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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매우 안정적(stable)이면서 반응적(responsive)인 semi-implicit cloth method를 제안 

- 안정적인 기법 : 큰 고정 time step의 사용 가능 

- 두드러지게 사실적인 애니메이션 : 주름(Wrinkle)들의 자연스런 생성/소멸 

- 계산 불안정성(numerical instability)은 물론 post-buckling instability를 극복 

 Buckling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불안정성 : semi-implicit method 사용만

으로 해결 불가능 

 Damping force 추가 : 불안정성 해결 + cloth motion의 사실성 감소 

 Fictitious damping을 삽입하지 않고 post-buckling response에서의 불안정성

을 처리 

 

1 Introduction  

▶ 최근까지 제안된 모든 방법들은 결국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것으로 요약 

▶ Cloth 운동의 특징 

- Cloth는 stretch에 대한 강한 저항과 bending에 대한 약한 저항 

 stiff한 equation들의 set을 유도 

 큰 time step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됨 

 cloth simulation technique들은 실제로 사용되려면 안정적이면서 빨라야 함.  

- buckling behavior  

 직물의 buckling은 주름(wringkle)들이 형성되는 과정 

 고체 소재와 배우 다른 특성 [Amirbayat and Hearle 1989] 

 불안정성과 비선형성 [Eischen et al. 1996], [Yu et al. 2000] 

-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 

 

▶ 얇은 소재의 buckling 

- rigid(예: 알루미늄 판)하거나 flexible(예: 직물)하거나 상관없이 매운 불안정한 상태

를 포함 

- 압축력(compressive force) 작용 

 초기에는 형태가 변화하는 데 저항 

 힘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은 평형상태(neutral equilibrium)에 도달 



 특정 시점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평형 상태, 불안정적인 post-buckling 

response로 갈린다. (section 3.2에서 자세히 설명) 

 buckling은 직물의 보편적인 특징 : 모델링하는 안정적인 방법 필요 

 

▶ Post-buckling response의 불안정성 

- stiff equation들로 부터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안정성으로부터 발생 [Bathe 1996] 

- 단순히 implicit method을 채용하는 걸로 극복될 수 없음 

 

▶ Damping force들을 추가하여 Post-buckling response의 불안정성을 회피하는 방법 

- [Baraff and Witkin 1998; Volino and Magnenat-Thalmann 2000] 

- 물리 시스템을 안정화 

- 더 잘 condition된 system matrix 

- semi-implicit formulation에서 positive definiteness를 보전 

- damping force들은 시뮬레이션되는 cloth 운동의 사실성 크게 감소 

▶ 인위적 damping과 가상적 damping 

- Implicit method들에서 인위적 damping 

 cloth의 in-plane deformation(평면 내 변형)에 영향 

 bending rigidity(강체성)보다 in-plane rigidity가 훨씬 더 높기 때문 

 cloth의 out-of-plane movement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부 책임 

- 질적 하락은 주로 가상의 damping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추측 

 

▶ 사실적인 결과를 위한 방법 

- 인위적 damping과 material intrinsic damping을 포함 

- 가상의 damping은 포함하지 않음 

- Post-buckling situation들과 연관된 불안정성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 

- Predicted static post-buckling response를 사용, 가상의 damping이 필요성을 회피 

▶ 불안정성 해결을 위한 방법 

- post-buckling dynamic response 불안정성 

 강재(rigid material)에서 buckling은 실패(failure) 

 직물(textile fabrics)에서도, cloth simulation에 적용 가능한 buckling process 

연구 결과 없음  

- post-buckling 상태의 predicted static equilibrium에서 형태의 변형 에너지

(deformation energy)를 계산하여 처리 

- stiff equation에 의해 야기되는 numerical instability 

 implicit time stepping을 사용하여 처리 

 크기가 큰 고정된 time step 



▶ 제안한 방법 

- 제안한 물리적 모델과 implicit time stepping을 사용 

- 가상적 damping force들의 불필요, 크기가 큰 고정된 time step 

- 운동 방정식의 안정적인 integration  

 

 

2 The Physical Model 

 

2.1 Problems in Previous Models 

▶ Homogeneous Continuum 접근법 

- Cloth는 homogeneous continuum이 아니므로 잠재적인 여러 부작용이 존재 

- [Amirbayat and Hearle 1989] 

- 큰 변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밀한 meshing이 필요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에서 실용적인 simulator를 위해서 합리적인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해 Coarse discretization이 허용되어야 함 

 Cloth와 같이 거의 압축블가능(incompressible) 하고/하거나 얇은(thin) 재질의 

분석에서, 이런 단위(coarse discretization)로 요소들을 가진 continuum 

formulation은 stress와 strain에서 매우 엉뚱한 결과를 생성 

 [Bath 1996] 

- buckling과 연관된 발산(divergence)을 처리 

 [Eischen et al. 1996] 

 cloth로 non-linear shell model을 사용 

 drape shape을 얻기 위해 finite element analysis를 수행 

 load-deflection의 non-linearity나 buckling으로 발생하는 instantaneous 

stiffness matrix의 indefiniteness로 인한 발산을 방지 

 arc length control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특별한 처리 

 [Yu et al. 2000] 

 가상적 viscous damping으로 explicit dynamic simulation을 수행 

 

▶ [Baraff and Witkin 1998]과 [Courshesnes et al. 1995] 

- continuum으로서 다뤄지는 연결된 평평한 삼각형들의 시스템 

- 각 삼각형의 in-plane deformation energy는 continuum mechanics formulation으로

부터 유도 

- bending deformation measure는 인접한 삼각형들 사이의 각도에 기초  

- 직물은 single homogeneous continuum으로 처리되지 않음 

 bending과 in-plane property들은 분리되어 모델링 



- In-plane과 out-of-plane cloth property들의 독립적인 처리 

 각 삼각형의 in-plane rigidity(강체성)과 상관 없이 삼각형들 사이에 큰 

bending deformation이 가능 

-  문제점 1) post-buckling instability 

 각 삼각형이 거의 압축불가능한 재질로 모델링 

 삼각형들 사이에 bending rigidity가 매우 약함 

-  문제점 2) bending 특성들이 주로 triangulation에 의존 

 각 삼각형의 매우 높은 in-plane rigidity로 변형은 삼각형의 edge들을 따라 

전개되는 경향 

 정렬된 삼각형들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bending이 edge를 따라 발생 

 irregular triangulation으로 어느 정도 해결 

 irregular triangulation은 artificial flexural rigidity를 일으킴 

[Courshesnes et al. 1995] 

 Triangulation이 더 coarse해짐에 따라, artificial flexural rigidity는 

따라서 증가 

 

2.2 Using Interacting Particles 

▶ 기존 물리 모델들의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 상호작용하는 particle들의 시스템 

 큰 변형(large deformation) 생성과 buckling 문제 처리에 더 적합  

- [Breen et al. 1994]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 

 직물의 시뮬레이션에 최초로 particle 모델을 적용 

▶ cloth surface를 표현하고 있는 질점(mass point)들의 연결성  

- 우리는 cloth를 particle들의 quadrilateral mesh로 근사(approximate) 

- 각 particle은 P(i, j)로 나타냄 



 

 

▶ 그림 2(a) 

- 주어진 가운데 particle(center particle)과 연관된 모든 연결들 

- 모든 particle은 그림 2(a)에서 보이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 

 가장자리(boundary)에 있는(일부 연결들이 부서진) particle들을 예외 

- 각각 type1, type2 두 가지 타입의 particle interaction model이 채용 

 

▶ type 1 interaction model (그림 2에서 빨간 선들) 

- stretch와 shear resistance를 담당 

- particle P(i, j)는 P(i ± 1, j), P(i, j ± 1), P(i ± 1, j ± 1)과 연결 

- 연속된 연결 

 

▶ type 2 interaction model (그림 2에서 파란 선들) 

- flexural 과 compression resistance를 담당 

- P(i, j)에 연결된 particle들은 P(i ± 2, j), P(i, j ± 2), P(i ± 2, j ± 2) 

- interlaced(얽힌) connection  

 type 2 connection들이 모든 다른 particle과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 그림 2(b) 

- 특정 방향에서 순차적(sequential)이고 얽힌 연결(interlaced connection)들 

- S1~S4는 순차적 연결들, I1~I3은 얽힌 연결들  

 

 



3 Energy Functions and Derivatives 

▶ type 1 interaction model  

▶ buckling의 개념 

- 강재(rigid material)과 직물들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이런 차이가 post-buckling instability를 우리가 다루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type 2 interaction model 

- 직물 특유 buckling 행태(fabric-specific buckling behavior)에 기초하여 고안  

▶ material intrinsic damping을 추가 

[Baraff and Witkin 1998]과 [Volino and Magnenat-Thalmann 2000]와 비교. 

 

3.1 Type 1 Interaction 

▶간단한 선형 스프링 모델 

 

▶ particle i와 j에 대한 에너지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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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너지 함수는 tension만을 설명 

 

▶ 두 particle들 사이의 deformation에 따라 particle i에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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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 vector의 Jacobian matrix 

 

- 첫번째 term 

 spring interaction의 방향에서 stiffness는 상수(일정하다) 

 linear spring을 사용하여 interaction을 모델링하는 것이 명백히 필연적  

- 두번째 term 

 interation direction에 수직인 stiffness는 )1(
ij

s x
Lk − 에 비례 



 만약 cloth의 2차원적 구조를 고려한다면, 모든 interaction들에 수직인 방향은 

out-of-plane 방향과 일치 

 Spring이 늘어날(stretched) 때, implicit formulation에서 spring을 안정화시키

는 역할 

 그 뱡향으로 system matrix의 큰 positive eigenvalue들을 유도하기 때문

이다.  

 같은 함수를 compression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system matrix를 indefinite하게 바꿀 수 있음 

 type 2 interaction model에 의해 처리 

 

▶ [Volino and Magnenat-Thalmann 2000] 

- semi-implicit method를 사용하는데 stretching과 compression 모두에 대해 같은 스

프링 모델을 사용 

- 방정식 3에서 Jacobian matrix의 두번째 term은 stretch와 compression 모두에서 생

략 

- 수직 방향에서 null eigenvalue를 피하기 위해 damping term을 추가 

- 압축된(compressed) 스프링에 대해, out-of-plane 방향으로 damping force의 추가 

 system matrix를 better conditioned하게 만들 수 있음 

 cloth의 움직임에 불필요한 높은 저항을 생성 

 

▶ [Baraff and Witkin 1998] 

- stretching과 compression 모두에 대해 linear elastic model을 사용 

- formulation을 linear spring model의 그것으로 바꾸면 유사 

- behavior 함수 c = |xij|-L로 정의 

- damping force의 삽입으로 system matrix가 indefinite하게 될 가능성을 줄임 

- stretch/compression에 대한 damping force는 out-of-plane 운동에 기여하지 않음 

- bending에 대한 damping force는 out-of-plane 방향을 따라 동작 

 damping이 matrix를 positive definite하게 만들 거라는 보장이 없음. 

 

▶ 제안하는 formulation 

- 매우 stiff한 linear spring은 오직 tension을 위해서만 사용 

 system matrix는 positive definite하다고 보장 

 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damping term이 필요 없음 

- 모델에 compression resistance가 포함되어야 함  

 type 2 interaction model으로 compression과 bending에 대해 동시에 처리 

 



 

3.2 Our Solution to the Post-Buckling Instability 

▶ “buckling” 

- buckling은 cloth의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야기 

- Buckling이 강재(rigid material)과 직물에서 매우 다른 의미 

 강재(rigid material)에서는 실패, 직물에서는 성공을 의미 [Amirbayat and 

Hearle 1989].  

 직물에서 buckling은 직물의 특징적인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함 

 직물과 강재(rigid material)의 buckling behavior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반영되

지 않았음 

 

 

▶ buckling의 개념 (1)  

: 먼저 고체 역학(solid mechanics)의 term들로 강재(rigid material)의 buckling을 분석 

- 그림 3(a) 

 이상화된 rigid column 

 column을 구성하는 두개의 rigid bar는 점 C에서 stiffness kθ인 rotational 

spring에 의해 연결 

 bending resistance는 점 C에 집중 

- 그림 3(b) 

 축압력(axially compressive force) P가 점 A에 작용한다고 가정 

 Rotational spring이 bending에 저항하므로, 두개의 bar는 평형상태로 똑바로 

남아있음 



- 그림 3(c) 

 힘 P가 작용하는 이런 구조가 점 C가 조금 측면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외부력

에 의해 교란 

 압력(compressive force) P는 측면 이동을 증가시키려고 함 

 rotational spring은 원래 똑바른 위치로 시스템을 되돌리려고 함 

 만약 P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bar들은 똑바른 위치로 돌아감 (즉, 구조가 안정) 

 P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측면 이동은 점점 더 커짐 (즉, 구조가 불안정) 

-> 구조는 결국 측면 buckling에 의해 접힘  

- 임계 하중 (critical load) Pcr 

 힘에서 극미량 증가나 감소의 적용에 의해 안정 또는 불안정한 상태로 구조가 

나뉘는 순간 axial force의 대소 

 일단 axial 하중이 Pcr을 초과하면, 하중이 Pcr을 초과하는 정도나 얼마나 빨리 

하중이 Pcr 이하로 값이 다시 감소하였는가와 상관 없이 구조는 접히고 원래 

형태는 회복될 수 없음  

 

▶ buckling의 개념 (1)  

: 직물이 buckle될 경우 

- 강질(rigid material)의 경우와 유사점 

 axial force가 임계하중보다 커지는 순간에 직물도 구부러짐 

 구부러질 때 불안정한 post-buckling response를 보임 

- 차이점 

 강질(rigid material)과 대조적으로 직물은 부서지거나 접히지 않음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지나서 안정적 평형상태(부드럽게 구부러진 형태)에 이

름 

 axial 하중이 제거되면 구부러진 형태는 원래 똑바른 형태로 돌아가려는 경향 

[Amirbayat and Hearle 1989] 

 

▶ post-buckling response으로 인한 발산문제 

- 직물은 구부러질(buckle) 때 불안정한 상태를 거치고, 그에 대한 처리가 필요. 

- 일단 material이 불안정한 post-buckling 상태로 들어가면, 하중이 감소하더라도 휘는 

정도는 증가 

- semi-implicit 방법들에서 이런 구조적인 불안정성은 큰 크기의 time step에서 발산하

게 만듬 

- post-buckling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기존 노력 : [Eischen et al. 1996], [Yu et al. 

2000] 

 



▶ post-buckling response으로 인한 발산문제 처리 

- static post-buckling response를 예상하여 해결 

- 직물은 어떤 time step에서 불안정한 post-buckling 상태에 있지 않다고 가정 

 discrete time에 불안정한 post-buckling 상태로 들어갈 기회가 적다는 것 

 직물은 빨리 불안정한 post-buckling 상태를 지나 안정적인 평형상태에 이름 

- cloth가 구부러지는(buckle) 영역에서의 변형 에너지를 구함 

 각 time step에서 internal force를 계산하는 데에서 buckling 후 정적인 평형

상태에 있는 형태로부터 계산 

 

3.3 Type 2 Interaction 

▶ compressive and bending force들에 의해 생성된 post-buckling response를 담당 

▶ buckling다음에 직물의 형태를 예상하고 변형된 형태로부터 변형 에너지를 계산 

 

 

- 그림 4(a) 

 buckling 전, 길이 L의 직선 beam 

- 그림 4(b) 

 압축 하중 아래에서 구조가 구부러진(buckle) 후 

 평형상태의 형태를 예상하기 위해 끝이 고정된 상태(pinned ends condition)에

서 moment 평형상태 방정식을 사용 [Gere 2001] 

kbκ+ Py= 0 

kb는 flexural rigidity(만곡부 강성) 

κ는 curvature(곡률) 

P는 compressive load(압축 하중) 

y는 휘어진 정도 



 

 

 

- 그림 5 

 kb와 P의 여러 다른 값들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수치적 해법 중 일부 

 buckling 후 형태는 변형이 클 경우에도 원호(circular arc)에 가깝다 

 일정한 호 길이를 갖는 원호로 평형상태 형태를 근사할 수 있음 

 

- Bending deformation energy 

 위에서 구한 형태로부터 다음 관계식을 사용하여 계산 

∫=
L

dxME
02

1 κ                                          (5) 

M은 bending moment 

κ는 curvature(곡률) 

 적분 

 Curvature와 bending moment 사이의 선형 관계 (그림 5) 

 구조를 관통하는 일정한 곡률(constant curvature) 

2

2
1 κLkE b=       (6) 

kb는 flexural rigidity 

 호 길이가 초기 직선 길이 L과 같다고 가정되므로, curvature κ는 두 말단 사

이의 거리 |xij| term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 

)(sin2 1

L

x
c

L
ij−=κ      (7) 

sinc(x) = sinx/x. 

 



 

▶ Force vector 

 

 

 

 

 

 

- 그림 6 

 파란 곡선 : 두 particle들 사이의 거리에 대한 fb의 의존상태  

 압력(compression force) P가 초기에 적용되었을 때 (그림 6의 오른쪽 위 

구석), 구조는 하중이 buckling 하중 Pcr에 이를 때까지 직선 

 녹색 곡선 : 실제 시스템 실험 

 하중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구부러지기 시작 

 작은 크기의 압력에서조차 finite(0이 아닌) deflection을 보이고 압력이 증

가함 

 점근적으로 fb에 접근하는 실제 곡선 



-  구현 시 사용하는 함수   

 

cb는 우리가 선택한 상수값으로 보통 ks와 비교되는 값이 대입 

- 선형 함수 와 더 높은 차수 함수를 사용 결과 사이에 큰 차이 없음 (빨간 

곡선). 

 

▶ force vector의 Jacobian matrix 

  

- system matrix를 indefinite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두번째 term)  

 System matrix의 positive definiteness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략 

 직교 방향으로 힘은 implicit filtering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3.4 Damping  

▶ interaction 방향을 따라 간단한 선형 damper를 추가  

- particle j와의 interaction으로부터 particle i에 가해지는 damping force 

  

(수직 방향(orthogonal direction)으로 어떤 damping도 추가하지 않음) 

-  Jacobian matrix 

 

 

- 위 force term은 cloth가 선형 강체 운동을 겪을 때(즉, 모든 particle들의 velocity 

vector가 identical할 때) semi-implicit formulation 하에서 filtering effect를 생성하

지 않음 

  matrix ∂f/∂v의 3*3 block-wise row sum들은 zero matrix 

  강체 운동 벡터(rigid motion vector) vrigid는 zero  

-  방정식 3과 12에서 ∂f/∂v term이 시스템 방정식에 포함된 경우라고 해도, 강체 운동

에 implicit filtering은 존재하지 않음 

 모든 i에 대하여 particle i의 모든 interacting direction들이 vi에 직각 

 cloth는 stretch도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정식 3과 12에서 ∂f/∂v term 또한 

vrigid로 곱했을 때 null vector를 생성 

 



 

4 Numerical Integration 

▶ semi-implicit integration 

- 2차 backward difference formula(BDF)를 사용 

- k차 BDF 정의 

 

 

- discretization of x’ (k = 2) 

 

- state equation of motion과 discretization 

 

 

 

 

 

- 방정식 (20)의 linear system은 conjugate gradient method를 사용하여 품 

 

 

 

 

 



5 Collision Handling 

▶ collision detection 

- voxel-based collision detection [Zhang and Yuen 2000] 

- 가까워진 cloth의 공간을 voxelize한 후, 각 cloth particle과 solid triangle을 대응되

는 voxel에 등록 

- 각각의 복셀들에 대해 collision detection을 수행 

▶ cloth-solid collision 

- particle-triangle 쌍을 검사 

- 복셀 경계가까이의 쌍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까이에 있는 복셀들에 중복해서 등록 

- collision response 

 충돌이 감지되면, 충돌하는 surface의 normal 방향으로  particle의 다음 위치

가 결정됨 

 tangential 방향 : 접촉한 particle과 solid surface 사이의 속도 차이와 

contraint force 모두에 비례하여 마찰력을 추가 

▶ self-collision 

- particle-particle 쌍 검사 

- particle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사이에 repulsive proximity force 추가. 

- 추가된 힘에 대한 Jacobian matrix를 만들어 적용 



 

6 Result 

▶ Table 1 (Pentium3-550MHz) 

 
 

- (collision detection, Conjugate Gradient Interation을 포함) 모든 과정을 포함한 시간 

- collision detection 시간은 전체 cpu 시간의 20% 이하 

- mesh resolution : L = 1~2cm 

-  animation 1~4에서 △t = 1/90s 

 

 

7 conclusion  

- [Baraff and Witkin 1998]  

 계산 비용을 감소시켜 실용적인 cloth simulation을 제공 

- 불안정성의 또다른 원인이며 cloth 변형의 중요한 특징이 buckling 현상은 무시되어 

왔음. 

- Buckling 현상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 자연스러운 cloth animation은 막대한 계산



량이 필요 

- 역학 시뮬레이션에 damping force를 추가하지 않고 post-buckling 불안정성을 다루

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첫번째 보고서 

- 일정한 time step 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직물들의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 cloth의 민감한 반응이 필요한 가볍고 얇은 cloth의 애니메이션에서 이전 기법과 다른 

결과를 보여줌 

- 알고리즘의 증가한 안정성으로 기존 기법에서 얻을 수 없었던 0.2 초 이상의 time 

step으로 cloth 운동의 simulation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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