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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비정규적인 사면체 메쉬에서 불규칙한 모양을 한 장애물,

과 유체의 상호 작용을 능률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소개함.

이 논문의 분리시키는 방법은 표준의 비틀린 격자 메쉬(staggered)

의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메쉬에서 사면체,

셀과 정육면체 셀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복합적인 메쉬는 장애물 근처에서의 정확도와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서의 효율성을 제공.

1. Introduction

지난 몇 년간 시뮬레이션에 기초하여 유체를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은 제작 품질 결과,

가 상업적이고 사유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믿을만하게 얻어질 수 있는 충분한 상태

로 발달.

이러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정규 사면체 메쉬에서 표준의 비틀린 격자의 discretization

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scheme .

이러한 방법은 충분한 양의 계산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 냄.

불행히도 격자에 기초한 방법에서 경계는 일반적으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함vo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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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적인 영역 위에서 유체를 애니메이션 하는 결과는 어색할 수 있음.

이 논문에서는 비정규적인 사면체 메쉬 위에서의 유체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하며,

이 방법은 임의의 다각형 경계면으로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체는 비정규적인,

모양의 영역 위에서 쉽게 만들어 짐.

이 논문에서 사면체를 위해 사용한 이산화 방법은 정육면체의 격자를(discretization) ,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틀린 의 변형이며 이 방법은 꼭 필요(staggered) scheme

한 경계 조건을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해줌.

게다가 이 논문의 사면체 이산화는 일반적인 에 적합하기 때staggered-grid scheme

문에 이 방법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영역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비정규적인,

사면체 영역과 정육면체 격자를 결합시킬 수 있음.

이러한 혼성의 방법은 장애물이 없는 거대한 공간에서 정규 격자의 효율을 유지시켜

주는 동안 다각형의 경계가 쉽게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해줌.

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의 성능을 테스트 함.

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적인 모양을 한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도 유체가[Figur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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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채워짐.

직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이 논문의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은,

시각적 품질과 계산상의 효율이 격자를 기본으로 한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와 견줄만

함.

이 논문의 방법은 복잡한 경계면에 대해서도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이 방,

법은 매우 유용할 수 있음.

2. Related Work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많은 양의 연구가 유체를 사실적으로 애니메이팅 하는 문,

제를 다루어 왔음.

연구결과로 나온 많은 방법들은 정육면체 격자위에서 공간의 을 사용discretization .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몇몇 유체 현상을 일반인들이 실제현상과 시뮬레이션된,

장면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발전되어 옴.

정육면체 격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은discretization scheme [Harlow and

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잘 알려진 비틀린 격자 방법임Welch, 1965] (staggered) .

비틀린 격자에 속도 요소와 압력을 저장하는 것은 압력과 속도값을 한곳(staggered) ,

에 저장하는 방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정교하게 피할 수 있음.

이 방법은 격자 셀 면에 평행한 표면에서 경계면이 개방되어있거나 닫혀 있어도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함.

최근에 에서는 정규 비틀린 격자의 많은 장점을 유[Losasso et al., 2004] (staggered)

지하고 원하는 지역에서만 상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장점을 제공,

한 방법이 설명됨octree-based .

이 방법의 강력한 은 고해상도에서 움직이는 경계면 자유 표면 들을 추적하application ( )

는 것.

는 비정규적인 공간의 고정된 경계 역시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Octree .

경계면 근처를 로 다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음octree .

위에서 언급한 유체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정규적인 공간 위에서 격자를 사용Eulerian

하였으나 다른 방법들은 파티클 방법을 사용하여서 비정규적인, meshless Lagrangian



Byungseok Roh

- 4 -

경계에 대해서 쉽게 동작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들 방법 은 현재의 방법만큼 사실적으로는 보여주지(meshless ) grid-based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들이 그래픽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

뮬레이션 방법을 개발시키고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한 상황.

에서 유체의 흐름 문제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미분 연산자는 삼각[Tong et al., 2003]

메쉬와 사면체 메쉬를 위해 됨discretization .

그들은 미리 계산된 벡터 필드에서 분해와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

에서는 이러한 미분 연산자들이 삼각형의 메쉬 위에서 실제로 유[Shi and Yu, 2004]

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쓰여 질수 있다고 함.

게다가 에서는 유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삼각형의[Botta and Hempel, 1996]

을 설명함discretization .

그러나 그들이 찾은 방법은 경계면에서의 제약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못함.

그들은 경계 노드에서 자유도를 증가시키는 확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함.

삼각형의 메쉬를 위한 또 다른 은 에서 제discretization scheme [Rida et al., 1997]

안함.

이 논문에서의 방법과 비슷하게 그들의 방법은 정규 격자를 삼각형의 메쉬로 변형시키

기 위해 비틀린 방법을 적용함(staggered) .

그들은 차 정 도를 얻기 위해 메쉬에서의 삼각형은 외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2

제한함.

이러한 제한이 삼각형의 메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적당하다고는 하지만 매우 적,

은 메쉬만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면체에 대해서 유용하지는 않음.

이 논문의 연구와 일치하는 에서도 이 논문에서의 방법과 매우[Elcott et al., 2005] ,

유사한 비틀린 사면체의 를 개발함(staggered) discretization scheme .

유체는 같은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그들은 동등한 미분연산자의 미분을 제공함, .

두 가지의 다른 점은 그들은 다른 보간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과 하나의 메쉬에서 사,

면체와 정육면체의 결합을 언급하지 않음.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을 대신할 를semi-Lagrangian advection circulation-based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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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s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은 사면체와 정육면체가 혼합된 공간에서 유체의 움직

임을 애니메이팅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

이 방법의 세부내용과 응용은 에서 기술된 것과 대부분 비슷함[Fedkiw et al., 2001] .

중요한 특징은 이 논문에서는 사면체를 포함한 복잡한 경계면에서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

사면체 메쉬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경계면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융통성을 제공

하지만 보통의 계산량으로 행해 짐, .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개방된 영역에서 정규격자를,

사용하는 것을 연장하였음.

결과 메쉬는 정규 격자에 비정규 사면체가 부드럽게 결합된 혼성 메쉬.

는 차원에서의 개략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Figure 2] 2 .

그러나 차원에서 사면체 바로 가까이에 인접한 격자 셀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함3 .

유체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비점성 방정식에 의해서 조절됨Euler .




 ․∇

∇



(1)



Byungseok Roh

- 6 -

비 압축적인 유체를 위한 부피 보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식을 정의.

∇ ․   (2)

u : 유체의 속도

t : 시간

p : 압력

 : 도

f : 외부 힘

∇







 


 

 





이 수식은 에서 기술된 연산자 분리를 이용하여 풀 수 있음[Stam, 1999] .

부력이나 유체에 가해지는 다른 힘에 근거하여 가속도를 계산하여 힘을 가함1) .

속도의 은 유체의 움직임을 위해 설명한2) advection semi-Lagrangian advection

방법을 이용함.

압력 필드가 비압축성을 만족하도록 조절3) .

게다가 이 논문에서는 렌더링을 위해서 많은 양의 파티클을 시킴, advect .

3.1 Discretization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메쉬는 시뮬레이션 공간을 축에[Figure 2] ,

평행한 정육면체와 비정규적인 사면체 메쉬로 분리시킴.

사면체에 인접한 육면체 셀은 셀이라 하며 다른 육면체 셀과는 조금 다르transition ,

게 다룸.

육면체 공간에서 이 논문에서 저장 방법은 표준 비틀린 격자 방법으로 인(staggered)

정된 방법을 정확하게 따름[Harlow and Welch, 1965] .

압력과 같은 스칼라 값은 각 셀의 중앙에 저장 됨.

속력은 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의 속력이 면의 중앙에 저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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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체를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함.

압력은 셀의 중앙에 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의 속력은 면에 저장 됨, .

그러나 사면체 면들은 축에 평행하지 않거나 서로 직교하지 않음, .

그 결과 미분 연산자와 속도 보간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 .

사면체와 격자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사면체에 접한 육면체들을,

셀로 표시함transition .

육면체에 인접한 사면체는 셀과 점 들을 공유함transition (vertex) .

인접한 사면체와 조화되게 하기 위해 셀들의 면들을 쪼갬Transition . [Figure 3]

보간 을 위한 목적으로 육면체 셀들이 사면체 셀과 모서리 를 공유(interpolation) (edge)

하는 것은 셀에서와 같이 처리됨transition .

압력 보정을 계산하는 과정은 속도 필드에 적용되는 연산자와 압력 필드divergence

에 적용되는 연산자가 필요함gradient .

정규 격자에서 값은 압력 값이 저장된 위치에서 계산이 되어야staggered divergence

하며 성분은 속도 값이 저장된 위치에서 계산되어야 함, gradient .

이 논문에서는 속도 필드가 메쉬 위에서 연속적이라고 가정 하고 모든 타입의 셀 육, (

면체 사면체 그리고 을 이론, , transition) divergence 


∇ ․


 ․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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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함discretizing .

이러한 방법은 에서 차용한 것임Finite Volume Method .

∇ ․  



∈
 ․ (3)

 : 셀의 부피

 : 면의 넓이

 ․ : 면에 저장된 속도

정육면체 셀에서 이 식은 에서의 방법으로 풀림[Harlow and Welch, 1965] .

셀은 마치 그 셀들이 정육면체 셀인것처럼 동작함Transition .

면의 속도는 쪼개진 값의 평균으로 함Transition .

압력 에서 각 면의 중앙에의 전체 가 필요한게 아니라 면의gradient gradient gradient

노말 성분만 필요함.

이 논문에서는 이 성분을 압력 값에서 두 셀의 중앙에서 측정한 차이를 가지고 계산.

너비가 인 정육면체나 셀에서 셀의 중앙과 면의 거리는 단순히 임h transition 1/2h .

사면체에서 사면체 의 중앙과 번째 면의 거리는j , i    임.

간단히 말해서 셀 와 를 면 로 가로지르는 는 다음과 같음, a b i gradient .

 ․∇ 


 












 is hex

 is tran

 is tet

(4)

 : 면 에 수직하고 셀 의 바깥방향으로 향하는 벡터i , a

 : 셀의 중앙에서 면 에 이르는 거리

이러한 와 연산자는 각각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divergence gradient .

특히 그것들은 간단하고 계산시간이 적으며 방법과 비슷함, staggered-grid .

그것들은 이 논문의 섹션 에서 설명된 대칭의 행렬을 생성함3.4 , projection .

이와 같은 미분 연산자는 과 에서 사용[Elcott et al., 2005] [Losasso et al., 2004] .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산자의 유도를 이러한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대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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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ccelerations due to Body Forces

중력이나 같은 현상으로부터 얻어진 힘은 에vorticity confinement volume of the fluid

서 동작함.

정규 격자에서 면에서의 가속도는 인접한 셀에 가해지는 힘의 평균으로 구함, .

그러나 작은 셀이 큰 셀에 인접해 있을 때 다른 크기의 셀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 져,

야 함.

다행히도 적절한 적분은 많은 양의 평균을 간단하게 해 줌.

면 를 끼고 있는 셀 와 사이의 수직방향으로의 가속도는 다음과 같음i a b .

 ․  ․
 

(5)

3.3 Semi-Lagrangian Integration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 나와 있음Semi-Lagrangian integration [Stam, 1999] .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유동 필드에서 시간  ∆의 점 에서 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점 를 찾는 것.

시간  ∆일 때 에서의 속도는 로 정해짐.

중요한 이유는 에서의 속도를 결정지어 왔었던 방법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바람직

하지 않은 수치적 확산을 가져왔으며 다수의 적분과정에서 불필요한 뭉개짐 현상이나

다른 것들을 설명하지 못함.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장에서 다루고 있음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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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ass Conservation

과정에서 생성 된 중간의 속도 필드Advection , 는 일반적으로 크기 가 보존(mass)

되지 않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각각의 셀을, ∇ ․  으로 압력 필드를 보

정해 주는 조건을 시행volume-scaled divergence-free .

는 메쉬 안에서 각각의 면의 수직방향으로의 속도를 포함하는 벡터system-length .

는 를 각각의 셀에서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를 만들어 내는 식divergence

을 바꿔놓은 행렬(3) .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가 필요하기 때문에, volume-scaled divergence 를 식 에(3)

서 상수로 곱해진 를 생략하는 것으로 수정.

비슷하게, 를 각각의 셀에서의 압력 벡터라 하고 는 를 각각의 면에서 수직한

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를 만들어 내는 식 를 바꿔놓은 것gradient (4) .

위의 행렬 연산자를 이용하여 식 와 을 결합시킨 것은(2) (1) 에 대해서 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의 이산적 형태를 제공해 줌Poisson's Equation (discrete) .

∆

 (6)

 보정되지 않은 면에 수직한 속력의 벡터: , .

  ∆ 보정된 속력: .

식 은 대칭적이며 를 이용해(6) , preconditioned conjugate-gradient solver 를 효율

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임positive-definite linear system .

이 논문에서 사용한 에서 눈길을 끄는 특징은 경계 조건들을 개별적으로discretization

시행하기가 쉽다는 것.

개방된 경계에서 면을 만드는 것은 식 에서 연산자는 메쉬 안의 경계면, (4) gradient

위에서 주위의 압력을 사용함(ambient) .

닫힌 경계 조건은 메쉬 밖에서의 압력 설정에 따라서 실시되고 메쉬 안에서(Clo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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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의 닫힌 면은 사면체의 압력과 같아짐(closed) .

3.5 Interpolation

이 논문에서 사용한 저장 방법이 와 를 계산하는 훌륭하고 간단한divergence gradient

식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속도 필드를 보간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interpolating)

결과를 만들어 냄.

이 논문과 비슷한 삼각형에서 비틀린 방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 예를 들어(staggered) (

들은 속도 필드를 보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Rida et al., 1997]) (interpolate)

한 문제에 역점을 두어 다루지 않음.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한 보간 방법은 보간된 속도가 필요함semi-Lagrangian .

게다가 이 논문에서는 렌더링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양의 추적 파티클을 사용하며 이,

러한 파티클을 할 때 역시 보간된 속도가 필요함advect .

이 논문에서는 세가지의 다른 보간 방법의 사용을 만듦.

정육면체 셀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을 사용함tri-linear interpolation .

그러나 사면체와 셀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보간된 값들이 어떻게 사용될transition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함.

보간된 속도 값을 계산하기 위해 은 다음 을 위, semi-Lagrangian advection time step

해서 속도 값을 앞으로 옮겨줌.

이 논문에서는 정확하지만 계산 비용이 드는 을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사용.

동안 파티클을 하고 을 하기 위해Semi-Lagrangian step advecting , backward tracing

이 논문에서는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조금 낮은 방법을 사용함, .

메쉬 에서 속도 값을 계산하기 위한 좀 더 빠른 방법은 먼저vertex , constant basis

으로 을 사용하고 사면체 안에서 일반적인function 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을 사용함linear interpolation .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은 시뮬레이션 기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messless"

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 중의 하나임interpolation .

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 사용한 특[Belytschko et al., 1996] ,

정한 방법 역시 의 에서 사용되고 있음 예를graphics implicit surface constru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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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Ohtakeet al., 2003], [Shen et al., 2004])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면에 면에 수직한 속도의 성분만 저장하기 때문에, constant

는 다음과 같은 폼에 맞춰짐least-squares velocity .



















⋮




 











 ․
 ․
⋮

 ․
(7)

 : face 에서의 face normal

 ․ : normal velocity component

위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간결하게 쓰여 질 수 있음.

  (8)

식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8) diagonal moving-weight matrix 를 이용하여

로 변환될 수 있음interpolation method .

 




(9)

 : face 의 중심과 사이의 거리

임의의 포인트 에서 다음 식을 의 방법을 이용하여, normal equations 에 대해서 풀

면 속도를 할 수 있음interpolate .

 (10)

이 논문에서는 고차의 을 선형 방정식으로 작성함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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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없던 식 을 다음과 같이 바꿈(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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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 점 에 관한x face 의 중심위치

    : 선형 방정식의 계수

식 에 를 적용하는 과정은 위와 같음(11) , moving weight .

왜냐하면 점 를 계산하는 것은 선형 방정식을 푸는 동안, 가 원점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를 얻을 수 있음.

상수 또는 선형 방정식은 선택되었을 때 조심히 다루어 져아 함.

큰 값들은 원치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너무 작은 값들은smoothing ,

문제를 가져 옴conditioning .

이 논문에서는 계산하는 점을 포함한 셀에서 에지의 길이의 평균을 배로 조정하, 0.03

는 것이 잘 동작한다는 것을 알아냄.

과 에 관한 좀 더 자세Moving least square interpolation fast evaluation techniques

한 내용은 에 있음[Shen et al., 2004] .

각각의 에서 을 하기 이전에 이 논문에서는 사time step semi-Lagrangian advection ,

면체 메쉬와 여러 가지가 복합된 메쉬의 모든 에서 속도 값을 추정하기 위해vertex

을 사용함constant-basis 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

주어진 에 인접한 면들만 을 하는 동안 사용됨vertex fitting .

에서의 속도값을 알게 되면 선형 보간을 사용하여 어느 위치에서라도 약간 뭉Vertex ,

개진 속도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음(smoothed) .

이렇게 보간된 속도 필드는 의 부분에서semi-Lagrangian advection backward tracing

사용됨.

이 점Backward tracing 에서의 보간된 속도를 결정하면 다음 을 위해서time step

속도값을 움직이고 시키지만 이 논문에서는project , 의 에two-ring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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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의 속도 성분의 을 사용하여 점linear basis 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에서의 속도를 계산함.

을 사용하여 속도를 계산Constant-basid moving least-squares interpolation vertex

하는 과정은 전에 반복되며 은 선형적으로 보간된 속particle advection , particle vertex

도를 사용하여 됨advect .

이 논문의 방법을 사용한 것과 모든 에서multiple interpolation method , interpolation

오로지 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시각적으로 다linear-basis moving least-squares

른게 없음.

4. Results and Discussion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에서 구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여MATLAB ,

러 예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냄.

메쉬의 사면체 부분은 을 사용하여 만들어 졌으며 이 논문에서 최종 이미지NETGEN ,

들은 를 통해 만들어 짐PIXIE .

시뮬레이션 시간은 에서 보여주는 예제를 위해 대략 시간 정도 걸렸으며[Figure 1] 4 ,

에서의 예제를 위해서는 한 시간 미만으로 걸렸음[Figur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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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의 다른 메쉬에서 같은 시나리오의 애니메이션을 비교함[Figure 4] 3 , .

아래로 향하는 분출구에서 기울어진 경사로에 연기를 뿜음.

사면체로만 이루어진 메쉬에서의 결과(a) : .

경사로에 가까운 곳은 사면체로 다른 공간에서는 정육면체 셀로 채워진(b) : ,

복합적인 메쉬에서의 결과.

정육면체로 셀로만 채워진 메쉬에서의 결과(c) : .

사용된 셀의 개수와 수행시간[Table 1] : , .

사면체와 혼성 메쉬에서 결과가 거의 비슷.

두 결과 모두 경사로 위에서 자연스럽게 퍼짐, .

경사면은 반드시 기울어진 면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육면체 셀로만 채워,

진 메쉬에서는 약간 부자연스러움.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휘어졌거나 경사가 있는 경계면에서는 좋지Grid-based

못한 결과를 내지만 사면체 메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

를 냄.

에서는 모두 사면체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줌[Figure 1] .

연기는 모델 꼬리에서 생성되며 입으로 나가도록 힘을 받음Stanford dragon , .

연기는 용의 몸속을 움직이면서 비틀어지고 굽이침.

에서도 비슷한 예제의 결과가 나타남[Figure 5] .

폐쇄된 공간 안에 있는 연기가 중앙에서의 힘으로 인하여 순환함.

연기는 물체의 팔을 움직일 때 가속을 받으며 두 개의 팔이 모이는 곳에서 흩어,

지는 흐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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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실행 가능한 책상의 장난감을 시뮬레이션 함[Figure 6] (executive) .

시뮬레이션은 높은 도의 물질이 위에 있고 낮은 도의 물질이 아래에 있도록

초기값이 설정 됨.

장난감 안의 영역은 들로 채워짐tracker particle .

이러한 은 장난감 영역 안에서 되어 고 도와 저 도의 물질을 섞particle , advect

어서 중간의 도로 장난감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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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나선모양의 실린더에서의 예제를 보여줌[Figure 7] .

실린더의 내부와 실린더 주변은 사면체 메쉬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

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음.

나선 모양의 실린더에서는 나선모양으로 흐르고 실린더 밖의 공간에서는 흩어짐, .

이 논문에서는 사면체와 정육면체가 혼합된 메쉬에서 유체를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이 논문에서는 비정규적인 경계면이 사면체화 에 의해서 경계면에서(tetrahedralizing) ,

상호작용 하는 유체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사면체 셀의 계산비용은 정육면체 셀 보다 비싸지만 이 논문의 복합적인 방법은 사면,

체 메쉬의 유연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효과적임.

이 논문의 방법은 유체가 공간 전체에 채워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에서 제시된 윤곽을 잡는 방법들은 완전히 유연하[Bargteil et al., 2005] (contouring)

며 이 논문의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