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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기반 고정  응형 정  깊이 더링
(GPU-Based High-Precision Adaptive Vertex 

Depth Rendering)

강 원 †     이 성 길 ††

                                 (Junwon Kang)        (Sungkil Lee)

요 약 Z-버퍼 알고리즘은 현대 3D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성 결정에 사용되는 표준 기법이지

만, 정밀도의 한계로 인해 Z-fight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CPU 기반 객체별 투영 행렬 재구성

은 해당 현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객체별로 반복하는 행렬 재구성과 렌더링 커맨드는 복잡한 장면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지연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GPU 기반 고정밀 적응형 정점 깊이 렌더링 기

법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CPU 기반 객체별 투영 행렬 재구성 대신 GPU의 정점 셰이더에서 정점 

별 클립 공간 z축 미세조정을 진행한다. 미세조정된 정점은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며 객체에 위치에 

따라 적응적으로 편향된 깊이 값을 생성한다. 본 기법은 깊이 정밀도와 관련된 GPU 폐색 컬링 및 그림자 

매핑 기법 등에 응용될 수 있다.

키워드: z-fighting, 실시간 렌더링, GPU, 폐색 컬링, 그림자 매핑

Abstract The Z-buffer algorithm is a standard technique for visibility determination in the modern 

3D graphics pipeline. However, its limited precision can lead to z-fighting. This can be mitigated by 

adjusting per-object projection matrices, but its per-object iteration and draw calls become costly for 

complex scen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GPU-based high-precision adaptive vertex depth 

rendering technique. The technique adjusts the z coordinates of the vertices in the clip space in the 

vertex shader. The adjusted vertices are adaptively biased depending upon the location of the objects 

through the rendering pipeline. Our technique can be applied to problems relating to depth precision 

including GPU occlusion culling and shadow mapping.

Keywords: z-fighting, real-time rendering, GPU, occlusion culling, shadow mapping 

1. 서 론

효율적인 가시면 결정 기법은 오랜 기간 컴퓨터 그래

픽스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실시간 

렌더링 분야에 많이 적용되었다. 그중 Z-버퍼 알고리즘

[1]은 구현이 간단하며 속도가 빨라 일찍이 하드웨어로 

구현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시면 결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Z-버퍼 알고리즘은 그 특성상 정밀

도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대표적으

로 Z-fighting이 있다.

Z-fighting은 둘 이상의 프리미티브가 비슷한 위치의 

깊이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2]. 이 

경우 깜빡거림 같은 노이즈가 생기며 카메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물체들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

한 현상은 단순히 렌더링 품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깊

이 버퍼를 활용한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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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상자(Bounding Box) 알고리즘이 있다. 경계 상자

는 객체의 기하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기하의 가시성 판

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로 사용된다[3]. 일반적으로 

경계 상자는 실제 객체보다 확장되어 테스트에 대해 보

수적으로 동작하지만, 실제 객체의 기하 형태가 단순한 

경우(예, 벽) 경계 상자와 동일 평면을 공유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는 생성된 

조각의 경계 상자를 통해 가시성을 빠르게 판단하지만

[4], 이 경우 Z-fighting 현상으로 인해 부정확한 가시성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실시간 그림자 생성기

법인 Hard Shadow Mapping(HSM)[5] 기법에서 자기 

그림자에 의한 간섭현상(Shadow Acne) 또한 깊이 맵 

정밀도 한계로 인한 대표적인 Z-fighting 문제이다.

현대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Z-fighting을 처리하지 않

고 동일한 깊이 값을 가진 조각 중 하나만 렌더링하기 

때문에 해당 현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완

화 하는 기법들이 존재한다. W-기반 버퍼[2]는 투영 공

간(Projection Space)에서 기하의 z축 값이 아닌 w 값

으로 깊이를 표현하여 깊이 값을 고르게 분산시켜 완화

한다.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지만, 여전히 정밀도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 하드웨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깊이 편향(Depth Bias) 기능[6,7]

은 구현이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하지만 사용

자가 직접 구현 내에서 알맞은 매개변수를 조절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식으로는 무한 평면 투영 행

렬(Infinite Far Plane Projection Matrix)과 반전된 Z 

(Rerversed-Z)[8] 기법을 사용하여 완화할 수 있지만, 

일부 환경에는 적용할 수 없다. Eric Lengyel[9]은 객체

별 깊이 미세조정값을 계산하여 투영 행렬을 재구성함

으로써 깊이 오프셋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Eric Lengyel의 접근법[9]을 확장한 GPU 

기반 실시간 고정밀 적응형 정점 깊이 편향 기법을 제

안한다. Eric Lengyel의 접근법은 CPU에서 객체별로 

투영 행렬을 수정 후 렌더링 커맨드를 GPU 파이프라인

에 전달한다. 투영 행렬 재구성을 위해선 객체별 대표 

뷰 공간 z축을 계산해야 하지만, 다수의 객체를 처리하

는 경우 해당 연산을 CPU 보다 GPU의 병렬처리 프로

세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복잡한 장

면에서 객체별로 반복된 렌더링 커맨드는 전체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병목을 발생시킨다[10]. 이는 최신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간접 다중 그리기(Indirect Multidraw) 명

령을 통해 완화할 수 있으나, 그려질 객체 수 ×투영 행

렬(64byte)만큼의 메모리를 매 프레임 갱신하여 GPU로 

전송해야 하기에 장면의 복잡성에 따라 렌더링 파이프

라인의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객체별 투영 행렬 재구성 대신 정점별

(Per-Vertex) 클립 공간(Clip Space) z축에 대한 재구

성을 진행한다. 본 과정은 정점 셰이더(Vertex Shader) 

단계에서 진행되므로 GPU의 병렬처리를 활용하여 다수

의 객체에 대한 깊이 미세조정값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장면에서 간접 다중 그리기 명령으

로 확장하여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CPU-GPU로의 객체별 투영 행렬 전송 대신 

GPU 내부에서 정점별 클립 공간 z축 재구성을 진행하

므로, 추가적인 메모리 대역폭 부하가 없다는 장점이 있

다. 본 기법은 깊이 버퍼 정밀도와 관련된 GPU 폐색 컬

링, 그림자 매핑 기법 등에 응용될 수 있다.

2. 련 연구

객체의 렌더링 여부를 결정하는 가시면 결정은 컴퓨

터 그래픽스 분야의 오래된 연구 주제로서 다양한 연구

들이 존재한다[11]. Z-버퍼[1]는 그 단순함으로 효율적

인 하드웨어 구현이 가능하여 현재까지 GPU의 가시성 

결정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밀도의 한계로 

인해 둘 이상의 프리미티브가 매우 유사한 깊이 값을 

가지는 경우[2] 둘 중 하나의 깊이 값만 표현된다. 이는 

깜빡거림과 같은 노이즈를 생성하여 부정확한 가시성 

정보를 생성하며, 깊이 버퍼 내의 깊이 값은 원근 분할

로 인해 비선형으로 저장[8]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객체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W-기반 버퍼[2]는 Z-버퍼

의 비선형 깊이 값을 고르게 변환하여 Z-fighting 현상

을 완화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밀도의 한계가 존재하며 

가까운 물체가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하

드웨어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초기 깊이 거부(Early-Z 

Rejection)와 같은 깊이 버퍼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다수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깊이 편향 

기능[6, 7]은 구현이 간단하며 성능 부하가 적은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객체별로 매개변수를 입력해 주어야 

하며 장면을 구성하는 객체별 미세조정이 어렵다. 또 다

른 방법으로 무한 먼 평면 투영 행렬과 반전된 Z[8] 기

법이 있지만, OpenGL과 같이 투영 후의 깊이 범위를 

-1～+1로 가지는 환경에서는 반전된 Z를 적용할 수 없다.

Eric Lengyel[9]은 객체별 깊이 버퍼 정밀도에 기반

한 최소 조정값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여 렌더링하기 

위해 객체별 투영 행렬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해당 방법은 사용자의 매개변수 없이 장면 구성에 

맞는 깊이 조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정값을 구하기 위해서 객체별 대표 뷰 

공간(View Space) z축의 좌표를 계산해야 하며 객체별 

투영 행렬이 필요하므로 메모리 부하로 인해 다중 그리

기 명령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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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ric Lengyel(a)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깊이 미세조정 기법(b)의 개요도

Fig. 1 Overview of depth biasing techniques. Eric Lengyel’s (a) and ours (b)

2.1 깊이 미세조정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정밀 적응형 정점 깊이 편향 

기법은 Eric Lengyel[9]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확장이며,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의 

알고리즘에서 깊이 버퍼 정밀도에 기반한 뷰 공간 z축 

미세조정값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투영 행렬 와 깊이 조정값 에 대해 계수를 도

입하여 현재 깊이 값 에 대한 조정된 깊이 값  ′의 

오프셋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1)

위의 식에서 는 뷰 공간 z 좌표이다. 깊이 조정값 

는 원근 분할로 인해 비선형 깊이에 대응되므로 카메라

와의 거리에 따라 변화량이 다르다. 이를 위해 뷰 공간 

z 좌표에서   만큼 오프셋 시켰을 때 동일한 깊이 조정

값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 

 ⋅ 


 




(2)

따라서 식 (1)과 식 (2)의 관계를 통해 깊이 조정값 

와 뷰 공간 z 좌표 오프셋 과의 관계식을 와 

함께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은 각각 카메라로부터 far 평면, near 평면과

의 거리이다. 을 깊이 버퍼 정밀도에 따른 최솟값에 대

응시키고, 의 카메라 방향 기준 오프셋 최솟값을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




 
 

  (4)

or  ≤




(5)

위의 식에서 은 깊이 버퍼 정밀도에 따른 비트 수

이며 식 (4)의 는 카메라 방향, 식 (5)의 는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조정 시의 미세조정값이다. 이렇게 구해

진 는 와 함께 을 수정하여 투영 행렬을 재구성

하는 데 사용된다.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PU 기반 고정밀 적응형 정점 

깊이 렌더링 기법은 깊이 정밀도 문제를 유발하는 알고

리즘의 정점 처리 단계에서 구현에 따라 카메라 또는 

카메라 반대 방향 미세조정값을 계산하여 조정 후 렌더

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방식은 기존 방법

[9]과 비교하여 CPU 기반 투영 행렬 재구성 방식이 아닌 

GPU의 정점 셰이더 기반 깊이 미세조정 프로세스를 진

행하며, 다중 그리기 명령을 통해 저지연(Low-Delay) 

렌더링을 수행한다. 미세조정값은 주어진 장면의 뷰 공

간 객체 위치에 따라 깊이 버퍼 정밀도에 기반하여 동

적으로 결정되며, 해당 조정값을 기반으로 정점의 클립 

공간 z축을 재구성하여 출력하면 미세조정된 최종 결과 

깊이로 렌더링 된다.

본 장은 2.1에서 소개한 깊이 미세조정 기법을 확장하

는 정점 셰이더 기반 클립 공간 z축 재구성 기법을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림 1은 Eric Lengyel의 기법과 

본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해 각 기법의 개요에 대해 도

식화한 것이다.

3.1 정 별 응형 깊이 미세조정

깊이 정밀도 내의 동일 깊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는 객체의 위치를 카메라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여 렌더링해야 한다. 이는 2.1에서 소개한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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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미세조정값 을 구하여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기법은 최적의 을 찾기 위해 객체별 대표 값

을 CPU에서 계산하며 이는 객체가 많을 경우 GPU에

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그

림 1과 같이 객체별로 반복된 렌더링 커맨드는 하드웨

어 부하의 누적으로 인해 전체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지

연을 발생시킨다. 다중 그리기 명령으로 이러한 지연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면의 모든 객체에 대한 재구성된 

투영 행렬을 지속해서 GPU로 전송해야 하므로 복잡한 

장면의 경우 과도한 메모리 대역폭 소모로 인해 성능 부

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복잡한 장면에서 성능 부하를 최소

화하면서도 정밀한 깊이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

점별 클립 공간 z축 재구성 방식을 제안한다. 본 과정은 

2.1에서 소개한 뷰 공간 z축 미세조정값 을 구하는 식 

(1-5)을 확장하며 상세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식 (2)의 뷰 공간 z축에서 미세조정값 만큼 오프셋 

시킨 깊이 조정값  ′을 구하기 위해 을 정의하는 식 

(4,5)의 상수 는 에 따라 부동 소수점 정밀도로 인

해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본 기법은 깊이를 구현에 따

라 카메라 방향 또는 그 반대로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식 (1)의 깊이 조정값 는 깊이 버퍼 정밀도에 따

른 최솟값을 항상 만족시켜야 하며 식 (3)에 따라 이를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min  max


×  


 (6)

위의 식에서 는 임의의 단정밀도(Single Precision) 

부동 소수점 최솟값이며, 본 구현에서는 상숫값    

을 사용하였다. 이를 식 (4, 5)에 따라 최솟값을 항상 

만족하는 와 상수 를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min  max 

min  min
min  if 

min
min  

(7)

본 식에서 는 카메라 위치이다. 식 (3)에 대해 min

을 대입하여 정점별 미세조정값 min을 정의하고 깊이 

버퍼 정밀도에 따른 최솟값을 항상 만족시키는 min
′ 을 

식 (1)을 통해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min
′  min



⋅ 
min

  min  

(8)

위 식의 결괏값 min
′ 은 미세조정된 클립 공간 z축이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깊이 조정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

로 미세조정하여 장면의 구성과 객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동적으로 강건하게 동일 깊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또

한 본 과정은 정점 셰이더에서 GPU 캐시 메모리만으로 

계산 가능하며, 다중 그리기 명령으로 확장하여 기존 기법

에 비해 복잡한 장면에서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 응 용

본 장에서는 고정밀 적응형 정점 깊이 렌더링의 응용 

사례를 설명한다. 본 알고리즘은 깊이 정밀도 문제로 발

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본 

논문에서는 GPU 폐색 컬링과 그림자 매핑을 소개한다.

4.1 GPU 폐색 컬링

폐색 컬링(Occlusion Culling)은 가시면 결정 기법으

로 객체를 간결화된 기하 형태(경계 상자)로 표현하여 

효율적으로 객체의 폐색 여부를 판단, 렌더링 회피를 통

해 성능 향상을 달성한다. 대표적인 폐색 컬링 기법으

로, 하드웨어 폐색 질의(Occlusion Query)[12]는 경계 

상자를 래스터화하여 생성된 조각의 개수를 통해 폐색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경계 상자는 실제 기하보

다 확장되기 때문에 폐색 테스트(Occlusion Test)에 대

해 보수적으로 동작하지만, 실제 기하의 형태가 단순한 

경우 경계 상자와 동일 평면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 이

는 폐색 질의 시 래스터화한 경계 상자의 깊이와 폐색

자(Occluder)의 깊이 간에 Z-fighting 현상을 초래하며 

부정확한 폐색 테스트 결과를 생성한다. 본 기법은 폐색 

테스트 단계에서 경계 상자를 렌더링하는 정점 셰이더

에 적용되어 Z-fighting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폐색 컬

링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응용에서는 GPU 폐색 컬링 기법으로 Coherent 

Occlusion Culling(CHC++)[13]과 Raster Occlusion 

Culling(ROC)[10]을 구현하였다. 하드웨어 폐색 질의는 

각 객체의 질의 결과(Query Result)를 GPU로부터 

CPU로 읽어드리는(Read-back) 지연으로 인해 복잡한 

장면에서 객체별로 중첩된 지연 시간은 전체 렌더링 파

이프라인의 병목을 발생시킨다[14]. 본 응용에 사용된 

기법들은 이러한 지연 시간을 시간적 일관성(Temporal 

Coherence)에 기반하여 완화한 최신 기법들이다. 먼저 

CHC++은 장면 내의 객체별 경계 볼륨 계층(Bounding 

Volume Hierarchy: BVH) 구조와 시간적 일관성을 활

용하여 가시성 예측을 통해 하위 객체 계층에 대한 탐

색을 피하며 이를 통해 폐색 질의 수를 크게 줄여 지연 

시간을 완화 한다. ROC는 이전 프레임의 깊이 버퍼에 

기반하여 초기 깊이 거부, 비순서 메모리 접근, 다중 그

리기 명령을 통한 지연 시간 완화를 달성한다. 그림 2는 

GPU 폐색 컬링에서의 본 알고리즘의 개요를 나타낸다. 

본 기법은 폐색 테스트 과정에서 각 경계 상자 정점의 

깊이를 카메라 방향으로 미세조정하여 래스터화하며 

Z-fighting 현상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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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PU 폐색 컬링에 대한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도

Fig. 2 Overview of our technique for GPU occlusion culling

4.2 그림자 매핑

그림자 매핑은 3D 그래픽스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실

시간 그림자 기법으로 본 응용에서는 Hard Shadow 

Mapping(HSM)을 구현하였다. HSM은 고전적인 그림

자 매핑 기법이지만, 구현이 간단하고 생성 속도가 빠르

다는 장점이 있다. 본 기법은 HSM 생성 과정 중 그림

자 맵 렌더링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그림자에 의한 간

섭 현상(Shadow Acne)과 이를 완화하는 상수 편향

(Constant Bias)값으로 인해 그림자가 밀려나는 Peter- 

Panning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림 3은 

HSM에서의 본 알고리즘의 개요를 나타낸다.

그림 3 HSM에 대한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도

Fig. 3 Overview of our technique for HSM

화면공간의 각 픽셀의 깊이 값을 투영 행렬의 near 

평면과 far 평면 간의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

을 통해 뷰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그림자 맵의 뷰

-역행렬(Inverse View Matrix)과 뷰-투영 행렬을 이용

해 광원에서의 화면공간 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픽셀에 대해 대응되는 그림자 맵에 저장된 깊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픽셀에 대해 그림자 맵 

깊이 값  , 화면 깊이 값  , 그리고 임의의 상수 편향 

값을 통해 그림자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9)

위 식 (9)에서 결괏값이 참일 경우 해당 픽셀은 그림

자가 드리운 영역으로 판단한다. 깊이 맵의 해상도는 제

한되어 있으며 정밀도 한계로 인해 깊이 값을 기하 평

면에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다. 기존 방식은 이러한 문

제를 화면에 투영된 깊이 를 상수 편향 값 만큼 

올려서 해결한다.

이와 달리 본 기법은 HSM에서 그림자 맵을 렌더링

하는 정점 셰이더 단계에서 동작하며, 각 광원에서 재정

의된 뷰-투영 행렬로 변환된 객체의 정점 깊이를 광원

의 반대 방향으로 미세조정하여 렌더링한다. 이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in   

min  min 
min  

(10)

위 식에서 는 광원의 투영 행렬, 는 광원에서의 

정점의 뷰 공간 z축이며 깊이 조정값 min은 광원의 

반대 방향으로 조정됨에 따라 광원-뷰 공간 미세조정값 

min 은 식 (10)과 같이 정의된다. 본 기법에서 화면공

간의 각 픽셀당 그림자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1)

위 식에서 
′는 각 픽셀에 대응되는 미세조정된 그림

자 맵의 깊이 값이다.

5.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Intel Core i9-9900X 

3.5GHz, NVIDIA RTX 3090, 32GB RAM 환경에서 진

행되었다. 본 실험은 1920×1080 해상도에서 그림 4와 같

이 장면 구성을 달리한 네 가지 장면에 대해 수행되었다. 

GPU 폐색 컬링은 각 장면에 대한 기법별 평균 성능과 

Z-fighting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성능을 측정하였으

며, 그림자 매핑은 MC와 RB에 대해 기법별 렌더링 결

과를 비교하였다.

5.1 GPU 폐색 컬링

본 절에서는 깊이 오프셋을 적용하지 않은 기법(REF)

을 기준으로 Eric Lengyel의 기법(EL)[9], OpenGL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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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깊이 오프셋 기법에 따른 ROC와 CHC++의 성능(ms) 비교

Fig. 5 Comparison of ROC and CHC++ performance (ms) in terms of depth offset techniques

그림 6 Z-fighting 발생시 ROC에서 폐색자 중첩 그리기 비교. Z-fighting으로 인해 각 장면의 벽은 인접한 프레임

간에 서로 다른 폐색 결과를 갖는다.

Fig. 6 Comparison of occludee overdrawing of ROC during z-fighting effect. The wall of each scene has different 

occlusion results between adjacent frames due to z-fighting

그림 4 실험에 사용된 네 가지 장면. (a) Rubiks Cube(RC, 

75,000 객체), (b) Metro City(MC, 113,364 객체), 

(c) Western Town(WT, 106,800 객체), (d) 

Rocket Base(RB, 23,400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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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be (RC, 75,000 objects), (b) Metro City (MC, 

113,364 objects), (c) Western Town (WT, 106,800 

objects), and (d) Rocket Base (RB, 23,400 objects)

glPolygonOffset(POF)의 매개변수에 factor=-1.0를 일

괄적용한 기법[6]을 사용하여 본 기법과 비교하였다.

본 방법의 효용성 측정을 위하여 동일한 장면에서 동

일한 카메라 움직임에 따른 각 GPU 폐색 컬링 기법별

(CHC++, ROC)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그림 5와 같다. 

표 1은 정지된 화면에서 Z-fighting이 발생하는 상황

(그림 6)에 따른 ROC와 CHC++의 기법별 성능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성능 측정 결과 본 기법은 성능 부하가 거의 없이 부

정확한 폐색 테스트 결과를 동적으로 보정하여 폐색 컬

링의 안정성을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본 

기법은 ROC에서 최대 0.34ms 이하, CHC++에서 최대 

2.4ms의 정도의 성능 부하를 나타내는데 이는 전체 수

행시간에 최대 5% 정도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 POF과 

비교하여 별도의 사용자 입력값 없이 동적으로 깊이 조

정을 유사한 수행시간으로 달성하며 기존 기법 E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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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깊이 오프셋 기법에 따른 ROC와 CHC++의 성능

(ms) 비교(그림 6의 장면)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ms) of ROC and CHC++ 

by depth offset technique (scene in Fig. 6)

Scene Method REF EL POF Ours

MC
ROC 10.22 51.68 10.20 10.13

CHC++ 4.90 3.20 3.06 3.04

WT
ROC 9.99 81.25 9.98 9.92

CHC++ 0.94 0.69 0.67 0.67

표 2 CHC++의 폐색 질의 횟수 비교(최소/최대)

Table 2 Comparison of CHC++ of occlusion query counts 

(min/max)

Scene REF EL POF Ours

MC 45/9097 1/2 1/2 1/2

WT 15/8746 28/44 26/45 27/42

성능 차이는 일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객체에 대한 깊이 재구성에 있어 

CPU 기반이 아닌 GPU 기반의 병렬처리 접근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간접 다중 그리기 명령

을 통한 본 기법의 저지연 렌더링 파이프라인 확장의 

예(ROC)를 통해 높은 성능상 우위를 가짐을 볼 수 있다.

Z-fighting이 발생하는 상황(그림 6)에서의 CHC++과 

ROC의 효용성(표 1)에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CHC++

의 경우 표 2와 같이 각 깊이 보정기법은 정확한 컬링 

결과를 통해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장면 

BVH의 하위 계층 탐색을 회피함으로써, 폐색 질의 수의 

감소를 통한 성능 향상을 달성함을 보인다. 감소된 폐색 

질의 횟수 또한 기법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L과 비교하여 본 기법과 성능 차는 0.02-0.16ms로 CPU 

기반 객체별 하드웨어 폐색 질의를 통해 가시성을 결정

하는 CHC++의 특성상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인다.

ROC의 경우 REF와 비교하여 깊이 보정으로 인한 성

능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폐색 테스트

시 장면 내 모든 객체의 경계 상자를 래스터화하여 폐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하로 인해 가시적인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HC++과 달리 

ROC에서 EL과 본 기법간 수행시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

는데, 이는 복잡한 장면에서 EL이 다중 그리기 명령으로 

확장되지 못함에 따라 객체별 지연의 누적으로 인한 렌

더링 파이프라인 병목현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5.2 그림자 매핑

본 실험은 깊이 편향을 적용하지 않은 기법(REF)을 

기준으로 깊이 상수 편향(Constant Bias) 값을 0.01로 

일괄 적용한 기법, POF 매개변수 factor=1.0을 일괄적

용한 기법, EL의 기법을 비교하였으며 그림자 맵은 1024×

그림 7 깊이 오프셋 기법에 따른 HSM 렌더링 결과

Fig. 7 Results of HSM according to the depth offset technique

1024의 해상도로 구축되었다. 깊이 편향 적용 결과는 그

림 7과 같다. 본 기법은 상수 편향 기법과 비교하여 정

밀도 높은 그림자를 생성하며 Peter-Panning 현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화면공간에 일관된 

편향을 주는 상수 편향 기법과 달리 식 (11)에 정의된 

그림자 맵 깊이 값 
′가 광원에서의 객체 위치에 따라 

적응하여 결정되므로 더 정밀한 깊이 편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L에 비해 그림자를 정밀하게 제

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표 뷰 공간 z축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위해 실제 객체 대신 간

결화된 기하(예, 경계 상자)의 뷰 공간 z축을 기반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객체별 깊이 편향을 보수적으로 계산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GPU 기반 고정밀 적응형 정점 깊이 

렌더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CPU 기반 객체별 투영 

행렬 재구성 기법을 GPU 기반의 정점별 클립 공간 z축 

재구성 기법으로 확장하여 성능을 가속화하고 정밀한 깊

이 미세조정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복잡한 장면에서도 

성능 부하 없이 Z-fighting 현상을 완화하였다. 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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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점 셰이더에서 구현되므로 간접 다중 그리기 명령

으로 쉽게 확장 가능하며 장면의 구성에 따른 사용자의 

매개변수 입력 없이 정밀한 깊이 미세조정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정점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수행시간이 미미

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

든 객체가 깊이 정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Z-fight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객체를 판

별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깊이 조정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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