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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생성하여 장면의 현실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또

한 인체 혹은 보조 도구를 활용한 그림자 예술 작품을 컴퓨터

로 구현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그림자의 현실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흑

과 백, 두가지 색깔의 그림자가 아닌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광원과 그림자 

간의 광선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된

다. 따라서 본 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결정론적 최적화가 아닌 확률론적 최적화를 사용

한다. 확률론적 최적화를 사용할 경우 확률 분포에 근거하여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며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타겟 그림자와 결과 

그림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목적 함수를 설계한 후, 확률론적 

최적화를 수행한다.  

우리는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을 다중 

광원과 단위 정사각형의 격자 형태의 셀을 가지는 다중 레이어

로 설정한다. 각 셀은 열리고 닫히는 상태 중 하나를 가지며 

주어진 타겟 그림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유사한 결과 그림자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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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다중 레이어의 개수, 해상도, 확률 분포 함수, 배치 크기 

등의 요소들을 조절하여 알고리즘이 개선되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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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빛과 차폐물을 이용하여 원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와 애니메이션, 예술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

는 주제이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빛과 차폐물이 포함

된 장면이 주어졌을 때 이에 해당하는 실재적이며 현실적인 그

림자를 빠른 속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빠른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발전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다. 다수의 컴퓨터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게임 

엔진의 경우에도 디자이너가 생성하는 장면에 대하여 실재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자동 그림자 생성 알고리즘을 제

공한다. 또한 빛과 차폐물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응되는 그림

자를 생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림자가 주어졌을 때, 이에 해

당하는 빛과 차폐물을 찾아내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 최근에

는 인체 혹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흥미로운 형태의 그림자를 

생성하는 그림자 연극 등의 그림자 예술 작품을 컴퓨터 그래픽

스를 활용하여 재현하는 것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학위 논문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은 그림자 예

술을 컴퓨터 그래픽스로 재현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두 사진은 

물체를 배치하여 원하는 그림자를 얻어내는 그림자 예술 작품

이다. 두 작품 모두 다수의 물체를 적절히 배치하여 원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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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자 형상을 얻도록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타겟 그림자가 변할 

경우, 매번 환경을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는 점과 흑백 두 가지

의 톤만 가지는 그림자를 생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

점으로 손꼽힌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에 착안하여 

물체의 상태를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생성

하기 위하여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그림 １-1 여러 개의 화장품 통을 배치하여 한자 형태의 그림

자를 생성하는 그림자 예술 작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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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2 다수의 나무 기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람 형태의 

그림자를 생성하는 그림자 예술 작품 [2]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빛의 특징에 의해 차폐물이 빛을 차

단하게 되는 경우 차단된 곳에는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물리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부분을 그림자라고 한다. 

광원이 점광원이 아닌 영역 광원인 경우, (그림 1-3)과 같이 

차폐물에 의해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본그림자 

(Umbra)와 약간의 빛이 통과하여 부분적으로 그림자진 반그

림자 (Penumbra)로 구분되는 영역이 생긴다. [3] 따라서 영역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 흑백의 두가지 톤이 아닌 여러 가지 톤

을 가지는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다. 사람은 그림자를 통하여 

장면 속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배치를 인식하고 장면을 현실감 

있게 인식한다. 이때 그림자가 세분화된 형태 혹은 색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실재감이 높아진다. 그림자의 형태 및 

색깔과 같은 특징은 주어진 빛과 차폐물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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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고자 할 때 그에 대

응하는 빛과 차폐물을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림 １-3 영역 광원을 사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그림자의 두가

지 형태,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본그림자 (Umbra)와 

약간의 빛이 통과하여 부분적으로 그림자 진 반그림자

(Penumbra)를 나타냄 

 

물체에 대한 그림자를 계산하고자 할 때, 광원에서부터 나오

는 광선을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림자가 포함된 

장면을 렌더링할 때, 모든 광선에 대한 추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학위 논문에서는 결정론적(Deterministic)한 방법이 

아닌 확률론적(Stochastic) 최적화를 사용하여 그림자를 생성

한다. 확률론적 최적화는 확률 분포에 근거하여 손실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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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며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본 학위 논문은 손쉽게 조절 가능한 환경을 정의하고 환경을 

조절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그레이 스케일의 색깔을 가지는 

그림자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다중 광원과 레이어

로 구성된 환경을 구성하고 입력으로 원하는 그레이 스케일 그

림자가 2D 이미지로 주어졌을 때, 해당 그림자를 만들기 위하

여 레이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단계별로 현재 결과 레이

어에 생성된 그림자와 타겟 이미지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여 

확률적으로 타겟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셀의 상태를 갱

신한다. 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분포, 한번에 업데이트되는 

셀의 개수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빠르게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보인다.  

 

 

 

 

 

 

 

 



６ 

 

제２장 관련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주어진 장면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자연스러운 그림자 생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림자 볼륨 알고리즘으로 그림자 외

곽선을 렌더링한 후, 범위 안의 픽셀을 그림자로 처리하는 방

식이며 두 번째 그림자 매핑 알고리즘은 그림자 맵이라는 깊이 

버퍼에 광원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까지의 거리를 저장하

여 장면의 그림자를 렌더링하는 방식이다. 그림자 볼륨 알고리

즘을 사용할 경우, 다수의 볼륨을 혼합하여 그림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지만 비용이 크다는 단

점이 있다. 반면 그림자 매핑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처리 

시간은 비교적 빠르지만 그림자의 품질이 그림자 맵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970년대 Crow[5]가 제안한 그림

자 볼륨 알고리즘을 시작으로, Williams[6]는 컴퓨터 하드웨어

를 사용하여 Z-버퍼 기반의 그림자 매핑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장면의 시각적 품질과 렌더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후 

컴퓨터 그래픽 하드웨어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그림자 매핑

과 그림자 볼륨 알고리즘은 정교하게 발전하여 실시간에 자연

스러운 그림자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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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tor[7]는 그림자 매핑의 개념을 확률론적 래스터화

(Stochastic rasterization)으로 확장하여 부드러운 그림자를 

실시간 렌더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확률론적 최적화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광선을 추적하여 그림자를 렌더링하는 방식

의 단점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자 생성 알고리즘이 발전됨에 따라 빛과 다양한 물체를 

사용하여 원하는 그림자 예술 작품을 컴퓨터 그래픽스로 구현

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주어진 그림자를 만들기 

위하여 차폐물의 최적 형태를 생성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때 빠르고 최적의 결과를 생성하는 다양

한 최적화(Optimiz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Mitra[8]은 그림자 연극에 착안하여 3D 조각을 차폐물로 

사용하여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 계산적인 시스템을 제안하

고 사용자가 이진 이미지와 이에 대응되는 투영 이미지를 제공

하였을 때, 원하는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형태 유지 변형을 사용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입력 이미지의 집합에서 그림자의 볼록한 테두리를 찾아

내기 위하여 기하학적 최적화가 쓰였다.  

Won[9]은 실제 그림자 연극이 손이나 몸 전체와 같이 인체

를 사용하여 그림자로 원하는 형상을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림자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다수의 사람 모델이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때 운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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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스키닝, 원근 투영 그리고 다중 모델 조정 등의 선형

적이지 않은 다수의 성분들을 실제 전문 배우들로부터 얻은 경

험적 전략에 따라 균형 있게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chwartzburg[10]는 물체를 사용하여 반사된 빛이 스크린

에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때, 물체는 투명하여 빛이 투과되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굴절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도록 두께나 거칠기에 차이를 

가진다. 제안 알고리즘은 입사 조명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초

기 광원 조사량 분포를 계산한 후,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

하여 물체의 표면에서 어떠한 법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

포를 만든다. 생성된 분포를 통해 목표 최적화를 통해 법선과 

가장 잘 일치하는 표면을 만들어준다.  

또한 Bermano[11]는 표면에 조명 방향을 다르게 비추었을 

때, 확산을 활용하여 원하는 타겟 이미지와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의 표면에 대하여 4가지의 

조명 방향에 따라 4가지의 타겟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

성한다. 빛의 진행 방향에 따라 원하는 타겟 이미지가 나타나

도록 하기 위하여 표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

하여 Bermano는 지역 알고리즘(Local algorithm)과 전역 알

고리즘(Global Algorithm)을 모두 사용하였다. 지역 알고리즘

의 경우, 결정론적 최적화를 사용하여 직사각형 격자에 위치한 

얇은 벽의 높이를 최소화하면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만들

어내는 표면을 구성하였다. 이때, 주어진 벽은 이미지 픽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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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욕심쟁이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벽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이미지를 생성한다. 

두 번째로, 전역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확률론적 최적화인 담금

질 기법(Simulated annealing)을 사용하여 중요한 이미지 특

징을 보존하면서 표면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유지하는 목

적 함수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제안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비

교하여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의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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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광원, 레이어와 그림자의 관계 

 

 

본 학위 논문은 행렬로 이루어진 다중 점 광원과 그리드 레

이어 그리고 스크린으로 구성한다. 각 레이어는 (N, N)의 셀로 

구성되며 각 셀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두 가지 상태 중 하

나를 가진다. 셀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으로 그레이 스케일 그

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그림 ３-1 본 학위 논문의 제안 환경으로 행렬로 이루어진 다중 

점 광원과 그리드 레이어 그리고 스크린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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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환경에서 스크린에 맺히는 결과 그림자의 각 셀 밝기

는 레이어에 차단되지 않고 셀에 닿는 광선의 개수로 계산한다. 

이때 광선이 모든 단계의 레이어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본그림

자를 가지게 되고, 일부 광선이 레이어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반그림자를 가지게 된다.  

 

광원과 레이어, 그림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레이어 사이의 간격과 레이어의 개수, 레이어의 해상도 등

의 다양한 조건이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각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첫째로, 그림자의 톤을 결정 짓는 요소로는 광원의 개수, 레

이어의 개수가 있다. 단일 광원과 단일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

우, 각 셀의 중심에 하나의 광선이 향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

에 그림자는 흑과 백, 두 가지 톤으로 구성될 뿐 그 이상의 다

양한 톤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다중 레이어를 사용하였을 경

우, 그림자의 톤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중 레이어를 사용하였

을 때, 그림자의 톤은 레이어의 개수에 비례하게 된다. 광원과 

레이어의 높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광원과 레

이어 사이의 간격이 멀다면 스포트라이트로 설정한 광원의 각

도에 따라 광선이 레이어에 균등하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제약 조건으로 광원과 레이어의 간격이 충분

히 가깝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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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림자의 해상도를 결정 짓는 조건에 대해서도 고려하

여야 한다. 다중 광원과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같은 수의 행

과 열의 셀로 구성되는데 이 행렬의 개수가 그림자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같은 타겟 그림자에 대해서 N =10인 경

우와 N = 100인 경우 행렬의 크기에 따라 그림자의 해상도가 

결정되게 된다.  

 

단일 광원과 단일 레이어를 사용하여 그림자를 생성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의 형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빛의 진행 방향이 셀의 중심으로 향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단일 광원과 단일 레이어를 사용한다면 2가지 톤의 흑백 그림

자를 생성하게 되고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려는 본 학

위 논문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얻기 위하여 다중 광원과 다중 레이

어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셀의 상태

를 조합하는 문제는 총 셀의 개수가 n개라고 하였을 때, 2𝑛이

라는 큰 차원을 가지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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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최적화 

 

 

3장에서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만들기 위하여 단일 광원

과 단일 레이어만으로는 충분히 많은 톤을 가지는 그림자를 만

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톤을 가지는 그림

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중 광원과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매

우 큰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다중 광원과 

다중 레이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중 광원으로부터 다중 레이어를 통해 생기는 그림자를 계

산하기 위해서는 각 광원으로부터 결과 레이어의 노드들까지의 

광선이 사이에 위치한 다중 레이어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를 고려하여 계산해주어야 한다. 광선이 레이어에 닿는 노드들

이 하나라도 닫혀 있다면 광선이 통과하지 못해 결과 레이어에 

광선이 닿지 못하고 차단되어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 다중 레

이어의 셀은 모두 닫힌 상태로 초기화 되어 있으며, 타겟 그림

자를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셀을 열어 생성된 그림자가 점차

적으로 타겟 그림자와 유사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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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어떤 셀을 열고 닫을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 상태에서 

가장 최적인 답을 선택하여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인 욕

심쟁이 알고리즘 (Greedy algorithm)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각 셀에 대하여 셀이 열리고 닫혔을 때 생성되는 그림자와 타

겟 그림자와의 차이를 구한다. 만약 셀이 열렸을 때의 차이 값 

(5.1)이 닫혔을 때의 값 (5.2)보다 작다면 셀을 열고, 반대의 

경우라면 셀을 닫는 것을 반복한다. 이 경우, 욕심쟁이 알고리

즘은 유한 수렴이 보장된다. 즉, 허용 오차가 주어 졌을 때, 일

정한 횟수의 수행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역 최적점 (Global 

Optimal)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이다.  

 

𝐸𝑜𝑝𝑒𝑛 = ∑∑(𝑆ℎ𝑎𝑑𝑜𝑤𝑜𝑝𝑒𝑛[𝑖][𝑗] − 𝑡𝑎𝑟𝑔𝑒𝑡[𝑖][𝑗])2
𝑛

𝑗

𝑛

𝑖

 (5.1) 

𝐸𝑐𝑙𝑜𝑠𝑒 = ∑∑(𝑆ℎ𝑎𝑑𝑜𝑤𝑐𝑙𝑜𝑠𝑒[𝑖][𝑗] − 𝑡𝑎𝑟𝑔𝑒𝑡[𝑖][𝑗])2
𝑛

𝑗

𝑛

𝑖

 (5.2) 

 

하지만 욕심쟁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계산량이 문제의 

크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학위 논문에서는 

계산을 무한히 반복할 경우 전역 최적점을 찾을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확률론적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셀의 

상태를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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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１ 제안 알고리즘 개요 

확률론적 최적화는 확률 변수를 생성하고 그 확률 변수를 사

용하는 최적화 방법이다.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결정론

적 최적화의 경우 손실 함수에 대하여 완벽하게 모든 변수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확률론적 최적화의 

경우 변수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변수를 통해 

만들어진 확률 분포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은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먼

저, 각 셀에 대하여 현재 상태의 반대를 취할 경우 해당 레이

어 이외의 레이어의 셀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 레이어에 그

림자를 생성한다. 생성된 그림자와 타겟 그림자를 비교하여 모

든 셀에 대한 유사도 점수를 생성한다. 만들어진 유사도 점수

를 기반으로 타겟 그림자와 유사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셀을 확률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확률 분포를 생성

한다. 이때 확률 분포 함수를 1차식 혹은 2차식 등을 사용한다. 

초기에는 상태를 변화시켰을 때 타겟 그림자와 비슷해질 가능

성이 있는 셀을 업데이트하여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타겟 그림자와 비슷해진 이후에는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률 분포 함수의 가중치를 조절한다. 

빠르게 타겟 그림자에 다가가도록 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다수

의 셀을 업데이트한 후, 점차 업데이트할 셀의 개수를 줄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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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타겟 그림자에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４-1 제안 알고리즘 순서도. 먼저 각 셀에 대한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 후, 유사도 점수를 바탕으로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 확률 분

포에 근거하여 선택된 셀의 상태를 반전시켜 준 후, 확률 분포 함수

의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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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２ 유사도 점수 계산 

 

 

그림 ４-2 레이어의 높이에 따라 셀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스크린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범위. 

 

제안 알고리즘에서 그림자와 타겟 그림자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사도 점수는 (5.3)

과 같이 현재 그림자와 타겟 그림자 값의 차이의 제곱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이때 다른 레이어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셀이 존재하는 레이어의 영향만을 고려한다. 만들어진 유사

도 점수는 해당 셀을 열었을 때 확률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모두 영향을 준 후 생성된 그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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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그림자의 차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산이 단순화되는 효

과를 준다.  

레이어의 높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

에 예를 들어 (5.4)의 경우 레이어의 높이가 높은 셀 A과 같

은 경우 타겟 그림자에 크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으며, 셀 B와 

같이 높이가 낮을 경우 세밀한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scoresimilarity = ∑∑(𝑠ℎ𝑎𝑑𝑜𝑤[𝑖][𝑗] − 𝑡𝑎𝑟𝑔𝑒𝑡[𝑖][𝑗])2
𝑛

𝑗

𝑛

𝑖

 (5.3) 

 

현재 그림자와 타겟 그림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재 그림자가 타겟 그림자보다 밝은 지 어두운 지에 대한 정보

를 가지고 있다면 확률 분포 함수의 가중치를 조절하기 유리하

다. 현재 생성된 그림자가 타겟 그림자보다 어두워진다면 무작

위 행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3)만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그림자가 타겟 그림

자보다 밝은 상태인지 어두운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그림자와 타겟 그림자의 전체적인 밝기 상

태를 알게 된다면 확률 분포 함수의 가중치를 섬세하게 조절하

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5.3) 외에도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림자가 타겟 그림자보다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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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의 점수와 어두운 경우의 점수를 각각 계산한다. 계산

한 두 값의 차이를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용한다.  

수행 단계를 나타내는 x축과 유사도 점수를 나타내는 y축을 

가지는 그래프인 (그림 5-2)에서 y=0은 타겟 그림자와 결과 

그림자가 같은 값을 가짐을 의미한다. 초기에 유사도 점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며 y값이 음수인 경우 전체적으로 생성된 결

과 그림자가 타겟 그림자보다 밝아지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확

률 분포 함수의 가중치를 감소시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４-3 유사도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검은 선

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밝은 값과 

어두운 값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４.３ 확률 분포 생성과 가중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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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점수를 통해 가중치가 결정되면 확률 분포를 생성한

다. 이때 확률 분포는 1차식 혹은 2차식의 확률 분포 함수를 

가지도록 설정한다.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시

작하여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유사도 점수의 50% 값을 가지

는 기준 값을 설정한다. 알고리즘이 수행됨에 따라 해당 유사

도 점수가 기준 값보다 작아지는 순간 가중치의 값을 반감하여 

업데이트한다. 또한 기준 값 역시 50%로 줄여주어 차이를 줄

여간다. 

즉, 초기에는 큰 가중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생성하여 타

겟 그림자로 크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셀을 업데

이트하며 점차 가중치를 줄여가며 확률 분포를 수정하여 타겟 

그림자와의 차이를 세밀하게 줄여간다.  

 

확률 분포 함수를 구성할 때, 1차식과 2차식을 사용할 수 있

는데 2차식을 사용할 경우 가중치를 계산하는 비용은 1차식에 

비해 높지만 가중치에 따른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

문에 초기 알고리즘 수행 시 빠르게 타겟 그림자에 다가가게 

되며 후반의 세밀한 조정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샘플의 개수가 감소하는 과적합(Overfitting)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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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 배치 샘플링 (Batch Sampling)  

 

본 학위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의 빠른 수렴을 위하여 배치 샘

플링을 사용한다. 확률 분포를 통해 업데이트할 셀을 정할 때 

한 개씩 차례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지만 배치로 묶어 업데이트

할 경우, 짧은 단계를 거쳐서 수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셀의 개수 중 일정 비율만큼 초기 배치로 설정한

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전체 셀의 개수 중 40%를 배치 샘플

링에 사용한다. 생성된 확률 분포로 한번에 업데이트를 수행한

다. 기준 값보다 현재 유사도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배치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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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과 

 

 

4장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타겟 그림자로 사

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과 사진 등의 

이미지를 타겟 그림자로 제공하였을 때, 높이가 높은 레이어에서 격

자 형태로 셀을 선택하여 전체적인 톤을 조절하며 높이가 낮아질 수

록 타겟 그림자와 유사한 형태로 셀을 선택하여 세부적인 조정을 수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５-1 모나리자 작품을 타겟 그림자로 설정하였을 때, 

최적의 그림자를 얻을 수 있는 셀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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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2 사자 사진을 타겟 그림자로 설정하였을 때, 

최적의 그림자를 얻을 수 있는 셀의 배치. 

 

 

그림 ５-3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을 타겟 그림자로 설정하였을 때, 

최적의 그림자를 얻을 수 있는 셀의 배치. 

 

 

５.１ 레이어의 해상도에 따른 결과 

 

(그림 3-1)을 타겟 그림자로 주었을 때, 레이어의 해상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그림 6-1)은 해상도 값 N을 10으로 주

어 그리드 이미지를 10x10으로 구현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상도 값이 낮기 때문에 형태를 명확히 알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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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해상도 값을 100으로 준 (그림 6-2)의 경우, 더욱 자

세한 표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５-4 N=10 

 

 

그림 ５-5 N=100 

 

５.２ 레이어의 개수에 따른 결과  

 

(그림 6-3)의 경우 3개의 다중 레이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림 6-4)의 경우 5개로 다중 레이어의 개수를 늘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레이어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톤의 개수가 다양해

지고 더 타겟 그림자에 가까운 그림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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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6 3개의 다중 레이어로 구현한 결과.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간략한 형태는 볼 수 있지만 타겟 그림자에 비해 톤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그림 ５-7 5개의 다중 레이어로 구현한 결과. (그림 6-3)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의 톤이 존재한다. 

 

 

５.３확률 분포에 따른 결과 

 

본 학위 논문에서는 확률 분포를 생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률 

분포 함수의 가중치를 변화시키며 확률론적 최적화를 수행함을 

보였다. 사용한 확률 분포 함수는 1차식과 2차식 두 종류이며 

수행하였을 때, (5-8)과 같이 1차식의 경우 수행 단계가 더 

많으며 더디게 수렴하는 반면 2차식의 경우에는 수행 단계가 

짧으며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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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8 확률 분포 함수를 1차식(파란색)과 2차식(빨간색)으로 다르

게 하여 실험한 결과 그래프이다. 2차식으로 확률 분포 함수를 사용

할 경우, 1차식에 비하여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

반부터 큰 폭으로 유사도 점수가 개선된다. 

 

５.４ 배치 크기에 따른 결과 

 

배치 크기 역시 알고리즘의 성능 및 수행 속도에 영향을 끼

친다. 알고리즘 수행 초반에는 배치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타

겟 그림자로 빠르게 진행하고, 이후 배치 크기를 점차 줄여가

며 조밀한 조정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6-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치 샘플링을 적용한다면 25 단계에서 수렴 가능

하지만 매번 셀을 하나씩 업데이트한 후, 분포를 갱신하는 과

정을 거친다면 10,235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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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9 배치 샘플링을 적용한 결과(빨간색)과 셀 하나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한 결과(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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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다중의 격자 형태의 레이어를 사용하여 

내부의 셀을 열고 닫음으로써 여러 가지 톤을 가지는 그레이 

스케일의 그림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수의 셀들

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최적화를 사용하여 주어

진 타겟 그림자와 가장 유사한 그림자를 빠른 시간 내에 탐색

한다.  

 

본 연구의 제약 사항으로는 각 레이어의 높이를 임의로 설정

한다는 점이 있다. 이때, 각 레이어의 높이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타겟 그림자의 톤을 분석하여 최대한 주어

진 타겟 이미지에 가까워지며 빠른 시간 내에 타겟 이미지로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

다.  

 

현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레이어의 행과 열을 동일하게 나누

어 정사각형 형태의 셀을 사용하여 상태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각 광원으로부터 그림자의 픽셀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주어야 하는데 동일한 행렬이 아닌 타겟 그림자

의 밝기 정도에 따라 레이어의 해상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면 더욱 빠른 연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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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computer graphics is to 

create natural shadows to enhance the realism of scenes. In 

addition,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implement 

shadow art works in computers using human bodies or ancillary 

tools.  

In this thesis, we want to create grayscale shadows instead of 

two shades of black and white to enhance the realism of shadows. 

In order to create a shadow, it is necessary to track the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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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light source and the shadow, which is expensive. 

Therefore, this thesis uses stochastic optimization rather than 

deterministic optimization as a way to solve these difficulties. 

When the stochastic optimization is used, the cost function can be 

solved because the loss function is minimized based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the optimization is performed. 

Therefore, we design the objective function that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shadow and the result shadow, and 

then perform stochastic optimization. 

We set the environment for generating the gray-scale shadows 

to multiple layers with multiple light sources and a grid of cells in 

a unit square. Each cell has one of the opened or closed states. 

We suggest an algorithm that produces the most similar result 

shadows when there is any combination of the given target 

shadows. We show that the algorithm is improved by adjusting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layers, the resolution, the weights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and the batch size. 

 

 

Keywords: Computer Graphics, Generating Shadow, Stochastic 

Optimization 

Student Number: 2015-21239 

 


	제１장 서론 
	제２장 관련 연구 
	제３장 광원, 레이어와 그림자의 관계
	제４장 최적화 
	４.１ 제안 알고리즘 개요 
	４.２ 유사도 점수 계산 
	４.３ 확률 분포 생성과 가중치 업데이트 
	４.４ 배치 샘플링 (Batch Sampling) 

	제５장 결과 
	제６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제１장 서론  1
제２장 관련 연구  6
제３장 광원, 레이어와 그림자의 관계 10
제４장 최적화  13
 ４.１ 제안 알고리즘 개요  15
 ４.２ 유사도 점수 계산  17
 ４.３ 확률 분포 생성과 가중치 업데이트  19
 ４.４ 배치 샘플링 (Batch Sampling)  21
제５장 결과  22
제６장 결론 및 향후 연구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