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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시뮬레이션된 유체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메쉬의 변형을 가능

하게 하는 유체 시뮬레이션의 간단한 수정을 기술함Eulerian .

유체 시뮬레이션의 수정은 메쉬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하여Eulerian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법의 간단한 개작semi-Lagrangian advection (改

으로 이루어짐) .作

왜냐하면 이 방법은 일반적인 보다 보간semi-Lagrangian integration

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현상에서(interpolation) , smoothing

자유로울 수 있으며 메쉬를 갱신할 때 생기는 비용의 추가만 필요.

적절한 경계조건의 기술로 인해 메쉬 경계는 움직이는 장애물과 같은,

수많은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이 논문은 움직이는 사면체 메쉬위에서 계산된 많은 예제를 담고 있음.

1. Introduction

최근 몇 년간 사실적인 유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많은 방

법들이 제안됨.

이러한 방법들은 공간에 고정되어 있거나 유체와 함께 움직이는(Eulerian) (Lagrang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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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함computational node .

현재 방법이 좀 더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시각 효과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Eulerian ,

게 사용되고 있음.

이 논문에서 우리가 기술하는 혼성 방법은 방(hybrid) Lagrangian-Eulerian , Eulerian

식으로 유체를 뛰어나게 시뮬레이션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과 변형 의 기(deformation)

초가 되는 메쉬에서 유체의 움직임에 독립적.

적절한 경계조건의 상술로 인해 유체의 움직임은 메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있,

거나 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장애물의 메쉬 경계가 다루어 질 수 있,

음.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의 간단한 수정semi-Lagrangian integration

으로 됨.

이러한 수정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설명과 수식의, ALE(arbitrary Lagrangian-Eulerian)

으로부터 쉽게 유도될 수 있음advection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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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에서 설명된 방법에 기초하여 이러한 수정을[FOK05] fixed tetrahedral mesh

구현함.

이러한 수정은 작은 변형과 약간의 추가적인 계산비용을 과하는 것만 필요로 함.

우리는 그림 과 같은 몇 가지 예제를 포함하며 이러한 예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1 ,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줌.

우리는 수정된 방법을 사면체 격자에서만 실험해 보았지semi-Lagrangian integration

만 정규 격자나 옥트리 같은 다른 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음, discretization .

2. Background

유체 시뮬레이션은 시각 효과 산업에서 중요한 도구임이 입증되었으며 몇몇 연구자들,

은 기체와 액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개발함.

그리고 에서는 기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예제를[FSJ01], [FM97], [Sta99], [FOK05]

보여줌.

[FSJ01] Fedkiw et al.

Visual simulation of smoke.

[FOK05] Feldman et al.

Animating gases with hybrid meshes

자유 표면 에서 액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표면 추적 기법(free surface)

이 필요함(surface tracking method) .

에서는 표면 추적을 위해서 의 사용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에[FF01] level set , [EMF02]

서 으로 발전됨particle level set .

좀 더 최근에는 에서 에 기초한 강력한 방법, [BGOS05] semi-Lagrangian contouring

이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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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01] Foster and Fedkiw

Practical animation of liquids

[EMF02] Enright et al. Animation and

rendering of complex water surfaces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

[GAD03], [Pes02], [YOH00]

최근에 에서는 강체들 과 유체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CMT04] (rigid bodies)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에서는 유체를 변형 가능한 물체와, [GSLF05] (deformable) rigid

과 결합하는 방법을 소개함shell .

[CMT04] Carlson et al. Rigid fluid

[GSLR05] Guendelman, et al.

Coupling water and smoke to thin deformable and rigid shells

메쉬를 변형시키는 특별한 경우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 짐.

최근에 [SCP* 에서는 이론을 사용하여 유체에서 시각적으로 중04] Galilean In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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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부분의 표현을 격자에서 가능하게 함.

이와 같은 목표를 [REN* 에서는 그들의 메쉬에서 모든 격자를 증가시키고 그들의04] ,

자료 구조의 값을 변형시키는 움직임으로써 달성함.

[SCP*04] Shah et al. Extended galilean

invariance for adaptive fluid simulation

[REN*04]

Directable photorealistic liquids

다음 논문 들은 유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을 사용하는, Lagrangian particle meshless

방법은 매우 유망함을 보여줌.

[TPF89], [DC96], [CD97], [SAC*99], [MCG03], [PTB*03], [MKN*04]

[MCG03] Muller et al. Particle based fluid

simulation for interactive applications.

[PTB*03] Premoze et al.

Particle-based simulation of fluids

[MKN*04] Muller et al. Point based animation

of elastic, plastic and melting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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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들은 좋은 메쉬를 유지시키려는 걱정 없이 점을 자유롭게 움직meshless

이는 변형에 특히 편리함.

그러나 방법은 아직까지는 방법에 정통해 있는 그래meshless mesh-based Eulerian

픽스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락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

방법은 메쉬위에서 고정된 좌표 시스템이나 유체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시뮬레이션됨.

이러한 방법은 고도로 변형할 수 있는 탄성 있는 물체의 시뮬레이션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는 압축 가능한 유체 문제를 풀기 위해 차분법 을 사용한ALE (finite differences)

에서 최초로 발표됨[HAC74] .

은 한정된 요소의 설정을 위해 를 적용함[DFSG77] ALE .

그 후에 발전한 방법의 뛰어난 연구는 에서 나타남ALE [DHPRF04] .

3. Methods

우리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기술은 변형된 메쉬를 고려한 유체 시뮬레이션을 일반화 함

기본 아이디어는 언제나 속도는 고정된 좌표계에 관해서 계산된다는 것world .

움직이는 메쉬는 유체 특성의 을 간단하게 제공time-varying discretization .

우리가 소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semi-Lagrangian ALE

식을 푸는 것advection .

개념적으로 우리의 방법은 사용된 메쉬의 종류와 무관함.

왜냐하면 정육면체의 셀 정규 격자 옥트리 을 사용한 메쉬는 그 정규 구조의 유지가( , )

필요하며 이러한 격자의 변형은 강체의 변형과 에 제한적uniform scaling .

이에 반해서 사면체 메쉬는 대체로 다양한 변형을 고려함.

그러한 이유로 이 논문의 모든 결과는 에서 제안한 사면체 메쉬 방법의 변형[FOK05]

을 사용하여 만들어짐.

비압축성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정식에서 항 참조 을 사용ALE advection ([DHPRF04] )

한 무점성 유체는 다음 형태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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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부피 보존을 위해 다음 식을 정의함(mass) .

∇∙ (2)

 : 유체의 속력

 : 메쉬의 속력

 : 시간

 : 압력

 : 밀도

 : 외력

∇ =   

만약 메쉬의 속력 가 이라면 이러한 방정식은 표준 무점성 방정식으로 줄여0 , Euler

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방법은 일반적으로 을 메쉬 속력에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식ALE integration scheme

의 항을 함(1) advection integrate .

우리는 에 따라 동안의 메쉬 치환에 대해서 설time step semi-Lagrangian advection

명함.

우리는 이 시스템을 에서 기술된 분리된 단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품[Sta99] , .

는 가지로 분리되는 단계를 사용[Sta99] 3 .

유체에 영향을 주는 부력이나 다른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힘

속도장의 운반 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한(transport) semi-Lagrangian

velocity advection

비압축성을 보장해주는 압력을 계산하고 적용하는 압력 보정

추가적으로 우리는 렌더링을 위해 많은 숫자의 추적 파티클을 함, massless adv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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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eneralized semi-Lagrangian step

단순함과 안정성 때문에 방법은 속도 장의 에 대해서 푸, semi-Lagrangian advection

는 대표적인 툴. [Sta99]

를 속력이 저장된 위치 우리의 경우에는 면의 중앙 라고 할 때( ) ,

고정된 메쉬에서 방법은 번째 면 중앙의 속력 값을semi-Lagrangian , i

에서 거

꾸로 추적한 ′로 갱신함.

에 저장된 현재 속력 는 이전 속도 장의


에 저장된 속력 ′ 

의 보간된 값으로 설정.

우리는 위의 과정을 메쉬의 변형으로 인한 의 변경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 함.


 
를 시간 에서 속력이 저장되는 위치라고 할 때t ,

전과 같이 우리는,


 
에서 ′를 추적하여 이전 속력을 사용.

그 다음 우리는,


 
에서의 새로운 속력을 ′에서의 이전 속도 장을 보간한 값

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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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의 속력은 다른 위치 
   

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메,

쉬를 이용하여 거꾸로 추적하고 보간해야만 함 그림. ( 2)

우리의 과정은 개념적으로 이전 메쉬를 사용하고 새로운 메쉬내의 위치에서 속력을,

재추출하는 일반적인 과정의 수행과 비슷함(resampling) semi-Lagrangian .

그러나 우리의 과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추출semi-Lagrangian

과정이 포함됨(resampling) .

은 속도 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메쉬의 위치를 거꾸Resampling smoothing ,

로 추적하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과정에서처럼, semi-Lagrangian

과정에서 한 번의 재추출 과정을 수행advection , .

우리는 과정동안 한번만 재추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일반적semi-Lagrangian ,

인 의 만 초래함semi-Lagrangian integration smoothing .

3.2. Boundary Conditions

부피 보존 과정은 메쉬 움직임에 변하지 않음(mass) .

열린 경계 조건은 고정된 대기 압력 보통 의 설정을 필요로 함(open) ( 0) .

닫힌 경계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쉬에서의 경계 면과 대응되는 유체의(closed) ,

속력을 확실하게 해야 함.

압력의 보정 과정동안 이러한 종류의 경계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의 변화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의심없

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함, .

우리의 유체가 부피 를 보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 장은(mass) , volume-scaled

조건divergence free (∇∙
    , 는 각 셀 의 부피 을 반드시 따라야만 함) .

단계에서 얻어진 중간 속도Advection 는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

우리는 각각의 셀에 대해서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속력으로 보정해 주는 압력 장을 풀

어 냄.

경계면에서 장애물을 수반하는 유체의 속력은 어쩔 수 없이 장애물의 속력과 같은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변경되어서는 안됨normal , .

적절한 압력 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미분 연산자를 포함하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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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냄.

모든 개의 셀에서의 압력 벡터가 곱해질 때p , 개의 열린 경계면과 내부 면의

압력 를 만들어 내는gradient G 는 ( × 행렬) .

열린 경계면과 내부 면에 대해서 각각의 셀에 의 영(open) , volume-scaled divergence

향을 만들어 내는 D 는 ( × 행렬) .

우리가 에 대해서 풀고자 하는 주어진 행렬은 하고p symmetric , positive-definite

linear system



 (3)

b 는 각 셀에서 모든 면을 사용하여 계산된 의 volume-scaled divergence

( × 벡터)

의 값을 구하게 되면p 
    로 열린 경계면과 내부 면 속력을 가속화,

하는데 사용됨.

3.3. Mesh deformation

을 설명하는 방법의 사용은 메쉬를 변경하기 위해 간단함Advection semi-Lagrangian ,

과 자연스러움을 고려함.

이전 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과 압력 보정 단계에서의 메쉬 변형, semi-Lagrangian

에 대해서 설명함.

부가적인 비용은 오직 메쉬의 성분 노드의 위치 면의 법선 벡터 셀의 부피 등 을 메( , , )

쉬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계산한다는 것.

우리의 구현에서 이러한 계산은 전체 계산 시간의 미만5% .

단계에서 이전 속력과 새롭게 갱신된 속력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Semi-Lagrangian ,

이러한 속력은 단계 다음에 다른 메쉬의 모든 성분의 값이 갱신되는semi-Lagrangian

동안 저장되어야만 함.

이 방법은 기준에 맞는 메쉬의 변형에만 적용 가능함.

육면체 셀들은 과 강체 변형 에만 국한됨uniform scaling (rigid deformation) .

사면체 방법을 사용하는 에서도 전형적인 나[FOK05] , Finite Element method 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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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메쉬를 변형할 때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Volume method

의가 필요함.

불충분한 를 가지는 성분은 불충분한 수치적 결과를 내며 반대의 성분은aspect ratio ,

불필요한 정보 를 만들어 냄(garbage) .

그러므로 변형 기술은 메쉬 품질을 유지해야 함.

방법을 사용한 많은 연구자들은 주어진 경계 노드의 규정된 변형이ALE (prescribed)

있을 때 메쉬의 알맞은 내부 노드 위치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함, "rezoning" .

[DHPRF04],[KH98]

우리는 비교적 친절한 변형 그림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그림 의 강( 1, 5 squeezing, 3

체 운동 을 사용(rigid motion)) .

고체 의 변형을 위해 에서 소개한 불완전하게 변형되거나(solid) Lagrangian , [ITF04]

반대의 성분에도 잘 동작하는 기술은 유체 시뮬레이션에 확장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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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Discussion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이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예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함.

사면체 메쉬는 을 사용하여 만들어 졌으며 모든 이미지들은 를 통해 만NETGEN , PIXIE

들어 짐.

그림 은 유리 모델의 아래 방이 눌려지거나 확장될 때 유체의 움직임을1 (squeezing)

모여주고 있음.

녹색의 의 움직임을 보면 유체는 방 밖으로 발사되었다가 다시 빨massless particle ,

아들여짐.

위에 있는 튜브는 파티클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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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위와 아래가 뚫린 튜브 안쪽에서 돌아가는 날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3

여줌.

날개의 움직임 때문에 연기는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감 부력에 의한 움직임이 아님. ( )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고정된 월드 공간에서 연기가 가해지는 동안 날개의 축으로 회전

하는 메쉬에 의해 완성됨.

그림 에서 우리는 부력 있는 연기 예제를 고정된 메쉬와 변형되는 메쉬에서의 결과4 ,

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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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단면은 위의 메쉬는 고정되어 있고 아래의 메쉬는 눌려지고 늘어나는,

동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메쉬를 움직이는 것은 유체의 움직임에 아무런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내지 않음.

그림 는 의 배가 숨을 쉬는 것으로 인하여 수축되고 팽창되는 움직5 , Stanford Buddha

임을 보여줌.

이 움직임은 연기를 형상의 입 밖으로 불게하고 주변의 연기를 빨아들이게 함, .

우리는 메쉬를 변형하는데 기초가 되는 유체 시뮬레이션의 간단한 변형을 소Eulerian

개함.

구현은 과 같이 원하지 않는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smoothing semi-Lagrangian

방법의 간단한 확장이며 메쉬를 갱신하는 추가적인 비용만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