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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움직이는 삼차원 모델의 stylized silhouette을 temporal coherence가 유지되면서 

렌더링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다. Coherence 는 NPR에 있어서 주요한 노력의 목표 중 하

나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프레임 간에 분명한 일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robust한 working system으로 stylized silhouettes의 다양한 coherence 효과를 설명한다. 

우리의 방법은 중간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는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수행되며, 이것을 

interactive한 어플리케이션과 offline 애니메이션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1 Introduction 

 Stylized silhouettes 

 Silhouette은 삼차원 형상의 시각적인 해석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 

 삼차원 모델에서부터 silhouettes을 찾고 그리는 많은 알고리즘 

 stylized silhouettes 

 stylized silhouettes은 silhouette을 꼬불꼬불하게 혹은 두께와 텍스처를 

달리하여 그려짐  

 그림 1 참조  

 

 

그림 1 Stylized silhouettes can (a) suggest geometric detail, (b) reveal hidden features, 

and (c) impart a rich hand-drawn look. In panel (d), strokes from (c) adapt coherently to 

the new view. 

 



 목표와 제약 

 NPR에 있어 중요 도전: frame-to-frame coherence를 제공 

 목표1: Frame-to-frame coherence (temporal coherence) 

 strokes이 animated scene에서 시간에 따라 부드럽게 변화되도록  

 제약:  

 Silhouettes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백히 프레임간 일치를 가지지 않음  

 삼차원 형상에 coherence을 제공하는 목표는 stylized strokes의 다른 목표와 

충돌:  

 stylization이 2D arc-length에 의해 매개 변수화된 strokes으로 맵핑되어

야 함. Ex) 만약 붓의 꼬불꼬불한 특성이 stroke의 한 쪽 끝으로만 밀어 

넣어지면 stylization이 안됨 

 목표2: interactive한 illustration이나 게임과 같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

하도록 함 

 frame-to-frame coherence한 stylized silhouettes을 interactive하게 그리는 방법 

 coherence 목표: 한 프레임의 strokes에서부터 다음 프레임에 있는 strokes로 

parameterization을 전파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기술함으로써 해결 

 Balance 목표: 디자이너가 삼차원 형상의 coherence와 2D arc-length 

parameterization사이의 목표를 조정하게 허락 

 

2 Related Work 

 실루엣 찾는 연구 

 삼차원 모델에서 명시적으로 stylized silhouettes을 그리는 연구 

 [Zeleznik et al. 1996; Masuch et al. 1997; Markosian et al. 1997; Bremer 

and Hughes 1998; Gooch et al. 1999; Hertmann and Zorin 2000; Lake et al. 

2000; Northrup and Markosian 2000; Isenberg et al. 2002].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그리는 연구 

 [Gooch et al. 1999; Raskar 2001]  

 최소한의 stylistic한 제어만 허용 

 Stylized silhouettes의 temporal coherence 문제에 대해서는 적은 관심 

 Masuch et al. [1998] 

 silhouette arc-length parameterization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 

 회전하는 실린더 같은 단순한 경우에 적용 

 Bourdev [1998] 

 보다 일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이전 프레임의 근처 stroke에서의 parameter 샘플에 기반하여 silhouettes을 



매개변수화함 

 Bourdev 방법의 간단한 버전은 Kalnins et al. [2002]에서 사용 

 Bourdev의 sampling 방법에 영향 받음 

 이차원에서의 arc-length parameterization과 삼차원 형상에서의 coherence사

이의 tradeoff를 조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 

 

3 Overview 

 3 Section 요약 

 coherence을 유지하면서 stylized silhouettes을 렌더링하기 위한 여러 디자인 목

표 

 본 시스템의 핵심 단계에 대한 개괄 소개 

 본 알고리즘을 silhouettes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표면 표현에서도 적용이 가능 

 가정 

 Application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각 메쉬에 stylization이 적용 

 Stylization은 brush marks의 집합이나 texture image로 정의 

 메쉬는 patches로 분류, 각 patches는 동일하게 적용될 stylization을 받음 

 선택적으로 보이지 않는 silhouette과 crease도 그들 자신의 stylization을 각각 받

음 

 용어 정의 

 silhouette loops 

 메쉬의 앞과 뒤면을 구분  

 polyline으로 구성되어 있음  

 메쉬위에서 완전한 고리를 형성하거나 메쉬의 crease나 혹은 boundaries에서 

끝남(그림 2b) 

 

그림 2 Overview of process. Upper row: stylization of silhouettes in frame fi. Lower 

row: propagation to subsequent frame fi+1. 

 silhouette paths 

 silhouette loops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함 



 어떤 부분을 렌더링하는데 관심을 두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2c) 

 strokes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렌더링 primitives(3.2절 참조) 

 

3.1 Design Objectives 

 주요한 목표 

 temporally coherent strokes을 이용하여 stylized silhouettes을 그림 

 coherence에 영향을 미치는 Strokes의 두 가지 특성 

1. stroke이 적용될 image plane에서의 path 

2. 어떻게 stylization이 그 path에 맵핑될 것인가를 정의하는 parameterization(e.g., 

wiggle 혹은 texture).  

 전형적으로 image plane상에 있는 silhouette paths는 자연적인 coherence를 만족 

 중요한 점은 silhouettes의 parameterization에 대해 coherence를 제공 

 두 가지 질문 

1. parameterize하기 위한 stylization의 단위는 무엇인가?  

2. 어떻게 coherent parameterization을 그 단위에 할당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 해답 

 Indivisual silhouette path을 parameterize하는 방법 

 Bourdev[1998]과 Masuch[1998]이 독립적으로 이 접근에 대해 연구 

 한 프레임에서 두 silhouette paths가 다음 프레임에서 한 개의 path로 합

쳐질 경우에 coherence가 깨짐 

 만약 single parameterization이 할당되면 시각적인 “pop” 현상이 있

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연히 두 path가 그들이 만나는 곳에서 

parameterization이 일치하는 경우 

 popp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ilhouette path당 한 개의 parameterization을 필요로 하지 않음 

 brush paths라 불리는 silhouette path의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coherence를 가함 (그림 2d) 

 Stylization이 보다 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brush path를 사용하면 

swimming 문제가 개선됨 

 Identified brush paths를 coherence의 단위 

 4장에서 어떻게 silhouette path가 brush paths로 나뉘어지는 지 설명 

 두 번째 문제 해답 

 삼차원 형상에서 stroke coherence vs 일정한 이차원 arc-length 

parameterization의 제어 방법 

 Bourdev[1998] 



 가중된 평균에 기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제공 

 그러나 그의 접근 방법은 4.2절에서 설명하듯이 시각적 결점을 갖음 

 5장에서 robust하고 제어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 목표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우

리의 전략 설명 

 

3.2 The system 

Kalnins[2002]에 소개된 절차를 많이 따름 

 Extration: 어떤 방법도 삼차원 모델에서 silhouette을 추출하여 stroke을 그리는 목표

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음[Isenberg 2002, Northrup and Markosian 2000, 

Hertzmann and Zorin 2000] 

 Visibility: Northrup과 Marokosian이 설명한 ID image를 사용하여 silhouette의 

visibility를 결정함 

 같은 Id image가 한 프레임에서부터 다음 프레임까지 parameter sample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4장) 

 가려지는 paths는 선택적으로 특별한 스타일로 그림 1b에서와 같이 그림 

 Rendering: 

 A brush path는 여러 개의 stroke로 렌더링 

 Brush path에 stroke을 적용하는 방법 

 각 brush path를 따라서 single stroke을 삼각형 strip으로 구성하고 그것에 

(주기적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marks를 제시하는 texture map을 적용시킴 

 

4 Brush Paths 

 어떻게 samples에서부터 새로운 brush path를 만드는지에 관해 설명 

 5장에서 samples에서부터 이러한 새로운 brush path를 어떻게 parameterize시키는 지 

설명 

 이 절차의 개관은 그림 2의 아래 줄 참조 

 

4.1 Sample Propagation 

 sample : 삼차원 메쉬에서의 3D 위치 

  brush path ID, 

  이동시켜야 하는 parameter t 

 ID image: 각 silhouette loops과 mesh의 face를 기록한 item buffer 

 목표 

 sample을 이동시켜 다음 프레임에서 silhouette path에 도달하도록 함 

 알고리즘 

1. fi 프레임에서 각 brush path에서 균일하게 분포된 sample들을 취함 



2. fi+1 프레임에서 fi 프레임 sample의 스크린에 떨어진 위치 x를 구함 

3. ID image상의 x 위치에서 근처에서 프레임 fi+1에서의 brush path를 찾음 (그림3) 

 투영된 법선 방향으로 찾음 

 한 픽셀 단위로 주변 조사 

 일정한 임계 조사 범위를 둠 

 ex) 640 x 480, 6 pixel 

4. path를 찾으면 그 지점에 대한 vote(s, t)를 기록, 

 s : 현재 arc-length parameter, t : 이전 sample parameter 

 

그림 3 Sample propagation shown in successive enlargements of the ID image for a 

torus. Silhouette path IDs are green shades. Mesh faces are (striped) shades of orange. 

Search paths are marked in white. Blue pixels mark the successful termination of 

searches. 

4.2 Brush Path Generation 

 목표 

silhouette path P에서 받은 votes를 고려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brush path를 생성 

 문제 

 여러 brush path에서 얻은 votes들이 한 silhouette path에서 겹치는 경우가 발생 

 vote의 순서가 뒤섞임 

 해결 방법 

 brush path ID를 기준으로 vote groups {(si, ti)}를 정렬 

 각 group내에서는 si의 크기 순으로 정렬 

 si와 si+1사이 혹은 ti와 ti+1사이의 간격이 크면 그룹 분리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그룹 제거 

 3개 이하의 votes 

 vote의 순서가 바뀜 



 t parameter사이의 간격이 매우 큼 

 brush path 길이가 silhouette path의 5% 이하 

 한 P 내에서 여러 개의 brush path가 남아 있을 경우 

 한 개일 경우. 한 개의 brush path 생성 

 두 개 이상일 경우( 그림 4 ) 

 Mixed 

모든 vote 정보로부터 P를 덮는 한 개의 brush path를 생성 [Bourdev98], 

Popping! 

 Majority 

Vote 개수 가 많은 그룹으로 한 개의 brush path 생성, Popping 

 1-to-1 

각 vote group당 한 개의 brush path 생성, 수 많은 brush segment 난립 

문제 발생, brush path가 겹쳐 시각적 결점이 생김 

 trimmed 1-to-1 

겹치는 부분 제거, ‘healing’ process로 brush path 난립을 막음 

 

그림 4 Four policies for generating brush paths on a silhouette path given the same two 

vote groups. See Section 4.2. 

 

5 Brush Path Parameterization 



 

그림 5 Behavior of strokes should depend on the semantics of the stylization. (See 

Section 5 and the accompanying video.) 

 목적 

brush path를 parameterize함 

 기본 방법 (votes가 없을 때) 

T(s) = ρs ,scaled arc-length을 이용 

 ρ(scale-factor) : 모델의 현재 크기 / 모델의 초기 크기 

 s : brush path 상에서의 arc-length parameterization 

모델이 scaling 될 때 자연스러운 효과를 냄 

 

 

그림 6 Three schemes for assigning parameterization T(s) to a brush path given vote 

group f(si; ti)g (red points). See Section 5. 

 



 Votes가 있을 때 

 Phase fitting (uniform 2D arc-length parameterization) 

 Tφ(s) = ρs + φ 

 ‘swimming’ effect 

 Interpolation (coherence on the 3D shape) 

 Tint(s), votes를 모두 interpolating  votes를 연결한 polyline 

 2차원에서 문제점 발생 ex) dot spacing 

 ‘pilling up’ 문제 :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점진적인 왜곡 

 Optimization 

 Phase fitting 과 Interpolation의 조절 방법 

 E = Evotes + ωρEρ + ωbEbend + ωhEheal 

 ωρ, ωb, ωh : 양수 값으로 목표에 따라 적절히 조절 

 piecewise-linear function of s, {σj, τj} m개의 knots σj는 균일 분포 

 목적: E를 최소화 하는 τj를 찾음,  0/ =∂∂ jE τ  

 Evotes: votes에 잘 맞는 지 

 ωρEρ: scaled arc-length에 잘 맞는 지(τj deviate from ρ-scaled arc-

length ) 

 τ^
 j = τ j - ρσj 

 ωbEbend: 지역적 왜곡을 줄이기 위해 

 polyline이 휘는 것을 방지 

 ωhEheal: healing 측정 

 두 brush path의 parameter 불연속성이 작을 때 하나로 합쳐짐 

 양쪽 만나는 부분의 t 값을 평균하여 결정함, tave  

 healing vote (sk, tave) 생성 

 전체 E를 줄이기 위해, LU decomposition [Numerical Recipes: The Art 

of Scientific Computing 92]를 사용 



 

수식 1 에너지 함수 

 

6 Results 

 

표 1 Frame rates and sizes of representative models. 

 2.4Ghz Intel P4 CPU, nVidia Geforce Ti4200 GPU 

 interactive rates, 15 to 30 fps 

 ID image를 읽어 들이는 것 때문에 30 fps을 넘는데 장애가 되는 단점 

 GPU와 PC bus speed의 일시적인 제약이므로 중요 단점은 아님 

 Hidden silhouettes, animated meshes 

 



 

그림 7 (a) Simple octopus model in a sketchy style. (b)“Venus” rendered with animated 

silhouettes. (c) Visualization of a mechanical part. 

 

그림 8 Left: “Not-so still life,” with animated silhouettes. Right: “Boogie cactus,” with 

stylized silhouettes on an animated figure. 

 

7 Conclusion and Future Work 

 Conclusion 

 움직이는 삼차원 모델의 coherent stylized silhouettes을 그리는 방법 

 3D computer graphics 표현 방법의 중요 발전을 이룸 

 Future Work 

 Localized stylization 

 한 물체에 다양한 stylization을 적용할 때 두 스타일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보

이게 함 

 Simplification 

 물체가 작게 보여져야 할 때 temporal coherence를 유지하며 어떻게 stroke

을 제거하거나 합칠 것인가? Ex) small surface detail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