2],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 응용하려는 시도는 지
속되고 있다 [3].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하 모델
인 다면체 모델, 즉 메쉬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성
격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삼각화 방법을 통한 메쉬 생성과 [4] 삼



 

각 메쉬의 효율적인 처리 및 저장과 [5] 같은 기본 문제
들이 아직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남아있다. 또한 주어진 
메쉬 데이터로부터 물체의 기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
는 사각형 형태의 재메쉬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러한 방법들은 유한요소 방법이나 곡면 물체 생성에 있
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6,7]. 한편 메쉬 데이
터의 직관적이고 용이한 변형은 다면체 모델의 유용성 
제고에 필수적인 기능인데, 최근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
하여 부자연스러운 왜곡을 최소화 해주는 변형 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동적 메쉬 데이터의 모

델링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9].  또한 많
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물체 표현에 매
우 유용한 분할 곡면(subdivision surface)에 대한 연구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이 실시간 그래픽스 응용 제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하 물체의 효과적인 매개화 작업은 
자연스러운 텍스처 매핑 등 기하 물체 활용에 있어 중
요한 사항인데, 최근 비선형 함수의 최적화 과정을 통하
여 왜곡을 최소화 해주는 분할 곡면 매개화 기법이 제
시되는 등 분할 곡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0]. 

다양한 스캔 장비의 발전은 “스캔 후 복원” 이라는 비
교적 단순한 방식의 기하 물체 모델링의 한 방향을 제
시하여 왔다. 199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온 이러한 방식
은 그간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점 크기가 
더 커지고 세밀해지는) 점 집합(point set 또는 point 
cloud) 데이터에 대한 강건한(robust) 처리 및 효과적인 
모델 구축 방법의 개발은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예
를 들어, 비교적 부드러운 곡면을 가정하는 이동최소제
곱(moving least square) 기반의 초기 방법들을 필두로 
효과적인 점 집합에 대한 기하 물체 복원 방법들이 개
발되어 왔으나 [11,12], 최근 좀 더 세밀한 물체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비교적 적은 양의 점들을 
사용하여 좀 더 정밀하게 법선 벡터를 추정하고, 물체 
표면의 세밀한 특징을 잡아내는 기법들이 연구되었으며
[13,14], 점 집합 정보에 대한 강건한 허마이트(hermite) 
보간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상태로 남아 있다 [15]. 또한 영원한 연구 주
제인 방대한 점 데이터의 고속의 효과적인 복원 처리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전통적인 자유 곡면(freeform surface)이나 스캐닝 방
법 외에도 사용자가 손쉽게 기하 물체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은 기하 모델링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물체의 2D 실루
엣 그림으로부터 자동으로 3D 물체를 구축해주는 방법
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이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도 몇 
개의 시점에서의 실루엣이나 [16], 심지어 한 장의 사진
으로부터 [17] 자동으로 기하 물체를 구축해주는 흥미로
운 결과들이 계속해서 산출되고 있다.  

많은 시도가 있었던 영상 기반 3D 모델링의 경우에도 

영상 데이터에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정보를 결합하여 
유체와 같은 동적인 기하물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는 등, 기하 모델링의 효율을 제고하
려는 재미있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8]. 한편 실시간 
3D 스캐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적인 물체의 3D 스캐
닝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기법 외에도 저비용으
로 획득할 수 있는 스캔 데이터로부터 동적인 물체에 
대한 기하 정보를 직접 복원하는 문제가 흥미로운 문제
로 대두되었다. 그러한 연구 예로 연속적인 시간 프레임
에 대한 점 데이터로부터 템플릿 정보 없이 기하 물체 
및 변형 정보를 구축하거나 [19], 동적으로 획득한 깊이 

이미지로부터 직접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다관절 기하 
물체를 구성해주는 기법을 들 수가 있다 [20]. 

마지막으로, 기하 모델링 데이터의 효과적인 응용에 
필수적인 기하 처리(geometry processing), 즉 기하 속성 
계산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
한 연구는 응용 주제에 따라 다양한 문제 형태로 나타
나는데, 예를 들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물리 기
반 시뮬레이션의 주요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기하 물
체의 미분 기하학적인 특성 파악은 시뮬레이션의 정확
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최근의 예로 최근 일
반적인 다면체 모델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산적인 라플라
시안(laplacian)을 계산해주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21], 
지오데식(geodesic) 거리의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는, 
기하 물체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리 척도의 계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22]. 이러한 기하 물체의 미분 기하
적인 성질의 응용 예는 [23,24]과 같은 논문이나 [25]과 
같은 서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다면체 모델
에 대하여 영상 분석이나 충돌 검사 등에 유용하게 사
용되는 민코우스키 합(Minkowski sum)과 같은 수학적인 



 

성질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주는 문제도 중요 탐구 대상
으로 남아있다 [26].  
 

3.  인체 애니메이션 

사람, 동물과 같은 가상 생명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고 
애니메이션하는 문제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모션 캡쳐 기술의 실용
화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연구 전반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사실적인 인체 운동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데이터 기반 (data-driven) 애니메이
션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시작된 이족 
보행 제어기의 개발을 통해 사실적인 인체 동작을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 및 제어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간 대표적인 미해결 난제로 여
겨졌던 이 문제가 2007년 이후 봇물 터지듯 여러 연구
진들에 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현재 캐
릭터 애니메이션의 추세는 모션 캡쳐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의 두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 경로 계획 
(path planning),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게임 
이론 (game theory), 최적 제어 (optimal control), 통계 
모델링 (statistical modeling)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3.1.  데이터 기반 애니메이션 

데이터 기반 애니메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데이터의 일반화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동작을 캡쳐하고 
동일하게 컴퓨터로 재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리 저장된 동작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합치고, 혼
합하고, 변형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캡쳐한 적 없
는 새로운 동작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근래 연구의 흐름은 데이터의 크기, 환경의 복잡성, 
다수 간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장성을 고려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션 캡쳐 데이터베이스
의 크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동작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탐색이 필요해졌다. 텅 빈 평지에서 점차 
복잡한 지형지물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한 명의 움직임

을 제어하는 데서 점차 다수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더 나아가 군중 시뮬레이션까지 데이터 기반 애니메이
션의 범주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3.1.1.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데이터 기반 애니메이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대량의 모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의 개발과 이로부터 효율적으로 가상 캐릭터를 움
직이기 위한 제어 기술이다. 모션 데이터의 저장 방법과 

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및 제어 방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데이터 기반 애니메이션을 시발점을 제
공한 모션 그래프는 대량의 모션 데이터를 방향성 그래
프로 표현해서 데이터들 간의 연결 구조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27]. 이러한 그래프 구조는 A*-탐색으로 대변
되는 다양한 상태 공간 탐색 (state-space search) 알고
리즘과 결합되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래프 내의 개개 동작 조각들을 개별적인 객
체로 보는 대신, 여러 유사한 조각들을 매개변수화하여 
연속적인 공간 상에서 표현할 수도 있다 [28]. 이와 같
은 매개변수화된 모션 그래프는 상태 공간을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장하며, 따라서 상태 공간 탐색 시간도 급격
히 증가한다 [29]. 이후 모션 그래프는 다시 통계 모델
링과 결합하여 보다 엄밀한 수학적 틀을 갖추고, 비매개
변수 모델링과 대량의 데이터에서 모델을 자동 추출하
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 [30]. 그래프 형태의 
동작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공통
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공간에서의 탐색 
문제로 귀결되므로 계산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3.1.2. 효율적인 데이터 탐색 

가상환경이나 컴퓨터 게임과 같이 대화형 캐릭터가 필
요한 분야에서는 A*-탐색이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용한 
탐색 알고리즘은 계산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용하
기 어렵다. 그래프 기반의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강화 학
습 (reinforcement learning) 개념의 도입은 계산 시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31]. 넓은 탐색 공간을 반
복적으로 방문하는 대신, 탐색 공간과 행동 공간을 이산 



 

 
그림 1: 빽빽한 환경에서의 경로 탐색 

화(discretize)하고 이산화된 상태 공간의 각 단위 영역
에서 최적의 행동 방식을 미리 학습하여 저장하는 방식
으로 실행 시간의 계산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강화 학습은 대부분의 계산이 실행 전의 학습 과
정에서 필요하고, 실행 시간에는 미리 저장된 표를 확인
하는 최소한의 계산 만으로 최적의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계산 시간과 저장 용량 사이의 
절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태 공간 탐색은 상대적으로 
적은 저장 공간과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강화 학습은 대용량의 저장 공간과 많은 전처리 계산을 
통해 실시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 캐릭터 애
니메이션에 있어서 강화 학습은 이후 저장 공간을 절약
하기 위해 함수근사(functional approximator)를 사용하거
나 [32], 모션의 종류를 줄이는 [33] 방식으로 실용적인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강
화 학습 외에도 HMM이나 차원 감소(dimensionality 
reduction)과 같은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이 데이터 기
반 애니메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34,35]. 
 

3.1.3. 복잡한 환경 

텅 빈 평지가 아닌 복잡한 환경에서의 인체 애니메이션
은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하는 시공간 탐색이나 [36], 
혹은 대규모 저장 공간을 이용하여 로드맵을 생성하는
[37] 등 다양한 형태의 경로계획 방법들을 널리 활용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경로계획 알고리즘에서 인체 동작
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산 시간을 줄이고 저장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로계
획 알고리즘은 전체 가상 환경에서의 연결성을 고려하
는 전역 계획기(global planner)와 근거리에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지역 계획기를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면, 확

 
그림 2: 시간적, 공간적 상호작용을 편집 

률 로드맵(probabilistic roadmap)이나 RRT(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등이 전역 계획기에 해당한다. 인
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역 계획
기는 모션 캡쳐 데이터 한 조각을 이용해서 환경 내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
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지역 계획기(local planner) 역할의 재발견이
다. 모션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션 데이터 각 조각을 마
치 젤리와 같은 변형체로 모델링함으로써 장애물이 빽
빽하게 들어찬 환경에서도 모션 데이터가 지역 계획기
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38]. 다
른 한편으로는 강화학습에 의해 학습된 인체 동작 제어

기는 강력한 지역 계획기로서 다양한 종류의 전역 계획
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움직이는 장애물이 있
는 환경에서 확률로드맵과 결합되어 사용된 결과가 최
근 발표되었다 [39].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간단한 환경에서 캡쳐된 모션 데이터로부터 환경을 구
축하는 기본 단위와 이에 연결된 모션 데이터를 합친 
모션 패치를 찾아낸다[40]. 모션 패치들을 다양한 형태
로 재조합하여 새로운 환경과 그 위에서의 로드맵을 자
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3.1.4. 다수의 캐릭터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간적으로 동기화 되고, 공간
적으로 정확한 상대적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때론 물리
적 접촉을 동반하기도 하고, 때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악
수를 할 때는 서로 간의 상대적 위치와 손을 내뻗는 시
간이 일치해야 하며, 일정 시간 동안 손의 물리적 접촉



 

 
그림 3: 녹화된 작은 규모의 군중 데이터에서 대규모 군중 시

뮬레이션 생성 

이 지속된다. 두 명 이상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데이터
를 편집/변형할 때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모션 데이터의 편집에 있어
서 군집 동작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접근 방식은 2008
년 발표된 여러 보행자들의 보행 경로를 대화형으로 조
정하는 군집 동작 편집(group motion editing)에서부터 시
작되었다 [41]. 각 보행자 중심점의 (보통 엉덩이의 중점) 
이동 경로를 바닥으로 투사한 2차원들을 인접한 경로들
과 연결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3차원 메쉬로 모델
링할 수 있다. 군집 동작 편집은 이렇게 얻어진 3차원 
메쉬를 최소한의 변형 만으로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 대
화형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한다. 다음 해에는 단순한 보
행 동작뿐 아니라 물리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상호작용을 이동 경로 편집에 적용하여 다자 간
의 동기화된 동작 편집이 가능해졌다 (그림 2)[42]. 다시 
다음 해인 2010년에는 복수 캐릭터의 이동 경로뿐 아니 
라 몸 전체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4차원 메쉬로 표현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43]. 두 명의 캐릭터 간에 경쟁
적 관계는 게임 이론적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경쟁 관
계의 두 캐릭터가 각각 모션 그래프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제로섬(zero-sum) 게임에 기반한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은 강화학습을 통해 미리 학습되어 확률적으로 
표현된다 [44]. 

 

3.1.5. 군중 시뮬레이션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군중 시뮬레이션
(crowd simulation)으로 연결된다.  군중 시뮬레이션에 있
어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모션 캡쳐보다는 비디오 
분석으로 통해 얻어진 다수 보행자의 2차원 이동 경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녹화된 군중 데이
터는 일반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이동 경로 데이터
로 표현되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녹화 했는지에 따라 

군중의 밀도, 대형의 규칙성, 시간에 따른 대형의 변형
성 등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데이터 기반 
군중 시뮬레이션은 녹화된 작은 규모의 군중 데이터로
부터 대규모 군중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군중 텍스쳐링
(그림 3), 대화형 편집, 서로 다른 스타일 간의 보간 등 
군중 데이터를 기본 단위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연산과 
일반화된 모델링을 추구하고 있다 [45,46]. 
 

3.2.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 

지난 20년 동안 대표적인 난제로 간주되던 이족 보행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점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정상적인 보행의 경우 대단히 사실적이며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 점차 보다 역동적이
고 난이도 높은 스포츠, 체조, 댄스 동작 등으로 그 범
주를 넓혀가고 있다. 보행 제어기 설계를 위해 현재는 
동작 마다 제어기와 물리 시뮬레이터의 매개변수를 수
동적 조정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동화된 제
어기 자동 생성을 추구하고 있다.  

보행 제어기 개발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사
용되고 있다. 첫째는 로보틱스에서 오랜 동안 발전을 거

듭해온 전통적인 제어 이론과 키네마틱스/역학에 근거한 
방법이다. 특히, 최적 제어(optimal control)에서 비롯된 
접근방식은 자연스러운 동작의 기준을 함수 형태로 기
술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같은 걸음걸
이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접근 방
식은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녹화한 모션 캡쳐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물리 시뮬레이션이 기준 데이터를 최대
한 근사적으로 따라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3.2.1. 제어 이론과 경로 추적 

이족 보행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경로 생성/추적기와 넘어
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 제어기이다.  경로 
추적을 위해서는 PD (proportional derivative) 서보가 가
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이 원
하는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위치와 속도가 벗어난 거리
에 비례하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경로

를 추적한다. PD 서보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힘을 내서 시뮬레이션이 경직(stiff)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서 중력에 
의한 효과를 미리 상쇄(gravity compensation)하기도 한
다 [47]. 이상적으로는 최소한의 힘 만을 이용해서 경로
를 추적하고자 하며, 최적 제어 이론에 근거한 경로 추
적 기법들이 보행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어왔다. 먼저, 인
체의 다관절구조를 단순화하여 선행 모델로 표현할 경
우 최적 경로 추적은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로 
설명된다 [48]. LQR은 구현이 비교적 단순하고 계산량이 
적으며 안정적이라는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사람

의 전체 근골격의 움직임은 선형 모델로 표현하기에 그 
자유도가 너무 높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는다. 보다 일
반화된 NQR(nonlinear quadratic regulator)도 성공적으로 
보행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바 있다 [49].  
 

3.2.2. 균형 제어 

다리를 갖는 로봇 혹은 시뮬레이션되는 캐릭터가 움직
이지 않고 정적인 균형(static balance)을 유지하고 있는
지는 무게 중심점을 바닥에 투영한 점이 지탱면(support 
polygon) 내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하면 된다. 지탱면은 

바닥과의 접촉점을 모두 포함하는 컨벡스헐(convexhull)
로 정의된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동적 균

형(dynamic balance)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흔히 ZMP(zero-moment point)가 지탱면에 포함되면 동
적 균형 상태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
으나, 실상 ZMP와 동적 균형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성
립하지 않는다. ZMP는 오히려 물리적 개연성(physical 

 
그림 4: 연속적인 스핀동작을 시뮬레이션 

plausibility)이나 발이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과 관련 있 
다. 이족 보행의 균형 제어를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접
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매 걸음마다 
발을 내려놓는 위치를 교대로 조정해서 이족 보행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는 설명하자면, 몸이 앞
으로 기울었을 때는 보폭을 늘려서 걷는 속도를 늦추고, 
반대로 몸이 뒤로 기울었을 때는 보폭을 줄여서 걷는 
속도를 더 빨리 하는 식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효
과적이고 안정적이며, 실제 사람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
식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SIMBICON의 피드백 규칙이나 
역진자(inverted pendulum)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에 해
당한다 [47,50,51]. 피드백 규칙은 구현이 단순하지만 상
대적으로 많은 파라미터를 손으로 미세조정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역진자 모델은 균형 유지 
전략을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 파라미터가 단순하
고 개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정 시
간 동안 로봇/캐릭터가 원하는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뮬
레이션의 매 순간마다 일정한 시간 윈도우를 설정하고 
이 시간 동안 최적의 추적 경로를 수치 최적화
(numerical optimization)를 통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최적화는 비선형 이차 프로그래밍(quadratic 
programming)으로 수식화된다 [48,49].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기계 학습에 의거한 방법으로 실제 사람의 
보행 데이터의 회귀분석으로부터 균형 전략을 계산하기
도 하고, 또는 학습된 선형 균형 모델을 최적화 기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48,50].  
 

3.2.3.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사실적인 모션 캡쳐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의 사실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석광원 등에 [52] 의해 
복잡한 제어 이론을 배제한 채 모션 데이터로부터 기계 
학습 만으로 보행 제어기의 자동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
이 처음 밝혀진 이래, 모션 데이터를 기준 경로로 삼는 



 

다양한 보행 제어 및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충분한 계산 용량이 주어진다면 뛰고, 땅 위를 
구르는 복잡한 인체 동작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53].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은 독립적
으로도 작동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기존의 제어 이론 
및 방법론과 결합되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윤상 등이 [54] 제시한 데이터 기반 제어기는 
간단한 피드백과 동기화 규칙 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걸
음걸이와 빠른 방향 전환, 연속적인 스핀 등 어려운 동
작들을 재현하는 제어기를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림 4). 

복잡한 제어 이론도, 기계 학습을 위한 대량의 학습 데
이터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왜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기존
의 제어 이론이 먼저 단순화된 모델에서 (예를 들면, 역
진자, LQR, 선형 균형 모델 등) 출발해서 점차 보다 복
잡한 모델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복잡성, 계산
의 복잡성, 사고의 복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사실적인 시뮬레
이션은 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반
해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에서의 시각은 인체 보행의 
복잡, 미묘한 구조는 이미 모션 데이터에 캡쳐되어 있다

고 간주한다. 따라서, 보다 사실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은 문제의 “어려움”이 아닌 “해결책”
으로 작동한다. 이상적으로는 사실적인 데이터와 적절한 
제어 이론의 조합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난
제들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실시간 처리 기술 

그래픽스 및 관련 분야에서 다루는 기하모델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그래픽스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시간 관련 기술을 
대용량 모델 처리 기술, GPU 기반 가속화 기술, 다중 
해상도 기술 및 전처리 기반 기술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실시간 처리 기술을 렌더링 
분야에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4.1. 대용량 모델 처리 기술 

다양한 기하 모델링 기술의 발달로 더욱 더 정밀한 기
하 모델을 좀 더 쉽게 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
는 현재 그래픽스 및 가시화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용량 
기하 모델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델이 좀 
더 정밀하게 표현 될수록 이의 데이터 크기가 현격히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증대된 데이터 크기는 데이
터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실시간 처리
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아래
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4.1.1. 데이터 복잡도 감소 기술 

데이터의 복잡도 감소 기술은 학계에서 상당히 오랫동
안 연구되고 있다. 이 분야 하위 기술로는 다중 해상도 
기술 및 가시성 기반 제거 기술 등이 최근까지 연구되
고 있다. 다중 해상도 기술은 다른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최신의 가시성 기반 제거 
기술을 살펴보겠다.  

가시성 기반 기술은 주로 렌더링 분야에서 널리 활용
되는 기술로써 시점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후에 요구되는 다양한 연산을 제거 하여 성
능향상을 이루는 방식이다. 또한 다양한 렌더링 효과 
(예를 들면, 렌즈효과)등이 가시성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시성 변화를 감지하여 신속히 연
산을 진행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56]. 기존에는 레
스터라이제이션 기반 렌더링에서 가시성 기반 기술이 
주로 활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고화질 영상을 생성하
는 광선추적기술로도 확장되고 있다 [57].  
 

4.1.2. 캐쉬 적합 기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데이터 접근 시간이 데이터 처
리시간 보다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58]. 데이터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캐쉬 미스를 줄이는 것이 상
당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 캐쉬 적합 기술이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이는 크게 데이터의 배열을 캐쉬 적합형으
로 바꾸는 캐쉬 적합 데이터 배열기술 및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캐쉬 적합형으로 개선시키는 기술로 분류된
다. 이는 렌더링 분야에서 레스터라이제이션시 GPU 캐



 

쉬 미스를 줄이는 기술 [59] 및 광선 추적 기반 기술에
서 [60] 각각 활용되고 있다. 
 

4.1.3. 임의 접근 데이터 압축 기술 
 
전 장에서 소개한 캐쉬 적합 기술은 캐쉬 미스를 줄여 
전체 데이터 접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음으로 
성능향상에 한계가 있다. 데이터 접근 시간을 더욱 더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실시간 응용프로그램에
서 압축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접근 압
축기술이 활발이 연구되고 있다 [61]. 이 기술의 핵심은 
해당 데이터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한 후 각각을 
개별적으로 압축하여 실시간 응용프로그램에서 클러스
터 단위로 복원하여 임의접근을 지원하는 것이다.  

 

4.2. GPU 기반 가속화 기술 

GPU는 레스터라이제이션 가속기로 시작하여 임의의 연
산을 수행 가능한 일반 연산장치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단지 기능상의 확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능향상
을 이루어 그래픽스의 응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GPU 성능 향상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 이상의 성
능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62]. 

GPU가 CPU보다 더 빠르게 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먼
저 GPU가 정형적인 연산에 최적화 되어 왔고, 또한 몇 
십 또는 몇 백 개의 연산장치로 구성되어 비교적 쉽게 
하드웨어의 확장성을 보일 수 있었다.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10년 전부터 GPU를 레스터라이
제이션 이외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기 시작
하였고, 최근에는 GPU 범용 언어인 CUDA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활발히 사용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GPU를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를 
목표로 하는 기술들을 모두 나열하기 보다, GPU 특성을 
활용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는 대표적 기술을 본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4.2.1. 병렬화 

현재의 GPU는 몇 십 또는 몇 백 개의 병렬코어로 구성
되어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고화질 렌더링 기술은 가속화를 위해 계
층구조를 활용한다 [58]. 이러한 계층구조는 모델이 동
적으로 변화할 때 마다 효율적으로 재구성을 해주어야 
계층구조를 통한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계층
구조를 매 프레임마다 재구성하는 것에는 많은 계산량
이 요구되어 실시간 처리에 제약이 있었다. Zhou 및 관
련 연구자들은 이러한 계층구조 재구성을 GPU를 활용
하여 가속화하고 고화질 렌더링이 실시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보여주었다 [63]. 이 기술은 핵
심은 GPU에 존재하는 모든 병렬 코어를 활용하기 위해 
의존도가 없는 작업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식에 있다. 
 

4.2.2. GPU를 활용한 범용 응용프로그램 가속화 

GPU는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 렌더링 기술을 가속화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CUDA의 개발과 함
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성능향상도 쉽게 가능케 하

그림 5: 대용량 모델의 예. St. Matthew 디지털 스캔 모델 (약 4억 삼각형 포함, CRS4), 자연 경치 모델 (10

억 이상의 삼각형 포함, Saarland Univ.), Double Eagle급 오일 탱커(8억 이상 삼각형 포함) [55] 



 

고 있다. 특히 많은 응용프로그램에 쓰이는 다양한 수치
해석 연산 [64] 및 푸리에 변환에 [65]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4.3. 다중 해상도 및 전처리 기반 기술 

실시간 처리를 위해 다중 해상도 및 전처리 기반 기술
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다중 해상도 기술은 근사기
술로써 주어진 에러바운드 안에서 간략화를 실시하여 
성능향상을 이룬다. 또한 전처리 기술은 런타임시에 필

요한 연산을 전처리 시간에 미리 계산해놓아 그것을 활
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4.3.1. 다중 해상도 기술 

실사와 같은 영상을 위해서는 천 개 이상의 많은 광원
을 활용해야 한다. 많은 고화질 영상 생성 기술들의 계
산량이 광원의 수에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
다. 최근에 Walter 및 관련 연구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광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의 일부분만을 고려하여 가

속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66]. 이 기술의 핵심은 특
정 광원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광원들을 선택하여 고화질을 유지하면
서 성능을 향상하였다. 또한 이런 다중 해상도 기술은 
렌더링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67], 이미지 프로세싱 
등에 [68]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4.3.2. 전처리 기반 기술 

런타임 시에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하여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술중의 하나가 전처리 기반 기술이다. 이는 
런타임 시에 필요한 연산의 결과를 전처리 시에 미리 
계산하여 저장한 후, 런타임 시에 전처리된 값만을 활용
하여 속도를 가속화 하는 방식이다.  

고화질 렌더링에서는 다양한 전처리 기술이 많이 개
발되어 왔다. 특히 렌더링 분야에서는 빛 에너지가 특정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에너
지가 반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이를 가속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
서 미리 구하고 이를 구면조화함수로 저장한 후 런타임
시에 활용하여 가속화를 실행한다 [69]. 
 

5. 영상 및 비디오 처리 

최근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면서 컴퓨터 그래픽
스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90년대 이후 
점차 비중이 줄어들던 영상과 비디오 처리를 위한 연구
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주어진 영상
의 화질을 개선하거나 편집하는 이전의 연구와 달리 최
근에는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그래픽스 기술들을 포괄
하는 다양한 영상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계산 
사진학(computational photography)이라 부른다. 이 장에
서는 계산 사진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향후 영상과 비디오 처리를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5.1. 계산 사진학 
 
계산 사진학은 빛이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센서에 영상을 형성하는 전 과정에 걸친 처
리를 통해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 
기존의 영상 처리는 영상이라는 결과물을 얻은 후에 그 
영상에 처리 과정이 더해져서 수정된 최종 결과물을 얻
게 된다. 그에 비해 계산 사진학은 영상이 생성되는 전 
과정에 걸쳐 연산 및 조작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영상 
처리 기술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는 차이점이 있다.  
계산 사진학은 그 연구 분야에 따라 계산 조명

(computational illumination), 계산 광학(computational 
optics), 계산 영상(computational image), 계산 콘텐츠
(computational contents) 등 총 네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5.1.1. 계산 조명 

사진은 빛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
기 위해 인공적인 조명은 사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공적인 조명을 이용해서 새로



 

운 정보를 얻어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계
산 조명이라고 한다. 계산 조명은 새로운 영상을 얻기 
위해 사진에 필요한 인공적인 조명을 구조적으로 조절
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진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명 장치는 플래쉬
이다. 플래쉬는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적정한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플래쉬 
자체의 강력한 광원으로 인해 기존의 광원들이 주는 고
유의 느낌이나 물체의 표면 질감 등이 왜곡되어 표현된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장면에 존재하는 물체가 매끄러
운 경우 플래쉬에 의한 빛의 반사점이 생기거나 물체 
뒤쪽으로 추가적인 그림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플래쉬를 사용한 사진과 플래쉬를 사용하지 
않은 사진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
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 [70,71,72]. 

비사실적 렌더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윤
곽선인데, 윤곽선을 강조하여 표현해주고 물체의 내부는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물체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체의 윤곽선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다수의 플래쉬를 이용한 사진들을 조합하는 새로운 알
고리즘이 제시되었다 [73]. 

실세계의 물체들을 삼차원으로 복원하여 사실적인 렌
더링을 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삼차원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조명의 방향이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세계의 물체들을 복원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복원
된 물체를 사실적으로 렌더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 기반의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74,75]. 이 방법들의 기본적인 아
이디어는 표면 반사율 필드(surface reflectance field)를 
계산한 후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명 환경에서
의 결과 영상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삼차
원 복원이 필요 없다는 장점과 함께 영상 기반이므로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1.2 계산 광학 

계산 광학은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는 시점에 부수
적인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통
칭한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계산 
광학 알고리즘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진학에서는 렌즈가 빛을 모아주고 조리개를 
통해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사진학에서는 조리개 값의 변화에 따른 
피사계 심도의 변화만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계산 사진
학에서는 렌즈부에 추가적인 장치를 장착하여 추가 정
보를 얻어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76,77,78]. 

사진학에 의하면 착란원 현상에 의해 피사계 심도 내
에 있는 물체는 선명하게 나오고 피사계 심도 밖에 있
는 물체는 블러되는 사진을 얻게 된다. 모든 물체를 선
명하게 나오게 하는 동시에 물체의 거리 정보를 얻어내
는 장비를 사용하면 피사계 심도와 초점이 맞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비는 매
우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

그림 6: 왼쪽: 모션 블러가 발생한 입력 사진. 오른쪽: 모션 디블러링 결과 사진. [82] 
 



 

체의 거리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
되었는데, 카메라 조리개 안에 패턴을 가진 마스크를 삽
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기존의 장비를 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79]. 

 

5.1.3 계산 영상 

계산 광학이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단계에서 연산이 이
루어지는 반면에 계산 영상은 렌즈를 통과한 빛이 영상
을 생성한 후에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 새로운 영상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계산 광학이 광학
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반면, 계산 영상은 광학적인 정보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진을 찍는 동안 손 떨림으로 인해 모션 블러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모션 블러는 사진의 중요한 정보를 
뭉개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80,81,82]. 모션 블러는 블러 
커널로 모델링될 수 있으며, 수학적으로는 영상과 블러 
커널의 컨볼루션(convolution)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지의 카메라 흔들림을 제거하는 문제는 영상 역컨볼
루션(image deconvolution)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 이것

이 모션 디블러링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계조(dynamic range)란 인식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

값의 비율로 정의된다. 사람의 눈은 10,000 dB의 계조를 
갖는데 비해, 카메라 센서나 모니터는 100 dB의 상대적
으로 낮은 계조를 갖는다. 이러한 제한된 계조로 인해 
역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
타난 것이 고계조 영상(high dynamic range image) 인데, 
하나의 카메라로 노출을 변화시키면서 다수의 영상을 
획득한 후에 가장 적합한 노출을 갖는 정보만을 추출하
여 한 장의 영상을 만들어낸다 [83,84].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를 통해 들어온 영상은 기기
의 한계, 제조기술의 한계 등의 이유로 해상도가 제한 
또는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초해상도 영상 기법이다 
[85,86,87]. 1970년대 시작된 초해상도 영상에 대한 연구
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허블 망원경 등 우주 산업의 
발전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영상 처리 분야에
서 주로 다루어지던 초해상도 영상 기법이 90년대 후반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
하였다. 주어진 입력 영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순히 업샘
플링할 경우에는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만, 초해상도 영
상 기법을 이용하면 영상을 확대해도 깨끗한 영상을 얻
을 수 있다. 

초해상도 영상 기법은 제한된 해상도를 갖는 입력 영
상을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화질 저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입력 영상을 조작하는 방법이라면, 기가픽셀 
영상은 확대해도 화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많
은 정보를 수집해놓음으로써 화질 저하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88,89]. 기가픽셀 영상은 
용어 그대로 1기가 이상의 픽셀 정보를 갖는 영상을 말
한다. 현재 시판되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메가픽셀 해상
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가픽셀 영상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가픽셀 
영상 연구는 기가픽셀 영상을 생성하고 운용하는데 집
중하고 있다.  
 

5.1.4 계산 콘텐츠 

계산 콘텐츠는 광학 정보가 없는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영상을 얻어낸다는 점에서는 계산 영상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산 영상은 화질 개선을 목표로 하
는 반면에, 계산 콘텐츠는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여 새
로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둘 수 
있다. 

영상이나 비디오를 기존의 방법처럼 비율대로 리사이
즈하면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
요한 물체를 찾아내어 그 물체는 리사이즈될 때에도 비
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리타게팅이
라고 한다 [90,91,92]. 리타게팅이란 기존의 사진이나 비
디오를 다른 비율로 바꾸더라도 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물체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이 리사이즈되었다는 점을 인지하
지 못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
요한 물체나 지역의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한다.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광고나 영화 
등에 합성된 영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영상 합성을 



 

위해서는 먼저 합성할 물체를 기존의 영상에서 따와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영상 매팅이라고 한다. 원하는 물
체를 기존의 영상에서 따내는 작업을 위해 많은 알고리
즘이 나와 있고,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같은 상용 프로그
램에는 대부분 구현되어 있다. 최근에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 매팅 기법들이 발표되고 있
다 [93,94,95].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비는 대부분 컬러를 사용하지
만, 아직도 흑백을 사용하는 분야는 존재한다. 대표적으
로 출판업계나 신문업계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흑백

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며,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
로 바꾸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주어진 컬러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변환시에 기존의 방식들은 컬러 영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하면서도 이러한 특성을 유지시켜 
컬러 영상 본래의 느낌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 [96,97,98,99]. 
이런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는 흑백으로 변환되면서 발
생하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6. 현황과 전망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세부분야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실
제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 영상, 반사
율, 동작, 표정 등 관찰/측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이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영상 처
리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다양한 입력/측정/관찰 하드웨어 장치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가 보다 현실의 물리적 세상에 관
심을 기울이고 더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 취득, 처리, 출력 
및 제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초대용량 데이터의 관
리와 초고속 계산 능력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지속적
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왼쪽: 입력 컬러 사진. 오른쪽: 결과 흑백 영상. ([97]에

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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