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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젖은 헤어와 액체가 상호작용할 때 표현되는 디테일한 액체의 곡선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젖은 헤어에서는 모발끼리 뭉치는 접착력 뿐만 아니라, 액체의 움직임도 마

른 헤어에 비해 독특한 움직임을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법들이 모발의 접착력만을 고려했으면, 젖은 헤

어에서 분사될 때 표현되는 액체의 곡선 움직임까지는 표현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유체의 곡선 운동에 

대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이전 기법들에서 헤어와 유체가 상호작용할 때 표현하지 못

했던 액체의 곡선 운동을 효율적으로 표현해냈다.

키워드: 곡선 운동(Curved motion), 액체 시뮬레이션(Liquid simulation), 젖은 헤어(Wet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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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헤어 시뮬레이션은 사람의 헤어나 동물 털, 옷의 재질 등을 표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적인 특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나 가상/증강현실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연구되어 왔다. 헤어와 

유체 시뮬레이션을 상호작용하기 위한 연구는 이제 초기단계이며, 

최근에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몇 가지 기법들이 제안되었지만, 

대부분 접착력과 같이 젖은 헤어에서 발생하는 모발의 디테일한 

특징만을 표현하려고 했다[1].

이러한 표현적 한계를 개선시키고자 본 연구에서는 젖은 헤어에 

의해 곡선 형태로 분사되는 액체의 디테일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액체 

시뮬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 FLIP(Fluid-implicit particle) 해법을 

이용했으며[2], 헤어는 DFTL(Dynamic follow-the-leader) 해법을 

이용하였다[3]. 이 두 가지 해법을 기반으로 디테일한 유체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기여도는 아래와 같다 :

n 헤어와 액체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 모듈

n 젖은 헤어로부터 분사된 액체의 곡선 운동 표현

n 안정적으로 헤어의 운동을 유체의 전달하기 위한 격자 프로젝션 

기법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빠른 헤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PBD(Position-based dynamics)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모발의 움직

임을 표현했다[4]. 헤어 입자의 위치 와 속도 가 주어지면, 이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다음 스텝의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계산한다 (Equations 1~4 참조).

 ←∆ ∆ 
 ← 

 ←∆




 ← 

여기서 ∆는 타임스텝이며, 는 외력이다. 모발의 초기 길이를 

유지 시켜주기 위한 제약조건인 함수는 PBD

기반의 DFTL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3]. 

젖은 헤어에서 표현되는 모발의 응집력을 모델링하기 위해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에서 사용되는 커널 기반

의 외력을 추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수식을 아래와 같다 

(Equation 5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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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와 ←

는 각각 젖은 헤어의 응집력과 표면적 

최소화를 위한 힘이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Kim 등의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4].

Fig. 1. Wet hair simulations using Equation 5

Figure 1은 회전하는 구에서 젖은 헤어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이

며, 구가 빠르게 회전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젖은 헤어의 특징인 

응집력을 잘 표현했다. 우리는 젖은 헤어에서 분사되는 액체를 표현하

기 위해 헤어 입자들의 속도 를 격자에 프로젝션하여 비압축성 

속도장을 계산한다 (Equations 6~7 참조). 











∥∥









우선 Equation 6을 이용하여 헤어 입자들로부터 격자의 속도를 

계산한다. 여기서 ∥∥는 모발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는 커널이며, 모발이 루트(Root)에서 팁(Tip)으로 갈수록 가중치가 

커지는 형태이다. 
는 격자의 속도를 의미하며, 는 의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로써 가우시안 함수와 유사한 형태에 

의해 가중치 값이 계산된다. 헤어 입자의 속도가 격자로 매핑이 되면, 

프로젝션 과정을 거쳐 비압축성이 적용된 속도장인 를 얻어낸다. 

최종적으로 얻은 헤어의 속도장을 유체 속도에 혼합한다. 본 논문에서

는 헤어의 속도장을 유체의 속도장에 더하는 과정을 외력과 같이 

프로젝션 전에 수행하여 Divergence-free조건을 만족시킨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젖은 헤어에서 분사되는 액체의 디테일한 곡선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전 접근법은 젖은 모발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액체의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Figure 2b 참조), 

제안하는 기법은 응집력에 의해 뭉치는 모발형태가 액체의 움직임에도 

반영되어 디테일하게 곡선 운동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Figure 

2a 참조).

Fig. 2. Curved motion of liquid in wet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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