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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물면 맵 기반 실시간 간 조명 더링
(Dual Paraboloid Map-Based Real-Time 

Indirect Illumination Rendering)

최 재 원
†
      이 성 길

††

                                 (Jaewon Choi)          (Sungkil Lee)

요 약 빛 표 을 세 하고 섬세하게 표 하는 간 조명 효과는 물리  연산 과정의 부하로 인해 효

과를 근사한 볼륨 기법이 연구되었다. 빛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볼륨을 인 한 볼륨에 하는 방식

으로 간 조명 효과를 근사하여 실시간 성능을 달성하 지만 더링 과정에서 빛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반

사  그림자 맵을 큐  맵으로 생성함에 따라 기하 객체의 양이 많아질수록 성능 하가 발생한다. 반사

 그림자 맵을 큐  맵 이외의 다른 형태의 텍스처로 체하여 병목 상을 감소하는 근이 가능하지만 

다른 형태 텍스처의 비선형  투  변환 특성상 왜곡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사  그림자 맵

을 이  포물면 맵으로 체하여 병목 상을 이고 포물면 맵 투  변환 과정에 발생하는 왜곡을 고정

 반복 기반의 역방향 와핑으로 보정하여 볼륨 기법에 용한다.

키워드: 이  포물면 맵, 고정  반복, 역방향 와핑, 간 조명, 볼륨

Abstract Indirect light rendering, which expresses the light expression more finely and delicately,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the indirect illumination effect in real-time rendering environment due 

to the load of the physical calculation process. Among them, the Light Propagation Volumes technique 

achieved real-time performance by approximating the indirect lighting effect by propagating the 

volume containing the light information to the adjacent volume. However, as the size of the geometry 

increases, performance degradation occurs as the Reflective Shadow Map containing the light 

information is generated as a cube map in the rendering process. Although it is possible to replace 

the Reflective Shadow Map with other types of textures other than the cube map to reduce the 

occurrence of bottlenecks, distortion occurs in the nonlinear projection transformation of other type 

textures. In this study, the Reflective Shadow Map is generated as a dual paraboloid map types to 

reduce the bottleneck. Distor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araboloid map transformation were 

corrected by using fixed point iteration-based backward warping.

Keywords: dual paraboloid map, fixed point iteration, backward warping, indirect illumination, light 

propagation volumes



1100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6권 제11호(2019. 11)

그림 2 이  포물면 맵 기반 RSM을 통한 LPV 효과 더링 개략도

Fig. 2 Overview of dual paraboloid map-based LPV rendering

1.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실감 나는 장면의 더링을 

해서 각종 셰이딩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  역 

조명 효과는 실세계의 빛에서 나타나는 1차 인 직 조

명 효과와 2차 인 간 조명 효과를 동시에 표 하는 

것으로 빛을 더욱 세 하고 섬세하게 표 하여 실감 

있는 더링(Rendering)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 조명 

효과 연산과는 다르게 간 조명 효과의 물리 인 연산

은 매우 큰 연산 부하가 발생하여 실시간 더링 환경

에서는 역 조명 효과를 근사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 

그   볼륨(Light Propagation Volumes, LPV)[1] 

기법은 월드 좌표, 법선 벡터, 색상 정보를 장한 반사

 그림자 맵(Reflective Shadow Map, RSM)[2]을 샘

링(Sampling)하여 Virtual Point Lights (VPL)[3]를 

생성하고 볼륨에 응되는 치에 각 VPL을 주입(Injection) 

한 후, 인 한 볼륨에 빛을 하는 방식으로 간 조명 

효과를 부여하여 실시간 성능을 달성하 다. 하지만 과

정  큐  맵 형태의 RSM 생성으로 인한 병목 상

이 발생하여 더링 성능의 하락이 발생한다. 기하 객체

의 양이 많아질수록 병목 상이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는 큐  맵 형태의 RSM을 이  포물면 맵(Dual Para-

boloid Map) 형태로 체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포물면 맵은 비선형 인 포물면 투  변환과 래스터라

이 (Rasterizer)의 선형 인 보간(Interpolation)의 차이

로 인하여 왜곡이 발생하고(그림 1), 왜곡은 기하가 

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더욱 심화되어 발생한

다. 기존의 포물면 맵의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하

드웨어 테셀 이션(Hardware Tessellation)을 이용한 

연구[4]가 존재한다. 그러나 하드웨어 테셀 이션을 통

한 왜곡 보정은 기하 단 인 삼각형의 면 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삼각형의 세분화 정도가 필요하고 이는 곧 

성능 하락으로 이어져 큐  맵과 동일하게 기하에 의존

성이 큰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포물면 맵 투  변환 시 발생하는 왜

곡을 고정  반복(Fixed Point Iteration) 기반의 역방향

그림 1 포물면 맵 투  변환 왜곡. (왼쪽) 왜곡이 없는 

포물면 맵과 (오른쪽) 왜곡이 발생한 포물면 맵

Fig. 1 Paraboloid map projection transformation distortion. 

(left) Normal dual paraboloid map and (right) 

distortion of dual paraboloid map

와핑(Backward Warping)으로 보정 후, LPV 기법에 

용하여 큐  맵으로 인해 발생한 더링 병목 상을 

감소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포물면 맵 변환 왜곡은 기

하 단 인 삼각형 간의 비정상 인 폐색을 유발하여 

더링 되지 않는 픽셀(Pixel)이 발생하게 되어 역방향 와

핑만으로는 완벽한 왜곡 보정이 가능하지 않지만 RSM

을 샘 링하여 VPL을 얻는 방식의 LPV 기법의 용도에

서는 충분히 효과 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략 인 과정은 다음(그림 2)과 같다. 정

 단 로 포물면 맵 투  변환을 하여 왜곡이 포함된 

이  포물면 맵을 더링한다. 이후 고정  반복 시 오

차의 배율을 차 으로 감소하여 근이 수렴되도록 하

고,  오차와 근사 오차를 설정을 통한 픽셀의 값을 

탐색하는 고정  기반의 역방향 와핑을 진행하여 왜곡

을 보정한다. 왜곡이 보정된 이  포물면 맵을 Possion 

disk 샘 링[5]하여 VPL을 생성하고 생성된 VPL으로 

LPV 기법의 역조명 효과를 부여한다.

2. 련 연구

2.1 간 조명 효과

원과 물체 간의 빛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간 조명 

효과를 물리 으로 부여하는 연구로는 선 추 [6],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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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매핑 등[3,7]이 있지만 매우 큰 연산 부하에 따라 오

라인(Offline)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때문에 

온라인(Online) 환경에 간  조명 효과를 근사하여 부여

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표 으로 월드 좌표, 

법선 벡터, 색 정보가 장된 RSM을 통해 빛이 한번 

반사되는 효과를 표 하는 연구[2]가 있으며, RSM을 

샘 링하여 VPL을 생성한 후, 3D 공간에 구역을 나눠 

생성한 VPL을 주입하고 구면조화 함수(Spherical Harmonics)

에 따라 인  공간에 빛을 확산시켜 간 조명 효과를 

표 한 LPV[1]기법이 있다.

2.2 환경 맵

환경 맵 구성에는 선형 인 투  변환으로 왜곡이 발

생하지 않는 큐  맵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큐  맵

의 생성에는 여섯 번의 더링이 요구되어 환경 맵을 

큐  맵 이외의 다른 형태의 텍스처로 구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구면 반구를 사용하는 연구[8]는 

구 외각의 왜곡률이 높아 외각 부근의 왜곡률이 낮은 

포물면을 맵을 사용하여 환경 맵을 구성 하는 연구[9]와 

이  포물면 맵을 사용하여 무 지향성의 그림자 맵을 

사용하는 연구[10]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포물면 맵은 

포물면 맵 투  변환의 비선형 인 특성과 그래픽스 

이 라인의 선형  보간에 의한 차이로 왜곡이 발생하

다. 포물면 맵 투  왜곡을 기하를 쪼개어 더 많은 정

을 갖게 하는 기법인 하드웨어 테셀 이션를 사용하여 

기하를 나 고 래그먼트 셰이더(Fragment Shader) 

내부에서 포물면 변환을 재 연산하여 포물면 투  변환 

왜곡을 이는 시도[4]가 있었지만 포물면 왜곡률이 크

게 어드는 반면 기하 객체의 양에 따라 성능이 하락

하는 특성이 있다. 의 GPU 이 라인 구조상 

래그먼트 셰이더의 포물면 변환 후 목표 픽셀에 값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깊이 테스트(Depth Test)가 불가능

하여 정상 인 이  포물면 맵의 생성이 불가능하다.

2.3 이미지 와핑

이미지 와핑 기법이란 픽셀의 좌표를 일정한 수식에 

기반하여 단순 응 시키는 기법을 뜻한다. 이미지 와핑

은 이동할 픽셀의 목표 좌표를 계산하여 이동하는 방식

의 정방향 와핑과 한 픽셀에 합한 픽셀을 계산하여 

이동하는 방식의 역방향 와핑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정방향 와핑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픽셀 간의 1:1 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구멍이 발생하여 추가 인 보간이 

필요하고 의 병렬  더링 이 라인의 구조와 

맞지 않아 구 이 까다롭다. 이에 픽셀 별로 정 을 

응하게 생성하여 시 이나 시간이 다른 이미지를 참조

하는 방식의 기법들[12,13]이 연구되었으나, 정  생성에 

큰 부하가 발생한다. 역방향 와핑을 응용한 연구로는 이

미지를 모핑(Morphing) 연구[14]와 이  임의 셰이

딩(Shading) 값을 고정  반복 알고리즘으로 탐색한 후 

재사용하여 더링 부하를 감소하는 연구[15-17]가 진

행되어 왔다.

3. 이  포물면 맵

본 에서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알고리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포물면 맵과 포물면 맵 투  왜

곡에 해 설명을 한다. 이  포물면 맵의 기본 원리는 

한 지 의 앞, 뒷면의 기하를 각각 포물면 형 반구의 형

상으로 변환하여 주  360도의 환경을 더링하는 것이

다. 포물면 맵의 특성상 법선 벡터가 포물면의 방향과 

평행하여 치에 따른 왜곡이 발생률이 낮다. 포물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9].

  


 


     ≦ (1)

포물면 표면에 한   한    방향에 한 선 

벡터는 식 (1)을 편미분하여 계산이 가능하고, 이는 포

물면 맵의 투  좌표와 동일하다. 법선 벡터 
은 선 

벡터 간의 외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      (2)

포물면은 포물면의 심 방향으로 입사하는 선의 

입사 벡터와 입사 선이 포물면 표면에서의 반사되는 

반사 벡터의 합이 법선 벡터 
과 비례하는 특성이 존재

한다. 한, 모든 반사 벡터는 포물면의 방향과 동일하

다. 이에, 정 을 뷰 공간(View Space)으로 변환 이후 

포물면 변환을 용하면 카메라의 치는 포물면의 원

에 해당된다. 랜더링 이 라인에 따라 뷰 공간으로 

변환 후의 반사 벡터는 (0, 0, 1)이 되고, 정 의 역벡터

가 입사 벡터가 되어 식 (2)를 이용하여 법선 벡터 
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포물면 맵의 투  좌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3)

의 식에서  는 뷰 공간에서의  치이다. 

이와 같이 이  포물면 맵의 간단한 기본 원리와는 별

개로 의 더링 이 라인 구조에 따라 포물면 맵 

투  변환은 정  셰이더(Vertex Shader)에서 이루어진

다. 이로 인해 정 은 비선형 으로 포물면 변환이 되지

만 정  사이의 픽셀은 선형 으로 래스터 화(Rasteri-

sation)되어 필연 으로 왜곡이 발생(그림 1)한다.

4. 고정  반복 기반 역방향 와핑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포물면 맵 투  변

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 사이 픽셀의 치를 정상

인 치로 이동시키는 것에 기 한다. RSM은 월드 좌

표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픽셀의 월드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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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정  반복 기반의 역방향 와핑을 통한 포물면 맵 왜곡 보정

Fig. 3 Fixed point iteration-based backward warping to enable correction of dual paraboloid map

다시 포물면 맵 투  변환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상 인 

포물면 맵 투  변환 치의 계산이 가능하다.

4.1 픽셀 탐색

고정  반복 기반 역방향 와핑은 목표로 하는 치에 

맞는 값을 가지는 픽셀을 차 으로 탐색하는 원리이

다. 재의 픽셀의 좌표와 본래의 좌표의 차이, 즉 좌표 

오차를 본래 값을 가진 방향이라 계산하여 그림 3과 같

이 목표 픽셀을 탐색하여 나간다. 다음은 고정  기반의 

역방향 와핑의 왜곡 보정 수식이다. 

          (4)

의 수식에서 는 픽셀의 좌표이고 은 탐색 상 

픽셀의 좌표, 는 픽셀의 포물면 변환 후의 스크린 좌

표, 은 탐색 횟수, 은 오차의 배율이다. 탐색 상의 

스크린 좌표와 탐색 인 픽셀의 실제 스크린 좌표의 

차이를 략 인 왜곡의 오차로 설정하여 차 으로 

상 픽셀을 탐색한다. 수치 해석  방법인 고정  반복

은 일정 조건에서 근이 발산하는 단 이 존재한다. 이는 

본 알고리즘의 픽셀 탐색에도 동일하게 용되는데, 포

물면 투  변환 왜곡의 정도가 포물면 변환 후의 삼각

형의 크기와 삼각형 내부의 치에 따라 불일정하여, 고

정  반복  매 단계에서 탐색하는 픽셀의 왜곡 정도

가 일정 이상이면 고정  반복 시 근이 수렴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오차에 한 배율을 조정하는 

수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근이 수렴되도록 하 다.

     ⇒    (5)

 수식으로 고정  반복이 거듭될수록 근에 수렴하

는 특성에 따라 오차의 배율의 감소율을 증가하여 근이 

수렴되도록 한다. 은 RSM의 해상도이며 오차의 크기

가 픽셀보다 크면 오차의 배율을 지속 으로 조정한다. 

는 오차의 크기 감소율이며 0에 수렴할수록 탐색속도

는 감소하고 픽셀의 탐색 정확도는 증가한다. 본 논문이 

목 으로 하는 포물면 맵 형태의 RSM은 LPV기법에서 

사용하기 한 목 이므로 보정 속도의 증가를 해 실

험 으로 0.7로 동일하게 설정하 다.

이론 으로는 본 알고리즘을 통하여 목표한 픽셀의 

탐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정  반복 도  배경과 같은 

유효하지 않은 픽셀을 탐색 시 오차의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 상자 설정 기법을 

통하여 탐색을 이어 나간다. 경계 상자 설정 기법은 

[17]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모션(Motion) 벡터의 최소-

최 로 경계 상자를 설정하여 탐색의 범 를 좁힌다. 이

에 감을 받아 유효하지 않은 픽셀을 탐색 시 이  탐

색 픽셀과 재 탐색 픽셀의 사이를 Possion Disk 샘

링하고, 새로운 탐색 픽셀로 지정/고정  반복을 진행하

여 고정  반복의 탐색률을 올린다.

4.2 허용 오차 설정

고정  반복은 무한히 거듭될수록 근의 수렴에 근

하지만 정확한 근의 값을 알 수 없어, 반복 종료 단의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 허용 오차를 설정하여 근의 유효성을 

단한다.

 → (6)

식 (6)에서 은 RSM의 해상도이며 는 탐색 픽셀의 

오차의 크기이다. 제안하는 고정  기반 역방향 와핑 기

법의 에서는 샘 링 치에 의해 오차의 크기가 한 

픽셀의 크기의 반보다 작아지면 왜곡 보정이 완료된 

것으로, 이상의 고정  반복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픽셀의 오차와는 별개로 포물면 맵 투  왜곡

은 기하 단 인 삼각형 면 의 축소가 이루어져 픽셀의 

손실이 발생한다. 삼각형의 면 에 따라 상 으로 왜

곡률은 상승하게 되고, 손실된 픽셀의 양은 증가한다. 

손실픽셀을 실제 값으로 복원하기 해서는 주변 픽셀

의 값을 토 로 선형 보간(Bilinear Interpolation)하

는 것과 같은 추가 인 복원 과정이 필요하지만 역방향 

와핑 기법의 원리상 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허용 오차를 증가하여 근사 값으로 픽

셀을 채우도록 한다. 픽셀에 따라 왜곡률의 차이가 일정

하지 않아 단순히 오차 허용을 일률 으로 증가하는 것

은 하지 않다. 따라서 수치 해석  반복 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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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인 근의 완료를 단하기 하여 사용되는 근사 

오차[18]에 따라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고정  반복의 완

료를 별하도록 한다.

     ×
 → (7)

의 수식에서 재 탐색픽셀의 오차크기 와 이  

탐색픽셀의 오차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근사오차를 

계산하여 목표 픽셀의 탐색의 완료를 단한다. 근사오

차에 한 유효성은 [19]에 근거하여 소수  아래 자

리수까지의 확보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 (6)을 통해 손실되지 않은 픽셀 값

을 단하고 탐색 횟수 증가에 따라 오차의 정도를 식 (7)

로 단하여 손실된 픽셀의 근사 값을 탐색한다.

5. 결과

본 논문의 알고리즘의 실험은 Intel Core i7-4790 3.6GHz, 

NVIDIA GTX 1080Ti, 16GB System Memory 환경에

서 진행되었다. 실험에는 네 가지의 장면을 사용하 으며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LPV기법은 간 조명 효과를 근사

하여 그에 따른 왜곡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 

간 조명 효과 근사로 인하여 실시간 성능을 달성한다는 

장 이 있다. 이에 본 실험은 기존의 CM형태의 RSM을 

기반으로 한 LPV기법과의 성능과 품질 비교를 진행한다. 

큐  맵 형태의 RSM(CM)을 기 으로 왜곡이 보정되지 

않은 이  포물면 맵 형태의 RSM(DPM), 기존에 연구되

었던 하드웨어 테셀 이션을 통해 왜곡이 보정된 형태의 

RSM(TDPM, 5.1장), 그리고 본 논문이 제안하는 역방향 

와핑을 통해 왜곡이 보정된 RSM(WDPM)을 각각 생성

그림 4 실험에 사용된 네 가지 장면. (a) Armadillo(AD, 

133,968 tris), (b) Crytek Sponza(CS, 262,267 tris), 

(c) Toys(TS, 574,765 tris), (d) Ruin City(RC, 

1,204,291 tris)

Fig. 4 Four scenes used for our experiments. (a) Armadillo 

(AD, 133,968 tris), (b) Crytek Sponza (CS, 262,267 

tris), (c) Toys (TS, 574,765 tris), (d) Ruin City 

(RC, 1,204,291 tris)

후, LPV 기법의 간 조명효과를 더링하여 Peak Signal- 

to-Noise Ratio(PSNR)을 측정하 다. 화면의 해상도는 

1920×1080, RSM은 1024×1024로 더링하 다.

5.1 하드웨어 테셀 이션 기반 포물면 왜곡 보정

본 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테셀 이션 기반의 연구[4]를 소개한

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세한 수식과 방법이 제공되지 않

아 본 논문에서 정  간의 거리에 따라 유동 으로 테

셀 이션의 정도를 결정하는 수식을 정의하고 비교한다. 

해당 논문의 래그먼트 셰이더에서의 포물면 재 변환 

단계는 픽셀간의 깊이 비교가 불가능하여 생략하 다.

하드웨어 테셀 이션의 정도는 삼각형의 외각선의 분

할 정도를 결정하는 외부 팩터(Factor)와 삼각형 내부의 

분할 정도를 설정하는 내부 팩터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정의하 다.

       (8)

ifmax    × (9)

식 (8)은 외부 팩터에 한 수식으로 삼각형 한 변의 

양 끝 두 정 의 치 과 로 변의 길이를 계산하고   

마다 삼각형의 한 변이 분할되도록 패치를 설정한다. 식 

(9)은 내부 팩터에 한 수식으로 삼각형의 세변의 최  

높이를 단 로 분할한다. 삼각형의 내부는 내부 패치의 

2배를 반올림한 수만큼 분할되는 것을 반 하 다. 본 논

문에서는 의 단 를 0.1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5.2 결과 비교

장면에 한 품질은 표 1과 같으며 DPM 기반의 LPV 

간 조명 효과는 그림 5와 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의 차이를 보 다. WDPM기반의 LPV 평균 품질이 

DPM 기반 LPV 기법보다 약 8.67 dB, TDPM 기반의 

LPV 기법에 비해 약 1.65 dB 상승하 다. TDPM 기반 

LPV 기법의 간 조명 효과의 품질은 최  42.75 dB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지만 PSNR의 최소-최댓값의 차이가 

약 12.14 dB로 가장 크게 나타나 기하 구성에 한 의존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육안에서는 WDPM

표 1 RSM생성 기법에 따른 LPV 간 조명 더링 품질

(PSNR) 평균. RC(416 frames), CS(476 frames), 

TS(416 frames), RC(476 frames)

Table 1 Average quality (PSNR) of LPV indirect lighting 

rendering by RSM generation method. RC (416 

frames), CS (476 frames), TS (416 frames), RC 

(476 frames)

Method AD CS TS RC Avg.

DPM 27.91 28.55 26.70 30.77 28.48

WDPM 39.55 37.97 33.40 36.81 37.15

TDPM 37.65 42.75 32.80 30.61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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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S에서의 포물면 맵 투  왜곡 보정에 따른 간 조명 효과 더링 품질 비교

Fig. 5 Comparison of rendering quality of indirect lighting by dual paraboloid map projection transformation distortion 

correction in CS scene

그림 6 RC에서의 TDPM과 WDPM의 차이 비교

Fig. 6 Comparison of difference TDPM and WDPM in RC 

scene

자체의 오차율이 높게 보인다(그림 6). 이는, 실제 손실

된 픽셀이거나 경계상자 설정 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 않은 픽셀을 탐색하여 고정  반복이 실패하는 

부분이지만, LPV 기법을 통한 간 조명 효과의 품질은 

평균 으로 높게 측정되어, VPL을 생성 시 샘 링된 픽

셀의 오차가 실질 으로 낮은 것으로 단된다.

WDPM의 생성 속도는 그림 7의 그래 와 같이 와핑

을 수행하는 과정의 추가에 따라 DPM에 비해 0.25ms- 

0.35ms이 증가하 다. 이는 실시간 더링 분야에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찰나의 시간이다. 한 기하

의 상태에 따라 생성에 한 부하가 증하는 CM과는 

달리 RC 장면에서는 CM에 비해 약 61%의 수행 시간으

로 WDPM을 생성하 다. CM 형태의 RSM은 생성 시 

기하를 6번 더링하는 것에 비해 DPM, WDPM은 2번

의 더링으로 RSM을 생성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기하 

더링 횟수의 감소를 통하여 기하 객체의 양에 한 의

존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하 객

체의 양이 커짐에 따라 수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CM과는 달리 TDPM은 기하 객체의 양과 상 없는 듯 

보이는데 이는 이  포물면 맵에 투 된 정  간의 거리

에 따라 TDPM의 성능이 불규칙 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7 방식에 따른 RSM 생성 속도

Fig. 7 Comparison of RSM generation speed by creation 

method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LPV 기법에서 큐  맵으로 생성

하던 RSM을 왜곡을 보정한 이  포물면 맵 형태의 

RSM으로 체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본 기법은 이  

포물면 맵의 투  왜곡을 고정  기반의 역방향 와핑으

로 보정하여 RSM 생성과 기하 객체의 양과의 의존성

을 이고 실시간성을 증 하 다. 품질 한 기존 LPV 

기법 비 최소 33.40 dB 이상의 수한 품질로 간 조

명 효과를 더링하 다.

본 논문의 이  포물면 맵 투  왜곡 보정 방식은 

RSM을 샘 링하여 VPL을 생성하고 빛을 확산 시키는 

방식의 본 논문이 목 으로 하는 LPV 기법에서는 충분

히 효과 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완 한 이  포물

면 맵의 왜곡 보정이 가능하지 않아 범용 인 환경 맵 

용도로써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포물면 맵의 폐색되어 손실되는 픽셀을 복구하여 왜곡

률을 더욱 이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드웨어 테셀 이션의 분할 정도 결정 알고리즘의 성

능을 올리거나 포물면 맵을 여러 층으로 분할하는 기법 

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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