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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객체 테두리 사이의 상대 깊이 차이를 기반으
로 수묵화 스타일의 테두리 이미지로 렌더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물체 간의 공간적 대비를 테두리의 너비에 반영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대적 깊이 차이가 큰 물체의 경
계선을 강조한다. 경계선의 너비는 레이어 기반으로 장면
을 렌더링된 이미지들에서 같은 픽셀 위치에서 전후 
fragment의 깊이 차이에 비례하도록 결정된다. 이러한 접
근을 반영한 결과에서 실제 수묵화에서 볼 수 있는 붓의 
운용에 따른 느낌의 변화를 잘 표현함을 보인다.

1. 서론

 수묵화는 붓의 운용에 따른 느낌의 변화, 여백의 미, 평면
적 표현 등의 특징을 가지는 회화 양식이다. 이러한 수묵
화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Jeong[1]은 붓의 굵기를 물체
의 절대적 깊이 값에 따라 결정하는 수묵화 렌더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기법에서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굵은 선
으로 표현하고 멀리에 있는 물체는 가는 선으로 표현한다.
 본 논문은 상대적 깊이 값을 이용하는 수묵화 스타일 렌
더링 기법을 제안한다. 절대적 깊이 대신 물체 간의 대비
를 강조하기 위하여, 상대적 깊이를 사용하여 윤곽선의 너
비를 조절한다. 상대적 깊이 차이를 이용하면 공간적으로 
뭉쳐있는 객체들의 윤곽선은 덜 강조하고, 공간 상에서 멀
리 떨어져 있어 강조가 필요한 객체들을 자연스럽게 강조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물체 내부에서도 붓의 굵기를 다
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수묵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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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붓 모델 연구와 관련해서 Strassmann[2]은 수묵화 렌더
링에 관한 선구자로서, 4가지 요소(brush, stroke, dip, 
and paper)를 가지는 붓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Nishita[3]는 Bézier curve을 활용하여 붓의 궤적
(trajectory)을 모델링 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Way[4]는 
수묵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체인 나무를 렌더링하는 
기법을 소개하였다.

 Jeong[1]은 고품질의 수묵화 렌더링 시스템을 제안하였
고, 물체의 깊이를 윤곽선의 너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
다. 물체들의 시점으로부터의 절대적 깊이를 활용하여 가
까운 물체는 두껍고, 먼 물체는 가늘게 경계를 표현하였다. 
반면, 본 논문은 물체의 상대적 깊이 차이(물체와 물체의 
거리)를 활용하여 물체의 공간적 배치에 따른 상대적 대비
를 강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3. 상대 깊이 차이 기반 수묵화 스타일 렌더링

3.1. 알고리즘

 본 논문의 상대 깊이 차이 기반 수묵화 스타일 렌더링 기
법에서는 경계 검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우선 서
로 다른 물체인 경우,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경계로 인식
하고 표현한다. 이를 위해 기하 버퍼(G-Buffer)에서 객체
의 ID를 저장하는 item buffer를 사용한다. 다음 조건으로, 
같은 물체 내에서도 깊이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경계를 표
현하기 위해 깊이 차 임계값 를 정의하여 두 fragment 
간 깊이 차이가   이상인 경우 경계로 인식하고 표현
한다. 
 붓의 굵기는 같은 픽셀/텍스쳐좌표 위치에서 fragment 
간의 상대적 깊이 차이를 이용하여 정해진다. 이때 픽셀
은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의미하며 fragment는 
픽셀로 변환되기 이전의 픽셀의 후보군을 의미한다. 같
은 픽셀 위치에서 가려진 fragment를 생성하기 위해 
Depth Peeling[5]을 이용한다. 두 인접한 Layer 상의 
fragment들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fragment 간의 거
리가 클수록 붓의 굵기를 굵게 설정하고, 두 물체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붓의 굵기를 가늘게 설정한다. 같은 텍
스처 좌표 상 앞의 물체(foreground occluder)를  , 뒤
에 물체를 (hidden occludee)라 할 때, 와 는 해



그림 1. 장면(좌)에 대한 수묵화 렌더링 예시(우)
당 물체의 깊이이다. 이때, 붓의 굵기는 크기 상수 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1).

    
4. 결과

 본 기법은 Intel(R) Core(TM) i9-10900 2.8GHz, 
GeForce RTX 3090에서 OpenGL을 사용하여 구현되었
고, 해상도는 1024×1024를 사용하였다. 매 프레임 변형을 
적용하는 경우의 렌더링 성능이 3.062 ms를 나타내었다. 

4.1. 상대 깊이 차이 기반 수묵화 스타일 렌더링 

 그림 1은 상대 깊이 차이 기반 수묵화 스타일 렌더링 기
법을 적용하지 않은 장면과 기법이 적용된 후의 이미지를 
예시한다. 렌더링 결과 경계선이 붓으로 그린 듯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같은 물체 내에서도 윤곽선
의 너비가 자연스럽게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예, 사슴의 머
리와 다리의 윤곽선). 또한, 잔디는 지형과의 상대적 깊이 
차가 적어 경계선이 가늘고 자연스럽게 강조되지 않는다. 
산과 코끼리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경계선이 강
조되어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산과 나무가 멀리에 위치함
에도 잘 강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깊이 차 임계값   변화에 따른 렌더링 결과

그림 3. 크기 상수  변화에 따른 렌더링 결과
 그림 2와 3은 깊이 차 임계값 변화와 크기 상수 변화에 
따른 렌더링 결과이다. 그림 2를 보면, 깊이 차 임계값이 
작을수록 붓의 두께가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깊
이 차 임계값이 작다는 것은 두 fragment 간의 깊이 차이
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경계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임계값이 커진다는 것은 두 fragment 간의 깊이 차이가 
비교적 커도 경계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크기 상수 S의 값이 클수록 붓의 굵기가 굵어짐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깊이 차 임계값과 크기 상수를 변화시
키면서 다양한 수묵화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한계점

 본 논문은 상대적 깊이 기반 수묵화 스타일 렌더링 기법
을 제안하였다. 상대 깊이 차이를 이용하여 서로 멀리 있
는 물체들은 굵게, 서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은 가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멀리에 있는 물체도 잘 강조되며, 서
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끼리 명확하게 구분되고 다양한 
붓의 굵기가 적용되어 수묵화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본 연구는 현재 외곽선 형태(outline style) 수묵화만 구
현하였다. 향후 내부 채색을 반영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수
묵화 스타일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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