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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광학시스템은 첫 번째 렌즈의 입사면에 들어온 빛 혹

은 광선이 렌즈의 면/인터페이스를 만나며 굴절하면서 진

행하여, 광학시스템의 센서에 닿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광

선이 렌즈 인터페이스를 만날 때 그 입사각에 따라서 일

정량의 반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반사가 짝수 번으로 되

는 경우에 그 반사된 빛이 다시 센서에 닿게 되면 광학

시스템에서 의도한 위치와 다른 위치에 다른 크기로 맺

히게 된다. 이러한 반사된 광선들도 조리개를 통과하게

되므로, 조리개의 모양을 닮게 되고 조리개의 패턴을 닮

아 센서에 맺힌 패턴을 렌즈플레어라고 한다.

이러한 렌즈플레어는 광학시스템 및 렌즈 제조사에서

는 영상의 품질을 낮추는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다중 렌즈 코팅 등을 통해 렌즈플레어를 제거하려고 해

왔으나, 반사되는 광선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왔다. 그러

나 역광으로 찍은 영상에서 반드시 렌즈플레어가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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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그래픽스에서 고품질의 렌즈 플레어 생성은 대부분 오프라인 렌더링을 사용해왔다. 최근, 

행렬 기반의 근사를 사용하여 실시간 응용에 적합한 고품질의 렌즈 플레어 생성이 가능해졌지만, 렌즈 플레
어의 선형 패턴만 지원하므로 그 품질이 저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을 선형 패턴
의 렌즈 플레어 렌더링에 블렌딩하여 선형/비선형 패턴을 모두 포함하는 고품질의 렌즈 플레어 렌더링 방법
을 소개한다. 비선형패턴은 오프라인에서 미리 렌더링하거나 사진을 찍어 룩업테이블에 저장하고, 온라인 렌
더링에서는 광원의 각도에 따라 읽어오기만 하므로, 기존의 방법보다 고품질을 가지면서도 성능저하가 거의
없는 고성능 렌더링이 가능하다.

키워드 : 렌즈 플레어, 렌더링, 룩업테이블, 블렌딩, 비선형

Abstract In computer graphics, high-quality lens flares have been generated using costly offline 

rendering. A recent matrix-based approximation has enabled generation of high-quality lens flares 

suitable for real-time applications, but its quality degrades due to the lack of nonlinear patterns of lens 

flares.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 for high-quality lens-flare rendering, which includes blending of 

both nonlinear as well as linear patterns. The nonlinear patterns are pre-rendered or photographically 

captured offline and stored in a look-up table. The online stage reads only the pattern by looking up the 

table using a light angle, hence making its performance drop negligible while greatly improving th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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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생기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렌즈

플레어를 합성하여 렌더링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성에

근접하는 접근 방식이다.

렌즈플레어의 패턴은 크게 선형과 비선형 패턴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선형 패턴은 입사광선이 들어온 입사영역

의 모양이 센서에서 그 크기와 밝기만 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선형 패턴은 조리개의 모양과 거의 흡사한 형태

를 지닌다. 비선형 패턴은 조리개를 지나기 전과 지난 후

에 광선의 경로에 현격한 변형이 생겨 그 모양이 변형되

거나 또는 위상기하(topology)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

를 들면, 입사 영역의 일부가 접히든지 꼬이는 경우가 있

다), 빛의 분포가 일부 영역으로 치우치거나 하여, 본래

조리개의 모양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패턴이 생기는 것

을 칭한다.

렌즈플레어의 시뮬레이션/렌더링은 이러한 광선을 물리

적인 굴절/반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두 따라가서 센서

에 닿는 궤적을 구하여 렌즈플레어를 생성할 수 있다. 렌

즈의 인터페이스에서 반사는 짝수 번 일어나야 하므로

(홀수번의 반사는 입사면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 인터페

이스의 짝수개 (예, 2번, 4번, 6번 등)의 조합을 찾아 이

러한 패턴에 대해 광선의 궤적을 추적을 따로따로 수행

하여 블렌딩하게 되면, 렌즈 플레어를 렌더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고품질의 렌즈 플레어를 생성할 수 있

으나, 매우 밀도있게 들어온 입사광선들의 궤적을 모두

추적해야 하므로, 그 렌더링 성능이 낮아 실시간에 응용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실시간 응용에서는 주로

미리 제작해놓은 조리개를 닮은 선형 렌즈플레어 패턴을

기록하고, 이러한 렌즈 플레어 패턴을 이동시키는 텍스쳐

스프라이트 기반 방법을 이용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패

턴은 사람이 수동으로 저작하여 만들어 제작의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선형패턴이기에 사실성이

물리적인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그 품질이 많이 낮았다.

상기한 두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텍스

쳐 스프라이트 방식을 이용하면서도, 선형 근축 근사를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근접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소개되

어, 월등히 빠른 속도로 렌즈 플레어를 생성할 수 있었다

[10]. 그러나 이런 방법도 선형 패턴만을 지원하여, 비선

형 패턴을 생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렌즈플레어의

대부분은 선형 패턴이지만, 현격히 변형하는 일부 비선형

패턴들은 렌즈 플레어의 사실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비선형 패턴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시간 응용에서 선형뿐만 아니라 비선

형 렌즈 플레어 패턴까지 포함한 렌즈 플레어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왔다. 비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은 기존의 다항식 근사와 같이 일부 근사할 수 있으

나, 그 사실성의 한계가 있으며, 고차원의 다항식을 사용

하더라도 정확한 근사를 통한 사실성의 확보는 매우 어

려워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선형 렌즈 플레어를 빛의 위

치에 따라 미리 기록하여 추후 렌더링에서 가상의 빛의

위치에 따라 재배치하여 실시간에 비선형 렌즈 플레어를

포함하는 고품질 렌즈 플레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선형 패턴은 이미 고속 생

성이 가능하므로,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련 연

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미리 비선형 렌즈플레어 패턴의 룩업 테이

블을 구성하여 비선형 렌즈플레어의 재생시 선형 근축근

사 기반의 렌즈플레어 방법 혹은 수동으로 저작한 텍스

쳐 스프라이트 기반으로 선형 렌즈플레어 패턴 렌더링

결과에 비선형 렌즈플레어를 가산하여 선형과 비선형을

포함하는 렌더링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광원의

그림 1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기반 렌즈 플레어 렌더링 결과(a)와 제안한 룩업테이블 기반 렌즈 플레어 렌더링의 결과(b). 

Fig. 1 Results of physical simulation based lens flare rendering (a) and proposed real-time lens flare rendering based 

on look-up tab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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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크기, 밝기 등을 체계적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실제

광원에 대한 파라미터의 정의가 필요하며, 또한 비선형

렌즈플레어의 기록을 위해 입력 광원의 각도에 따른 룩

업 테이블을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정하여 혹은 선형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생성한 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에 미

리 기록된 비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을 추가적으로 생성

하고 블렌딩하여 사실성이 매우 향상되면서도 속도 저하

없는 렌즈 플레어 렌더링 결과를 생성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광선추적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근사한 품질의 렌

즈 플레어를 생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2.  관련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는 가상 환경 내에서 빛의 인터

랙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두며, 렌즈 플레어는

사실성 부여를 위한 효과로 영화나 최신게임 효과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1,2].

실시간 렌즈 플레어 렌더링의 연구는 근사를 통한 접

근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텍스쳐 스프라이트 기반의 블렌

딩 [3], 스프라이트 크기와 불투명도 조절을 통한 렌더링

[4], 여기에 밝기 변수를 추가한 면적 광원(area light) 

기반의 렌더링 [5]은 렌즈 플레어 효과를 빠르게 생성하

는데 기여하였지만, 정확한 접근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품질의 결과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 정확한 접근법으로 물리기반의 시뮬레이션인 경

로 추적법(path tracing) [6]과 포톤 매핑(photon 

mapping) [7]이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접근방식은 사실

적인 렌즈 플레어 효과를 내는데 기여하였으나, 낮은 성

능으로 실시간 응용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희소

(sparse)한 번들(bundle) 기반의 광선추적 기법은 번들을

통해 성능을 가속화 하였지만 복잡한 렌즈 시스템에서는

성능이 저하된다 [8].

성능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로 다항식(polynomial 

representation) 기반의 방법론은 높은 성능의 렌더링 효

과에 기여하였다 [9]. 그러나 렌즈 입사동(entrance pup- 

il)의 고밀도 무작위 샘플링을 필요로 하며, 인터렉티브한

성능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 렌즈플

레어 렌더링에서 비선형 패턴을 제외한 선형 패턴을 광

선추적을 통하지 않고, 행렬의 곱셈만으로 매우 빠르게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다 [10]. 실시간 응용에 적합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비선형 패턴을 렌더링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실시간 응용에서 선형뿐만 아니

라 비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까지 포함하여 렌즈 플레어

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정하여 혹은 선형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생성한 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에 미리 기록된 비선

형 렌즈 플레어 패턴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블렌딩하여

사실성이 매우 향상되면서도 속도 저하 없는 렌즈 플레

어 렌더링 결과를 생성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광선추

적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근사한 품질의 렌즈 플레어를

생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렌즈 플레어 렌더링 기법은 렌

즈플레어의 선형 패턴과 비선형 패턴을 생성하는 렌더링

방법이 필요하다. 비선형 렌즈 플레어는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기록하거나,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광원만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기록한 비선형 패턴을 이용한 렌즈 플레

어 효과 렌더링 방법을 소개한다. 

3.1 비선형 렌즈플레어 기록을 위한 광원 파라미터화

기록될 비선형 패턴들은 가상의 광원을 이용하여 재생

시에 가상의 광원에 대하여 위치, 크기, 밝기 등을 다시

조절하여야 하므로, 실제 광원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저

장하여야 체계적으로 읽어올 수 있다. 이에 입사 광원의

파라미터는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아, 2개의 파라미터 θ

와 Φ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θ는 광축에 대하여 입

그림 3 광학시스템 내에서 두 번의 반사를 이용하여 생성

되는 고스트의 예시.

Fig. 3 Example of ghost generated by two reflections 

within an optical system.

그림 2 가상광선의 위치 지정. 입사광선이 기울어진 각도 θ

와 입사평면에서 광원이 회전한 각도 Φ. 

Fig. 2 Positioning of a virtual light ray. Tilting angle 

of incoming light ray (θ) and rotation angle of light 

source revolving around the entrance plane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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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며, Φ는 입사평면으로의

입사광선 사영(projection)이 광축을 따라 회전한 정도를

나타낸다.

θ와 Φ의 2차원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모든 빛의 방향

에 대하여 비선형 패턴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렌즈플레어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저장매체의 용량이 현격히 증가

하게 된다. 이러한 저장매체의 품질 저하 없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동영상 압축과 같은 기술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보다 나은 방법은 입사광선이 광축에 대하여 기울어진

각도인 θ만을 파라미터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광학시스템

은 구면렌즈 혹은 비구면렌즈를 사용하나, 이러한 렌즈는

대부분 광학축에 대해 대칭인 원형모양을 지닌다. 이에, 

Φ는 파라미터로서 생략하고, 추후 비선형 플레어의 재생

시에 가상의 광원에 대한 Φ를 이용하여 회전시켜 사용하

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단, 원형 조리개가 아닌

경우에 플레어 자체가 광축을 따라 회전하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3.2 렌즈플레어 패턴의 나열

광학시스템에서 렌즈플레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짝수

번의 반사가 일어나야 한다. 홀수번의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입사광선이 다시 입사평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센

서에 닿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렌즈플레어를 렌더

링하기 위해서는 광학시스템 내의 렌즈들에서 반사가 일

어날 수 있는 인터페이스(interface)들의 짝수개의 조합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 짝수개의 조합에 의해

맺히는 패턴을 고스트(ghost)라고 칭한다. 최종 렌즈플레

어 렌더링 결과 이미지는 이러한 모든 짝수개의 조합에

의해 생성되는 고스트들의 블렌딩으로 생성된다. 그림 3

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고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두

번의 반사를 예시한다.

3.3 비선형 렌즈플레어의 기록

시뮬레이션을 통하는 경우는 비선형 패턴의 고스트만

을 분류하여 이를 따로 렌더링할 수 있다. 이러한 비선형

패턴은 각 렌즈의 반사를 일으키는 짝수개의 조합 (즉, 

하나의 고스트 패턴) 에 대하여 따로따로 기록할 수도 있

다. 이러한 렌더링 결과는 입력 광원의 각도에 따라 렌더

링되기에, 결과 이미지는 입력 광원의 각도를 파라미터로

하는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상기 설명한대로 입사광원의 파라미터를 θ로만 사용 시

에, 하나의 고스트를 기록한 룩업 테이블의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고스트의 패턴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2D 룩업 테이블의 형태

가 되고, 그림 5과 같은 형태가 된다.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카메라는 렌즈플레어를 일으키는 반사조합

에 대한 이미지를 따로따로 분리해내기 어려우므로, 반사

를 일으키는 조합들을 한 장의 이미지에 합쳐져서 저장

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한 룩업

테이블의 한 셀(cell)의 예시는 그림 6과 같다. 시뮬레이

션하는 방법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광원자체의 이미지가

본 결과에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룩업 테이블은 모든

고스트와 광원이 합쳐진 1D 룩업 테이블의 형태가 된다. 

그림 6 모든 고스트를 한 장에 합친 룩업 테이블의 한 셀의

예.

Fig. 6 Example of a cell in a look-up table that 

synthesizes ghosts.

그림 4 입사광선이 광축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 θ만을 파

라미터로 사용하여 생성한 비선형 렌즈플레어 고스트의 룩

업 테이블의 예시.

Fig. 4 Example of look-up table for nonlinear lens 

flare ghost using the parameter θ.

그림 5 각도에 따른 비선형 렌즈 플레어.

Fig. 5 Nonlinear lens flare according to th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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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이미지를

이용하므로 사실성을 극대화 하나, 추후 고스트나 광원의

모양의 변형이 다소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4 비선형 렌즈플레어의 재생

비선형 렌즈플레어를 재생하는 것은 선형 패턴을 이용

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선형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선형 패턴 (예; 

선형 근축근사 기반의 렌즈 플레어 렌더링 방법[10])을

생성하거나, 혹은 수동으로 저작한 텍스쳐 스프라이트 기

반의 선형 패턴을 이용한 렌더링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선형 패턴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여 렌즈 플레어를 입사광선과 광축의 각에 대하여

전체를 기록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상의 광원은 실제 광원을 파라미터한 방식과 동일하

게 파라미터화 할 수 있다. 즉, 광축에서 입사광선이 기

울어진 정도 θ와 (광축에 수직한) 입사평면에서 광원이

회전한 각도 Φ를 지정할 수 있다. θ는 미리 기록한 비선

형 렌즈플레어 패턴을 룩업 테이블에서 읽어오는 파라미

터로 쓰이고, 이렇게 읽어온 미리 기록된 렌즈플레어 패

턴은 Φ를 이용하여 광축을 따라 회전하여 현재 가상의

광원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읽고 회전시킨 비선형 렌즈플레어 패턴은 선형

패턴과 블렌딩을 하여 섞여서 최종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블렌딩 전에 비선형패턴은 스케일이나 밝기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선형패턴과 유사하게 섞이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형과 비선형 패턴을 합쳐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는 그림 8과 같다.

블렌딩은 주로 선형패턴과 비선형패턴을 더하는 가산

혼합(additive blending)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응용

의 종류에 따라서 선형/비선형 보간 (linear/non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블

렌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이미지의 알파채널을 이용하여 블렌딩 할 수 있다.

4.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렌즈플레어는 미리 기록

된 패턴을 이용하므로, 물리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생성하는 방법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비선형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이미지나 동영상의 형태

로 저장되므로, 이를 단순히 읽어와 그 크기와 위치, 밝

기만을 변형하기에 그 생성 부하는 매우 미미하여, 고성

능의 비선형 렌즈플레어 렌더링 방법에 적합하다. 

본 방법의 성능은 그림 7, 표 1에 나타나있다. Canon

의 경우 선형패턴의 렌더링 성능은 3.99ms이며, 비선형패

턴더하는 가산 혼합은 0.01ms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Nikon과 Angenieux의 경우에도 선형패턴의 렌더링 성능

은 각각 1.50ms, 1.25ms 이며 가산혼합 연산은 0.009ms, 

0.051ms에 불과하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산혼합연

산은 매우 미미하며, 전체 성능은 [8] 대비 최대 46배 빠

른 결과를 보인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의 예시는 그

림 8, 9에 나타나 있다. 예시에서는 선형근축근사 기반의

렌더링 방법을 사용한 것에 비선형 패턴은 광학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기록된 패턴을 블렌딩하여 그 결과를

생성하였다. 그림에서 비교하듯이, 이러한 결과는 광학시

스템 전체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비교하여 눈으

로 보이는 차이가 매우 적고, 이러한 차이는 이미지의 차

이를 재는 측정 방법인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과 SSIM (structural similarity)을 통하여 확인 할

할 수 있다 [11]. 이러한 기법은 렌즈플레어 렌더링 소프

트웨어에 더하여져 실시될 수 있다. 이미 생성하는 렌즈

플레어에 비선형 패턴만을 더하여 그 사실성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 예는

실제 렌즈플레어를 촬영하여 이를 가상의 광원에 따라

Canon Nikon Angenieux

Linear Only (Lee, 2013) 3.99 ms 1.50 ms 1.25 ms

Ours

preprocessing 14774 ms 26.67 ms 50.03 ms

linear + nonlinear 4.00 ms 1.509 ms 1.301 ms

nonlinear 0.01 ms 0.009 ms 0.051 ms

Reference (Hullin, 2011) 140.0 ms 69.43 ms 14.50 ms

표 1 행렬 기반 근사 방법과 제안한 룩업 테이블 기반 방

법, 그리고 물리기반 방식의 성능. 

Table 1. Performance of matrix-based approximation 

method, proposed look-up table based method, and 

physical-based method.

그림 7 행렬 기반 근사 방식과 제안한 룩업 테이블 기반 

방식 그리고 물리기반 렌더링 방법의 성능 비교와 룩업 테

이블 기반 방식에서의 오프라인 비선형 패턴 생성 시간.

Fig. 7 Performance of matrix-based approximation, 

proposed look-up table based approach, nonlinear 

pattern generation time in offline stage, and 

physics-based rende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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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주는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후

처리의 자유도가 다소 줄어드나 (즉, 전체 크기와 밝기만

조절 가능함), 실제 광원의 결과를 이용하므로 그 사실성

이 극대화되는 점이 장점이다.

본 논문의 방법은 비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을 기록하

기 위해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다. 본 구현에서 패턴 별

로 512×512 해상도를 사용하는 경우, 고스트 당

128.96 MB의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며, 비선형 고스트는

적게는 2개에서 20개까지 사용하므로, 최대 2.5 GB 정

도의 추가 메모리가 소요될 수 있다. 

 

5.  토론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응용에서 선형/비선형 렌즈 플

레어 패턴까지 포함하여 렌즈 플레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정하

여 혹은 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한 선형 렌즈 플

레어 패턴에 미리 기록된 비선형 렌즈 플레어 패턴을 추

가적으로 생성하고 블렌딩하여 사실성이 매우 향상되면

서도 속도 저하 없는 렌즈 플레어 렌더링 결과를 생성

가능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방법은 비선형 고스

트가 많아질 경우, 상당한 텍스쳐 메모리를 소요하는 단

점이 있다. 이는 압축된 텍스쳐 형식을 사용하여 일부 개

그림 8 다양한 카메라 모델(Canon 70–200mm, Nikon 80–200mm, Angenieux 100mm)의 렌즈 플레어 렌더링 결과.

Fig. 8 Lens-flare rendering results of various camera models (Canon 70–200mm, Nikon 80–200mm, Angenieux 

100mm).



룩업테이블 기반 비선형 렌즈플레어 실시간 렌더링 방법

선될 수 있다.

또한, 본 방법은 광원이 광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플

레어들을 하나의 텍스쳐로 통합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스

트 방향으로 사영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 각도에 따른

조리개 모양이 변형되어 사실감이 현격히 증가하나, 사용

자가 수동으로 이동시 조리개가 회전되면서 이동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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