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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점탄성을 지닌 유체의 행동을 애니메이션 
 점액, 액체비누, 푸딩, 치약, 점토 
 유체와 고체 특성의 혼합 

 기존의 오일러 방식 기반 
 자유표면을 갖는 비압축성 유체  
 기본적인 Navier-Stokes (NS) 방정식에 탄성 항을 추가 

 탄성항  
 유체 전체에 대하여 변형율을 적분하고 대류(advect) 시켜서 결정 

 탄성저항력에서 점성 흐름으로 전이되는 단계 
 von Mises’s yield condition에 의해서 결정 
 그 후의 점성 흐름은 quasi-linear plasticity model을 사용 

 

 
Figure 1: A sequence of images showing a splash in a viscoelastic fluid. 



1 Introduction 

 

 점탄성을 지닌 유체의 애니메이션 
 그림 1 
 유체와 고체 특성이 혼합 
 점탄성 유체 
 처음에는 고체와 같이 변형에 대하여 탄성적으로 반응 
 점차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체와 같이 흐르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물질들 
 점액, 계란 흰자, 가루 반죽, 젤라틴, 굳지 않은 시멘트, 액체 아크릴, 
치약, 젤, 찰흙, 액체 비누 

 고체와 같이 이 물질들은 튕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유체와 같이 흐르기도 한다.  
 계란 흰자나 찰흙 같은 경우에는 탄성과 유체 성질의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액체 비누 같은 경우에는 탄성 행동은 덜 나타나지만, 단순한 점성 
유체와는 확연히 다르다. 

 기존의 Eulerian 기법에 기반 
 자유 표면을 갖고 있는 비압축성 유체 
 우리의 방법은 기초적인 NS 방정식에 탄성력 항을 추가함으로써 점탄성 
유체의 행동을 계산 

 이 항들은 정육면체 격자들에서 이산화 하여 쉽게 계산 
 큰 범위의 유체로도 쉽게 확장 
 이 탄성 항들은 유체 전체의 변형량(strain)을 계산하여야 얻을 수 있다. 
 변형양은 변형률을 적분하고 대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탄성 저항에서 점성 흐름으로의 전이는 von Mises’s yield condition에 
의해 결정됨 

 이어지는 유체적 흐름은 a quasi-linear plasticity model으로 결정 
 

2 Fluids, Solids, and the In-between 

 

 고체와 액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역학은 다를지라도, 그들은 실제로는 
매우 유사하다. 

 둘 다 부피의 변형에 대해 저항 
 물리적인 이유는 다를지라도 수학적 표현은 같다. 
 많은 유체 기법들은 비압축성을 가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체 
기법들에서도 부피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내부적인 댐핑은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 



 댐핑에 비례하는 변형률로부터 NS 방정식의 점성항을 유도 
 이상 고체와 이상 유체의 가장 중요한 차이 

 탄성항의 유무 
 물질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려준다. 

 많은 물질들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정확히 분류되기가 어렵다.  
 이 물질들은 어떠한 지점까지는 변형에 탄성적으로 저항하다가 그 지점 
이후부터는 흐르기 시작한다. 

 완전한 고체라도 어떤 범위에서는 탄성적으로 행동하다가 그 지점 
이후부터는 소성으로 행동한다. (파괴)  

 완전히 유체인 어떤 물질들은 매우 작은 변형에 대해서는 탄성적으로 
저항 

 고체와 유체를 아우르는 연속적인 변수는 흐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느냐 하는 것이다.  

 그 한계가 매우 높다면 고체와 같이 행동할 것이고, 그 한계가 0이라면 
액체처럼 행동할 것이다. 

 중간 값들은 점액이나 액체 비누, 치약, 점토 등에 해당 
 이 중간 재료들은 그것들이 이상 고체에 가까운지, 이상 유체에 
가까운지에 따라 점탄성 유체, 탄소성 고체로 분류 

  

3 Background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Carlson et al., 2002]이 여기 묘사된 기법과 
가장 가깝다. 

 고체와 유체 사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Eulerian 격자 
방식의 유체 시뮬레이션 방법에 기반하여 모델 

 점성을 바꿈으로써 연속체를 유체나 고체에 대응 
 고체는 단순히 매우 큰 점성을 갖는 유체 
 탄성을 무시  

 매우 점성이 큰 유체와 탄성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 

 [Terzopoulos et al., 1989]에서는 녹아내리는 열탄성 물질을 모델링  
 입자들은 점착력, 점성력, 부피유지력을 이웃 입자들에게 가함 
 반면에 고체일 경우에는, 각각의 입자들을 탄성 용수철을 이용하여 
고정되도록 연결 

 물질이 점점 유체 같아질수록, 스프링은 약해졌고 결국엔 사라졌다. 
 물질의 탄성을 조절함으로써, 이 방법은 특정 범위의 행동들을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소성이 없이는 점토와 같이 새로운 형상으로 

흘러간 후에 또 다시 변형에 저항하는 물질을 다룰 수는 없었다.  



 다른 종류의 입자 기법을 사용한 비슷한 접근 방법들 
  [Desbrun and Gascuel, 1995], [Desbrun and Cani, 1996], [Cani 
and Desbrun, 1997],  [Stora et al., 1999] 

 [Desbrun and Gascuel, 1995]에서는 탄성력을 동적으로 결정된 
이웃들에 대해 사용함으로써 소성 흐름과 비슷한 결과가 가능  

 이러한 입자 방법들로써 가능한 사실성의 한계는 상대적으로 사용된 
입자의 수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프로세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입자 기반 방식들은 인상적인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  

 [M¨uller et al., 2003]에서 나타나는 실시간 결과와 같이 [Premoˇze et al., 
2003] 에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격자 기반 방식에 비교될 수 있는 오프라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최근 방법들은 액체 움직임에 집중하긴 했지만, 그들은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고체를 다루는 몇 몇 방법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소성 흐름을 다루었다.  
 [Terzopoulos and Fleischer,1988a] 와 [Terzopoulos and Fleischer, 
1988b]에서는 von Mises’s yield condition을 이용하여 소성흐름으로 

변하는 것을 다루었고, [O’Brien et al., 2002] 에서는 비슷한 소성 

모델을 연성 파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는 같은 von Mises 조건을 사용하지만 즉각적인 소성흐름을 
가정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creep과 같은 현상을 다룰 수 있는 보다 복잡한 
모델을 사용한다.  

 또다른 보다 흥미로운 고체와 유체 행동의 혼합은 [Nixon and Lobb, 2002] 
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유체 시뮬레이션을 탄성 멤브레인으로 둘러쌌다.  
 결과물은 물 풍선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물체였다. 

 우리의 작업은 자유 표면을 갖는 유체를 애니메이션 하는 데 사용되는 
Eulerian 격자 기법 위에 만들어졌다.  

 이 기법들에 대한 상세한 나용은 [Foster and Metaxas, 1996], 
[Stam, 1999], [Foster and Fedkiw, 2001], [Enright et al.,2002]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Enright et al., 2002] 를 점탄성 유체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그래픽스 분야 외에서, 점탄성 물질은 광범위 하게 연구되어왔다.  
 우리는 점탄성과 탄소성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Fung, 1965], 
[Han and Reddy, 1999], [Bird et al., 1987] 등과 같은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우리가 NS 방정식에 탄성력을 포함시키고, 적분하고 대류시킨다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픽스 분야 외에 탄성력을 포함한 유체 시뮬레이션을 다룬 연구에는 
[Gerritsma, 1996], [Tom´e et al., 2002], [Bonito et al., 2003] 등이 있다. 

 격자 위에서 2차원 점탄성 유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Gerritsma, 1996]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rank-two 텐서를 격자에 저장하는 3차원 방법은 그들의 
2차원 방법의 확장이다. 

 [Bonito et al., 2003]에서는 격자와 유한요소들을 혼합하여 Volume-Of-
Fluid (VOF)기법과 같이 사용하여 3차원 유체를 탄성과 함께 모델링하였다.  

 그들은 소성을 포함하지 않았고, 모든 성질들을 격자 중앙에 
저장하였다. 

 [Tom´e et al., 2002]의 Marker-And-Cell 기법은 점탄성 자유표면 흐름을 
푸는 또 다른 예이다.  

 그들은 탄성 스트레스에 기반을 둔 강체와 자유표면간의 경계조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staggered 격자를 속도를 위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텐서들을 격자 중심에 저장하였다. 

 

4 Simulation Methods 

 
Figure 2: This figure demonstrates some effects achieved by varying _ and . 

Each image shows a cube of material that has been dropped onto a hard 

surface inside an invisible box. The rightmost images show The viscoelastic 

examples have the same viscosity as the low viscosity fluid. a low viscosity 



simple fluid and an extremely viscous simple fluid for comparison.  

 

 우리가 유체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Enright et al., 2002]에 
묘사된 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 방법은 두개의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  
 첫번째는 유체의 상태를 격자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 값들은 유체의 힘이 가해질때마다 변하게 되고, 격자에 의해 
묘사되는 공간을 유체가 흘러갈때도 변한다.  

 두번째 요소는 유체의 경계면에 위치한 0 levelset이다.  
 이 함수는 입자들과 값들을 혼합하여 표현된다.  

 입자들과 격자 값들은 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점탄성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변화점에 집중하도록 한다.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 [Foster and Metaxas, 1996], [Stam, 1999], 
[Foster and Fedkiw, 2001], [Enright et al., 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4.1 Governing Equations 

 

 점탄성 유체의 움직임은 탄성 스트레스를 포함하도록 변형된 NS 방정식에 
의해 지배받는다. 

 유체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유체의 가속도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팽창과 관련된 탄성과 점성 항을 뺀다면, 여전히 유체가 비압축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유체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유체 부피 안의 속도 장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조건은 각각의 적분 단계에서 압력을 조정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방정식 (1)의 첫번째 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장 변수들을 대류시키기 위해 semi-Lagrangian 기법을 
사용한다. 

 [Stam, 1999]과 [Foster and Fedkiw, 2001]에서 위 방정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4.2 Elastic, Plastic, and Total Strain 

 
Figure 3: These images, along with the ones shown in Figure 1, show how 

splash behavior is affected by elasticity. The upper-left image shows a fluid 

example. As expected, the Worthington column moves in the direction of the 

impact. In the viscoelastic examples, the column rises vertically (upper-right) 

or actually rises back toward the impact direction (lower-left). The lower-right 

image shows a fluid with both elasticity and high viscosity. 

 

 방정식 (1)의 네 번째 항은 탄성력에 의한 가속도를 계산한다.  이것은 유체 
전체에서 탄성 변형을 알아야 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명확한 변형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미분함수들을 
이용하여 변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Eulerian 방식에서는 그러한 변형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큰 변형과 흐름에 대해 그러한 변형을 추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에, 우리는 변형률을 적분하여 변형을 계산한다.  
 우리는 완전 탄성체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탄성이 소성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규칙도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총 변형을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으로 나눈다. 



 
 변형률은 총 변형의 시간에 대한 미분과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쳐 
적을 수 있다. 

 
 변형률은 다음과 같다. 
 

비슷하게 소성 변형은 소성 흐름을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소성 흐름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von Mises의 

변형 일탈(deviation)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때는 탄성 

. 

 

 

 변형 (Frobenius norm)이 yield 지점 아래일 경우에는 소성 

흐름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계를 넘어갈 경우, 넘어간 양에 비례한 만큼 소성 흐름이 생긴다.  

 
기준을 사용한다.  

 이 기준은 탄성 
변형에 의한 일탈은 제거된다.   

탄성 일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탈의 양

 따라서, 소성 변형을 위한 유량은 다음과 같다. 

 
 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방정식 (3)에 방정식 (5)와 (8)을 삽입하면 다음과 같

 
 방정식 (9)는 대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속도나 유체의 다른 성질과 같이 탄성변형도 유체와 함께 대류되어야 
한다.  

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semi-Lagrangian 방



 

4.3 Gri  d Issues

 
Figure 4: Examples of fluid being sprayed into a container. The way different 

fluids flow or pile in the container varies significantly. 

 

의 병폐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압력과 같은 scalar, 속도와 같은 rank 1 텐서 외에 탄성 

 

에 저장되었다. 

 거기서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유체의 

et a

 [Harlow and Welch, 1965]에서 처음 사용된 staggered 격자 방식은 
우아하게 압력과 속도가 함께 격자에 저장되는 방법

변형과 같은 rank 2 텐서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속도 요소들이 면에 각각 저장되는 것 같이, 변형 텐서도 다른 장소에 
저장되었다. 

Diagonal 요소들은 격자 중심에 저장되었다.  

 중심을 벗어난 요소들은 요소 방향에 수직인 모서리의 중심에 
저장되었다. 

 예를 들면 xy 요소는 z 축에 평행한 엣지들
 이 방법은 [Gerritsma, 1996]의 2차원 방법을 일반화 한 것이고
이 방법의 장

[Enright et al., 2002]의 Particle level set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 표면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보다 빠른대신 덜 정확한 방법은 [Enright 

l., 2004]에서 설명되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격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level-set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부피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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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방법을 점탄성 움직임을 모델링 하기 위해 구현하였고 다양한 

 대부분의 예제들은 점탄성의 흥미로운 면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있다. 

 

esults and Discussion 

예제를 만들었다. 

 그림 1과 3은 다양한 splash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유체와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멈춘 후에도 충격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닫힌 공간에 뿌려지는 유체를 보여주고

 
Figure 5: A sequence of images showing a viscoelastic fluid draining from a 

tank. The stream spirals in a fashion characteristic of viscoelastic fluids. 

 

 
Figure 6: These additional examples of viscoelastic fluids draining from a tank 

show a range of different behaviors. 

 

 단순한 점성 유
 그림 7과 8은 액체가 떨어지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브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을 

 그림 5와 6은 점탄성 유체 움직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체는 통을 채우고 흘러나올 것이다. 

 이 그림들에서는 탄성 항이 만들어 내는 형상 기억 효과를
보여주고있다.  

 그림 2의 몇 몇 이미지들은 딱딱한 면 위로 떨어지는 큐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변형이 크고 끈끈한 물체들의 



다룰

 있다. 

 

 몇 손실이 눈에 띈다.  

 

 와 거의 같다.  

육면체 예제는 1초의 

 계산했기 때문에 

 

 mics와 같은 입자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점탄성 항을 추가하는 

 다룰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함을 

 는 그들의 미세 구조에 따라 많은 흥미로운 효과를 

 단순한 중합체(polymer) 부유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대강의 

 

 

 수 있다.  

 구들이 충돌하면, 그들의 level-set 표면들은 합쳐진다.  
 예제들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완전히 닿기 전에 서로 충돌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a standard Newtoniteration based ray marching algorithm 

 Pixie developed by Okan Arikan. 
몇 예제에서는 부피 

 구현의 잘못인지 표면 추적 기법의 한계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시뮬레이션의 속도는 탄성항이 없을때

 예를 들어, 40^3개의 격자를 사용하는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위해 약 반 시간의 계산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explicit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점성과 탄성력을
매우 큰 점성과 탄성의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Implicit 적분을 사용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질들은 벽면에서 속도와 압력 제약조건들을 조정함으로써 달라붙거나 
미끄러지게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우리의 기법은 smoothed particle hydrodyna

기반 방식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존의 유체 시뮬레이션
것은 매우 쉬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모델로 

인식하였다.  

피와 같은 생체 유체

보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다룰 수 있다. 

 
Figure 7: A sequence of images showing a viscoelastic fluid dripping off of a 

surface to which it has adhered. 

 



 
Figure 8: Other drip examples. The first is highly elastic and falls off as a 

single blob. The econd does as well, but splats because it is less rigid. The 

 

final example demonstrates a characteristic swirling behavior. 

 
Figure 9: Two sticky spheres that have been thrown into each other so that 

they adhere 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