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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반의 비선형 최적화를 통한 물리기반 유체시뮬레이션을 제어1. gradient

기법 사용2. Adjoint Method

많은 수의 제어 파라미터값을 필요로하는 시뮬레이션에서 효과적- 3D

유체시뮬레이션에 관한 새로운 제어 파라미터값 소개3.

Introduction

근래에 들어와 물리기반의 애니메이션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널리 쓰임1.

사실적이며 미묘한 차이의 표현이 가능a.



특히 액체와 기체의 표현은 손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b.

사용자의 의도 로 애니메이션이 불가능c.

물리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의도 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들을 통해 가능2.

이전의 방법으로는 조악한 스케일에 적용a.

기반의 시뮬레이션- derivative

보다 큰 시뮬레이션을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이 필요b.

새로운 시스템 소개3.

초기상태 연기 혹은 물 를 부여a. ( )

애니메이터에 의해 주어진 키프레임을 설정b.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유체를 시뮬레이션c.

의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 방법을 따름d. gradient Treuille et al[2003]

의 계산을 위해 를 사용4. gradient adjoint method

제어 파라미터의 수에 한 시스템의 의존도를 극도로 낮춤-

여러 시퀀스 키프레임 동안 매우 거 한 스케일의 시뮬레이션이 가능-

연기만을 제어하는 이전 논문과 달리 유체의 시뮬레이션에도 적용5. level set

의 를 공식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fast marching step adjoint

알고리즘이 함을 이용하여 해결- fast marching locally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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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oster and Metaxas[1997a]

유체의 파라메터를 이용한 사용자제어-

11. Foster and Fedkiw[2001]

유체흐름의 속도를 제어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

12. Treuille et al.[2003]

연기시뮬레이션 제어에 한 프레임웍을 제시-



과 사용1) keyframing nonlinear optimization

비교적 부정확한 를 사용하여도 정확한 시뮬레이션 계수들을 구함2) solver

물리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일련의 함수의 조합으로 봄-

본 논문에서는 를 기반으로 계산법을 효율적으로 개선13. 12 gradient「 」

사용a. adjoint method

에 비해 효율적- forward gradient computation

물의 흐름제어에 처음으로 적용b.

13. Fattal et al.[2004]

연기시뮬레이션에 유사한 기법을 적용a.

추가적인 제어변수를 추가b.

무겁고 최적화과정이 없음-

결과의 사실성이 떨어짐-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방법을 제안14.

액체나 연기 혹은 기타 다른 자연현상에 적용-

상태에 한 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

를 이용한 의 계산15. adjoint method gradient [Lions 1971]

유체역학의 계산 기상예측등에 사용a. ,

한 방법이 존재b. continuous, discrete

유체역학계산분야1) continuous :

한 을 이용하거나 를 이용하는 그래픽영역2) discrete : discrete timestep voxelized grid



Simulation

물리기반의 시뮬레이션의 일반적 형태1.

   for all  ≥  (  : initial state,  : sequence of operations to the state)

본 논문에서의 시뮬레이션2.

   (  : grid,  기체의 밀도 혹은 액체의 의 밀도: veloicties) surface level set➛
연기 시뮬레이션3.

매 시간간격 동안 수행a. ADVECT DIFFUSE HEAT PROJECT ( )➛ ➛ ➛
유체시뮬레이션의 일반적 방법-

를 통해 혹은 를 이동시킴b. ADVECT : velocity field material velocity

점성c. DIFFUSE :

연기의 밀도에 비례하는 상승하는 힘d. HEAT :

비압축성e. PROJECT :

물 시뮬레이션4.

a. ADVECT DIFFUSE GRAVITY PROJECT REDISTANCE➛ ➛ ➛ ➛
중력b. GRAVITY :

을 이용하여 액체 표면을 으로 표현c. REDISTANCE : fast marching algorithm signed-distance function

Control

1. Control Parameters

a. control vector  시뮬레이션동안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요소:

b. forces(Gaussian wind forces) [Treuille at al. 2003]

에 더해짐1) velocity grid (Gaussian falloff)



2) velocity field  의 영역에 가해지는 작은local wind force

유체를 사용자의 으로 향하도록 유도함3) keyframe

c. sources

1) grid  에 직접 더해짐(not densities for smoke but surface level set for water)

제어에 유용2) level sets

유체 시뮬레이션에 사용3)

이 되면 의 영향이 소거됨- level set redistance source (nullified)

기체 시뮬레이션에는 사용하지 않음4)

현재 위치에서 소실되는 질량을 계산하고 에 다시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짐- smoke keyframe

와 는 에 더해지기 전에 각각의 에 의해 적절히 조절됨d. force source system control parameter

는 함- force linear

즉-    (1)……………………………………………………………………

( 를:control vector timestep 에서 의 증가분으로 변환하는 매트릭스state )

2. Objective Function

a. objective function 

얼마나 에 근접하게 시뮬레이션 되었는지 측정1) keyframe

과도한 에 한 시스템의2) control penalty

3)   
 




∥  ∥ ∥∥ (2)……………………………

(  

: a set of keyframes,

 : corresponding weight matrices,



 : smoothness term,

 : preprocessing function )

사용자의 의도된 과 물리적인 사실성 사이를 절충함4) keyframe

b.    

의 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의 부호 음 양 의 일치를 판별- level set distance grid ( / )

3. Implementation

a. APPLYCONTROL(at the beginning of each step)

에 따라 를 갱신- control vector state

b. MATCHKEYFRAME(at the end of the step)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유도될수 있도록 을 조절- objective function



4. Optimization

a. continuous function minimization problem



b. limited memory quasi-Newton optimization technique [Zhu et al. 1994]

- derivative-based optimization

-  뿐만 아니라 의 인gradient 의 계산이 필요함

의 계산이 병목현상이 됨c. gradient

각각의 들이 의 계산을 필요로 함1) parameter derivative

의 적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2) adjoint method

The Adjoint Method

1. Duality

의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변수로 체함a. gradient

b.  라 할때 의 계산방법??(  : matrix,  : known vector,  : unknown vector )

먼저1) straight forward method : 에 해서 계산한 후 입

2) using dual :    에서 를 구한다음 를 구함

3)     

만일c. , 가 가 아닌vector matrix  ,라면

1)  such that   

2) using dual :  such that   

즉3) matrix  전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짐



의 문제 또한 이런 형태의 계산의 문제임4) control vector-matrix product

2. Gradient Calculation

만일 고정된 초기상태a. 에서  인subsequence , ,…  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  : control vector 에 의해 된 미분가능한 함수parameterized )

각각 하나의 와 으로 표현해보면b. long vector long vector function

  
…

    
 …   

즉-   는    와 같이 표현가능

이 수식은 최적화에 제약사항이 됨-

의 한- function sequence 에 의해 생성된 가 유효한 시뮬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이

수식이 고정되어야 함

c.  가 에 해 미분가능한 이라 가정하면control vector objective function










(3)……………………………………………………………………

1)  가 각각의 에 해 전체의 로 구성되어 계산량이 많음control state sequence

를 통해 해결2) adjoint method






such that 
 








(4)…………………………………

새로운 vector 을 적용하여






such that
 






<---- adjoint vector

에 해서만 계산할 수 있으면 전체의 의 계산이 가능gradient

즉 식 은(3) 

 ∂

∂



(5)……………………………………………

3) 에 해 계산

식 를(4) 에 해 다시 전개 하면

 
 






 가 forward states ……의 집합인것 처럼

 은 adjoint states ……의 집합이다.

 
 



 
 



(6)……………………………………………

3. Implementation

의 계산에 해 보다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함: adjoint

a. forward states …… 가 순서 로 계산

다만 매 시뮬레이션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함-

b. adjoint states …… 는 식 을 이용해 역순으로 계산(6)

매 단계의 가 구해짐에 따라 은 식 에 의해 증가함1) adjoint state object function (5)

의 최종단계인2) adjoint state 까지 계산이 끝나면 ,  모두를 알 수 있음



식 는 의 계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c. (6) adjoint forward states 를 저장하고 있어야 함(Figure 2)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임d. granularity

1) functions 가 어느 레벨에서 정의되어야 하는가에 한 문제

2) at finest level

기계어 명령어 하나하나가 각각의 에 응시킴a) function

의 기반이 됨- reverse mode [Griewank 2000]

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작은 문제에 해서만 적용가능b)

3) at coarser level

유체 시뮬레이션의 에 를 응시킴a) operation function

각각의 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갖음b) operation adjoint

한 이 연관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나머지 들은- operation operation

일부 데이터만 저장하고 나머지에 한 계산과정에 들어감

하드웨어에 따라 계산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a)

메모리의 사용량이 많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작은 단위로 나눔4) subprogram



a) layered multiple shooting[Treuille at al. 2004]

를 잘게 쪼개 메모리의 사용률을 현저히 줄임b) sequence

Adjoint Fluid Control

각각의1. function  는 유체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각각의 들에 해당함operation

 = APPLYCONTROL

 = ADVECT

 = DIFFUSE

 = HEAT

 = PROJECT

 = MATCHKEYFRAME

 = APPLYCONTROL, etc...

각각의 을 순서 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a. operation

를 초기화 한후 역순으로 각각의 에 한 를 계산하여 를 구함b. adjoint state operation adjoint gradient

- adjoint step

일반적인 유체시뮬레이션의 경우2.

a. objective function 에 영향을 주지 않음

식 에 의해 를 갱신할 때 두 번째 이 무효화 되어 단순한 곱셈의 형태가 됨- (4) adjoint state term


 





각각의 에서 나오는 각각의b. operation 
 



와 같은 된 들의 계산transpose derivative

1) Heat

기체 시뮬레이션에는 연기의 밀도에 비례하는 열에 의한 상승하는 속도가 추가됨a)


′    ( ′ 열이 가해진 후의 셀속도의 성분: y ,  사용자정의의 열 상수: )

b) 를 이라고 하면HEAT operation

   ( matrix  는 속도의 성분에 밀도를 더하게 됨y )

의- derivative transpose 
 



는   가 됨

즉 의 속도성분을 조절하게 됨- adjoint state y

2) Gravity

물에 일정하게 하강하는 힘으로 에 비례하는 힘이 아님- state

는 가 되어 는 이 단계에서 영향을 주지 않음- derivative identity adjoint

3) Projection and Diffusion

이 들은 하여 와 계산이 동일a) operation symmetric adjoint forward

원래 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한 을 적용- state adjoint state projection, diffusion

정확한 가 필요b) linear solver

자체에서 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려하지 않음- linear solver adjoint derivative

4) Advection

이전의 과 달리 은 함a) operation advection nonlinear

- velocity  를 통해 grid 의 움직임을 표현

에서 각각의 로 부터의 경로는 를 역추적함b) Semi-Lagrangian advection voxel velocity grid



은 경로 끝의 값을 선형보간하여 갱신됨- grid cell

c) interpolation function

 ( : input grid,  : corresponding grid)

-  위치에서 된resample  를 반환

- , 를 간단하게 유도해 낼 수 있음

를 위해 방법을 소개d) simplicity Euler-step backtrace

- ADVECT operation 

     (  중심에서의 위치: voxel , ,  : 의 요소)

e) adjoint matrix 에 해 계산

-  와 로 표현 할 수 있음


 



 
 



,


 



 


 



 
 



5) Level Set Redistancing

이전의 다른 들 보다는 훨씬 복잡a) operation

이 이 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것이 특징- operation locally smooth

을 기반으로 함b) fast marching algorithm [Adalsteinsson and Sethian 1998]

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을 구함- interface voxel

표면의 위치에 따라 를 구함- signed distance



된- redistanced grid cell 에서의 grid value 
′
는 차방정식의 해가 됨2


′  ′    ( : 과 에서adjacent voxel 의 function)

계수- 는 이미 된 이웃 들의 임l redistanced voxel function

로부터 떨어진 들은 거리가 다시 계산됨- interface voxel

은 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일련의 이차방정식의- redistancing front

계산을 통해 얻음

를 통해 효과적으로 계산- min-heap data structure (Figure 3)

표면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을 으로 변환c) level-set signed-distance function

이 에 있어 계산의 문제점d) operation adjoint

와 미분적용의 어려움- discontinuity

물의 표면이 충분히 작은 영역에 해서는 표면 주위의 의 접근순서- voxel

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선형화 할수 있음(traveral order)



의 바깥방향으로 계산해 나가므로 는 그 반 의 방향을 가짐e) interface adjoint

가장 나중에 계산된 부터 시작- voxel

각각의 을 갱신할 때f) voxel 
′  ′    의 미분 신



′

′


 



′


′ 

′


′ 

′


(  : 에 한 grid cell)

의 계산후 와 인접한 를 제외한 나머지의 은 가됨g) adjoint interface grid level set zero

의 작은 변화는 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큰 변화는 의h) level-set traversal order topology

변화를 가져옴

같은 특수한 경우c. APPLYCONTROL, MATCHKEYFRAME

1) Keyframe Matching

이전까지의 단계는 이 영향을 주지 않는 유체시뮬레이션임a) objective function

- state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만 증가시킴

의 계산b) adjoint

은- MATCHKEYFRAME 와 state 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유일한 임operation

식 로부터- (6)

∂∂
2) Applying Control

a)   에 의해 를 제어하는state operation

-   이므로 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ajoint state

b)  가 가 아니므로 식 에서zero (5) 값의 증가에 영향을 줌



와 의 관계를 형성- adjoint gradient

식 과 식 를 식 에 입c) (1) (2) (5)



←





Results

이전의 시스템 보다 빠른 다수의 기체와 액체 시뮬레이션 및 제어를 보여줌1. [Treuille et al. 2003]

에서 무한의 제어가 가능함을 보임a. 2D

에서 이전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구현b. 3D

에서 점성있는 유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예를 보여줌2. Figure 4

점성이 있는 공 같은 물체의 마지막 형태를 를 이용해 제어a. keyframe control

평평한 지면에 닿은 이후 제어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함b.

지면에 닿을때 발생하는 충격이 매우 하여 근사화에 오차가 큼- nonlinear



에서 기체시뮬레이션의 제어를 보여줌3. Figure 5

모델을 사용a. Stanford bunny, armadillo

공 형상에서 각각의 모델형상으로 변하도록 제어b.

각각 개 이상의 제어 파라메터 사용c. 100,000

형상을 비교적 잘 표현해줌d.

에서 주먹을 내미는 사람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보여줌4. Figure 6(a) mesh

유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해 매 간 보간을 통해 표현- frame

에서 거 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5. Figure 6(b)

보다 극적인 표현을 위해 애니메이터의 스케치에 의한 물방울 형상을 적용a.



에서 사실성은 떨어지나 보다 극적인 연출을 위해 세 개의 물방울로 표현6. Figure 6(c)

Discussion and Future Work

본 논문에서는 의 계산을 통해 이전의 방법들 보다 빠른 유체시뮬레이션의 제어방법을 소개함1. derivative

를 통해 최적화의 과정을 거침a. adjoint method

각각의 파라메터에 해 추가적인 의 계산이 필요없음b. derivative

을 한 의 제어가 가능2. Navier-stocks equation level set surface

을 통해 구한 를 통해 유체시뮬레이션의 제어가 가능함을 보임- fast marching step adjoint derivative

액체시뮬레이션에 있어 문제로 인해 제어가 어려움3. discontinuity

이런 로 인해 의 정확도가 기체에 비해 낮가 제어가 힘듬a. discontinuity derivative

정확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사항을 통해 복잡한 액체시뮬레이션의 제어가 가능함b.

향후 성공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들을 연구할 계획4. operation



와 같은 방법을 보다 복잡한 액체시뮬레이션의 제어에 적용a. hybrid-particle method

가 거 한 를 쉽게 다룰수 있어 이 논문의 의 문제가 의5. adjoint method control vector framework objective function

계산문제에서 최적화의 문제가 됨

시스템이 간의 에 생기는 문제는 과도한 제어에 기인함- keyframe matching

제어의 수준을 지능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제안-

새로운 제어 패러다임을 고려함6.

특정 형상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의 파형 를 적용- (wave)

무엇보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에 흥미로움7. adjoint method

다른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에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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