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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래 실시간 필드심도 렌더링 가속을 위해 후처리 기반의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그 품질은 여전히 
다중 시점 기반 분산/누적 방식의 distributed ray tracing/rasterization 방법의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다중시점 방식 렌더링의 부하는 필요한 렌즈 시점의 수에 비례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시간에 쓰이기에 부
적합하다. 이에, 본 논문은 다중 해상도의 3D 모델을 이용하여 필드 심도 렌더링의 성능을 현격히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산적인 다중 해상도의 모델 이용 시 불연속성을 없애기 위한 해상도 블렌딩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 렌더링 방법과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며, 최대 네 배가량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Abstract  Rendering quality of recent approaches for real-time depth-of-field rendering has been 
far from those of object-based approaches such as distributed ray tracing or rasterization. Despite 
the higher quality of object-based approaches, costly rendering of multiple views impeded their use 
for real-time applications. This paper presents an acceleration method for depth-of-field rendering 
based on multi-resolution models. We also present the multi-resolution blending method that 
avoids popping artifacts resulting from transitions between discrete levels. Our implementation 
attained improvements in rendering performance up to four times, while maintaining quality similar 
to the reference solution.

핵심어: Real-Time Rendering, Depth-of-Field, Multi-Resolution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임 (No. 2011-0014015).
*주저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JeongYunaCg@gmail.com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교수; e-mail: sungkil@skku.edu

HCI 2012 학술대회

212



1. 서론
실제 카메라의 조리개 크기는 유한하므로, 컴퓨터 그래픽

스에서 흔히 쓰는 핀홀 렌즈 모델과 달리, 3D 물체는 이미
지 센서에서 점이 아닌 착란원(COC: circle of confusion)이
라 하는 원에 맺힌다 [1]. 이러한 원의 크기가 센서에 또렷
하게 맺히는 3D 물체의 거리 범위를 필드심도(depth of 
field)라 칭한다 [1]. 필드심도 효과는 3D 렌더링에 극적인 
사실감을 더하며, 깊이 지각을 향상한다고 알려져 있다 [2].

표준 필드심도 렌더링은 렌즈에서 시점을 분산 샘플링 
후, 각 샘플에 대해서 별개의 렌더링을 한 후, 누적
(accumulation) 결합한다. 또한, 객체(object)들을 직접 렌더
링하므로 객체기반(object-based) 방식으로 분류된다. ray 
tracing에서는 distributed ray tracing, rasterization에서는 
accumulation buffer method라 칭한다 [3][4]. 이러한 표준 
방법들은 그 품질이 우수함에도, 반복되는 객체들의 렌더링
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 극히 낮으므로, 근래 많은 방법들이 
후처리(postprocessing)나 통계적인 rasterization에 의존한 
이미지 기반 접근을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래 방
식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점에서 핀홀모델을 이용하여 
렌더링한 결과에 의존하므로, 그 품질이 표준방식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은 표준 방법을 이용하되, 다중 해상도를 이
용하여 렌더링 성능을 현격히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체의 블러 정도(또는 COC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해상도 (resolution)을 적용하여, 많이 블러되는 곳은 저해상
도로 또렷한 곳은 고해상도로 차별화하여 렌더링한다. 이런 
접근에서 야기되는 대표적 문제점은 다중 해상도 적용 시 
시점 이동에 따른 불연속성(popping)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불연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해상도 블렌딩 방법을 함께 
제안한다. 

2. 렌더링 알고리즘
2.1 렌즈 모델

그림 1. Potmesil 의 렌즈 모델 [1].

본 논문에서는 COC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쓰
이는 thin-lens 기반 렌즈 모델을 사용한다 (그림 1). 

P와 Pf 에서의 심도는 d와 df이다. 그러므로, 이미지 평면
에서의 COC의 크기 R은 수식 (1)과 같이 계산된다. E는 유
효 렌즈 사이즈(반지름)를 나타낸다.

                            (1)

2.2 다중해상도 모델링 및 렌더링
3D 모델은 객체 레벨에서 여러 상세도로 단순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Quadric-Error 기반의 간소화 방법을 사용하였
다. 본 논문의 결과 구현에서는 각 상세도마다 1/2씩 감소하
는 5개의 상세도를 이용하였다(표 1). 

Level Numbers of triangles
Bunnies Angels Dragons

L0 5,556,086 1,757,236 784,106
L1 2,778,044 878,620 392,102
L2 1,389,025 439,310 196,100
L3 694,513 219,994 98,098
L4 347,257 110,338 49,098

표 1. 모델의 레벨별 삼각형 수

각 객체는 렌더링 시 COC의 반지름 R에 따라, 블러되는 
정도를 상세도에 매핑한다. 더불어, 객체의 투영(projection)
후 이미지 평면상에서의 크기를 LOD에 반영한다. 효율적으
로 객체의 폴리곤 하나의 크기를 근사하기 위해, 각 객체의 
bounding box의 투영을 객체의 폴리곤수로 나누어 유효 폴
리곤 사이즈 S를 구한다. 블러와 객체의 이미지 평면 상 크
기를 고려하여, 상세도 L은 수식 (2)와 같이 정의된다.

                                    (2)
K는 사용자 정의한 LOD의 scale이다. 수식 (2)를 이용하여, 
객체의 거리가 초점거리에서 멀리 떨어지고, 객체의 크기가 
이미지 상에 작게 나타날수록 저해상도로 렌더링하여 성능
을 향상하되, 품질의 저하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2.3 불연속성 제거를 위한 다중 상세도 블렌딩 
일반적으로, progressive mesh와 같은 연속적 LOD 관리 

방법이 아닌 다중해상도 렌더링은 상세도의 변화 시 불연속
성(popping)으로 눈에 거슬리는 결과를 생성한다. 이는 부드
러운 결과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문제점이다.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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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L을 정수가 아닌 부동소수점으로 쓰기 위해서 연
속적인 LOD 관리 및 렌더링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수가 아닌 부동소수점으로 상세도
를 나타내고, 인접한 2개의 상세도를 지니는 모델을 섞는 방
법을 제안한다. 렌즈 샘플들은 그 상세도에 따라, 2가지 모
델을 선형으로 섞어 렌더링한다. 각 렌즈 샘플은 현재 LOD
에 따라서 해당 모델을 렌더링한 후, 모든 렌즈 샘플의 렌더
링 결과를 누적한 후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최종 이미
지를 생성한다.

3. 결과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Angel scene을 렌더

링한 결과 이미지와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인 해상도의 비교
이다. 렌더링하는 모델의 해상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도, 
결과 이미지는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Multi-Resolution 렌더링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왼쪽)와 적용한 결과(오른쪽).

제안하는 방법의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Bunny 
scene(5.6M Tri.; 그림 3), Angel scene (1.7M Tri.; 그림 
2), Dragon scene(780K Tri.)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NVIDIA GeForce GTX 560 Ti에서 1024×768 해상도에서 
수행되었다. 각 레벨마다 삼각형의 수가 약 50% 씩 감소하
는 Bunny scene(40 Bunny 객체)의 경우, 약 4.2배까지 향
상된 성능을 보인다 (그림 4 참조). Angel scene의 경우는 
최대 2배까지 향상되었다. Dragon scene의 경우는 최대 1.4
배까지 향상되었다. 객체 하나 당 폴리곤 수가 많고, scene 
내 전체 객체 수가 많을수록 높은 성능 향상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Bunny scene (5.6M Tri., 40 객체)의 렌더링 예.

그림 4. Bunny scene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 가로 축은 
사용된 렌즈 샘플의 수를 나타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불연속성 없이 다중 해상도를 이용하여 객

체 기반의 표준 분산 필드심도 렌더링을 향상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품질을 유지하며 최대 4배까
지 성능 향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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