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몬테카를로 광선 추적법은 사실적인 렌더링 결과를 얻게 해

주는 물리적이고 직관적인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정확한 이미

지를 얻기 위해서는 픽셀당 수많은 광선을 생성하여야 한다. 

적은 수의 광선을 사용하면 렌더링 소요 시간은 줄어들지만,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를 도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렌더링 이미

지 노이즈 제거 기법은 해당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깨끗

한 렌더링 결과를 얻어 광선 추적 알고리즘을 가속한다.

  최근 연구들은 심층 학습을 렌더링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

에 적용하여 심층 신경망이 노이즈가 있는 렌더링 이미지와 함

께 부가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학습한다. 

기존 심층 학습 기반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1][2]은 법선, 깊

이, 텍스처 맵과 같이 빛이 첫 반사 표면의 기하 정보들을 사

용하였다. 최근에는 각 반사 효과의 기하·광학적 정보를 부가

정보로 활용하여 복잡한 반사 효과로 인한 노이즈에 대응하도

록 하는 연구들[3][4]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적으로 근접한 반사 효과들을 효과적으로 임베딩하는 

심층 신경망을 추가하여 노이즈 제거 성능을 향상한다.

2. 관련 연구

2.1 다중 반사 효과와 렌더링 노이즈 제거

  사실적인 시각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중 반사 효과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반사의 정보를 활용해야 한

다. Gharbi et al.[3]은 각 반사의 샘플링 확률, 반사 방향 등의 

정보를 이미지 노이즈 제거 모델의 학습에 활용하였다. 이에 

더해 Cho et al.[4]은 대조 학습과 인코딩 모델을 적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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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반사 정보인 path descriptor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하는 

Manifold learning module을 제안한다. Manifold learning module

은 다양한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에 적용될 수 있고, 다중 

반사 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 역시 

다중 반사 효과로 인한 노이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

표이다.

2.2 반사의 공간 정보의 활용

  Path space filtering 기법[5]은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인접한 

반사효과들을 이용하여 각 반사의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렌더링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은 이미지 상의 노

이즈를 분석하여 제거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path space 

filtering은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본 논문은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path 

space filtering이 사용하는 인접한 공간의 반사 효과들 간의 유

사성이라는 특징을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에 적용하여 기존 

기법 대비 높은 성능을 얻고자 한다.

3. 공간 정보를 이용한 렌더링 노이즈 제거

3.1 각 반사의 공간 정보

  근접한 표면 혹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사 효과는 서로 비

슷한 특징을 가진다. 반사가 일어나는 표면의 기하 특성이나 

물질의 특성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표면으로 

들어오는 입사광의 광학적 특징 또한 유사하다. 그러나 몬테카

를로 광선 추적법의 샘플링 과정으로 인해 특정 반사광이 주변 

반사광과 다른 광학적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는 렌더링 이미

지 상의 노이즈로 이어진다. 각 반사의 공간 정보를 부가 정보

에 추가하면 비슷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른 반사의 성질들을  

통해 반사광의 노이즈 정도를 추측하는 대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반사의 공간 정보를 3차원 공간에서 반사가 일어

나는 좌표로 정의하고(그림 2 참고), 해당 공간 정보를 Ch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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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몬테카를로 광선 추적법은 적은 샘플을 사용할 때 적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노이즈가 많은 렌더링 이미지

를 도출한다. 렌더링 이미지 노이즈 제거 기법은 렌더링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여 광선 추적법의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최신 심층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노이즈 제거 기법들은 렌더링 과정에서 얻는 다양한 

부가 정보를 활용하여 노이즈 제거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렌더링 노이즈 제거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각 반사의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반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bounce embedding network는 각 반사의 공간 좌표와 기타 반사 정보를 효율적으로 임베딩한다.  

이에 더해 반사의 3차원 공간 좌표에 positional encoding을 적용하여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 한다. 해당 기법을 기존 노이즈 제거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다중 반사 효과로 인한 노이즈를 보다 효

과적으로 제거함을 확인하였다.



al.[4]에서 제안하는 path descriptor들과 함께 노이즈 제거 기법

을 위한 부가 정보로 활용한다. 이때 path descriptor를 반사의 

정보를 담고 있는 bounce feature(그림 1의  )와 모든 반사를 

거친 광선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residual path feature

(그림 1의  )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반사의 좌

표는 bounce feature에 해당한다. 모든 반사를 거친 광선의 에

너지 등의 정보는 residual path feature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

서 한 광선의 부가 정보는 총 6개의 bounce feature(∼ )와 

1개의 residual path feature로 구성되어 있다.

3.2 반사 공간 정보의 효과적 임베딩

  본 연구는 앞서 정의한 bounce feature의 효과적 활용을 위

하여 bounce embedding network을 추가한다(그림 1 참고). 

Bounce embedding module은 bounce feature과 3차원 반사 좌표

를 입력으로 받아 저차원의 공간으로 매핑하는 bounce 

embedding을 한다. Bounce embedding을 거친 후에는 총 6개의 

embedding 와 residual path feature 를 Manifold learning 

module[4]의 입력으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광선의 정보를 효과

적으로 임베딩한다. 

  Bounce embedding network은 이미지 픽셀의 근접성보다 공

간 좌표 상의 근접성에 더욱 집중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

록 inductive bias가 있는 CNN이 아닌 MLP로 설계한다. 이에 

더해, 최근 MLP 기반 심층 신경망은 3차원 좌표와 같은 

coordinate을 입력으로 받아 3차원 공간의 radiance field나 표

면을 학습하는 목표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인다[6][7]. 본 연구에

서 이와 비슷한 심층 신경망을 적용하여 이미지 노이즈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bounce embedding을 3차원 공간 좌표를 통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공간 좌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positional encoding[6]을 

공간좌표에 적용한다. Positional encoding(식 1 참고)는 여러 주

파수의 정현파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3차원 좌표를 의 고차

원 공간으로 매핑한다. 본 연구는   을 사용한다.  sin cos   sin cos  (1)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bounce embedding network은 bounce 

feature와 positional encoding을 거친 공간 좌표로 이루어진 총 

68차원의 인풋을 받아 64의 중간 차원을 가진 3개층의 레이어

를 거쳐 결과를 5차원으로 매핑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방식

  실험을 위해 LBMC-Manifold[2][4]의 학습에 필요한 부가 정

보와 더불어 반사의 3차원 좌표를 렌더링 과정에서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다. 학습 데이터에서 입력 이미지는 8spp

로 렌더링하였고 대응하는 정답 이미지는 8000spp로 렌더링하

였다. 그 후 최신 노이즈 제거 모델인 LBMC-Manifold와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bounce embedding module을 추가한 

LBMC-Manifold를 각각 학습하였다. 기존 모델을 학습할 때 기

존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학습하였다. RTX 8000에서 기

존 연구는 1.5일, 제안하는 연구는 2일이 학습에 소요되었다.

4.2 정량적 결과
  정량적 결과 분석을 위해서 총 7개의 테스트 장면에서의 성

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는 렌더링 노이즈 분석에 주로 사

그림 1 제안하는 bounce embedding network와 전체 작동 방식의 도식. Bounce embedding network는 bounce 
feature와 positional encoding을 거친 3차원 반사 좌표를 입력으로 받아 저차원으로 매핑한다. 그 이후에는 residual 
path feature와 함께 기존 manifold learning module[4]의 입력으로 활용되어 최종적인 path embedding으로 매핑된다.

그림 2 CORNELL-BOX 장면으로부터 추출한 각 반사의 
공간 좌표.



용하는 RelL2와 SSIM 오차 측도를 이용하였다. 오차 측정은 노

이즈 제거 결과와 정답 이미지 모두 tone-mapping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

  제안하는 기법은 정량적 결과에서 오차 측도에 따라 기존 모

델과의 비교우위가 달라지며 두 오차 측도에 대해서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이미 고차원인 부가 정보

에 더욱 고차원 정보인 positional encoding을 거친 공간 좌표까

지 추가하여 노이즈 제거 모델이 최적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Cho et al.[4] 의 Manifold-learning Module은 고차원의 path 

desciptor를 효과적으로 저차원에 매핑하지만 이미지상에서 근

접한 광선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공간의 근접성을 고려

하는 bounce feature에 알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3 시각적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장점은 시각적 결과에서 큰 차

이를 보인다. BATHROOM 장면에서 비교적 작지만 매끈하여 

주변 사물들과 반사가 자주 일어나는 벨브들에서의 재구성 효

과가 기존 모델보다 뛰어나다(그림 3 참고). 또한 이런 물체가 

많은 해당 장면의 경우 본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모델보

다 약 16% 낮은 RelMSE 에러를 보였다. 성능의 차이가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재질과 비교적 작고 디테일이 많은 물체에서 두

드러지게 일어난다는 점을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공간 정보

의 활용을 통해 이러한 물체들로 생기는 렌더링 이미지 노이즈

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에는 활용하지 않는 각 반사의 공간 정보를 

렌더링 이미지 노이즈 제거에 활용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각 

반사의 공간 좌표를 포함한 부가정보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하는 

심층 모델인 Bounce embedding module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노이즈 제거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복잡한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기존보다 나은 노이즈 제거 성능을 보인다. 

향후에는 bounce feature의 공간 근접성을 효과적으로 임베딩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목표[6][7]들을 통해 반사의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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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MSE 1-SSIM

LBMC-Manif 0.030547 0.030905

Ours 0.031874 0.030778

표 1  테스트 장면에서의 평균 오차 비교

그림 3 BATHROOM 장면에서의 테스트 결과 비교.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은 작은 벨브의 반사효과에 
잘 대응하고, 해당 장면의 정량적 노이즈 제거 성능의 향상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