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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Splatting

Abstract

제안Surface splatting

정보가 없는 로부터 바로Connectivity point cloud rendering

불투명이나 반투명 표현

Texture filtering

에 기반Elliptical Weighted Average (EWA)

Screen space formulation

의 를 불균일하게 분포한 로 확장Heckbert texture resampling framework point sample

불균일한 에서 의point data texture optimal sampling

더 효율적인 와 알고리즘을 비교view-independent EWA pre-filter optimal

은 의 장점을 에 적용Surface splatting EWA texture filtering point-based rendering

High quality anisotropic texture filtering

Hidden surface removal, edge anti-aliasing

Order-independent transparency

Introduction

The huge volume of point samples

와Laser range scanner image-based scanning system

후 이용Render - reconstruction mesh reduction

어려움Interactive rendering

으로 인한 정확성이나 정확성 감소Mesh reduction geometry texture

Matthias Zwicker, Hanspeter Pfister, Jeroen van Baar, and Markus Gross.

In Proceedings of SIGGRAPH 2001, pp.371-378, August 2001.

[Figure 1 의 모델 된 반투명한 를 포함하는] human face scanning , texture terrain, surface

복잡한 point-sample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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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rendering technique for point samples

사용하여 효율적인Hierarchical data structure & forward warping rendering

불균일한 에 대해 한 생성 중요point sample continuous surface

필요Hidden surface removal & transparency

Surface splatting

에 초점High quality texture filtering

최고의 알고리즘인 를 이용anisotropic texture filtering EWA filter

을 사용하지 않고 불균일한 에 적용Global texture parameterization point sample

의 를 확장Heckbert framework

High-resolution laser range scans, Terrain with high texture detail, Point-

등에 적용 가능sampled geometric objects

를 이용Modified A-buffer

Hidden surface removal, edge anti-aliasing, order-independent transparency

불균일한 를 위한 의 엄격한 수학적 공식 설명Section 3: point data EWA texture filtering

을 이용한 효율적인 수행Section 4: Surface splatting EWA filter

불균일한 에서Section 5: point sample Optimal texture sampling, pre-filtering method

나 을 위한Section 6-7: transparency anti-aliasiong Modified A-buffer mothod

시간 결과 품질Section 8: implementation, ,

Previous Work

Texture mapping

나 또는 다른 속성을 표면에 하는 함수를 이용하여Color normal material mapping

의 표현 상세도를 높임object

적합하지 않은 을 가진 은 발생bandlimit mapping function texture aliasing

전통적인 과 기본적으로 다른 접근texture mapping

불균일한 에서 을 하고point-sampled surface texture function representing rendering

하는 한 분석을 제시systematic

Point

의 집합으로 를 표현하고 이를 로 이용Point object , rendering primitive

가 증가할수록 관심 부상Geometry complexity

등QSplat point rendering system

에 을 임시 저장하여 가속Rendering pipeline point-based representation rendering

Volume splatting

과 에 깊은 관련Point rendering surface splatting

은 으로 통합Spherical 3D reconstruction kernel 2D footprint function

는 에 직접 누적2D footprint image buffer

을 방지하기 위해 하게 의 크기 조절Aliasing heuristic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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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urface Splatting Framework

3.1 Texture Functions on Point-Based Objects

에서의Polygon rendering texture mapping

의 복잡한2D texture space->3D object space->2D screen space mapping function

에서는 복잡한 이 부적합Point based object mapping function

에서 을 저장해야 함Object space explicit texture representation

Point-based object

불균일하게 분포한 점집합 

한 점 에 저장되는 정보

과Position normal

Radially symmetric basis function 

Coefficient 

표면상의 연속적인 function [Figure 2]

표면상의 임의의 한 점 를 중심으로Q local parameterization

와 는 local coordinate 와 로 변환

연속적인 surface function

 
∈
 

3.2 Rendering

의 을 위한 과Heckbert texture mapping general resampling framework EWA filter

로부터 균일한 을 취해 연속적인 을 생성Source space function function

로Destination space warping

에서 적합한 계산Destination space sampled function [Nyquist criterion]

[Figure 2 의 표면에 을 정의] Point based object textu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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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Rendering 3 [Figure 3]

에서 으로의Source screen mapping    →

단계1 : 를 로screen space warping

단계 을2 : screen space signal band-limit

단계 연속적인 에3 : function impulse train 를 곱하여 sampling

[Figure 3 의] Texture function warping, filtering,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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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연속적인Warpping output function

Surface splatting [Figure 4]

먼저 을 만들기 위해 을resampling kernel basis function warp and filter

에서 의 영향 범위를 더함Screen space kernel

Warped and filtered basis function 을 이라 부름resampling kernel

General mapping 를 점 에서의 local affine approximation 로 변환

여기서 ,

여기서

에서의Screen space resampling kernel 는 warped basis function ′와 low-pass

filter kernel 의 으로 표현됨convolution

[Figure 4 으로 이 에서 누적 됨] Surface splatting rendering, resampling kernel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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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creen Space EWA

Elliptical Gaussian

여기서 는 행령 의 determinant

과Warped basis function low-pass filter

Resampling kernel

여기서

연속적인 output function

Screen space EWA

4. The Surface Splatting Algorithm

알고리즘

For each point P[k] {

Project P[k] to screen space;

Determine the resampling kernel rho[k];

Splat rho[k]

}

For each pixel x in the frame buffer {

Shade x;

}

Determining the resampling kernel

함수2D to 2D mapping Jacobian 

의 property

로 구성Affine viewing transformation, perspective projection, viewpor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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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g transformation

이나 불가Non uniform scaling shearing

의 형태 는Uniform scaling matrix , scaling factor 

Viewport mapping

과Translation uniform scaling

역시 가scaling factor 인 을 사용Jacobian

Perspective projection [Figure 5]

한 점 에 대해 normal 로 주어지는 tangent plane

의Screen space basis vector 와 

의 으로 를 따라 투영된tangent plane viewing ray 와 

여기서  
∥∥으로 하고    ×로 구함

로부터 로의 을 나타내는Screen space tangent plane inverse mapping Jacobian

가지를 모두 적용한3 Jacobian

[Figure 5 의 계산] Jacob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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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tting the resampling kernel

를 상의screen 로 투영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의 영향력을 각 당 계산resampling kernel pixel

이용Accumulation buffer

도 을 이용하여Normal resampling kernel filtering

각 에 나 뿐 아니라 의 누적된 영향력이나pixel color normal resampling kernel z value

등도 저장 [Table 1]

Cutoff radius c

Exponent 의 제한된 영역

를 증가하면 가 높아지나 의 도 높아짐 보통C image quality splatting cost , c=1

의 영역이 제한되므로 추가적인 이 필요Kernel normalization

는 의 를 이용하여 구분Surface depth threshold

한 의 는kernel depth 에서 의 로 계산tangent plane z-value

보다 작은 차이의 은 같은 를 이룸Threshold kernel surface

보다 큰 차이의 이면 다른 로 취급Threshold kernel surface

5. Texture Acquisition

Determining the basis function

의Gaussian variance matrix 
을 정의

의 지역적인 밀도를 반영Points

는 전역 상수이거나 안에서 간의 최대 거리로 지정H small neighborhood point

Computing the coefficients 

[Table 1 의 각 당 저장하는] Frame buffer pix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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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with per point color

각 당point color sample 가 존재

  

Texture mapping of point-based objects

상의 좌표Texture space 와 상의 좌표object space 

연속적인 texture function

여기서 은 reconstruction kernel

위 함수에 에서 로의texture space object space mapping  를 적용

Warped texture function

이 과 과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texture function surface function 계산

여기서  는 들의coefficient vector

는 이므로quadratic function ∇ 에서 최소

이는 선형시스템

로 유도되며

Basis function 는 하다는 가정에서orthonormal

〈〉 의 값은 이면 이고 아니면k=j 1 0

그러므로 은 가 됨identity matrix

[Figure 6]

에서는 별 차이없음Minification

에서는 이 예리하게 근사Magnification optimized sampling

불균일하게 분포한 에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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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nsparency

은 투명한 물체를 다룰 수 있음Surface splatting

순서에 상관없는 transparency

Single pass

고정된 사용frame buffer memory

여러 개의 로 구성된 사용layer frame buffer

각 는 마다 를 저장 하나의 에 해당하는 영역을 모음layer pixel fragment , surface

모든 가 된 후 의 순서로 됨point splat , back-to-front blending

Splatting the resampling kernel

새로운 영역이 기존에 저장된 와 같은 를 이루는지를 를 이1. surface surface threshold z

용하여 계산 같은 이면 에 더하고 아니면 임시의 를 만듦. surface fragment fragment

의 개수가 개를 넘지 않으면 임시 는 새로운2. Fragment limit l fragment layer

아니면 후 두 를3. shading fragment merge

의 차이가 작은 부터 먼저Z value fragment merge

된 는 를 음수로 설정Shading fragment accumulated weight

Alpha value

[Figure 6 왼쪽 오른쪽 아래 중] : optimized texture sampling, : view-independent EWA,

앙 불균일하게 분포된: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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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의 영역이 섞여 있음Intersection surface

를 가지는 곳에서도 가 되지 않음High surface curvature surface match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Geometric undersampling

7 Edge Antialiasing

에서 의 영역이 부분만 적용되는 곳Fragment surface

가 하게 분포하고 일정한 를 가짐Gaussian basis function regular variance

의 합이 이라 가정Resampling kernel 1

여기서 가 보다 작은 을q 1 pixel anti-aliasing

일 때Irregular grid

Cutoff radius   일 때 threshold   가 영역full coverage

Coverage ′  
의Fragment 값을 와 곱함coverage coefficient

[Figure 7 반투명한 의 교차 알고리즘으로] surface : extend surface splatting rendering,

적용edge anti-ali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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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sult

Point based rendering pipeline

을 로 구현Surface splatting software

과 같은 구현Surfel hierarchical data structure

을 이용하여 구현Matlab optimized texture sampling

[Table 2] Rendering performance

Performance [Table 2]

1.1 GHz AMD Athlon system

1.5 GByte memory

한 은 가 필요pixel 3*38=114 byte

[Figure 8]

번째 그림 에서의 와 를 비교1, 2 : regular sample screen space EWA source space EWA

번째 그림 적용3 : circular Gaussian

번째 그림4 : ellipse splat

9 Conclusions

Surface splatting

의 장점을 표현과 에 적용EWA texture filtering point based surface rendering

불균일한 에 연속적인 를 생성하는 절차의 수학적인 분석 제공points texture image

를 에Optimized texture sampling: texture point based object sampling

와 간단한 방식은 와 제공Modified A-buffer merge Transparency edge-antialising

Future work

나 과 같은 절차적으로 생성된 에 적용Parametric surface fractal terrain object

과 같은 의Cloud, file, CT scan volumetric object rendering

이용3D spherical kernel

Hardwa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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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 screen space EWA, : source space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EWA, : circular splat, : elliptical spl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