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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기반의 지연된 부드러운 그림자 매핑
(Mipmap-Based Deferred Soft Shadow Mapping)

김 성 구
†
      이 성 길

††

                                (Sunggoo Kim)          (Sungkil Lee)

요 약 컴퓨터그래픽스에서 지연된 음 처리는 깊이 버퍼링을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날 기하 정보만을 

장한 후, 픽셀 음 처리를 화면공간에서 후처리하는 기법이다. 일반 인 그림자 매핑과 달리 후처리 기

반 기법은 더링 이 라인 구조의 변화 없이 용이 가능하므로 다  원에 의한 그림자 효과를 다루

기에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연된 음 처리 기반의 그림자 생성 방법과 맵을 이용하여 이를 부드러

운 그림자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원으로부터 가시도 맵을 장한 후, 맵 필터링을 통해 가시도

맵을 블러한 후 음 처리 결과에 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부드러운 그림자 효과를 얻지만, 픽셀 깊이에 

계없는 필터링으로 인해 빛샘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빛샘 상을 제거하기 해 본 논문은 

한 화면공간에서의 깊이 차이에 따른 응형 샘 링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지연된 음 처리, 그림자 매핑, 부드러운 그림자, 후처리

Abstract Deferred Shading is a shading technique that postprocesses pixels in the screen space, 

following geometry-only rendering passes with depth buffering. Unlike typical shadow mapping 

techniques, this technique allows us to render shadows from multiple light sources without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rendering pipelines. This paper presents a deferred shadow mapping technique and 

its extension to soft shadows using mipmapping. Our technique first generates visibility maps from 

light sources, and blurs the visibility maps for deferred shading. This strategy leads to efficient 

soft-edged shadows, but does not incorporate depth variation, producing light bleeding to some extent. 

In order to suppress the light-bleeding artifacts, we also propose a depth-adaptive mipmap sampling 

technique in the screen space.

Keywords: deferred shading, shadow mapping, soft shadows, post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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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왼쪽) 일반 인 shadow mapping 결과(가운데/오른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연된 음 처리 기반의 shadow 

mapping 결과

Fig. 1 (Left) Result image of typical hard shadow mapping (Middle/Right) Result images generated by our deferred 

shadow mapping techniques

1. 서 론

컴퓨터그래픽스에서 지연된 음 처리는 Z-버퍼링을 통

해 가시도를 계산하여 기하 정보를 장한 후, 이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역에 해서만 음  처리하는 후처리 

기법이다[1]. 화면공간에서의 다양한 특수 효과를 용하

는데 있어서 지연된 음 처리는 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 게임엔진에서 모션 블러, screen space 

ambient occlusion(SSAO) 등에 사용되고 있다[2].

일반 으로 그림자 매핑 방법도 후처리로 처리될 수 

있는 특수 효과  하나이다. 그림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는 원으로부터의 차폐를 단하기 해 선 추

(ray tracing)[3]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상당

히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실시간 더링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하지 않다.

이에, 실시간 더링에서는 원으로부터 얻은 그림자 

맵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Hard shadow mapping(HSM)[4], variance sha-

dow mapping(VSM)[5], exponential shadow mapping 

(ESM)[6] 등과 같은 비교  간단한 그림자 매핑(shadow 

mapping)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원으로부터 깊이 맵(그림자 맵)을 더링하고, 깊이 테스

트(depth test)를 이용해 원으로부터의 깊이가 보다 큰 

지 은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그림자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연된 음 처리 기반의 그림자 매핑 

방법을 이용해 그림자를 생성하고 이를 장한 뒤, 맵 

필터링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그림자를 얻는 후처리 방

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은 지연된 음 처리를 할 때에, 

화면공간의 치를 복원한 후 그림자 맵과의 깊이 비교

를 통해 차폐 여부를 다  원에 하여 단하고, 이 

가시도를 이미지로 장한다. 이러한 가시도는 추후 이

미지 필터링을 통해 부드럽게 바 게 되고, 지연된 음

처리 단계에서 음 값의 밝기의 스 일로 사용된다. 

한 맵의 이방성(anisotropic) 필터링과 깊이차이에 따

른 삼선형(trilinear) 필터링을 통해 화면공간에서의 후

처리로 인해 그림자와 사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빛샘 

상을 제거한다.

2. 련 연구

컴퓨터그래픽스에서 그림자를 생성하기 한 그림자 

매핑 기법에 해서는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일반 인 그림자 매핑 기법에서 발생하는 그림자 경

계의 계단 상을 처리하기 한 기법[7]은 차폐 역의 

크기로부터 반그림자 역의 크기를 추정하고, 부드러운 

경계를 갖는 역에서 실제 그림자 역의 비율에 따라 

밝기 감쇄를 조 한다. 이러한 percentage-closer filtering 

[8]을 용한 부드러운 그림자는 필터 크기에 따라 부드

러운 그림자 경계의 크기를 조 할 수 있고, 필터 크기

를 고정시킴으로써 그림자 텍스쳐가 작아져도 계단 상

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필터링 역

에서 원입장에서의 깊이차이가 클 경우 자기 그림자

에 의한 간섭 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bias

를 용하면 그림자가 려나는 peter-panning 결함이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VSM[5]은 그림자 맵에 원으로부터의 깊이 값과 그 

제곱을 장함으로써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깊이 분포에 의한 최  깊이와 비교함으로써 그림자를 

생성한다. 이 방법은 맵을 이용한 가우시안 필터링이 

가능하지만, 그림자 역에 반그림자를 생성하는 다른 

차폐물이 존재할 경우 필터링 과정에서 빛샘 상(light 

bleeding)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ESM[6]은 HSM[4]의 이진 결과를 산출하는 그림자 

테스트를 지수함수로 근사하여 사용하여 부드러운 그림

자를 생성한다. 이 방법은 필터링을 컨벌루션(convo-

lution)연산으로서 근사시킨 함수에 용하여 그림자에 

필터링을 용한 것 같은 결과를 얻어내어 경계에서 지

수 으로 밝기가 감소하는 그림자 효과를 얻는다. 그러

나 원시 에서의 깊이가 불연속 인 지 에서 필터링 

결과가 용되지 못하고 그림자가 생겨야 할 곳에서 생

기지 않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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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왼쪽) 깊이가 다른 역의 shadow factor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빛샘 상 (오른쪽) 샘 링 벨 조 을 통해 

제거한 결과

Fig. 2 (Left) Light bleeding caused by simple shadow factor filtering and its depth blur (Right) Result improved 

with adaptive shadow factor sampling

그림 3 (왼쪽) 맵 필터링이 용되지 않은 shadow factor (가운데) 높은 맵 단계의 용으로 부드럽게 혼합된 

shadow factor (오른쪽) 맵 수 별 shadow factor의 시각화

Fig. 3 (Left) Sharp shadow factor to which mipmap filtering was not applied (Middle) Blurred shadow factor to 

which mipmap filtering was applied at a higher level (Right) Visualization of shadow factors in mipmaps

Thomas 등의 연구[9]는 컨벌루션을 용한 그림자 

맵 필터링을 통해, 빠르면서도 그럴듯한 부드러운 그림

자를 생성한다. 이 방법은 차폐물의 거리에 따라 컨벌루

션 커 의 크기를 추정하기 해 각 지 에 한 여러 

차폐물의 깊이의 지역 평균을 계산하고, 픽셀 깊이와의 

차이를 푸리에 확장을 통해 근사하여 그림자 경계에서 

부드러운 밝기 변화를 얻는다. 낮은 차수의 근사에서 발

생하는 사물과 그림자가 맞닿는 경계의 빛샘 상이나 

밝기의 울림효과를 한 변환을 이용해 제거하 다. 

그러나 평균 깊이는 다수의 차폐물들의 기하 계에 따

라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3. 알고리즘

맵 기반의 지연된 부드러운 그림자 매핑 방법은 그

림자 맵의 생성, 지연된 음 처리 기반의 그림자 매핑과 

이로부터 구한 shadow factor를 맵을 이용한 필터링

으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생성하고 화면공간에서의 깊이 

불연속 지 에서 발생하는 빛샘 상을 제거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그림자 맵 생성

원으로부터의 더링으로 그림자 맵을 생성한다. 깊

이 테스트는 최종 으로 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

의 깊이만을 장하므로, 원으로부터 빛이 닿는 지

의 깊이만 장된다. 다  원의 경우 각각의 원에 

한 그림자 맵을 생성한다.

3.2 지연된 음 처리 기반 그림자 매핑

지연된 음 처리에서는 화면공간의 각 픽셀에 한 

기하 정보가 보존되므로, 이를 통해 각 픽셀의 world space 

좌표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화면공간의 깊이만 가지고 

있는 경우 투  행렬(projection matrix)이 정의하는 

두체(frustum)의 near 평면과 far 평면사이에서 픽셀의 

깊이 값에 한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통

해 구할 수 있다. 각 픽셀의 world space 좌표는 그림

자 맵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원-시 에서의 카메라 

행렬, 투  행렬을 이용해 원에서의 화면공간 좌표로 

변환할 수 있으며, 그림자 맵에 장된 깊이와 비교하여 

각 원에 한 밝기 감쇄로서 shadow factor를 계산

한다. 계산된 shadow factor는 가시도 맵으로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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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  원에서 형 인 hard shadow mapping과의 성능 비교 결과(Stanford Dragon, 360,948 triangles)

Fig. 4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 typical hard shadow mapping and our method with multiple light sources 

(Stanford Dragon, 360,948 triangles)

3.3 가시도 맵의 맵 기반 필터링

가시도 맵의 맵에서 기 보다 높은 단계에서 샘

링하면 맵 보간을 통해 그림자와 밝은 역이 혼합되

어 가시도 맵에 필터를 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 그러나 맵의 선형(bilinear) 필터링 결과 역시 

계단 상을 보인다. 이는 합산 역 테이블(summed-area 

table)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11], 맵 수

을 한 단계 낮추고 커  크기만큼 떨어진 3×3 샘 들

을 가우시안 가 치를 용해 혼합하면 그림자 경계에

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용한 것과 유사한 부드러운 그

림자를 생성하는 shadow factor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후처리로 음 처리에 반 하면 부드러운 그림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1).

3.4 빛샘 상의 제거

그림자 경계에서 인 한 픽셀의 shadow factor가 혼

합되면 부드러운 경계를 형성하지만, 화면공간에서 이루

어지므로 화면공간에서의 깊이가 불연속 인 픽셀간의 

shadow factor가 혼합될 경우 그림자 앞에 드러난 물

체 주변으로 빛이 새나오는 빛샘 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2(왼쪽)는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는 지 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우선 불연속 인 

깊이를 갖는 인 한 픽셀  그림자가 아닌 역으로부

터 받는 향을 이기 해, shadow factor 텍스쳐의 

맵을 생성할 때 그림자 역의 경우 커  심 픽셀

과 다른 픽셀간의 깊이차를 비교하여 일정 수치보다 작

을 때만 혼합하도록 조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깊이 불

연속인 지 에서 shadow factor가 그림자가 아닌 역

으로부터 받는 향을 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음

처리 시, 깊이 차이가 일정 크기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수 의 맵에서 샘 링 함으로써 깊이가 불연속 인 

역에서 경계가 날카롭게 되어 빛샘 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때, 깊이 차이에 따른 맵 수 을 계단 함수로 조

하면 각 단계의 경계에서 그림자 경계의 부드러운 정

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음과 같은 연속 인 단

계 함수를 설계하 다.

∆ ×ln ∆

∆  ∆

∆  
(단,  ≦ ∆ ≦ .)

이 함수는 깊이 차이 ∆가 깊이 불연속에 한 임

계치 ∆에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기  단계에 도달한다.

단계 함수의 연속  변화에 따라 그 값에 따른 삼선

형(trilinear) 필터링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수 의 두 

맵사이에서도 보간을 용하므로 맵 수 이 바 는 

지 에서 부드러운 정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림자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오른쪽)은 가시도 맵의 맵을 

나열하고 있으며, 맵 수 이 높아질수록 경계가 흐려

진다.

인 한 픽셀간 깊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 ≈)에는 

단계 함수가 을 산출하지만, 사물과 인 한 그림자 

경계에서는 0으로 근하면서 경계가 뚜렷해지게 된다. 

그림 3(가운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샘 링 수 을 조

하여 혼합한 shadow factor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물

과 그림자 경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림 2(오

른쪽)은 이를 용하여 빛샘 상이 완화된 것을 나타

내고 있다.

4.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Intel Core i7-5960X 3.00GHz, 

NVIDIA GeForce GTX Titan Black에서 구 되었다. 

더링 성능은 아래 그래 와 같이 원의 수와 해상도

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HSM을 비교하

다(그림 4). 본 방법의 수행 성능(회색 바)은 후처리

가 추가되기 때문에 HSM에 비해 비교  느리지만, 

원의 수가 많아지면 HSM에 비해 성능하락폭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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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어 1920×1080의 해상도에서 8개의 원에 해서 

약 20 임 정도 감소하여 평균 으로 당 125 

임의 성능을 보인다.

5. 토 론

본 논문은 지연된 음 처리를 기반한 그림자 매핑 방

법과 맵 기반 필터링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부드러운 

그림자 효과를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연된 음 처리

를 이용하여 다  원에서 HSM, ESM을 사용하더라

도 추가 인 후처리를 통해 부드러운 그림자를 쉽게 얻

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부드러운 그림자 

표 의 근사  방법으로서 사실 인 부드러운 그림자가 

갖는 물리  특성을 완벽하게 표 하지 못한다는 한계

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HSM, ESM 등 그림자 매핑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들에 공통 으로 내재된 문제 을 

포함한다. 픽셀의 깊이 차이에 따라 shadow factor를 

혼합하여 빛샘 상을 완화했지만 여 히 아주 좁은 

역에서 그림자가 번지거나 빛샘 상이 남아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연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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