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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세미나 신승호:

Abstract

는 들의 정보로 근사되어 계산된 매끄러운 한 표면Point set surfaces point manifold

이러한 표면은 지역적으로 근사되어 계산되고 최소한의 크기가 반영되어 결정됨, feature

에서 의 기법을 제시point set surfaces ray tracing

연산을 사용하는 와 표면의 교차점을 찾는 계산이 이용projection ray

표면은 최소한의 를 지니는 구에 포함됨feature size

는 구와 교차된 후 구의 내부에서 지역적 이 근사적으로 연산됨ray , polynomial

와 표면의 교차점을 찾을 때 번의 반복되는 연산을 통해서 만족스러ray , 2~3 projection

운 정밀함의 결과를 얻어졌음

Keywords: ray tracing, point sampled geometry, point set surfaces

1. Introduction

정보없이 표현하는- topological Points sets

표면을 표현 하는데 있어서 점점 보편적인 방법이 되고 있음-

- [11]M.Gross.2001, [28]M.Zwicker.2002.

현실 세계의 물질들이 들로 표현되고 구성되는 스케너를 사용하여 샘플링- point

- [18]M. Levoy 2000, [23]S. Rusinkiewicz 2002.

를 이용한 랜더링- Point

삼각형 하나가 픽셀 크기보다 작을 정도로 복잡한 모델에서 좋음-

- [21, 24, 15, 7, 6, 29].

- Ray tracing

반사 또는 투영 과 같은 좋은 질의 화면을 위한 랜더링 방법임- .

최근 은 섬세한 랜더링 화면을 얻을 수 있음- ray tracing

각각의 물체들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살피는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 사용-

병렬처리 또는 특별한 데이터 구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한 랜- , interactive

더링이 가능하게 됨 [26, 27]I.Wald 2000,2001.

을 수행하기 위한 이용- ray tracing point geometry

랜더링 하는 것은 성공적임-

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point geometry ray 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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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하여 를 찾음- point set ray trace point

으로 정의 되는 표면과의 교점을 찾음- point set

와 는 와 의 교차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 Schau er Jensen ray point setfl

-[25]G.Schaufler & H.W.Jensen 2000."Ray tracing point sampled geometry".

각각의 포인트는 을 지니는 로 구성1. point normal disk

구성된 의 실린더 주위를 가 교차함2. disk ray .

교차점은 의 실린더 안의 중심과의 관계로 계산되어 질수 있음- disk .

표면의 정의 없이 의 방향과 의 정보만 가지고 교차점을 구할 수 있음3. ray point .

과 모델링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한 표면의 정의- ray tracing

첫 번째와 두 번째 는 같은 표면을 지남1. ray

물체 모양의 이미지 결과는 에 독립적2. view

생동 있게 움직이는 모델에서 필요함-

로 정의된 물체의 랜더링이 가능함3.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

의 를 이용하여 계산한 에 기반 하여 표면이 정의 됨- Levin MLS point set surfaces

-[1]M.Alexa.2001, [17]D.Levin.2001.

[2]M.Alexa.2002."Computing and rendering point set surfaces".

이러한 표면의 정의는 을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이점이 있음- ray tracing

지역적으로 계산 됨1.

표면과 빛의 교차점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을 지역적으로 어림잡을-

수 있음

최소의 를 정의함2. feature size

표면과 빛의 교차점 계산 시 이용될 수 있음- ,

표면이 하고 함3. smooth manifold

모델을 사용한 연상을 수행 가능 하다- CSG .

대부분의 샘플링 밀도에 기반 하여 최소 가 결정- feature size

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이미지의 보여지는 간격- rendering applications raster(

픽셀 주사선 에 의하여 가 결정ex. , ) feature size

에 관한 정의는 장에서 설명이 언급- point set surfaces 3

장에서 를 이용한 빛과 표면의 교차점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4 point set surface

기술

장에서는 교차점과 근접점 들의 연관성을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기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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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 Work

는 로부터 표면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 Point set surface point

나 같은 한 표현으로 구성된 많은 정의 방법이- triangle meshes NURBS explicit

제안되었음.

는 로부터 를 정의- Hoppe et al. point signed distance eldfi

각각의 는 방향을 지님- point normal

로 표면이 표현됨- signed distance

가까운 간의 거리와 요소를 이용하여 정의- point normal

- [14]H. Hoppe.1992."Surface reconstruction from unorganized points"

의 표면의 정의 기반의 재구성 기술이 관계되어 있음- Hoppe et al. Voronoi

들로 구성한 집합을 이용하여 표면을 정의- point Delaunay triangulation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임-

-  표면에서 생성됨

부드러운 표면은 일반적으로 한 표면으로 정의- implicit

또한 한 표면임- point set surfaces implicit .

한 표면의- implicit Ray tracing

개념적으로 간단함-

는 한 표면처럼 수치적 형태로 주어짐- ray implicit

교차점을 결정하는 문제는 함수의 근을 구하는 문제-

잘 주어진 체계적인 단위로 를 전개해 가면서 근을 구하면 간단- ray

한 함수를 이용한 빠른 교차점 계산- implicit

일반적으로 의 계산 방법 사용- Lipschitz constant

기울기 고려하고 의 상태를 살피는 신중한 계산 방법- ray inside/outside

- [13].J.C.Hart.1996. [16]D.Kalra.1989.

사용- interval analysis

- [19]D.P.Mitchell.1990.

근은 구하는 것은 에서 일반적인 문제임- numerical analysis

작은 변역을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이 교재에 나타나 있음-

- [22]W.H.Press.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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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rface de nition and featuresfi

의 정의- point set surfaces

- [2] M. Alexa. 2002. "Computing and rendering point set surfaces".

그림 1. 표면위에 의 우선 지역적인 근사 연산을 통해서 평면이 구해지고point projection. , ,

이 평면은 으로 제공됨 두 번째 으로 지역적 근사 연reference domain . , reference domain

산된 표면이 계산됨 은 표면과 평면에polynomial . pojection polynomial reference

하게 하는 선분의 교점으로 정의됨orthonormal projection .

표면 위에 존재하거나 근접해 있는- S , point ∈가 주어짐

인 는 규칙에 의하여 들이 되어- point set surface SP projection point project implicit

하게 구성

은 평면과 간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 연산에 의해서 결정- reference domain point

는 이 평면 에 된 값- q point r H project

평면 는 를 의미하는 의 지역적인 최소값 연산으로 구해짐- H feature size h

    ∈  ∈    ∈
에서 평면 위의 를 기준으로 하는- reference domain H q orthonormal coordinate

이 주어짐system

에서 평면 의 방향과 수식 가 연관됨- reference domain H normal g

점 을 표면에 프로젝션 하는 식 는- r SP p (r) = q + g(0,0)n.ρ






  

  


평면(1) (normal : n, : D)

- 으로 평면이Energy function 에 잘 되는 정도를 측정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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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는 라는 스칼라 값인 의해서 조정됨 반지름이 인Point set surface h feature size . h

구는 와 항상 단 하나의 점에서 접함 이는 오른 쪽 그림과 같이 매우 큰point set surface .

를 지니거나 두 가 보다 작을 수 없음을 의미curvature sheet 2h .

그림 3. 만약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보다 크다면Seperation of features : 2h Gaussian

가 나누어 질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성의 표면에 속하게 될 잠재성이 존재weights ,

왼쪽 그림 반면에 만약 거리가 보다 작다면 는 반드시 같( ). , 2h Gaussian weighted points

은 구성의 표면에 속함 오른쪽 그림. ( ).

의 최소를 사용하는 의미- Gaussianweighted distance

관모양 통모양 의 근접 점에 관해서만 연산을 수행1. ( ) projection

에서 멀리 떨어진 들은 되지 않음- point point project

이 보다 큼2. Local feature h

반지름 를 지니는 구가 표면 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남 그림- h (surface) ( 2

를 참조 )

그림 에서처럼 표면의 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 작은- 3. , feature point set surface

범위를 일차원으로 잘라서 보여 지는 두개의 변환Gaussians 
±

의 통계적 모습

을 살펴봄

만약 이 가 한 개의 최대를 가진다면 들은 같은 표면에 존재- Gaussians ,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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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이 두개의 최대를 가진다면 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표면에 정의됨- , point

- ≤  이면 
 


은 하나의 최대를 지님

구의 반지름 안에 들이 둘 다 존재할 경우 하나의 표면 안에 존재함- h point

이러한 논의는 사이의 거리가 불규칙하기에 오직 표면의 근사 연산에만 확장 가능- poi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안자 대부분의 에서 충분히 성립함- , ( ) practical data

을 발견

4 Computing raysurface intersections

빛과 표면의 교차점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위의 점을 표면 위로 하는 것을 반복 수행- ray projecting

의 프로젝션은 의 방향과 위치 관계의 정보에 따라 수행- point r SP

그림 4. 지역적인 근사 연산으로 구한 을 이용한 교차점을 찾는polynomial Iterative

convergence.

표면과 수직하게 을 한 점r projection r'

과 의 거리r r'   ′는 표면과 의 거리로 간주 됨r ′ 
된 방향projection ′

′
은 근사적으로 계산된 표면의 방향

는 지역적인 에 기반함plane Hρ

는 지역적으로 근사되어 계산된 에 기반함bivariate polynomialρ

각각의 수행 단계에서 로부터 된 에서 표면을 근사 연- ray project point local polynomial

산함

계산된 표면은 와 교차함- local polynomial ray

표면과 의 교점은 의 근접한 점들에 의해서 계산된- polynomial ray , point r point

와 와의 교점과 근접함 장set surface ray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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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번째 시작점인- ray  는 에 쌓인 구의 집합과 의point set surface ray

교차연산을 이용해서 구함 자세한 설명은 장에서 다룸( 5 )

- point  가 표면에 된project ′는 지역적 근사 연산된 을 제공local polynomial

와 계산된 과의 교차점인 위의 점- ray local polynomial , ray  은 표면과의

실제 교차점과 가까워짐

이 연산은 주어진 정밀한-  에 도달 할 때 까지 반복   .

반복 수행되는 연산의 종료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교차점이 존재하는 표면과 이 비슷함- polynomial

일반적으로 와 의 교차점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ray polynomial patch

수식의 차수에 기반 함- polynomial [12]P. Hanrahan.1983.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연산을 피하기 위해서 차의 를 이용- 2 polynomials

4.1 Region of trust for local polynomials

를 중심으로- point r' 을 반지름으로 하는 신뢰할만한 영역 로 이웃 점을 제한함

- 로 연산한 가 충분히 근접하여 있을 때만 신뢰할만한p(r) r' , polynomial

이 제공됨approximation .

-   ′ 이라고 가정 하면 의 실제 교차점의 거리는, ray , local

의 교차 연산 시에 줄어 듬polynomial

표면과 의 교차점- ray S

- ≈ ′ 즉 실제 교차점과 된 사이의 거리에 기반 함, project point

그림 5 근사적으로 표면을 계산하기 위한 신용할 만한 간격 인 반지름 선택.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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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좋은 선택의 경우

반면에- 를 선택하면 기대하는 와 표면의 교차점을 찾지 못하는 현상 발생ray

엄밀히 따지면 교차점은 오직- , ray-polynomial  일 때만 신뢰할 수 있음= 0

표면이 매우 복잡하거나 가 평면의 기울기와 평행 할 때는- , ray  이 증가 할

수록 연산이 실패할 위험이 증가함

근사적인 로부터 표면이 일탈하는 것은 구의 반지름 에 의해 결정됨- polynomial h

표면으로 한 각각의 들이 보다 작다면 교차점을 찾는 연산이 효- project point h ,

과적으로 수렴함

신뢰할만한 영역- 은    같이 잡는 것이 일반적임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였음에도 이론적으로 근사적으로 계산된 과 가 교차- polynomial ray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는 이고 가 거의 기울기 일 때 대부분 발생함- saddle point , ray saddle

우리는 경험적인 여러 번의 수행으로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영-

역을 찾을 수 있음.

4.2 Enclosing sphere structure

위의 이 표면에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기에 반복 연산 수행이 가능함- ray point r

을 중심으로 반지름 를 지니는 구는 와 교차함- r h SP

는 경험적으로 한번 수행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음- SP

표면 와 매우 근접한 곳에 있다고 예상되는 의 정보만 주어짐- SP point Pi

따라서 를 중심으로 반지름 의 구를 구성- , point Pi h

와 이렇게 구성된 구들의 교차점은 지역적인 근사 연산으로 계산된 표면의 신- ray

뢰할 만한 영역 안에 존재함

와 구의 집합이 충분히 근접하여 교차할 때 가 와도 교차하는 것이 필요함- ray , ray SP

만약 구의 집합이 표면을 완벽하게 포함한다면 손쉽게 만족됨-

 ⊆




 (2)

에 의해서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음- feature size h

만약 의 집합에 간격이 있다면 표면의 구멍인 구가 없는 곳이 생김- point

경험적으로 구의 반지름 은 보다 작은 값을 선택- Br h

수행에서 구의 반지름을 최소한 줄이는 것은 정확하고 빠르게 만듬- projection

반지름의 크기를 줄일 때 위의 식을 충분히 만족해야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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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집합 안에 구멍이 생기를 것을 피하기 위해-    로 설정

와 구의 교차점들은 윗 장에서 설명 하였던 반복 연산의 기원점인- ray , 를 제공

이런 계획적인 수행은- 가 구 밖에 있거나 기대하는 정밀도에 도달하였을 때 종료,

만약 와 의 교차점이 현재 계산중인 하나의 구안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 ray polynomial ,

른 교차된 구를 점검함

5. Implementation

5.1 Spatial hierarchy

와 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ray surface

살펴볼 필요가 없는 와 구의 교차점 연산을 피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구의 영- ray

역으로부터 를 만들어서 사용sphere hierarchy

시점으로부터 앞에서 뒤로 구성된 를 이용하여 탐색하는 것이 선호- hierarchy

이러한 탐색은 와 표면의 교차점이 시점에 가까운 점으로 선택- ray

반복적인 를 제외한 와 구의 교차점을 찾는 연산은 간단함- refinement procedure ray

와 교차되는 구들을 찾고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서 뒤로 정렬 하는 것은 바람직함- ray

그 후 각각의 와 표면의 교차점이 존재할 잠재성이 있는 구들을 점검해 나감- ray

를 탐색하면서 교차점을 계산해나가는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임- sphere hierarchy

경험적으로 와 표면의 교차점은 와 교차된 가까운 구에서 발견됨- ray ray

5.2 Exploiting coherence

그림 에서와 같이 구의 첫 번째 으로 구의 중심을 이용함- 6 projection

근사 연산 결과가 로부터 떨어진 와 비교하여 오차- polynomial point project

분포가 적음

의 계수를 저장해 놓고 동일한 구의 다음 교차점 연산에서 재사용- polynomial

와 구가 교차할 때 종종 구안의 표면이 교차되지 않는 경우 발생- ray ,

일반적으로 는 근사계산된 과도 교차하지 않음- ray polynomial

한 번의 수행 후에 를 종료할 수 있음- refin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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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면과 교차 할 경우 그림 에서처럼 번의 반복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 ray , 6 2~3

처음 와 비슷한 두 번째 는 같은 구를 통과- ray ray

각각의 교차 연산이 다시 계산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첫 의 결과를- projection

정렬하면서 저장

하나의 구의 연산수는 오직 이며 연산을 대부분 저장- projection 1~3 projection

그림 6. 가 주위의 과 교차할 때 근사계산된 이 필요함 항상ray point hull local polynomial .

처음 는 구의 중심으로 결정 근사 오류를 구 안으로 분배하여 분포시키고project . ,

한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가 같은 구와 교차할 때 재사용하기 위함projection ray .

한편 각각의 구에 한개 보다 많은 을 저장 하는 것은 과잉임- , polynomial

하나의 교차점의 근접 점을 찾는데 너무 많은 를 저장하는 보다 한- polynomials

번의 연산으로 표면과의 교점에 도달하는 것이 빠름refinement procedure

각각의 구가 한개 보다 적은 을 지니는 것은 불가능- polynomial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구가 한 개의 을 공유 하는 것- , polynomial

신뢰 구간을 정해 놓았던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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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orting for shadow rays

- shadow-ray

불투명한 물체에 의해 가로막혀졌을 때 연산됨-

어떤 위치에서 처음 와 물체가 만났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 없음- ray

단순히 연산을 수행 하지 않으면 됨- illumination

그러므로 의 교차점을 찾는 것은 가 어디에서 교차 하였건 간에- , shadow ray ray

교차 여부만 빠르게 찾는 것으로 단순화 됨

물체의 내에서 는 종종 많은 표면과 만남- shadow area ray

그림 은 이런 상황을 보여줌- 7.

안쪽의 는 많은 구와 만나며 두 번에 걸쳐 표면을 관통함- ray ,

와 구의 중점- shadow ray  와의 거리 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렬d

구와의 교점이 구의 중심과 가까울 수 록 표면과의 교점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 ,

이 크기 때문

우선순위-  는  을 고려하여 결정

 

 
(3)

그림 7. 의 교차점 연산에 있어서 예상되는 실제 교차점을 찾는 것은 무의미shadow ray ,

함 와 구의 중점 사이의 거리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존재하는 부분의 점검. ray ,

이 먼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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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Algorithm

와 표면의 교차점을 찾는 지금까지 제안된 결과의 알고리즘- ray

로 탐색 하면서 와 교차하는 모든 구를 찾음1. spacial hierarchy , ray

빛의 시작점과의 거리로 구들을 정렬 의 경우 수식 에 따라 우선순위를2. . shadow-ray , 3

결정

우선순위 큐에서 구를 꺼내고 반복 수행 에 따라 실행3. refinement procedure

근사 연산된 의 가 이미 계산되어 있는지 살핌(a) polynomial coeffcients

만약 그렇다면 로 가서 데이터를 사용함3(b)

그렇지 않으면 구의 중심인 로 하고 나중에 사용하기위해서 정보를 저장함project

현 상태의(b ) reference 를 설정해 가면서 와 의 교차점을 계산해 나감ray polynomial

만약 된 거리가project    일 경우 와 표면의 교차점이 찾아진 것임, ray

만약 원의 내부 에서 교차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으로 돌아감Br 3

(c)  를 하고 를 수행project 3(b)

그림 8. 으로 묘사된 의 굴절point set Stanford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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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sults

우리는 인조적이거나 실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수행 결과를 평가함-

중심이 되는 수행의 척도는 속도와 정밀도-

로 정의로 표면에 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 연산- point set surface projection

각각의 교차점을 찾는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측정해야함- projection

각각의 연산은 두 번째 연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계산 시간- projection ,

을 결정

이 논문에 나타나있는 각각의 렌더링 묘사는 여러 시간의 계산 시간이 소요-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임의의 모델은 인조 모델을 사용- point set surface

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 priori

인조 모델로 면체를 하여 세밀한 구를 생성- 20 subdividing

구의 최대 오차는-   로 설정

이러한 한계는 또는 번 반복 연산 가능한 어떠한 임의의 라도 충- 2 3 ray

분함

분석적인 구로부터 자연스레 약간 일탈한 와 같이 한계보다 작- point set surface

은 영역의 경우는 평가할 필요가 없었음

데이터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실제 세상의 데이터로 테스트- input

그림 과 그림 는 삼각형 로부터 데이터를 얻음- 8. 9. meshes point

스캐너를 이용하여 직접 얻어진 를 사용- point

데이터는 이미지의 깊이로 통합되어 얻어진 로 나타남- points

그림 에서 결과가 묘사- 10.

의 한계 안에 집중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실제 세계의 데이터가- feature size h

만들어져야 함

모든 예제에서 한계- 로 교차점이 계산

두 번의 반복 연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한계-

근사계산된 을 이용한 각각의 과 교차점 구하기 연산에서의- polynomial projection

마지막 거리는  의 인자에 의해 줄어듬.

-  의 완전한 정밀도의 경우 항상 도달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서 정밀도를 더욱 증가시키면 연산이 불가능 하게 됨- ,

우리는 연산의 복잡한 비선형 수행에 기반 하는 완전한 정밀- projection

도의 한계를 짐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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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데이터의 아래 줄의 그림들은 을 의미Stanford bunny Ray tracings. point set .

의 정보가 매우 성김에도 불구하고 결과 이미지는 부드러움point

7. Conclusions

우리는 와 의 교차점을 계산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 ray point set surface

음

또한 와 표면의 교차점 연산에 있어서 지역적인 긴밀성을 이용하는 몇 가지 기술에- , ray

관하여 소개하고 연산의 실행으로 의 실제 같은 이미지를 산출해내었음, point set surfaces

이러한 접근법은 의 한계를 지니고 근사적인 계산을 필요- feature size , local polynomial

로 하는 다른 표면의 정의에서도 이용이 가능

이미지 렌더링 시에 사라질 수 있는 픽셀보다 작은 의 한계를 이용- features feature size

하여 이미지를 렌더링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움

그림 10.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한 결과 선사 인간 은 실제point Ray-Tracing . afarensis ( )

모델을 로 구성한 개의 로 이루어짐light scanner 150,000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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