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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객체 모델에 한 사용자 요도 기반 
시 /조명 조  기법

(User-Weighted Viewpoint/Lighting Control for 

Multi-Object Scene)

김 태 문
†
      이 성 길

††

                                (Taemoon Kim)          (Sungkil Lee)

요 약 컴퓨터그래픽스에서 시  선택은 부분 샘 링한 시 들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시 을 선

택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좋은 시 의 정의는 사용자의 목 에 따라 변화하 으며 엔트로피, 메쉬 주목

도 등이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객체가 포함된 모델에 해 사용자의 객체별 요도에 기반하

여 가장 합한 시 과 조명을 선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모델을 둘러싸는 시 과 조명을 샘 링한 후, 

샘  시 과 조명을 조합하여 결과 이미지를 더링한다. 더링 이미지의 객체별 주목도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설정한 요도에 가장 합한 결과를 선택한다. 이러한 기법은 사용자의 요구에 합한 시 과 조명

을 얻을 수 있지만, 시 과 조명의 조합 부에 한 더링으로 인해 연산 비용이 크다는 단 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산 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GPU를 이용한 객체별 픽셀 분류 기법을 추가 으

로 제안한다.

키워드: 시  선택, 조명 선택, 시각  주목도, 메타데이터

Abstract In computer graphics, viewpoint selection for objects in a scene has been performed by 

evaluating the goodness of sampled viewpoints. Since the definition of a good viewpoint varies 

according to the user’s purpose, various measurements such as entropy and mesh saliency have been 

u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selecting the best viewpoint and lighting for a multi-object 

scene, based on the user-assigned importance of each object. After sampling a viewpoint and lighting 

from the surrounding sphere of the scene, we render the images by combining the sampled viewpoint 

and lighting. We then select the best result that coincides with user-assigned importance by 

quantifying the saliency of each object in the rendered image. While this technique has the 

disadvantage of high computation cost due to the need to render combinations of viewpoints and 

lighting, it obtains the viewpoint and lighting most suitable for the user's needs. In order to minimize 

the computation cost, an object-by-object pixel classification technique on GPU is also proposed in 

this paper.

Keywords: viewpoint selection, lighting selection, visual atten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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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부분이 3D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모델이 포함된 장면의 최 화된 더링을 

해서는 시 과 조명의 치 선정이 매우 요하다. 선

정된 조명과 치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는 목

표 더링 기술에 최 화하는 것 이외에도 기하 정보를 

신하여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미지 기반 더링(image 

based rendering)[1]이나 컴퓨터 비  등의 분야에 사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보통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시 과 조명의 조합

을 선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에 자

동으로 좋은 시 과 조명을 찾기 한 연구들이 있었으

며, 목 에 따른 좋은 시 /조명의 정량  정의에 가장 

합한 시 /조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일반 으로 사용되

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시 과 조명  하나의 요

소는 고정한 채로 다른 요소만을 추정하 으며, 부분 

하나의 모델만을 상으로 한다. 시 과 조명은 서로 

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순차 으로 추정한 시

/조명의 조합은 최 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

면에 최 화된 조합을 찾기 해서는 시 과 조명의 한 

을 단 로 해야 하며, 이는 둘  하나만을 추정할 때

에 비해 조합의 수가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객체를 포함한 장면에 해 객

체별 요도에 기반한 최 의 시 과 조명을 찾아주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은 시 과 조명을 선택하기 

한 샘 을 생성한 후 시 과 조명 샘 의 조합을 통해 

더링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이미지의 객체별 특

성 비율과 사용자가 설정한 요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

를 계산한다. 차이가 가장 작은 결과가 사용자의 요도

에 가장 합한 조합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비하여 

다수의 객체가 포함된 장면에서 객체별 요도를 반

한 시 을 얻을 수 있으며 더링 결과에 큰 향을 주

는 요소  하나인 조명의 치나 종류 한 생성해

다는 장 이 있다. 한 추가 인 성능 향상을 하여 

객체별 특성 계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GPU를 이용한 객

체별 픽셀 분류 방법을 소개한다.

2. 련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 에서 장면에 한 시

과 조명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법에 해서 몇몇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시  선택의 핵심 인 문제 은 어

떤 시 이 좋은 시 이냐는 것이며, 이 문제에 답하기 

하여 시 의 품질을 정량화하기 한 방식들이 제안

되었다[2]. 가장 좋은 시 이란 모델을 구성하는 부분을 

최 한 많이 보여주는 시 이나 모델의 요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보여주는 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lanz 등의 연구[3]는 좋은 시 의 조건이 다양한 요소

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 으며, 그 요소로는 

인식의 용이성, 친숙함, 기능성, 심미  기  등이 있다. 

Kamada 등의 연구[4]는 모델의 모든 면들의 법선 벡터

(normal vector)와 시 의 방향과의 각도를 이용하여 

시 의 탐색을 진행하 다. 이 방법은 모델의 면들이 최

한 시야에 많이 들어오도록 시 을 선택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정

보를 시  선택에 반 하기 해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었다[5]. 시 이 제공하는 모델의 

정보를 엔트로피의 형태로 표 하여 시 의 탐색을 진

행한다. 모델의 맥락 (context) 정보를 표 하기 한 

연구[6]도 진행되었으며, 모델이 찰될 확률에 근거한 

view likehood와 시 이 변화함에 따른 모델의 변화에 

근거한 view stability가 표 인 지표로 이용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간 지각 (human perception)

인 요소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인간 지각 

요소를 고려한 근 방법 연구에는 일반 으로 메쉬 주

목도(mesh saliency)가 사용되었다[8, 9, 10]. 이 방법은 

모델의 표면의 주목도를 이용하여 가장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 시 을 선택한다. 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선택한 좋은 시 을 학습하는 

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11,12]. 조명의 선택 역시 시

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Gumhold의 연

구[13]에서는 조명의 치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조명을 선택하 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하나의 모델이 아닌 

다수의 객체가 포함된 장면을 상으로 한다. 한 시

과 조명을 동시에 선택하며 각각의 객체에 한 사용자

의 요도 기반 최 의 조합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공한다. 시 과 조명을 평가하는 지표는 인간 지각

에 향을 주는 여러 특성(feature)들을 동시에 고려하

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알고리즘

다객체 모델에 한 사용자 요도 기반 시 /조명 

조  기법은 가상 시   조명의 샘 링, 샘 링 된 시

과 조명을 이용한 더링과 이 더링 결과  사용

자의 요도에 가장 합한 결과물을 선택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

3.1 가상 시 의 샘 링

모델을 다양한 방향에서 찰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

을 샘 링한다. 모델을 아래에서부터 로 올려다보는 

시 은 부 하므로 모델을 감싸는 반구 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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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 시 의 샘 링. (왼쪽) 모델의 심을 심으로 

하는 반구 역과 (오른쪽) 도 θ와 경도 φ를 이용

해 샘 링된 시

Fig. 1 Sampling of a virtual viewpoint. Hemisphere 

area around the center of the model (left) and 

sampled viewpoint using latitude θ and longitude 

φ (right)

모델의 심을 바라보는 시 들만을 사용한다. 반구 

역 의 시  샘 들은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변수 θ

와 φ를 이용하여 표 할 수 있다. θ는 도와 같은 역

할을 하며 모델의 xy평면으로부터 샘 이 기울어진 정

도를 나타내며, φ는 경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xy평면으

로의 샘  사 이 x축으로부터 회 한 정도를 나타낸다. 

두 변수를 균일하게 샘 링하여 반구 역 상에 시 을 

생성한다.

3.2 가상 조명의 샘 링

모델에 조명 효과를 부여하는 가상의 원을 샘 링

한다. 원은 모델에 밝기의 차이를 부여하여 시   

원 선택의 지표로 사용되는 도와 비에 향을 

다. 실세계의 원은 조사 방법, 형태, 빛의 장의 특성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과 방향성 원만을 이용하여 가상 조명의 샘

링을 진행한다.

원은 원으로부터 방향으로 빛이 방사되는 형

태의 원이다. 원의 치에 따라 입사되는 빛의 방

그림 2 가상 원의 샘 링. (왼쪽) 모델을 둘러싸는 경계 

박스와 (오른쪽) 경계 박스의 셀 단 로 샘 링된 원

Fig. 2 Sampling of a virtual point light. Boundary box 

surrounding the model (left) and sampled point 

light in the cell of the boundary box (right)

향이 변화되므로 공간상의 다양한 치에 원을 샘

링하는 것이 좋다. 원이 모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향성 원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므로, 그림 2

와 같이 모델을 감싸는 경계 박스(bounding box)를 생

성하고 경계 박스를 일정한 크기의 셀로 나 어 각각의 

셀의 심에 하나의 원을 생성한다. 원의 치 정

보는 경계 박스와 셀의 인덱스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

방향성 원은 모델의 모든 부분에 해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입사되는 형태의 원이다. 방향성 원에 

원의 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의 입사 방향만이 

원을 표 하는 특성이 된다. 방향의 정보는 구면 좌표계

에서 도와 경도 두 개의 변수로 표 할 수 있으므로, 

방향성 원의 샘 링에도 가상 시 의 샘 링에서 사

용하 던 기법을 그 로 용할 수 있다.

3.3 가상 시 과 조명을 이용한 더링

샘 링한 시 과 조명의 조합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더링한다. 더링에는 Phong 반사 모델(Phong reflection 

model)이 사용되며, 생성된 더링 이미지 풀은 이후의 

과정에서 가장 사용자의 요도에 합한 시 /조명 모

델을 선택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3.4 사용자 요도를 이용한 모델 평가

사용자가 설정한 객체(object) 요도에 가장 합한 

시 /조명 샘 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 객체의 주목도

를 결정하기 해 사용한 특성은 밝기(luma), 면 , 

비(contrast)이다. 각각의 특성과 사용자의 요도의 비

율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시 /조명 

모델을 선택한다. 사용되는 특성의 종류는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객체가 이미지 상에서 차지하는 면 이 넓을수록 객

체의 주목도는 높아지게 된다. 객체의 면 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객체의 경계 박스나 실루엣의 크기를 사용하

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면 을 사용

하 다. 면 은 화면상에서 객체가 유한 픽셀의 수에 

비례하므로 이 값을 객체의 면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객체가 다른 객체에 비해 밝을수록 주목도가 높다. 밝

기를 표 하는 지표에는 휘도(luminance)와 luma가 있

다. 휘도는 단  면 당 도를 의미하며, 하나의 픽셀

의 휘도는 모든 픽셀의 면 이 같으므로 도에 비례한

다. 그러므로 픽셀 집합의 휘도는 집합 내의 모든 픽셀

의 휘도의 평균과 같다. Luma도 휘도와 비슷한 개념이

지만 휘도는 물리 인 밝기를 의미하는 반면, luma는 

사람에게 지각되는 밝기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목도를 시하여 밝기의 지

표를 luma로 사용하 다. Luma Y’는 픽셀의 RGB 채

값을 이용하여 아래 수식과 같이 표 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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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물체가 서로 구분되어 보이게 하는 밝기나 색

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가 클수록 객체가 더

욱 잘 구분되어 보이게 되므로 주목도가 높다. 비에 

한 다양한 수식  정의가 존재하지만, Weber 비는 

배경과 객체의 밝기 차이를 이용하므로 객체 내의 비

를 계산하기에 부 합하고, Michelson 비는 밝기의 

최 값과 최소값만을 사용하여 이미지 체의 특징을 

표 하기에는 부 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체 

내 픽셀 부의 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root mean 

square (RMS) 비를 채택하 으며, 개의 픽셀( )의 

집합  에 한 RMS 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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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객체별로 구한 주목도 지표들이 사용자 요도의 요

구에 합한지 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지

표의 객체간 비율이 사용자 요도의 비율과 어 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오차를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하여 정의하 다. 개의 지표( )와 개의 객체

()  응되는 요도()에 해 객체 의 비율 오

차는 아래 식과 같으며, 비율 오차가 가장 작은 시 /조

명 모델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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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PU를 이용한 가속화

면 과 밝기, 비는 이미지의 픽셀을 부 읽어 객체

별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방식은 많은 이미지들에 해 부 용하기

에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GPU를 사용하여 모든 픽셀을 병렬 으로 처리하는 방

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모든 픽셀의 좌

표 정보를 담은 정 (vertex) 배열을 사용하여 vertex 

쉐이더에 각각의 픽셀의 치 정보를 달한다. 다음으

로 샘  시 과 조명을 이용하여 더링된 이미지를 텍

스쳐로 달하여 픽셀의 치 정보를 이용해 텍스쳐에 

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텍스쳐에 장된 

정보  객체 ID에 해시 함수를 용하여, 같은 ID를 

가진 픽셀들을 하나의 fragment에 모일 수 있도록 분류

한다. fragment 쉐이더에서 분류된 픽셀들의 정보를 추

출하고, 블 딩을 통해 객체별로 하나의 fragment에 

시킨다.

면 의 경우에는 픽셀마다 픽셀의 수인 1을 하여 

객체에 속한 총 픽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며, 픽셀별 

밝기의 값과 체 픽셀의 개수를 이용하여 객체의 

밝기를 구한다. 구한 객체의 평균 밝기 정보를 이용하여

그림 3 GPU를 이용한 픽셀의 객체별 분류. 하나의 정 이 하나

의 픽셀에 응되며, 객체 ID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된다.

Fig. 3 Classification of pixels by object using GPU. One 

vertex corresponds to one pixel, and is classified by ID

객체의 모든 픽셀과의 차이를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것

으로 비값을 구하 다.

4.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Intel Core i7-7800X 

3.50GHz, NVIDIA GeForce GTX 1080 Ti에서 구 되

었다. GPU를 이용한 객체별 픽셀 분류 기법이 용된 

시 /조명 조  기법의 체 과정에 한 더링 성능

은 1024×1024 해상도에 해 약 4분이며, 32개의 시  

샘 과 512개의 원 샘   32개의 방향성 원 샘

의 조합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원과 시  샘 에 

한 더링 성능은 그림 4의 그래 와 같이 해상도와 

GPU를 이용한 픽셀 분류 기법의 용 여부에 따라 비

교하 다. GPU를 이용한 가속 기법의 수행 성능은 해

시 텍스쳐를 생성하는 추가 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는 CPU에서 처리할 때에 비해 비

그림 4 GPU를 이용한 픽셀 분류 기법의 용 여부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Fig. 4 Performance comparison of GPU pixe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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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입력 모델들(statues, animals, band)에 한 유  요도 별 기법 용결과. 모든 모델의 기본 사용자 

요도는 1이며 각각의 이스 별로 모델의 요도를 설정해 주었다.

Fig. 5 Results of viewpoint/lighting selection to input models (statues, animals, band). The initial user weight of 

all models is 1, and the importance of the model is set for each case

교  느리지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CPU에 비해 성능

하락폭이 낮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1024×1024의 해

상도에서 하나의 더링 이미지에 해 약 15ms 정도

의 성능을 보인다.

알고리즘 성능의 정량  평가를 해 Dutagaci 등의 

연구[14]에서 제안한 벤치마크인 view selection error 

(VSE)를 사용한다. VSE는 사용자들이 선택한 모델에 

한 좋은 시 을 실측 자료(ground truth)로 사용하여, 

그에 한 오차의 정도를 계산하는 지표이다. 연구에서 

제안한 VSE는 68개의 3D 모델과 26명의 피험자를 통한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객체

가 포함된 모델을 상으로 하므로 VSE와 같은 방식으

로 실측 자료를 생성하여 그 오차를 구하 다. 먼  상 

모델들에 해 사용자들이 좋은 시 을 선택하여 실측 

자료를 생성한다. 수집된 실측 시 들에서 더링한 이

미지와 유사한 더링 결과를 보이는 구상의 샘  시

들의 집합을 생성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시 과 

집합 내의 시   가장 가까운 시 과의 거리를 정규화

(normalize)하여 그 값을 사용한다. VSE는 시 에 해

서만 정의된 벤치마크이지만, 조명에 해서도 변형하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자 7명과 12개의 장면에 

한 실측 자료를 측정하여 사용하 다. 표 1에서는 

VSE 논문에서 제시한 7가지 표 인 시  선택 알고리

즘과 Laga 등의 연구[15]에서 측정한 평균 VSE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균 VSE를 비교할 수 있

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은 에러

를 보 으며, 이는 다수의 객체를 포함한 장면에서 사용

자 요도에 의한 정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한 시 과 원을 사

용하여 더링한 이미지의 시는 그림 5에 나타나 있

다. 시에는 세 가지 장면 statues, animals, band를 

사용하 다. 장면 statues에서는 3개의 모델 pegaso, 

lucy, pegaso를 이용하 으며, 결과 이미지 (b)와 (c), 

(d)에서 요도가 가장 높게 설정된 모델이 장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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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인 시  선택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평균 

view selection error. 제안된 기법의 VSE의 좌측은 시 , 

우측은 조명에 한 결과이다.

Table 1 Average view selection error of the representative 

view selection algorithms and proposed algorithm. 

The left side of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the 

result of the viewpoint and the right side shows 

the result of lighting

Viewpoint Selection Algorithm VSE

View area 0.517

Ratio of visible area 0.473

Surface area entropy 0.396

Silhouette length 0.446

Silhouette entropy 0.484

Curvature entropy 0.474

Mesh saliency 0.430

Data-driven[23] 0.353

Proposed algorithm 0.325/0.410

심부에 치하 다. 이는 상 모델이 시 에 가까운 지

역에 배치되어 모델이 화면상에서 차지하는 면 이 넓

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b)의 

pegaso 모델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밝으며, 이는 특성 

 밝기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체 결과에서 

가장 요도가 높게 설정된 모델은 비 특성이 반 되

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음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면 animals에서는 3개의 모델 elephant, zebra, 

hippo를 이용하 다. 각 결과 이미지에서 요도가 가장 

높게 설정된 모델의 밝기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밝은 

결과를 보 다. 장면 band에서는 3개의 모델 acoustic, 

electric, amplifier를 사용하 다. 각 결과 이미지에서 

요도가 가장 높은 모델이 시야의 가장 앞에 치하 다. 

결과 (l)의 경우, amplifier의 기본 색상이 어둡기 때문

에 다른 두 모델에 조명 효과가 거의 용되지 않았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사용자 요도에 기반하여 다객체 모델에 

한 시 과 조명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사용자 요도의 자유로운 조 을 통해 원하는 형태

의 이미지에 최 한 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객체의 주목도를 단하는데 사

용되는 특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특성 외에도 사용자가 시하

는 특성이 있다면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시 과 조명의 모

든 조합에 해 더링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방식들에 

비해 수행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이 있다. GPU를 

이용하여 최 화를 하 으나 여 히 실시간 사용은 어

렵다. 먼  시 과 원을 도로 샘 링하여 계산하

고 합한 샘 들의 치를 선택하여 해당 지 에 다시 

세 하게 샘 링하는 coarse-to-fine 기법은 본 연구의 

GPU를 이용한 최 화 기법과 함께 잘 용할 수 있으

며, 향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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