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ungseok Roh

- 1 -

[Eurographics/ACM SIGGRAPH Symposium on Computer Animation '2006]

A Texture Synthesis Method

for Liquid Animations

Adam W.Bargteil Funshing Sin Jonathan E. Michaels Tolga G. Goktekin James F. O'Brie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bstract

본 논문은 물리에 기초한 유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움

직이는 액체 표면 위에서 텍스쳐 합성 방법을 소개함.

표면 위에서 텍스쳐 좌표를 이류시키는 것 보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표면 텍스쳐를 입력 샘플 텍스쳐에 맞추는 시도

를 하는 최적화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새로운 텍스쳐를 합성함.

매 프레임에 대해서 새로운 텍스쳐를 합성하였기 때문에 본 방법은 이,

류된 파라미터의 불연속과 왜곡을 극복할 수 있었음.

본 논문은 이전 프레임의 표면으로부터 이류된 색 정보를 이용하여 표

면 텍스쳐를 초기화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일관성을 달성하였으며 에너,

지 함수에 포함된 이러한 색들은 최적화를 하는 동안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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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액체 시뮬레이션 기술은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매우 사실적, ,

인 액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도구가 됨.

표면에 텍스쳐를 입히는 것은 필수적인 컴퓨터 그래픽 도구임.

그 도구는 표면을 양식화 하거나 낮은 해상도의 시뮬레이션에 상세함을 줌으(stylize)

로써 아티스트에게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을 제공함.

예를 들어 아티스트는 텍스쳐를 입히는 기술을 파도의 거품 맥주의 공기방울 스프, , ,

의 작은 덩어리와 같은 모습을 추가시키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음.

불행히도 액체 표면은 고유의 이 없기 때문에 액체 표면에 텍스쳐를parameterization ,

입히는 것은 어려움.

일시적으로 일관된 을 만드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parameterization

어려움.

첫째 유체 시뮬레이션들은 그 복잡함과 빈번한 위상 변화로 특징지어지기 때문, .

이러한 위상 변화들은 표면 위의 어떠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연속

의 결과를 냄.

둘째 액체 표면은 시뮬레이션 동안 극적으로 늘어나고 압축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비슷하게 이류된 도 역시 늘어나고 압축됨, parameterization .

유체 표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떠한 텍스쳐가 적당히 찌부러지고 늘어날 지라도,

스프의 작은 덩어리와 같은 대부분의 텍스쳐는 유체 표면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개

개의 크기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이유로 이류된 텍스쳐 좌표는 보통 액체 표면에 텍스쳐를 입히는데 부적합함, .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유체 표면에서 텍스쳐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함.

표면 위에서 텍스쳐 좌표를 이류시키는 것 보다 본 논문에서는 매 프레임 마다 새로,

운 텍스쳐를 생성함.

본 논문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표면으로부터 이류된 색 값에 따라서 텍스쳐를 초기화

함.

그 다음 표면을 입력 샘플 텍스쳐와 시간의 일관성 이류된 색에 대응시키는 시도를, ,

하는 최적화 프로시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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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텍스쳐를 합성함으로써 본 논문의 방법은 이류된, parameter-

의 불연속과 왜곡을 극복할 수 있음ization .

본 논문은 매 프레임마다 표면의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기 때문에 위상 변화로 인해

생기는 파라미터의 불연속성을 피함.

이류된 색의 불연속은 최적화 프로시저를 통하여 제거됨.

비슷하게 본 논문은 매 프레임을 위해 표면 텍스쳐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압,

축되는 을 피함parameterization .

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을 유지시킴LOD(level of detail) .

본 논문은 이류된 색과 최적화동안 사용된 에너지 함수의 일관성 항을 포함한 것에 대

하여 최적화를 초기화함으로써 시간의 일관성을 보증함.

결과로써 본 논문의 방법은 입력 샘플 텍스쳐와 대응시키는 동시에 시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텍스쳐를 만들어 낼 수 있음.

2. Related Work

컴퓨터 그래픽에서 유체 시뮬레이션의 소개 이후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텍,

스쳐를 입히는 것을 시작함.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흐름 장을 통해 텍스쳐 좌표를 이류시키고 이러한 텍스쳐 좌표를,

텍스쳐 맵의 색에 색인시키는데 사용을 기술한 임Witting [Wit99] .

불행히도 시간이 흐르면 텍스쳐는 점차적으로 왜곡이 발생함.

이러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에서는 개로 분류한 텍스쳐 좌표 레이, Stam [Sta99] 3

어를 이류시키며 각각은 주기적으로 다시 고쳐짐, .

최종 텍스쳐 맵은 이러한 개의 텍스쳐 맵의 중첩 임3 (superposition) .

은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여러 텍스쳐의 레이어를 이류시키는Neyret [Ney03] ,

것 역시 개발함.

추가적으로 그는 각 텍스쳐 레이어에 대해서 계산하고 지역의 축적 변형을 이류시킴, .

이러한 변형 기준을 사용하여 그는 다양한 텍스쳐 레이어를 조합하여 최종 텍스쳐에,

도달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지역 변형에 잘 적응함.

절차상의 노이즈 기반 텍스쳐를 사용할 때 그는 유령 효과와 색의 대비를, (ghosting)

피하기 위해 빈발 지역의 레이어를 조합함(frequency) .

이러한 기술들이 일반적인 유체 시뮬레이션에서 텍스쳐를 이류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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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술들은 자유 표면 액체 시뮬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었음.

이러한 경우 본 논문에서는 유체 부피보다 액체 표면에 텍스쳐를 입히고자 함, .

액체의 특수한 환경을 다루기 위해 에서는 유체 흐름, Rasmussen et al. [RNGF03]

장을 통하여 텍스쳐 파티클을 이류시키고 자유 표면 근처에서 초기화 시키는 방법을,

기술함.

렌더링 동안 광선 이 표면과 교차하면 표면의 점을 위한 텍스쳐 좌표를 제공하기, (ray)

위해 가장 가까운 개의 파티클들이 보간 되어 텍스쳐 좌표는 쉐이딩 됨64 .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와 에, Wiebe and Houston [WH04] Houston et al. [HNB*06]

서는 격자 구조에서 차원의 텍스쳐 좌표를 저장하고 스칼라 필드와 비슷하게 이류시3 ,

킴.

부피의 이류로부터 생기는 인위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저자는 자유 표면 노말에 직,

교하는 텍스쳐 장에 를 가하는 외삽 기술을 사용함gradient (extrapolation) .

은 실제 표면 위에서 텍스쳐 좌표 또는 다른 표면 성분 의Bargteil et al. [BGOS06] ( )

이류를 허용하는 자유 표면 추적 방법을 소개함.

불행히도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불연속성과 파라미터가 왜곡되는 문제에 약함.

은 이류되는 형태 발생 물질 에 의하여 움직여Bargteil et al. [BGOS06] (morphogen)

지는 시뮬레이션에서 텍스쳐를 생성하는 것을 제안함reaction-diffusion .

그들의 방법은 위상 변화와 표면의 왜곡에 대하여 다루는 것도 가능.

불행히도 그들의 방법은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된 텍스쳐만 허용reaction-diffusion

하며 표면의 아주 작은 혼란으로도 텍스쳐 결과에 변화를 준다는 것에 약함, .

따라서 작은 표면의 움직임은 텍스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의 텍스쳐와 비슷한 방법Bargteil et al. [BGOS06] reacion-diffusion

을 채용하였으며 매 프레임마다 텍스쳐를 합성함.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것 보다 표본에 기초한 텍스쳐 합성 방법

을 사용함.

표본에 기초한 텍스쳐 합성은 에 의해 이미 완료된 컴퓨Heeger and Bergen [HB95]

터 그래픽스 영역에서 인기 있는 연구 영역임.

좀 더 최근에 그리고, Efros and Leung [EL99], Wei and Levoy [WL00], Efros and

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줌Freeman [EF01] .

본 논문의 텍스쳐 합성은 에서 개발한 융통성 있는 최적화Kwatra et al. [KEB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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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기초함.

Kwatra et al.[KEBK05] Texture optimization for example-based synthesis

모든 표면 텍스쳐화 방법은 표면에 약간의 을 구성해야만 함parameterization .

임의 표면의 파라미터의 자동 생성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함.

이러한 방법들은 대략 두 종류로 나누어짐.

작은 패치의 집합을 파라미터화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최적 을 찾는 것을 시도하는 방법parameterization .

본 논문은 첫 번째 종류에 속함.

의 초창기 연구는 텍스쳐 매핑을 위해 표면의 낱낱으로 파라미Bennis et al. [BVI91]

터화 하여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소개함.

그 이후 는 각 패치가 그 자신의 과 텍스쳐를, Maillot et al. [MYV93] parameterization

가지고 있을 때 표면이 패치로 분해되는 텍스쳐 지도 의 아이디어를 소개함(atlas) .

그들은 역시 널리 쓰이는 을 소개함surface-flattening heuristic .

겹쳐지는 것을 이야기한 의 겹쳐진 텍스쳐 기술은 표면 위에서Praun et al. [PFH00] ,

비정규적으로 텍스쳐 패치를 형성함.

Praun et al. [PFH00] Lapped te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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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많은 텍스쳐에 대해서 꽤 잘 동작하며 본 논문의 방법과 매우 유사함.

주로 다른 점은 본 논문은 표면 위에 텍스쳐 패치의 매핑을 최적화 했다는 것.

이와 비슷하게 와 에서는 표면의 지역, Wei and Levoy [WL01] Turk [Tur01]

을 만들고 표면 위에 직접 텍스쳐를 합성하는 텍스쳐 합성 방법을 소parameterization

개함.

그러나 그들의 그리디 텍스쳐 합성 방법은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최적화 방법(greedy)

과는 다름.

좀 더 최근에 은 에서 소개한 간, Sorkine et al. [SCOGL02] Sander et al [SSGH01]

단한 왜곡 미터법에 기초한 지역 표면 을 만드는bounded-distortion parameterization

그리디 방법을 소개함.

Sorkine et al. [SCOGL02]

Bounded-distortion piecewise mesh parameterization

본 논문에 기술된 방법을 구현할 때 본 논문에서는, Bargteil et al. [BGOS06],

그리Kwatra et al. [KEBK05], Sorkine et al. [SCOGL02], Wei and Levoy [WL01],

고 을 곁에 둘 것을 추천함Praun et al. [PFH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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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s

본 논문의 방법은 비교적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개로부터 만들어짐3 .

액체 시뮬레이션에서 표면 속성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BGOS06]

표면의 겹쳐진 패치들을 파라미터화 하는 기술. [PFH00, SCOGL02]

텍스쳐 합성에 대한 최적화 기술. [KEBK05]

위의 가지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텍스쳐에 기초하여 액체 표면3

에서 일관되고 왜곡되지 않은 텍스쳐를 생성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함, .

3.1 Surface Tracking

본 논문의 예제의 움직임은 물기 기반 액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짐.

특히 본 논문에서는 다음 방법들을 사용함.

의 비틀어진 격자 자료구조Foster and Metaxas [FM96] (staggered)

에서 소개된 이류 방법Stam [Sta99] semi-Lagrangian

의Enright et al. [EMF02] extrapolation boundary condition

의 점탄성 모델Goktekin et al. [GBO04]

의 표면 추적 방법Bargteil et al. [BGOS06]

액체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특징은 액체의 자유 표면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임.

다양한 기술이 존재할지라도 에 기술된, Bargteil et al. [BGOS06] semi-Lagrangian

윤곽 측정 방법은 타임 스텝간의 액체 표면 매핑을 제공함(contouring) .

이러한 매핑은 무시해도 좋을만한 추가 비용으로 실제 액체 표면 위에서 임의의 표면

성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내내 표면의 색과 파라미터 방향을 이류시키기 위해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함.

다른 표면 추적 방법이 발탁된다면 이 개발한 텍스쳐 파Rasmussen et al. [REN*04]

티클 보간 방법으로 이 방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표면 근처에서 원치 않는 뭉개,

짐 효과가 발생하지만 색을 이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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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urface Parameterization

표면에 텍스쳐를 입히기 위해서 표면의 을 구성해야 함, parameterization .

본 논문의 최적화 기반 합성 방법을 위해 장 본 논문에서는 표면에 겹쳐진 패치(3.3 ),

의 집합의 지역 을 생성함 그림parameterization . ( 4)

각각의 패치를 위해 은 표면의 색을 차원의 텍스쳐 공간으로 그리, parameterization 2

고 그 반대로 대응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

액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칭 큐브 방법을 사용한 표면 메쉬는 다( )

수의 불완전하게 생긴 삼각형과 큰 이면각을 포함하고 있음.

불행히도 이러한 메쉬들은 왜곡이 크지 않은 지역 조차도 허용하지parameterization

않음.

따라서 프로세싱 단계에 본 논문에서는 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표면, Turk [Tur92]

을 다시 이음(re-tile).

이러한 다시 잇는 단계는 표면에서 텍스쳐의 해상도 을 조절할 수 있도록(resolution)

해줌[WL00].

그 다음 에 기술된 반발 작용 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균일Turk [Tur92] (repulsion)

하게 점들을 추출함.

각 포인트  에 대해서 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표면, Sorkine et al. [SCOGL02]

패치를 만듦.

주요 차이점은 본 논문에서는 서로 겹치지 않는 패치를 만들기 보다는 패치(disjoint)

가 겹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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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를 포함하는 삼각형의 텍스쳐 공간에 대한 첫 매핑으로부터 패치가

늘어남.

이러한 삼각형은 표면 추적을 하는 동안 파라미터 방향에 기초하여 이류됨 장. (3.1 )

그 다음 반복적으로 인접한 패치에 를 추가함vertex .

텍스쳐 공간의 각 는 를 추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왜곡을 최소화vertex vertex

시키는 점으로 정함.

본 논문에서는 텍스쳐 공간에서 지나치게 왜곡된 삼각형을 생성하거나 패치 스스로의

교차 원인을 제공하는 어떠한 도 받아들이지 않음vertex .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에서 기술된 최적화 과정을 패치에, Praun et al. [PFH00]

적용함.

이러한 최적화는 성긴 선형 시스템 풀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류된 파라미터(sparse) ,

방향을 이용하여 패치에서 모든 삼각형을 정렬하기 위해 노력함.

3.3 Texture Synthesis

이러한 불연속성 때문에 표면 특징에 의해 표면을 늘리고 압축하거나 뭉개는,

것 매핑에 의해 생성된 색의 왜곡된 패턴은 대체로 원본(blurring) , semi-Lagrangian

텍스쳐에 잘 어울리지가 않음.

입력 샘플 텍스쳐에 표면색을 좀 더 비슷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Kwatra et

에서 기술된 최적화 기반 텍스쳐 합성 방법을 도입함al. [KEBK05] .

최적화 내내 본 논문에서는 각 표면 패치의 각 를 위한 색의 가지 종류vertex 3 (current

colors, advected colors 그리고, best-match colors 를 저장함) .

Current colors은 일반적으로 메쉬에 저장된 색 주어진 가 겹치는 모든 패치의( vertex

best-match colors의 조합 을 참조함) .

Current colors는 최적화의 현재 상태와 각 최적화 단계의 변화를 표현함.

최적화가 완료되었을 때, current colors는 표면의 최종 텍스쳐로 정의될 것임.

Advected colors는 매핑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색을 참조함semi-Lagrangian .

Advected colors는 보통 current colors를 초기화 하지만 최적화 과정동안 상수는 여,

전히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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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match colors는 입력 텍스쳐 샘플에서 주어진 패치의 current colors와 가장 근

접하게 매치되는 것으로 선택 된 것.

최적화 과정에서 각각의 패치에 대한 반복은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 짐4 .

표면의1. current, advected colors를 텍스쳐 공간에 대응시킴.

샘플 텍스쳐에서2. current colors와 advected colors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음.

이러한3. best-match colors를 표면에 대응시킴.

표면의4. current colors를 갱신시킴.

단계 은(1) current, advected colors를 표면에서 텍스쳐 공간으로 대응시키기 위하여

장에서 기술된 을 사용함3.2 parameterization .

단계 는 입력 샘플 텍스쳐에서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 시키는 지역을 찾음으로써(2)

advected, current colors에 최적의 대응을 찾음.

   


   


 : 텍스쳐 공간에 대응되는 각 패치의 current colors

 : advected colors

 : 최소화가 끝난 best-match colors

  : 차원의 텍스쳐 공간2

∙ :
패치의 중앙 근처 색들은 좀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

는 가중치 함수Gaussian .

 :
임시적인 일관성과 샘플 텍스쳐에 대응하는 것 사이

의 교환 에 관한 가중치 파라미터 그림(trade off) ( 5)

단계 은 이러한 텍스쳐 공간의(3) best-match colors를 표면 메쉬로 대응 시킴.



Byungseok Roh

- 11 -

마지막으로 단계 는 메쉬 에 저장된, (4) vertex current colors로부터 이전 best-match

color를 제거하고 새로운 를 조화시킴, best-match .

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메쉬 해상도와 각각의 해상도Kwatra et al. [KEBK05] ,

에서 다양한 패치 크기에 대하여 수행하였음.

이러한 최적화 방법은 특히 본 논문의 환경에서 매력적임.

최소 왜곡을 가지고 있는 표면의 많은 부분에서, advected colors는 샘플 텍스쳐에 꽤

가깝게 대응함.

따라서 최적화는 작은 변화만을 만듦.

게다가 본 논문은 advected colors와 이러한 advected colors을 대응시키는 시도를

하는 에너지 함수의 항을 포함하는 최적화를 초기화함으로서 임시적인 일관성을 달성

하였음.

이러한 임시적인 일관성은 그림 에서 설명되고 있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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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본 논문에서 기술된 것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유체 움직임과 텍스쳐 샘플에 대해서,

데모를 하였음.

유체 움직임은 다양한 위상 변화에도 표면의 찌그러짐과 늘어남을 보여줌.

본 논문의 방법은 임시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입력 샘플 텍스쳐에 대응하는 표면

텍스쳐를 생성함.

그림 은 유체의 공이 얕은 유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튀기는 현상의 애니메이션을1

보여줌.

결과 움직임은 표면의 늘어남을 보여주지만 표면 텍스쳐는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으며,

항상 입력 샘플 텍스쳐에 좋은 대응을 제공함.

만약 본 논문에서 단순히 표면에서 advected colors를 사용하였다면 텍스쳐는 상당히

흐려지고 왜곡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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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체크보드 텍스쳐를 가지는 버니가 녹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줌2 .

결과 텍스쳐가 완벽한 체크보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전개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함 지역적으로 텍스쳐는 체크보드 샘플에 대응하며 전체적으로 텍스쳐) ,

는 체크보드를 닮음.

그림 은 두 개의 유체 공이 서로를 향해 던져지는 것을 보여줌3 .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함수에서 임시적인 일관성을 명백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두 공,

이 합쳐질 때 눈에 띄는 현상은 없으며 차츰 샘플에 대응되는 연속적인 텍스쳐"pop"

로 움직임.

그림 은 서로 다른 텍스쳐를 가지는 점성 유체가 탱크에 채워지는 추가적인 예제를6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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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여러 개의 텍스쳐를 사용한 몇 가지 예제를 보여줌7 .

불행히도 본 논문의 구현은 두드러지게 빠르지는 않음, .

표면 메쉬를 다시 타일링 하는데 분 정도 걸리며 표면 패치를 생성하고 최적화 하는1 ,

데 프레임 당 분에서 분 정도가 소요되며 텍스쳐 최적화는 프레임 당 분에서15 30 , 1

분 정도가 걸림15 .

텍스쳐 왜곡의 양과 메쉬의 의 개수에 의존함vertex .

다행히도 다시 타일링 하는 것과 패치를 만드는 것은 서로 병렬적으로 수행 될 수 있

기 때문에 저통적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큰 병목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음.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속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고해상도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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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었음.

본 논문에서는 아마도 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용하Magda and Kriegman [MK03]

는 일반적인 방법이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함.

본 논문의 연구와 일치하는 는 유체에 대하여, Kwatra et al. [KAK*06a, KAK*06b]

매우 비슷한 예제 기반 텍스쳐 합성을 기술함.

그러나 그들은 미리 계산을 통하여 최적화를 하는 패치를 만들지 않았지만, Turk

에 기술된 방법은 작동 중에 색 이웃들을 구성함[Tur01] .

그들은 예제 텍스쳐에서 최적의 대응을 찾기 위해 본 논문의 방법 보다brute force

트리를 사용한 좀 더 발전된 텍스쳐 합성 모듈을 가지고 있음K-means .

4.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액체 표면에서 텍스쳐를 입히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함.

본 논문에서 소개한 기술은 임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류된 의parameterization

불연속성과 왜곡을 극복함.

본 논문의 방법은 다양한 입력 샘플 텍스쳐를 다룰 수 있으며 아티스트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것으로 입증되었음.

본 논문의 방법은 기존의 텍스쳐를 입히는 기술 그procedural texturing [EMP*02],

리고 을 보완하였음advected texture map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