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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역조명을 한 리미티 와 
복셀 기반의 하이 리드 추  기법
(Hybrid Tracing Based on Primitives and 

Voxels for Real-Time Global Illumination)

석 찬 †     이 성 길 ††

                                  (Yechan Seok)        (Sungkil Lee)

요 약 희소옥트리 기반의 복셀콘추적 렌더링 알고리즘은 전역 조명에 필요한 정보를 볼륨에 저장하

고, 복셀콘추적을 통해 간접 확산과 반사 효과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거울 정반사와 같이 

고해상도가 필요한 경우에 복셀콘추적은 현격한 메모리와 연산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희소옥트리의 잎 

노드에서 프리미티브가 밀집되지 않은 경우는 프리미티브 목록을 사용하고, 밀집된 경우는 추가 복셀화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옥트리와 콘추적과 광선추적을 노드 형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추적 기법을 제안한다. 본 기법은 고품질 간접조명을 복셀콘추적보다 빠르게 실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

키워드: 전역 조명, 복셀 트레이싱, 레이 트레이싱, 옥트리, 실시간 렌더링

Abstract The voxel cone tracing algorithm based on the sparse octree stores indirect lighting 

attributes in a volume, and efficiently traces the volume for indirect illumination and reflections. 

However, as the volume resolution becomes higher, the amounts of memory and performance overhead 

significantly increase for the voxel cone trac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hybrid octree data 

structure, where sparse leaf nodes use primitive lists while dense leaf nodes still use voxels, and a 

hybrid tracing algorithm that adaptively performs the cone tracing and ray tracing. Our real-time 

solution outperforms the existing voxel cone tracing algorithm for high-quality indirect illumination.

Keywords: global illumination, voxel tracing, ray tracing, octree, real-time rendering 

1.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전역 조명은 주변 공간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크다. 큰 연산 비용 때

문에 오프라인으로 미리 계산하여 사용하는 라이트 맵

(light map), 사전 계산된 래디언스 전달(pre-computed 

radiance transfer)[1]과 같은 기법이 있지만 변화하는 

빛이나 환경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시간 전역 조

명 렌더링 기법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

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복셀로 저장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복셀콘추적[2] 기법은 공간의 복셀화와 복셀의 밉맵

(mipmap)을 통한 콘추적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전역 조

명을 표현했다. GPU의 래스터화(rasterization)를 통해 

빠르게 복셀화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보수적 래스터화

(conservative rasterization)를 이용하여 래스터화 단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셀의 누락을 개선하였다. 복셀화

(voxelization)된 정보는 옥트리(octree) 형태로 복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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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셀콘추적[2] 기법과 본 논문의 기법의 옥트리 구성 및 추적 알고리즘

Fig. 1 Octree construction and tracing algorithms of voxel cone tracing[2] (VCT) and our solution

의 색 평균이 최종 값으로 저장된다. 최종적으로 옥트리

의 잎 노드에 저장된 색 정보는 상향(bottom-up) 방식

으로 밉맵(mipmap)을 구성할 수 있다. 밉맵을 구성한 

덕분에 간접 조명을 위한 복셀콘추적 단계에서 원뿔의 

크기에 따라 해당 밉맵 레벨의 샘플링 결과를 누적하여 

효율적으로 구해진다. 옥트리는 GPU의 3D 텍스처

(texture)에 바로 저장될 수 있지만 메모리 효율을 위해 

희소 옥트리 구조로 저장 될 수도 있다. 간접 확산광에 

해서는 여러 방향의 원뿔을 누적하는 연산 특성 덕분

에 저해상도 복셀에서도 큰 품질저하가 없지만, 거울과 

같은 정반사 효과를 위해서는 고해상도 복셀 구조를 필

요로 한다. 한편 희소 옥트리 구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

고 복셀의 해상도를 높일 경우 복셀 개수의 증가에 따

라 메모리 사용량 증가와 옥트리 구성에 필요한 연산량

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복셀화 신 프리미티브를 저장

하고 광선 추적을 통해 정반사를 표현함으로써 수많은 

복셀로 인한 메모리 한계 및 높은 연산 비용을 해결한

다. 희소 옥트리의 잎 노드에 색 평균 뿐만 아니라 복셀 

내부에 있는 프리미티브(primitive)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한다. 광선 추적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막기 위해 프

리미티브가 많은 노드는 추가 복셀화 과정을 거쳐 복셀 

그리드가 신 저장될 수도 있다. 본 기법은 프리미티브 

또는 복셀 그리드가 저장된 하이브리드 노드에 한 광

선 추적으로 고품질 정반사 표현이 가능하며 복셀콘추

적[2]에 추가된 연산으로 해당 기법의 이점 또한 지닌다.

본 기법에 의해 복셀콘추적[2] 과정에 추가되는 연산

은 다음(그림 1)과 같다. 복셀화 단계에서는 전체 프리

미티브 목록을 저장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옥트리가 구

성된 이후 잎 노드의 프리미티브 수에 따라 복셀 노드 

또는 프리미티브 노드가 선택되고 각각 빈 복셀 그리드 

또는 프리미티브 목록이 저장된다. 복셀 노드에 겹치는 

프리미티브는 더 세밀한 복셀화를 거친 결과가 복셀 그

리드에 저장된다. 하이브리드 노드가 모두 구성되면 잎 

노드에 저장된 복셀 또는 프리미티브에 한 하이브리

드 광선 추적을 통해 고품질 정반사 효과가 표현된다.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장면의 정적인 부분으로 옥트리

를 구성한 뒤 동적인 부분의 결과를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 프레임 모든 오브젝트

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비교 및 구현된다.

2. 련 연구

실시간 전역 조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원에

서 빛이 닿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 공간을 복셀화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반사적 그림자 맵(Reflective Shadow Map, RSM)[3]

는 광도, 법선 벡터, 공간 좌표가 저장된 빛이 닿은 정

보로 광원 위치에서 GPU 가속 래스터화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저장된 정보는 광원이 닿은 물체가 반사하는 

가상 점 광원(Virtual Point Lights, VPL)[4]을 생성하

는데 이용된다. 스플래팅(splatting) 기반 기법[5]으로 

가상 점 광원 효율적으로 생성하여 전역 조명 렌더링을 

하기도 한다. 광 전파 볼륨(Light Propagation Volume, 

LPV)[6]은 반사적 그림자 맵을 가상 점 광원으로 보고 

해당 광원이 전파되는 과정을 3차원 볼륨에 저장하여 

전역 조명 렌더링을 달성했다. 이때 가상 점 광원에 

한 불완전한 그림자 맵[7]을 생성하여 빛이 새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속도의 한계가 있다.

래스터화와 광선 추적 기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역 조명을 표현하는 하이브리드 렌더링이 연구되어 

왔다. [8,9]는 래스터화를 이용해 깊이 버퍼 또는 G-Buffer

를 추출하고, 스크린 공간(screen-space) 기법을 광선 

추적 기법과 함께 사용하여 실시간 전역 조명에 달성하

였다. 래스터화 기반 그림자 맵 뿐만 아니라 광선 추적

을 위해 프리미티브 맵을 저장한 기법[10]은 전역 조명

은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을 통해 하드 섀도우

와 소프트 섀도우를 표현하는 장점을 동시에 얻었다.

전역 조명을 표현을 위해 복셀 기반 알고리즘을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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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복셀은 주로 옥트리로 표현되는데 3차원 공간

의 높은 메모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희소 옥트리

[11]로 구성하기도 한다. [12,13]는 희소 옥트리내에서 

나타나는 중복된 구조를 하나로 표현하여 저장하여 메

모리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켰지만 중복된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복셀 여부만 저장하는데 쓰이고 제한적이다.

본 논문의 기반이 되는 복셀콘추적[2]는 GPU의 래스

터화를 이용하여 빠르게 복셀화하고, 희소 옥트리 구성

과 밉맵(mipmip)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시간 전역 조명 

렌더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확산 반사나 어느 정도의 

정반사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복셀의 해상도가 증가함

에 따라 메모리와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울

과 같은 정반사 효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복셀콘추적[2] 기법의 복셀 해상도 한계로 

인해 표현하기 어려운 거울 반사 효과를 내기 위해 잎 

노드에 프리미티브 목록을 저장하여 광선 추적을 통해 

고품질의 거울 반사를 달성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복셀화 과정을 거쳐 고해상도 복셀로 표현하여 광

선 추적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크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하이브리드 노드를 구성한다. 본 논문은 복셀콘추적과 

광선 추적의 이점을 동시에 취하고 하이브리드 접근법

을 통해 실시간 전역조명 렌더링을 달성한다.

3. 하이 리드 옥트리

이 장에서는 본 기법에 의해 희소 옥트리 잎 노드에 

추가되는 하이브리드 노드인 프리미티브 목록이 저장된 

프리미티브 노드와 복셀 그리드가 저장된 복셀 노드의 

구조 및 생성 방법에 해 설명한다. 하이브리드 노드 

외의 옥트리 구성 단계는 Crassin[2]에 쓰인 희소 옥트

리 구조를 이용한다.

3.1 하이 리드 옥트리 구조

본 논문이 제안하는 희소 옥트리 기반 하이브리드 옥

트리 구성을 위해 잎 노드에는 선택적으로 복셀 그리드 

또는 프리미티브 목록이 저장된다. 프리미티브 목록은 

복셀 구역 내의 프리미티브의 번호(index)들을 저장하며 

프리미티브 정보가 번호에 따라 식별된다. 그림 2는 하

이브리드 노드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구조를 보여준다.

프리미티브 정보는 위치, 법선 벡터, 텍스처(texture) 

좌표, 재질 번호, 오브젝트 번호 등 광선 추적과 하이브

리드 복셀 노드를 위한 추가 복셀화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하이브리드 노드를 생성할 때 노드의 식별을 

위해 첫 비트는 희소 옥트리의 공간 여부를 의미하는 

플래그(flag)로 사용되고 두 번째 비트는 하이브리드 노

드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나머지 30비트를 노드 

번호(index)로 쓴다. 복셀 그리드는   복셀로 구성되

어 있으며 추가 복셀화의 해상도에 영향을 준다. 값은

그림 2 하이브리드 잎 노드에 저장된 복셀 노드(좌)와 

프리미티브 노드(우)

Fig. 2 Voxel node (left) and primitive node (right) in 

a hybrid leaf node

충분히 작은 복셀이 표현되도록 고려된다. 잎 노드의 하이

브리드 노드를 제외한 희소 옥트리의 각 노드는 Crassin[2] 

기법에 따라 2×2×2의 서브 노드(sub-node)와 3×3×3 복

셀 벽돌(brick)을 가진다.

3.2 하이 리드 옥트리 구성

희소 옥트리 잎 노드에 프리미티브 번호 목록을 가지

는 프리미티브 노드 복셀 그리드를 가지는 복셀 노드를 

선택적으로 저장하여 하이브리드 옥트리를 구성한다. 하

이브리드 옥트리를 구성하기 위해 추가되는 연산은 전

체 프리미티브 목록 저장, 하이브리드 노드 생성, 프리

미티브 노드 채우기, 복셀 노드 채우기 단계가 있다. 

전체 프리미티브 목록은 처음 복셀화 과정에서 저장

되며 이때 프래그먼트 정보로 프리미티브 번호를 넘긴

다. 프리미티브 목록 및 번호는 기하 셰이더(geometry 

shader)에서 원자 카운터(atomic counter)를 통해 병렬

로 구성할 수 있다. 저장된 프리미티브 정보는 이후 프

리미티브 노드를 채우는 단계에 이용된다. 

노드 생성 단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노드의 종류를 결

정짓고 각 노드에 번호를 부여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옥트리 구성 단계 중에 잎 노드에는 프래그먼트들

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색의 총합과 개수가 저장된다. 

평균을 구하기 전 잎 노드 복셀 구역 내의 프래그먼트 

개수 에 따라 하이브리드 노드를 선택적으로 생성한다. 

복셀 구역 내의 프래그먼트 개수 는 프리미티브 개수

를 의미하며 프리미티브 노드에 저장될 수 있는 프리미

티브 개수의 한계 용량 에 따라 하이브리드 노드를 선

택적으로 생성한다. 한계 용량을 초과할 경우   복

셀 노드, 초과하지 않은 경우 ≤   프리미티브 노드가 

생성된다. 프래그먼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빈 

노드로 저장한다. 두 하이브리드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한계 용량 는 장면의 복잡도, 메모리 용량, 추적 

단계에서 복셀 그리드 노드와 프리미티브 노드의 연산 

속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계 용량이 

작다면 많은 복셀 노드의 생성을 막지 못하게 되고 기본 

고해상도 희소 옥트리와 비교해서 메모리 차이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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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리미티브 노드의 프리미티브 저장 과정. 각 오

프셋(offset)은 복셀 내의 프리미티브 수를 원자 

더하기 연산하여 구해진다.

Fig. 3 Process of storing primitives in primitive nodes. 

The offset for each is obtained by the atomic 

addition of the number of primitives in the voxel

않아 비용 이득이 크지 않다. 한계 용량이 큰 경우 복셀 

노드의 생성을 막아 메모리 효율을 극 화할 수 있지만 

추적 단계에서 한 노드에 해 수많은 프리미티브의 교

차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커진다.

하이브리드 노드 생성 단계가 끝나면 프리미티브 노

드에 저장될 프리미티브 번호 목록을 채울 수 있다. 그

림 3은 프리미티브 번호 목록이 채워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프리미티브 노드는 프리미티브의 수(count)와 프

리미티브 버퍼의 오프셋(offset) 정보를 가진다. 오프셋

은 프리미티브 노드 생성 단계에서 프리미티브 개수 

를 원자 더하기 연산하여 구할 수 있다. 노드에 프리미

티브 목록을 저장하기 위해 프래그먼트 목록에 해 옥

트리를 순회한다. 프래그먼트의 옥트리 순회 결과가 프

리미티브 노드일 경우 오프셋부터 프리미티브 번호를 

저장한다. 이때 같은 노드 내에서 원자 증가 연산으로 

프래그먼트에 저장된 프리미티브 번호를 충돌 없이 저

장이 가능하다. 복셀 노드나 비어있는 노드에 해서는 

앞서 말한 과정이 무시된다.

프래그먼트의 옥트리 순회 결과가 복셀 노드일 경우 

해당 프리미티브를 추가 복셀화 하여 복셀 그리드에 저

장해야 한다. 프래그먼트에 저장된 프리미티브 번호로 

프리미티브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프리미티브 정보에 

추가 복셀화 여부를 결정짓는 플래그(flag)를 두어 복셀 

노드 구성에 필요한 프리미티브만 고해상도 추가 복셀

화를 진행한다. 추가 복셀화 과정에서는 프리미티브 목

록이나 프래그먼트 목록을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 복셀

화 과정을 거친 프래그먼트는 복셀 노드의 복셀 그리드

에 직접 저장된다. 복셀 그리드 내의 한 복셀에도 여러 

프래그먼트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야 

하지만 비용이 커서 단순한 쓰기 연산으로 저장한다. 다

수의 프래그먼트가 겹치는 구역에서는 깜빡임 현상이 

존재하지만 복셀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품질 손실이 크

지 않다.

4. 하이 리드 옥트리 추  알고리즘

하이브리드 옥트리 구성이 끝나면 복셀 및 프리미티

브로 표현된 주변 공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하이

브리드 추적은 추적하려는 원뿔이 매우 작거나 광선일 

경우에만 발생하며 원뿔이 클 경우 Crassin[2]에서 제안

된 기법인 밉맵만을 통해 구해진다. 하이브리드 노드 추

적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노드의 종류에 따라 연산이 

달라진다. GPU의 각 스레드에서 병렬로 실행되지만 다

른 종류의 하이브리드 노드를 추적할 경우 GPU 특성상 

연산은 동시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역적 유사성 덕분

에 다른 종류의 노드를 추적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하

여 해당 문제가 본 기법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차후 

연구를 통해 같은 분기를 타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노드 추적 과정은 옥트리를 추적해서 노드 

정보를 얻고 노드의 종류에 따라 연산된다. 각 스레드는 

위치와 방향이 주어지면 Amanatides과 Woo[14]가 제안

한 복셀 추적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광선이 지나가는 복

셀 위치에 해 옥트리 순회한다. 복셀의 순회 결과에 따

라 달라지는 상세 과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순회 결과

가 복셀 노드일 경우 복셀 그리드에서 광선 방향으로 샘

플링을 진행한다. 프리미티브 노드일 경우 노드 내의 프

리미티브 목록에 해 광선과 교차검사를 진행한 후 가장

그림 4 옥트리와 해당 복셀 및 프리미티브 노드의 추적과정

Fig. 4 Tracing in an octree and its voxel and primitive nodes

알고리즘 1 하이브리드 추적

Algorithm 1 Hybrid 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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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울 반사에 한 복셀콘추적(voxel cone tracing, VCT)[2]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 (a), (b), (e), (f), (i), (j)와 

본 논문이 제안한 기법의 결과 (c), (d), (g), (h), (k), (l). 본 기법은 프리미티브 용량 에 따라 하이브리드 노

드가 구성되었고 렌더링된 장면은 Crytek Sponza(262,267 tris), Bunny (347,257 tris), Gallery (998,843 tris)

이다.

Fig. 5 Mirror-reflection rendering of the voxel cone tracing [2] algorithm: (a), (b), (e), (f), (i), and (j); our approach: 

(c), (d), (g), (h), (k), and (l). In our approach, the hybrid node i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primitive capacity 

-. The rendered scenes are Crytek Sponza (262,267 tris), Bunny (347,257 tris), and Gallery (998,843 tris)

가까운 프리미티브를 선택한다. 노드가 비어있을 경우 

다음 복셀 위치에 해 옥트리 순회한다.

복셀 노드에는 고해상도 추가 복셀화 과정을 거친 복

셀이 복셀 그리드에 저장되어 있고 이는 고해상도로 복

셀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미티브 노드

에는 프리미티브 번호 목록이 저장되어 있고 광선과 교

차검사를 통해 광선에 닿은 프리미티브 정보에 직접적

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텍스처 좌표 역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처에 직접 접근하여 정보를 읽어올 수 있어 

역시 고해상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복셀콘추적[2]와 비교하였

으며 Intel Core i7-7700HQ 2.80GHz, NVIDIA GeForce 

GTX 1060에서 성능이 측정되었다. 본 기법에 의해 품질

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인 추적 하는 원뿔의 크기가 광선

에 가까운 거울 반사에 한 성능이 세가지 장면 Crytek 

Sponza(262,267 tris), Bunny(347,257 tris), Gallery 

(998,843 tris)에서 측정되었다. 본 기법의 옥트리는 

로 구성되었으며 프리미티브의 최  용량 에 따른 비교

를 위해 하이브리드 복셀 노드에 저장되는 복셀 그리드 

해상도는 충분히 작은 복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으로 고정되었다. 방향과 위치가 주어진 각 스레드에서 

추적이 실행되고 각 프리미티브 노드내의 광선 추적은 최

 회 수행 되며 GPU의 확장 기능 중 bindless texture

를 통해 텍스처 정보를 읽게 된다.

그림 5는 각 장면에 따른 복셀콘추적[2]과 본 기법의 

거울 반사 효과가 렌더링된 결과를 나타낸다. 본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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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노드 구성과 추적으로 인해 연산량이 늘었

지만 고품질 거울 반사 효과를 달성함을 보인다. 복셀콘

추적[2]은 가장 작은 복셀을 나타내는 잎 노드에 해당하

는 복셀이 복셀 해상도 크기에 맞게 선택되었다. 본 논

문이 제안한 기법은 잎 노드에 저장된 프리미티브 및 

복셀 그리드에 저장된 값이 선택되어 렌더링되었다.

본 기법의 성능은 프리미티브 노드에 저장될 프리미

티브의 최  용량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하이

브리드 옥트리 구성 및 복셀 그리드 초기화 작업, 추가 

복셀화, 하이브리드 추적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한 본 기법의 그림 5(c)와 5(d)의 초록색 경계 박스 그

림을 비교하면 5(d)의 그림이 보다 선명하게 표현된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리미티브 용량 증가로 인해 복셀 

노드가 프리미티브 노드가 되면서 프리미티브 교차 검

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이 선택된 결과이다.

그림 6은 세가지 장면에 한 본 기법과 복셀콘추적의 

세부적인 성능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본 기법의 하이브

리드 옥트리 구성은 원자 연산과 프리미티브 목록 저장

으로 인해 같은 해상도()인 복셀콘추적 기법에 비해 

성능이 저하되지만 해상도 에 비해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프리미티브 노드의 용량이 클 경우

(  ) 복셀 노드의 수가 줄어들어 복셀 노드내의 복

셀 그리드를 초기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함을 보인

다. 또한 추가 복셀화 상 프리미티브가 감소하기 때문

에 복셀화 단계의 연산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면 추적 단계에서 더 많은 프리미티브에 해 광선 교차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적 연산이 증가하게 된다. 두

가지 장면(Sponza, Gallery)에서는 프리미티브 용량   

일 때 더 빠른 성능을 보인다. Bunny 장면에서는 오히

려 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줄어드는 복셀

그림 6 복셀콘추적[2](voxel cone tracing, VCT) 기법

과 본 논문의 기법에 한 성능 분석

Fig. 6 Performance analysis of voxel cone tracing[2] (VCT) 

and our approach

그림 7 복셀 노드(a)와 프리미티브 노드(b)에 한 광선 

추적 결과(  )

Fig. 7 Ray tracing result (  ) for voxel nodes (a) 

and primitive nodes (b)

노드 수로 인한 성능 이점보다 추적 과정에서의 프리미

티브 수 증가로 인한 오버헤드가 더 크기 때문이다.

본 기법은 옥트리의 잎 노드에서 프리미티브 목록에 

한 광선 교차 검사 또는 복셀 그리드에 해 광선 추

적을 통해 렌더링 된다(그림 7). 추적 과정 중 복셀 노

드의 경우 복셀 그리드 해상도(  )에 따라 기존 옥

트리 비 배 추가 복셀화 과정을 거친 복셀로 렌더

링 된다(그림 7(a)). 프리미티브 노드의 경우 저장된 프

리미티브 목록에 한 광선 교차 검사를 통해 가장 가

까운 프리미티브가 선택되고 교차된 좌표를 구할 수 있

다. 프리미티브의 텍스처에 접근하여 교차된 좌표에 따

라 읽어들인 결과가 그림 7(b)에 렌더링되었다.

복셀 노드에 저장된 복셀 그리드 해상도에 따라 성능

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그림 8). 복셀 노드 추적 결과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셀 그리드의 해상도를 높

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셀 그리드의 해상도를 높일 경

우 추가 복셀화, 복셀 그리드 초기화, 복셀 노드 추적 비

용의 증가하기 때문에 품질을 높이는데 생기는 성능 저

하를 고려해야 한다. 복셀 그리드 해상도가 높은 경우(그

림 8(a))보다 해상도가 낮은 경우(그림 8(b))에 복셀 초

기화와 복셀화 단계에서 성능상 큰 이점을 가지게 되지

만 해상도가 줄어든 만큼 세부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복셀 그리드 해상도 를 조절하여 품질을 

낮추는 신 복셀 노드와 관련된 연산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한 복셀 노드가 기존 옥트리보다 

배 추가 복셀화 과정을 거쳐 고해상도 복셀 그리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티브 노드와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노드인 복셀 노드와 프리

미티브 노드 간의 품질 차이로 인해 공간적 불연속성이 

생겨 품질 저하가 생기는 한계가 존재한다(그림 9(b)).

본 논문이 제안한 기법은 거울 반사 렌더링 과정에서 

프리미티브 누락 현상((그림 9(c))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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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복셀 노드의 복셀 그리드 해상도에 따른 추적 결과 

(  )

Fig. 8 The voxel node tracing results (  ) in terms 

of voxel grid resolution of the voxel node

그림 9 본 기법의 거울 반사 렌더링 결과(a), 프리미티브 

노드와 복셀 노드 사이에 경계 불연속(b)와 프리

미티브 누락(c)

Fig. 9 The mirror reflection result of our approach (a), 

boundary discontinuity across primitive nodes 

and voxel nodes (b), and missing primitives (c)

GPU 가속을 받기 위해 래스터 기반 복셀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로 프리미티브의 누락이 생겨 광선 추적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보수적 래스터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셀화된 프래그먼트는 복셀 공간내

의 프리미티브의 정보를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복

셀화 과정에서 법선 벡터의 가중치에 따라 정해진 축 

방향으로 래스터화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비스듬할 경우 

복셀 공간 안에 삼각형이 있더라도 복셀화 되지 않을 

수 있다. 화면 공간에서는 프래그먼트가 누락되지 않지

만 3차원 복셀 공간에서 보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기법은 하이브리드 노드 내에서는 옥트리의 

밉맵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광선 추적에 

특화되어 있으며 옥트리 잎 노드와 프리미티브 노드 및 

복셀 노드 사이에 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복셀콘추적[2] 기법에 기반한 옥트리 구성

에 더해서 효율적인 추가 복셀화 및 하이브리드 노드 

구성을 통해 거울 반사효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논문이 구성한 하이브리드 노드 외의 기존의 옥트리

의 밉맵을 이용한 콘추적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하이브

리드 노드 사이의 경계 불연속과 프리미티브 누락으로 

인한 품질 손실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셀화 

알고리즘을 달리하여 프리미티브가 누락되지 않는 옥트

리를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노드 내에서 밉맵과 같은 기능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트리 잎 노드와 하이브리드 노드 사이에 

콘추적은 불가능하고 광선 추적만 가능하다. 프리미티브 

추적 과정에서 해서 텍스처 LOD(level of detail)를 계

산하고 복셀 그리드에 한 밉맵 구성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복셀 추적 연산으로 Amanatides 과 

Woo[14]가 제안한 기법을 각 옥트리 레벨에 따라 적용해

보는 방법 등 다른 복셀 추적 방법의 연구 역시 성능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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