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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진흙 코끼리 조각상 오른쪽 이 스케치 기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되었음( ) implicit-surface

입혀진 기본 텍스쳐와 개의 특징 텍스쳐 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개의· (lapped) 25 (feature texture) 22

이미지에서 추출되었고 표면에 합성되었음

사진촬영 이미지 생성 텍스쳐 은 한 시간 이내에 완료되었음· , , positioning

Abstract

은 을 통해 이미지를 표면에 위치시키는 것을 뜻 함Decal local parameterization

을 사용하여 표면에 텍스쳐링하는 방법을 설명 함Decal

은 인 참신한 이산 근사 로 생성 됨Decal parameterization O(NlogN) (discrete approximation)

은 오직 하나의 추가적인 단계 이 필요 함Exponential map Dijkstra's graph-distance algorithm

은 예전 연구의 많은 한계점을 해결하는 인터페이스에서 동적으로 합성 됨Decal

이미지 프로세싱과 그리고 벡터 그래픽을 위한 도구는 직접적인 표면 상호deformation/feature-matching

작용을 사용하여 구현되었음

은 구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왜곡을 줄이기 위해 과 결Exponential map decal conformal parameterization

합될 수도 있음

근사는 어떠한 메쉬 샘플링 된 점집합에서도 계산될 수 있음Exponential map , implicit surface,

그리고 상 적으로 에 안정적임under resampling

은 실시간으로 변형되어 표면의 위상이 변경될지라도 텍스쳐가 보존되어 표면에 부착됨Decal

이 속성들 때문에 은 움직이는 의 텍스쳐링에 적절함exponential map decal implici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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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텍스쳐 맵핑[Blinn and Newell 1976]은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의 주요한 단계 중 하나임

부분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 텍스쳐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양의 노력을

소비함

Constrained parameterization [L´evy 2001]는 적절한 이미지를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명함을 제공 함

그러나 는 느리고 표면이나 텍스쳐가 수정될 경우 반복이 필요할지도 모름constraint placement

Painting tools, particularly 3D painting systems [Hanrahan and Haeberli 1990]은 실시간 텍스쳐 디자인의

임real workhorse

안타깝게도 이러한 툴들은 상 적으로 유연하지 못함

복사 붙이기 같은 유용한 작업들이 불가능,

텍스쳐 재사용을 위한 준비가 없음

텍스쳐링 인터페이스의 번째 형태는3 Pedersen [1996]이 소개한 페인팅과 의 측면을 결합한constraint tool

인터페이스임decaling

이 방법에서 이나 의 뜻은 표면에 붙이는 이미지decal sticker 2D

은 표면 위로 붙이기 위해 간단한 제약을 받는 독립적인 장면 요소로 실시간으로 조작될 수 있음Decal

이미지와 표면 사이의 간단한 맵핑은 이미 존재하므로 이미지 프로세싱 툴은 쉽게 구현될 수 있음2D

Decal

실시간으로 합성

이미지 합성2D [Porter and Duff 1984]을 흉내냄

벡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이 방법은 친숙한 의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표면 텍스쳐와 바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허용2D

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텍스쳐 디자인의 이미지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Decaling 2D

디지털 카메라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되면 사실적인 텍스쳐가 아주 빨리 생성 될 수 있음(Figure 1)

Pedersen[1996]의 선구적인 인터페이스 연구는 실질적인 많은 한계점이 있음decaling

이 필요Global base parameterization

- 과 에 사용이 곤란하고 애니메이션을 방해함Implicit point-set surface

은 을 이용하는 반복된 에 의해 변형된 사Decal parameterization mass-spring mesh optimization approach

각형으로 제한됨

사용자는 수동적으로 를 정의해야함decal corner

내재된 표면 변화일 경우 임의의 표면 곡선 주변의 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없거나 갱신시킬 수 없음decal

과 비슷한 최근의 시스템들은Decal lapped textures [Praun et al. 2000]와 texture sprites [Lefebvre et al.

2005]를 포함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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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라내기와 붙이기 같은 한 수정 도구를 제공하지 않음interactive

우리는 의 연구Pedersen [1996]에서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decaling

우리의 방법은 완전히 지역적임

- 이 필요하지 않음Base parameterization

- 초기 샘플링이외의 표면에 한 어떠한 전처리도 필요하지 않음

은 을 기반으로 함Decal local exponential map parameterization (Section 4)

- 하나의 점과 반지름으로부터 생성됨geodesic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간략화됨

- 의 자동적인 생성을 제공함Decal

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참신한 이산 근사를 소개함Parameterization

- 간단한 을 더한Dijkstra's algorithm(Section 4.2) exponential map

- 근사는 점집합에서 계산됨

- 점집합으로 샘플링 할 수 있는 표면인 삼각형 메쉬 점집합 는 을, , implicit surface exponential map decal

붙일 수 있음(textured)

우리의 을 을 이용해 생성한 과 비교함decal conformal parameterization decal (Section 5.1)

의 반경을 보존하여 은 과 사이에서 적Geodesic local exponential map conformal authalic parameterization

절한 균형을 보여 줌

을 사용하는 에서 잃어버리는 정사각형 의 직관성을 보존함Global optimization parameterization “ ”

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함Decal

변형 도구와 표면 벡터 그래픽(Section 6)

이 구멍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왜곡을 줄임Decal (Section 5.2)

이전의 시스템이 피해왔던 문제인 움직이는 의 텍스쳐링을 해결decaling implicit surface (Section 7)

우리의 방법이 위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텍스쳐링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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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 Work

한 그리기 도구Interactive [Hanrahan and Haeberli 1990]는 텍스쳐 디자인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둠

최근 발전된 텍스쳐Octree [Benson and Davis 2002; DeBry et al. 2002]

되지 않은 표면에 그리기가 가능 함Parameterize 3D

그리기 인터페이스의 문제점

사실적인 텍스쳐를 만들기 위해 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전문적 손재주와 예술적 기질이 필요

다른 형태의 텍스쳐 맵핑 인터페이스는 제한된 parameterization[L´evy 2001; Kraevoy et al. 2003]

목표 텍스쳐 이미지와 표면 사이 제한의 집합은 수동으로 만들어 짐

알고리즘Global optimization

- 이미지가 제한을 만족하는 표면위로 맵핑

- 왜곡 거리가 최소화

최근에 진보된 point sets 을 지원[Zwicker et al. 2002]

다수의 이미지에서 지도 생성 [Zhou et al. 2005]

이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텍스쳐 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함

목표 이미지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 함2D

제한된 은 에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parameterization decal

하지만 표면의 모든 제약 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문제 때문에 유려한 인터페이스(constraint) [Pedersen 1996]

는 구현하기 어려움

Procedural texturing [Ebert 2002]

정교하고 예술적인 컨트롤을 위한 반자동 텍스쳐 생성을 지원

Lapped textures [Praun et al. 2000; Dischler et al. 2002]

메쉬에 작은 이미지를 많이 오버랩핑 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가짐Decal

우리의 은 어떠한 표면에도 를 적용 가능함decal lapped texture

Pedersen [1996]은 복사 붙이기 같은 고레벨의 작업을 지원하는 한 텍스쳐 디자인 도구를 설명, interactive

복사 지점은 실시간으로 표면을 따라 드래그 됨

는Implicit surface time-consuming manual segmentation [Pedersen 1995]이 필요하지만 결국 어떤 형태의

표면도 쓰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Decal( patchinos로 불림 은 표면에 상으로 연결되는 개의 점을 수동으로 생성함) geodesic 4

복사하고 붙이는 지역을 변형된 사각형으로 제한

사각형이나 원통형의 모양은 을 움직일 때 쓰이는 반복적인 이 필요decal decal mass-spr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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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불안정함[Pedersen 1996]

- 메쉬가 붕괴될 때 은 사라지고 사용자는 반드시 프로세스를 재시작 해야 함Mass-spring decal

우리 연구의 주요한 은 을 보여주고 상호작용하는 보다 강력한 방법을 소개 한 것임contribution decal

[Lefebvre et al. 2005]은 하드웨어 가속 에 기반을 둔 시스템 임octree texture interactive decaling

기본적인 과 합성 지원interactive positioning blending

칠하기처럼 은 더욱 복잡한 수정 작업을 지원하기 힘든 이 적용3D decal planar projection

은 어떤 의미로는 이나 잘라내기 붙이기는 번의 이 필요Planar projection parameterization , 2 projection

굽은 표면 위의 중 한 왜곡을 보여 줌

유사한 Autodest ImageStudio [Autodesk 2005]

을 사용하는 과 과 같은 관점을 나타내는 을 지원Planar projection decal Section 5.1 conformal decal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간단히 이미지를 이 이미 계산되어있는Decaling Single-chart surface parameterization

텍스쳐 공간으로 드래그 하는 것임

메쉬를 위해 존재하는 자동 알고리즘[Floater 1997; L´evy et al. 2002; Desbrun et al. 2002; Sheffer et al. 2005; Gu

and Yau 2003]과 point sets [Floater and Reimers 2001; Zwicker et al. 2002; Alexa et al. 2003]

복잡한 표면의 은 드래그 할 때마다 의 크기가 변하는 중 한 왜곡을single-chart parameterization decal

필연적으로 보여줌

의 지역을 국지적으로 적용할 때 이들 방법을 사용한 은 예기치 못한Decal global distortion minimization

변형을 결과로 낼 수 있음 (Section 5.1)

비슷한 문제가 chart atlases [Maillot et al. 1993; Sorkine et al. 2002; Grimm 2004;Zhang et al. 2005]에서도 나타

남

지도 경계의 불연속적인 왜곡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변형이 생김

특히 표면이 움직일 때 를 하는 것에 한 몇 가지의 연구를 보임implicit surface parameterizing

기존의 방식

- 하지 않음Interactive

- 텍스쳐 application [Tigges and Wyvill 1999]의 제한된 컨트롤

- 선행적 위상 정보가 필요함(priori) [Grimm 2004]

- 텍스쳐링은 제한된 적응성을 가짐Octree

- 애니메이션되는 동안에 를implicit surface "rest pose"[Lefebvre et al. 2005]와 연결시킬 방법이 없음

- 위의 어떤 방법도 애니메이트되는 위상 변화의 이슈는 해결하지 못함

우리의 시스템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관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냄

이 이 될 수 있어 애니메이터가 부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음Decal key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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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verview

우리의 인터페이스의 목표는 같은 소프트웨어의 벡터 그래픽만큼 유연하고decaling Adobe Illustrator 2D

쉬운 표면 텍스쳐 디자인을 만드는 것임3D

텍스쳐링 인터페이스에서 표면 에 관련된 모든 것은 숨기게 됨parameterization

[Pedersen 1996]과는 달리 이 불필요함global base parameterization

시스템 내 각각의 은 독립적인 오브젝트임decal

간단한 레이어 순서에 따라 의 합성 순서가 결정됨decal

예술가는 내재된 들 보다는 과 상호작용함parameterization decal

모든 은 각각의 프레임마다 편리한 그래픽 하드웨어 중에서 알파블렌딩과 텍스쳐 맵핑 하드웨어를 사decal

용하여 동적으로 합성됨

나 같은 다른 블렌딩 방법은 를 통해 구현 가능함Dodge burn programmable GPU

은 중점 방향 반지름을 기준으로 동적으로 생성됨Decal , ,

은 과 의 이동에 의해 표면을 따라 드래그됨Decal ray-surface intersection center point

방향과 반지름은 간단한 을 통해 하게 조작함3D widget interactive (Figure 2b, top)

은 또한 작업을 위한 캔버스로 사용될 수 있음Decal 2D

선과 곡선 같은 벡터 그래픽 오브젝트는 표면 위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임으로써 조작 가능함2D

(Figure 2d)

지역적 특징 정렬은 컨트롤 포인트들을 통해 이미지 모양을 조작함으로써 하게 수행 가3D 2D interactive

능 함(Figure 2c)

스크린 공간에 그려지는 곡선

로 프로젝션 될 수 있음Decal

과 복사 붙이기 같은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컨트롤하는데 사용됨Blurring(Figure 2a) , (Figure 2b)

칠하기 도구는 을 전통적인 나 칠하기 인터페이스의 지역적 캔버스로 사용해 구현 가능함decal 2D 3D

을 캔버스로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이 제거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임Decal decal

최종적으로 은 내재된 표면 변화에서 일관성을 유지함decal

에서 위상 변화 같은 어려운 경우에 강력하게 처리함Implicit surface (Figure 2e)

은 또한 움직이는 의 텍스쳐링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함Decal implicit surface

아래에서 을 어떻게 생성하고 우리의 인터페이스의 구현과 사용에 해서 설명할 것임decal de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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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세 개의 겹쳐진 반투명한 이 합성 됨decal (a, top)․
선택지역은 파란색 에 가 사용 되고 남겨진 빨간색과 녹색의 은 바뀌지 않게 함decal blur decal (a, bottom)․

선택지역에서 두 개의 은 여러 번 표면 위로 붙여 넣은 새로운 로 됨(b), decal decal bake․
도구는 을 변형시키는데 사용 됨(c), lattice decal․

표면 벡터 선과 은 자동적으로 생성된 에 이 렌더링되어 컨트롤 포인트 사이에endcap decal 2D line (d, top)․
생성 됨

표면 곡선은 벡터 선 들의 집합으로 렌더링 될 수 있음(d, bottom)․
기본적 은 로 보임decal checkerboard․

두 개의 분리된 위의 은 표면이 될 때 자동적으로 갱신 됨(e), implicit surface decal blend․

4 Exponential Maps

목표는 이미지를 표면 에 맵핑하는 것2D 3D S

이미지의 중심이 표면 위의 어떤 점S  에 놓임

Exponential map [do Carmo 1976] 은 맵핑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임

주위의 표면에 좌표 시스템을 생성2D

Exponential map 은 의 tangent plane 에서 상의 점들을 가짐S

이것은 을 통해 완성 됨geodesic

어떠한 단위벡터 ∈를 위한   와 ′    같이 호의 길이로 된parameterize geodesic  가

존재

Figure 3: · 에서 은exponential map 에서 시작되는 곡선을 가짐geodesic (a)

직선 벡터는· tangent plane 에서 발산 (b)

의 등고선들은· Geodesic distance function 의 중심에서 원으로 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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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는 에서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임geodesic (Figure 3)

의 이웃인 어떤 를 위해 특별한 방사 geodesic 이 통과함

따라서  는 에 극좌표 (  로 응될 수 있음)

는 에서 의 거리geodesic

는 안에 의 polar angle

Geodesic polar coordinates [do Carmo 1976]에 있음

극좌표계 신에 의Geodesic tangent plane orthogonal basis {  인 좌표계 로 표현될 수} normal (u,v)

있음

좌표계Normal

평면에서 주변 표면으로의 응을 정의

적당한 전제 하에서 이미지 맵핑 문제의 우수한 해결책임

역함수 정리(inverse function theorem)

표면의 어떤 미분가능한 점에서 는 의 이웃에서 정의 되고 미분가능 함을 보장함[do Carmo 1976]

가 평탄한 다양체로 제한될 때 Hopf-Rinow theorem [Cheeger and Ebin 1975]

는 모든 표면에서 정의됨을 보장하지만 응 은(map) 의 이웃에서만 함local diffeomorphic

이웃이 너무 크게 자라서 이 접힐 수 있음을 내포parameterization

을 사용한 텍스쳐 맵핑된 구의 예가 에 있음Analytic exponential map parameterization Figure 4

 가장 왼쪽 그림의 중심 의 이웃에서 가 적은 왜곡을 보여줌( ) checkerboard

이 등각도 아니고 공간보존도 되지 않음을 구의 뒤쪽에서 관찰 할 수 있음Parameterization

하지만 앞면은 아주 사각형이고 따라서 에 적용하기에 이상적 임decal

4.1 Previous Approaches to Exponential Maps

삼각 메쉬 버텍스 의 주변 버텍스들을 의 으로 프로젝션tangent plane

흔히 를 지역 근사하는 것이 쓰임

Welch and Witkin[1994]

- 삼각 메쉬 버텍스의 위의1-ring 를 근사하는 더욱 강력한 기술을 설명

- 알고리즘Global parameterization [Floater 1997]의 구성요소로 널리 쓰임

- 하지만 근사가 을 넘어서 확장되지는 못함1-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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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에서 어려운 점

표면의 점 를 통과하는 radial geodesic  찾기

알고리즘Dijkstra [Dijkstra 1959]는 거리를 근사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임geodesic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불연속적인 선형Dijkstra (piecewise) geodesic

- 항상 그래프 엣지 위에 놓임

- 따라서 의 계산 결과가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남

더욱 정확한 거리를 근사하는 알고리즘이 있음geodesic

[Mitchell 2000]에 최근의 연구에 해 조사되어 있음

Fast-marching mesh geodesic distance method[Kimmel and Sethian 1998]

-  에서 작동

[Surazhsky et al. 2005]는 접근 방식으로 얻어진 순간의 를 근사 계산fast-marching mesh geodesic distance

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함

- 근본적인 메쉬 구조에 매우 의존적임

- 따라서 같은 구성되지 않은 형상에는 부적절함point clouds

비록 이 명시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local parameterization [Zelinka and Garland 2004]에 의해 계산된

geodesic fans는 의 성긴 근사를 통해 메쉬에서 을 근사Radial geodesics exponential map

메쉬 버텍스들은 에 프로젝션 시켜 시킬 수 있음geodesic fan parameterize

하지만 계산이 많고 지역적으로 접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Figure 4: · 텍스쳐를 와 근사 를 이용하여 구에 적용시킴Checkerboard analytic parameterization(top) discrete (bottom)

앞 쪽은 아주 높은 유사도를 보여줌·

옆이나 뒤에서도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하지만 근사에서는 되는 동안 누적되는 에러가 나타남· propagation

가장 오른쪽 그림은 저해상도로 삼각화 된 구를 위한 임· 2D parame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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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iscrete Exponential Map Approximation

에서 어느 표면Discrete setting 에 점의 집합을 가지고 있음

의 을 근사하기 위해서 표면위에exponential map 점들의 거리와 극각 이 필요geodesic (polar angle)

이 값들을 계산할 때 표면 을 찾는 것보다는geodesic 의 에서 바로 계산하는 것이 좋음tangent plane

최종 알고리즘은 으로 만들어진 불연속적 선형 의 간단한 벡터 합이 필요Dijkstra's algorithm geodesic

점 세 개 를 가진 일반적인 경우

에서 까지 그리고 에서 까지 은 알고 있지만geodesic 에서 는 모름(Figure 5a)

을 찾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Geodesic 의 좌표2D normal   를 계산 함

선형성 때문에 는      로 다시 쓰일 수 있음

는 상의 다른 점2D      로 함

에서 의 은 알고 있고 이제 모르는geodesic    이 남았음

    (1)

이 벡터는 일반적인 이 아닐지라도 표면의2D geodesic 부터 까지의 어느 곡선과 일치함

이 곡선을 알려진 에서 의 을 이용해 근사함geodesic

에서의 에서tangent plane   라고 둠

이것은 필수적인 벡터이지만 어떤 3D basis  에 한 의 좌표로 정의 되어있음normal

의 3D basis  에 한 벡터가 필요함

를 변형하기 위해Base 을 과 에 동시에 수직인 주위의 어떤 벡터로    ·  만큼 회전

이렇게 변형된 면은 와 평행하고 새로운 basis ′′ 를 가짐

를  ′·  만큼 회전시켜 벡터를 평면 내의 벡터로 정렬함basis basis

두 번째 회전은 의 회전으로 다룰 수 있고tangent plane 2D 에 바로 적용됨(Figure 5b)

회전각이 이면 는 아래와 같이 근사 될 수 있음

  · (2)

에서 보여짐 빨간 벡터는Figure 5c (  ·)
평면 내 벡터basis  ,는 완전히 임의의 것으로 서로 수직이기만 하면 됨

지금까지 두 개의 근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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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Geodesic    를 추측하는 것은 인 한 표면에서만 정확Gaussian curvature K=0 developable

- 과 의 를 간단한 을 사용하여 응시킴tangent plane affine transformation

에서 이 응은 가 상수인 표면 사이에서만 크기가 같음Minding's theorem state K [do Carmo 1976]

- 그밖에 추가적인 에러가 소개됨

주위에 적은 이웃을 가진 어떠한 의 도 계산될 수 있음을 가정exponential map

의 은 의 선형 부분을 변형함으로써 근사함Discrete setting local exponential map tangent plane

  라고 표시하게 될 지역적 근사는 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함Section 4.3

Figure 5: 의(a)․ 에서까지의 의 좌표radial geodesic normal 는 알고 있는 geodesic 에서 , 에서를 이용하여

근사할 수 있음
의 빨간 벡터가 만들어낸(b)․ 만큼의 회전을 이용하여2D (의 좌표 의 벡터는normal ) 의 tangent

으로 전송 됨plane

이 벡터는․    로 근사 되고 근사 결과  를 얻기 위해 에 더해질 수 있음 (c)

을 근사하기위한 마지막 알고리즘은 이제 설명될 수 있음Exponential map

첫째로 은Dijkstra's algorithm point 에서부터 버텍스 { 까지 실행 됨}

버텍스 {} : 에서 표면의 각각의 점 까지 부분적으로 선형적인 곡선(piecewise-linear curve)

이 선형 부분들은 아래의 계산을 통해 연속적으로 로 됨“lifted"

  

≥

 ·  (3)

위 식은 각각의 선형 부분이3D 로 성공적으로 변환되어 생성된 벡터들을 더한 양임2D

 이 각각의 이전 에 증가하여 응되는 것 보다는tangent plane 의 으로 바로 응되tangent plane

는 것을 주목함

위에서 설명한 상태는tangent plane mapping 와 사이의 거리와는 관계없이 고정됨

각각의 이전 을 통해 변형되는 벡터는 전체적으로 훨씬 높은 에러를 결과로 냄tangent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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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은 상의 점을3 3D 의 으로 변형시켜 을 근사함2D tangent plane exponential map

결과인 벡터의 양은 보다 정확하게 거리를 근사함2D Dijkstra's algorithm geodesic

이 사용하는 스칼라 합보다는 벡터 합을 사용하는 것에서 개선점이 생김Dijkstra's algorithm

결과는 신에 을 사용했을 때chamfer distance transform vector distance transform [Satherley and Jones

2001]관찰된 의 개선을 생각나게 함Euclidean distance approximation

4.3 Implementation Details and Properties

기본적인 점집합의 샘플링 비율이 부분 의 정확도를 결정함discrete exponential map

샘플링 비율의 첫 번째 제약은 지역적 이웃이 반드시 계산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geodesic

인 사용k=15 k nearest neighbour scheme

만약 메쉬 접근성을 구할 수 없다면 가 로 간주됨nearest Euclidean neighbour geodesic neighbour

이 가정은 전체적 샘플링 기준이 고정된[Dey and Goswami 2004] 경우에만 타당함

이나 같은 경우Subdivision implicit surface

을 해결하기위해 추가적인 샘플들이 자동 생성될 수 있음undersampling

이웃을 찾는 문제를 위해 하게 접근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함global [Fleishman et al. 2005]

이웃들을 계산하는 문제는Geodesic local discrete exponential map,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 있음

길이  를 거리의 적절한 계산으로 가정함geodesic

벡터 와 사이의 각 을 찾아서 좌표를 결정함normal

를  ×축 주변으로 만큼 회전시킴

회전은 반드시 의 방향에 있어야함 따라서normal  ·   일 경우 회전 각도는  임

적절한 샘플링이 주어질 때 은 아주 강력함discrete exponential map

특별히 표면 샘플링이 규칙적일 필요가 없음

우리의 시스템은 시각화를 위해 를 사용한 에 기반을 둠interactive marching cubes implicit surface

빠른 표면 샘플링은 에 의한 결과물 버텍스들에 의해 생성될 수 있음marching cubes

우리가 구현한 marching cubes

메쉬 접속성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음

이웃들은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쓰임Euclidean k-NN

는 아주 불규칙한 버텍스 분포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음Marching cubes

최악의 경우 균등히 분포되어있는 점들의 수에 비해 샘플링 밀도가 훨씬 적을 수 있음

의 결과는 더욱 규칙적인 샘플 분포에서 계산된 것과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음Parameterization

점점 낮아지는 해상도tessellation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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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정확한 표면 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함normal

노이즈 들은 지역적 왜곡을 생성하지만 알고리즘은 안정적임normal

점 집합의 노이즈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을 빠르게 변질시킴geodesic parameterization

Figure 6: 샘플링 비율은 에 적은 영향을 줌decal․
와 는 같은 수의 표면 점 샘플을 가지고 있음Figure (a)/(b) (c)/(d)․

은 와 의 불규칙한 샘플링을 강력하게 다룸ExpMap (a) (c)․
메쉬의 들은 샘플분포를 알리기 위해 보이고 있음edge ;․

은 버텍스 점 집합에서 바로 계산 됨Parameterization․

설명된 은 아주 효과적임discrete exponential map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여 의 실행 시간은Dijkstra's algorithm   임 (  표면 샘플 수= )

은 으로 즉시 계산될 수 있고 따라서Discrete exponential map Dijkstra propagation   를 유지

은 수렴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음Dijkstra's algorithm

수학적 증명을 찾지 못했지만 은 수렴한다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음discrete exponential map

구를 이용한 수학적 테스트

  식 는( 2)  ,과 ,사이의 거리가 에 가까워질수록0  의 실제 값으로 하게 수렴함quadratically

더 긴 경로를 위한 수학적 수렴은 오직 선형적임piecewise-linear geodesic

각각의 근사 단계에서 에러의 축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은 샘플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각적으로 수렴함discrete exponential map

의 한 가지 속성Exponential map parameterization

어느 곳이든 가 인 표면가 왜곡 없이 됨Fully developable surface( Gaussian curvature 0 ) parameterize

우리의 근사가 이 속성을 재현함 에서 볼 수 있음discrete ,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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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은 조각을 위해 생성됨· Parameterizations developable surface

의 앞 뒤· (a) swiss roll, (b)/(c) cone / (d) box

은 꼭 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인 모습이 나타남· Cone developable

5 Decal Parameterizations

시스템은 이라고 불리는 에 기반을 둠Interactive ExpMap decal local exponential map parameterization

은 표면 위의ExpMap decal seed point 와 반지름geodesic 로 정의 됨

은 반지름Decal  의 디스크를 근사해 찾는 을 실행하여 생성 됨geodesic Dijkstra's algorithm

 값은 반지름 의 디스크가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함decal

이후에 이러한 특별한 이산화 는 클리핑에서 다른 결과를 냄(discretization)

가장 큰 이웃 거리를 로 사용하여 샘플링 비율에 관련된 작은 에 한 문제를 피함decal

근사된 디스크는 에서 설명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됨geodesic Section 4.2 parameterize

가 디스크에 새겨짐"Geodesic square" (inscribed)

이 에 놓이도록Parameterization parameter space [0,1]×[0,1]  로 스케일링 만큼 이동(0.5,0.5)

은 텍스쳐 맵핑된 삼각형이나 를 통해 하게 렌더링 될 수 있음Decal point splats interactive

우리는 과 비슷한 일부의 으로써 을[Praun et al. 2000] marching cubes mesh local parameterization decal

저장함

합성은 알파블렌딩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수행됨

이것은 수백의 의 저장과 렌더링을 포함할지라도 한 수정에 적절함decal parameterization interactive

하지만 많은 이 붙여진 물체들이 복잡한 장면의 부분이 된다면 다소 부적절 함decal

이러한 경우를 위해 은 이나 로 구워질 수 있음decal global parameterization octree texture (baked)

5.1 Comparison to Mesh Parameterization Methods

을 다양한 자동 메쉬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과 비교함ExpMap decals parameterization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을 만듦decal

메쉬에서 근사된 디스크를 나누고 디스크를 함geodesic paramete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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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우리의 결과를 경계선이 필요한 여러 메쉬 알고리즘과 비교 함parameterization

원형 경계선에 근사한 디스크를 응시키는 것은 상 적으로 간단함geodesic

Shape-preserving weights [Floater 1997], geodesic weights [Lee et al. 2005], area-preserving intrinsic

weights [Desbrun et al. 2002]를 시도해 봤음

이 모든 방법이 에서 소개된 것과 같이 주목할 만큼 높은 왜곡이 관찰되었음boundary mapping

게다가 왜곡은 프레임에 해서 일관성이 없음(frame-coherent)

유저가 를 따라 을 드래그하면 크기와 방향이 랜덤하게 변함surface decal

Stretch-minimization [Sander et al. 2001]은 적은 왜곡을 가지지만 방향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고 interactive

하지 못함

좀 좋은 결과는 근처에 제약을 둠으로써 원치 않는 의 회전을 최소화하는완벽히 막지는seed point decal (

못함) free-boundary conformal maps[Desbrun et al. 2002]에서 찾음

이 들은 와 오직 에서만 구별이 됨decal ExpMap decals developable surface

구에서 사각형의 들은 비슷하지만 내부의 왜곡은 다름 은 덜 균등함"edges" (conformal decal )

그러나 상 적으로 간단한 많은 경우에 사각형 들은 잘 보존 되지 않음edge (Figure 8)

은 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에 왜곡이 일어날 때만 왜곡이 일어남ExpMap decal geodesic geodesic

은 왜곡을 퍼트리고 보다 훨씬 덜 사각형 같다고 느끼는Global conformal optimization ExpMap decal

을 만듦decal

Figure 8: 와 의 비교· Conformal(a,c) ExpMap (b,d) decal

이 경우에 에서 결과는 보다 덜 사각형 임· decal global conformal optimization ExpMap

에서 은 잘리는데 이것은 의 경계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임 파란색 별 근처· (c) conformal parameterization decal ( )

문제는 하는 동안에 생기는 변형임interaction

예를 들어 의 실린더에서 은 텍스쳐의 가 실린더의 를 지나가기 전부터Figure 8a conformal decal edge edge

왜곡되기 시작함

이 현상은 아주 직관적이지 않음

또 다른 문제는 은 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음conformal parameterization geodesic disc

이러한 점은 이 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음decal (Figure 8c)

은 특별히 왜곡에 한 몇 가지 멋진 속성을 가지고 있음Conformal de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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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은 왜곡이 큰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부분적으로 접히는 것을Discrete exponential map “greedy"

만들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이것은 곡률이 크게 변하는 표면에서 성기게 샘플링된 지역에 이 덮일 때 나타남decal

이 부자연스러움은 후처리로 을 적용시켜 복구 할 수 있음conformal parameterization

왜곡이 심한 지역에서 은 버리고 으로ExpMap decal natural conformal parameterization

함re-parameterization

남은 는 제약으로 사용함ExpMap parameter value [Desbrun et al. 2002]

결과는 결합된 또는 임ExpMap / conformal decal Hybrid decal (Figure 9)

5.2 Partial Decals

Pachinos [Pedersen 1996]와 같이 은 상 적으로 평평한 표면에 있는 큰 돌기부분을 지나갈ExpMap decal

때 높은 왜곡이 발생함

는 이러한 상황은 가 돌기 부분을 지나가는 구멍을 가진다면 피할 수 있다고 함Pedersen patchnos

하지만 과정은 완벽한 메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시스템은 이것을Patchino optimization mass-spring

지원하지 못함

그러나 에서의 구현으로 자명해 졌음ExpMap decal

Figure 9: 의 비교· ExpMap (a), Hybrid (b), Conformal (c) decals

은 적은 왜곡을 가지지만 일정한 반지름을 유지함· Hybrid decal geodesic

을 생성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점들은 계산에서 제거하고 된 상태로Partial decal Dijkstra unparameterize

남겨둠

간단히 절 적인 가 사용자가 지정한 값보다 커지는 점에서 을 정gaussian curvature Dijkstra propagation

지함(Figure 10b)

다른 안은 주름에서 멈추기나 사용자에 의해 그려진 경계선 기반이 포함될 수 있음

은 의 흥미로운 속성들을 설명함Partial decal discrete exponetial map

Surface geodesic([Surazhsky et al. 2005]에서 설명 은 을 지나 뒤쪽과 부딪치고 불연속적인 를) “hole" texture

생성함

공간에서 벡터의 덧셈을 수행하기 때문에 표면의 는 마치 부드2D tangent incremental “geodesic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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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표면으로 체된 것처럼 실제로 돌기를 지나쳐 버림(pass though)

그러나 에서 구멍의 뒤쪽의 까지의 경로가 덜 똑바르기 때문에 근사의 에러는 커짐seed point point

Figure 10: 높은 를 가진 상 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의 경우 은 크게 왜곡됨· frequency feature decal (a)

곡률 변화에 기반을 둔 정지에 의해 를 통과할 구멍이 만들어짐· vector propagation feature (b)

주위의 왜곡 또한 피해짐 작은 사각형· Feature ( )

6 Interactive Techniques

우리의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을 수정함3D decal (Figure 2b, top)

은 중점을 표면을 따라 드래그하여 움직이고 원을 통해 회전하고 바깥쪽의 점을 통해 스케일링 됨Decal , ,

은 자동적으로 필요에 따라 재계산 됨Parameterization

에서 표면으로 프로젝트 된 점의 집합Screen-space curve { 주위로 을 맞추기 위해} decal 2D bounding

의 중심을 프로젝트시켜 를 찾음box seed point

그리고 모든 에 닿을 때까지 을 실행ExpMap propag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구를 구현하는 것은 초기 점집합이 아닌 점들을 위한 표면과3D 2D parameter

를 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유용함space

2D parameter 는 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 을 이용해2D barycentric interpolation 3D 로 응될 수 있

음점집합에 해서 이 반드시 먼저 계산되어야 함( Delauney triangulation )

3D 에서 2D 로의 응은 이상적으로 점집합에 를 추가하고 하면 됨re-parameterization

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비쌀 수 있음

빠른 근사는 번식을 사용하여2 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을 퍼뜨리는 것임parameterization

우리의 인터페이스는 아주 함decaling interactive

의 업데이트 시간은 강 점 샘플의 개수에 비례하여 커짐Decal

에서 와 의 은 와 로 계산됨 의 점의 수가1.6Ghz laptop Figures 6a 6c ExpMap parameterization 121 362fps (6a

배4.4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버헤드 때문에 시각적 업데이트 타임은 각각 과 로 줄어듦31 78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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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Decal Deformation

을 변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종 유용함Decal

이미지의 특징을 표면의 특징과 조화시킬 때

원하지 않는 왜곡을 고치는데

이미지 변형은 텍스쳐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는 하지 않고 텍스interactive

쳐의 재사용에도 제한이 있음

신에 을 변형 함decal parameterization

만약 이미지 변형 를 원한다면 역 변형  이 에 적용 되어야함parameterization

이 쓰이면 점 샘플 기반 변형은 를 보여줄지도 모름Functional space deformation frame-incoherence

접히는 것을 막기 위해 무수한 지원을 변형에 구성하였음

우리의 변형도구는 나 로 알려져 있는Thin-plate splines radial basis functions   variational

에 기반을 둠scattered-data interpolation

Sources( 에서) destination (′′ 사이의 점 제약의 집합은 을 로 프로젝트 시켜 만듦) 3D handle 2D

두 개의 표준 가 알맞음2D thin-plate splines [Turk and O'brien 1999]

는 (′′ 에서) 값에 응되고 는 값에 응됨

Warp function    은 의 각각의 점에서 계산됨parameterization

점 제약에 기반을 둔 은 격자 변형 과 특징 정렬 이 가능하게 함variational solution (Figure 2) (Figure 11)

Figure 11: · 변형Decal

에서 이미지는 눈알을 덮기에 너무 작음· (a) decal

의 격자변형을 사용한 결과는 늘어난 눈동자· Figure 2 (b)

별도의 제약 점을 눈동자주위에 박아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냄·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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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Surface Vector Graphics

은 벡터 그래픽을 위해 캔버스로 사용 될 수 있음Decal 2D

선 요소는 두개의 점을 이어서 생성 될 수 있음Geodesic

한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두 번째 점의 거리와 같은 을 생성함geodesic decal

만일 이 비교적 왜곡되지 않는다면 의 반지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스케일링하여 일정한 선 두께decal decal

를 유지시킬 수 있음

곡률이 크게 변하는 지역을 지나는 선은 왜곡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로 나누어질 수 있음decal

선 요소는 다른 표면 벡터 요소를 위해 같이 쓰일 수 있음Geodesic building block

스크린 공간의 의 버텍스들을 표면에 프로젝트 시켜 표면 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선 요소로 연결curve curve

함 (Figure 12)

이 방법의 한 가지 장점은 칠하기 도구의 과는 다르게 가려지는 표면의 일부 또한3D projective texturing

칠해질 수 있음

Figure 12: 에서 모델은 에서 추출되었고 표면은 꽤 울퉁불퉁하지만 글자에는 적은 왜곡이· (a) vertebra volume dataset

있음

에서 화면 공간 한 획의 버텍스들은 표면에 프로젝트 되고 벡터 선으로 연결되었음· (b) (top)

한 획은 가려진 공간에서도 연속적으로 넘어감·

7 Surface Deformation and Animation

부분의 텍스쳐 맵핑 들은 임의의 표면이 정적임을 가정함scheme

큰 표면 변형이나 위상 변화는 이 필요함re-parameterization

일반적으로 을 유지한 채 를 옮기는 것은 아주 어려움parameterization texture

심지어 간단한 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remeshing

들은 에서도 안정적이고 변형과 위상변화를 쉽게 처리 함Decal remeshing (Figure 6)

들은 간단히 새로운 표면으로 움직이고 이 다시 생성됨Seed point decal parameterization

은 일관성 있고 예상할 수 있게 새로운 표면 위로 이동ExpMap decal (Figure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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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 표면 변형에도 텍스쳐를 보존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텍스쳐링의Decal remeshing implicit surface

안이 됨

우리의 모델링 시스템은 hierarchical implicit surface [Wyvill et al. 1999]에 기반을 둠

표면은 간단한 모양으로 합성 됨

텍스쳐링이 완료되면 각각의 은 가까운 모양과 결합되고 모양의 의decal reference frame local coordinate

가 저장 됨

어떤 의 위치는 표면의 에서 를 수행하여 찾을 수 있음frame decal local coordinate gradient walk

일반적으로 는 이 왜곡된 양에 의해서 결정됨frame-coherence decal

의 큰 왜곡은 왜곡된 지역에서 과 사이의 일 것 같음Parameterization frame frame "pop"

은 왜곡된 지역의 샘플링 비율이 너무 낮아서 발생함Poping

따라서 밀도가 높고 더욱 규칙적인 샘플링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 다른 옵션은 메쉬를 계산하고 더욱 강력하지만 느린 geodesic computation[Surazhsky et al. 2005]을 사용

하는 것임

8 Results

디지털 카메라와 결합된 우리의 시스템은 모델을 텍스쳐링하기 위한 빠르고 쓰기 쉬운 인터decaling 3D

페이스를 제공함

기존의 모델과 몇 장의 스냅 샷을 사용하여 의 개를 몇 분 만에 합성하였음Figure 13

기본 털 텍스쳐는 털 텍스쳐를 균등하게 표면에 분포시켜서 얻었고 근본적으로 lapped texture[Praun et al.

2000]를 생성함

실세계의 물체를 모델링 하는 예를 에서 보이고 있음Figure 1

간단한 모델은 스케치 기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되었고 개의 진흙상의 스냅 샷을 찍었음3D 22

기본 텍스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고 적절한 특징들은 각각 이미지에서 잘라와 모델에 부착lapping

하였음

진흙상에서 텍스쳐링된 모델까지의 모든 과정은 몇 시간이 걸렸음3D

디지털카메라의 조잡한 색상 재연 때문에 수동으로 색상 균형을 보정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음

그렘린 모델 을 위한 텍스쳐는 다양한 곳개구리 사진 그림 저자에서 얻어옴Implicit (Figure 14) ( , , )

이미지는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리되고 새로 칠해졌고 표면에 붙여졌음

많은 텍스쳐들은 여러 번 재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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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각각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의 구조에 맞게 변형되었지만 같은 들을 사용하였음decal

Figure 13: 에서 털 텍스쳐의 불규칙한 조각은 개머리 모델의 털 텍스쳐를 기반으로 생성되어 자동적으로 덮여짐· (a)

(lapped)

눈과 코와 부가적인 털 조각은 다른 사진에서 잘랐음·

조각들을 표면에 위치시키는 것은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음·

에서 귀가 수정되고 뿔이 더해질 때 기존의 텍스쳐는 자동적으로 보존됨· (b)

에 한 아무런 수동적 조절이 수행되지 않았음· decal

9 Conclusions and Future Work

우리는 새로운 을 사용한 에 기반을 둔 한 텍스쳐discrete exponential map approximation decal interactive

맵핑 인터페이스를 설명하였음

중요한 장점은 샘플링 된 표면이 을 하지 않고 텍스쳐링 될 수 있다는 것global base parameterization

우리의 모델링 시스템에서 생성된 표면은 곧 바로 텍스쳐링할 수 있음implicit

게다가 만약 디자이너가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표면을 찾았을 경우 이전에 적용된 텍스쳐를 잃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음

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불가능 했던 표면 벡터 그래픽 구부러진 지역의 선택 구멍을 가진ExpMap decal , ,

같은 새로운 텍스쳐링 도구를 가능하게 함decal

경험상 은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의ExpMap decal implicit surface

과 위상변화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였음animating

우리의 인터페이스는 을 조작하고 합성하면서 기본적인 의 모든 면은 숨기는 디자이decal parameterization

너의 고 레벨 도구를 제공함

특별히 텍스쳐 페인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표면에 텍스쳐링하는 유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

텍스쳐 페인터에 해서도 기존의 이미지를 쉽게 짜 맞추는 능력은 이 텍스쳐 디자인 도구에 유용decaling

한 추가가 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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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도구의 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을 기interactive ExpMap decal parameterization

범프나 맵핑 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명백한 확장임displacement decaling

은 또한 한 표면 리샘플링과 수리를 위해 쓰일 수 있음Decal interactive

은 표면 변형이나 도형을 자르고 붙이는 것 같은 이산적인 도형의 모델링에 유용이 쓰일 것 같음Decal

의 고품질 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음Implicit surface tessellation decal parameterization

Figure 14: 그렘린 모델을 위한 텍스쳐는 다양한 사진에서 잘라낸 개의 다른 이미지를 이미지 수정· Implicit decal 19 2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작하였음

텍스쳐는 개의 로 구성되었지만 오직 개만 수동적으로 위치되었음· 392 decal 78

개의 이미지는 손에 사용된 텍스쳐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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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Conformal parameterization※

메쉬 에서 메쉬 로 응시킴· 3D M 2D flat U

의 이웃에서 왜곡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각도로· 1-ring

정하고 모든 버텍스의 총 왜곡의 양이 적도록 만듦

Authalic parameterization※

의 이웃에서 왜곡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의· 1-ring edge

길이로 정하고 모든 버텍스의 총 왜곡의 양이 적도록 만듦
[Desbrun 2002]

Chart※

표면을 단위로 분할하여 위도와 경도를 가지는chart

로 함chart coordinate parameterization

[Sander 2001]

Gaussian curvature※

곡면 위에 점의 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곡면을 자르면 곡P normal

선의 곡률을 얻을 수 있는데 평면을 을 축으로 회전하여normal 1

얻을 수 있는 모든 곡률 중에서 최소값과 최 값을 곱한 값

Developable surface※

가 인 표면Gaussian curvature 0

백과사전[naver ]

Thin-plate-spline※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는 기법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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