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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경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기반의 슈퍼 해상도 기법을 이용

하여 저해상도 옷감 메쉬를 슈퍼 해상도로 노이즈 없이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저해상도

와 고해상도 메쉬들 간의 쌍은 옷감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저해상도 데이터 쌍을 설정한다. 학습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옷감 메쉬를 지오메트리 이미지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경계 합성곱 신경망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업스케일링 

시키는 이미지 합성기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테스트 결과로 얻어진 고해상도 이미지가 고해상도 메쉬로 

다시 변환되면, 저해상도 메쉬에 비해 주름이 잘 표현되며, 경계 부근에서 나타나는 노이즈 문제가 완화된다. 

합성 결과에 대한 성능으로는 전통적인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보다 약 10배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

키워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미지 슈퍼 해상도(Image super-resolution), 

옷감 시뮬레이션(Cloth simulation),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Physics base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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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옷감 시뮬레이션의 주름과 패턴은 가상 

캐릭터의 스타일과 개성 있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1,2].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은 사실적인 옷감의 

변형을 계산할 수 있지만, 복잡한 수치해석을 알아야 하고, 계산양이 

매우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처리 과정에서 계산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술이다[3,4]. 

이 방법들은 옷감 애니메이션에서 주름을 표현하는데 적용되었으며

[5], 서브 시뮬레이션 공간을 이용한 방법[6], 포즈 공간 변형 기법[7]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확장되었다.

옷감 시뮬레이션의 디테일을 향상 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해상도 메쉬를 고해상도 메쉬로 변환하는 슈퍼 해상도 기법을 

이용하는 접근법이다. 슈퍼 해상도는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다[8]. 이 방법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

나 Deep CNN을 활용함으로써 큰 발전을 이루었다[9]. 그 중에서 

합성곱 신경망은 강력한 머신러닝 툴이며, 이미지 스타일 전달,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특히 

유용하다. 만약 3D 메쉬가 이미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D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면, 다양한 슈퍼 해상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3D 메쉬를 슈퍼 해상도로 변환하는데 적용할 수 있지만, 메쉬의 

불규칙한 구조 때문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메쉬를 처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오메트리 프로세싱 분야에서 표면 

파라미터화를 처리하기 위해 3D 메쉬를 2D 메쉬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메쉬를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다시 메쉬로 변환할 수 있으면 합성곱 신경망 기반 이미지 슈퍼 

해상도를 적용할 수 있다 (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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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sualization of geometry image 65×65 from 3D cloth 

mesh. Geometry image (inset image in (b)) is 12-bit [ ] 

visualized as [].

저해상도 메쉬를 디테일한 메쉬로 개선시키기 위해 먼저 메쉬를 

저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 고해상도 이미지로 슈퍼 해상도를 

시킨 후, 다시 고해상도 메쉬로 변환해야 한다. 옷감 메쉬의 지오메트리 

이미지는 3D 좌표의 위치를 RGB값으로 변환하여 양자화된 포인트 

형태인 2D 행렬형식으로 저장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3D 옷감 메쉬를 이미지 공간으로 투영하여 얻어진 

지오메트리 이미지를 2D 공간에서 슈퍼 해상도 시킴으로써 빠르게 

고품질의 지오메트리 이미지로 업샘플링한다. 옷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해법은 PBD(Position based dynamics)를 이용하였으며

[11], 향후 런타임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진 메쉬들을 입력

으로 넣기 때문에 PBD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시뮬레이션 메쉬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옷감 합성 기법의 알고리즘 

개요는 다음과 같다 (Fig. 2 참조).

Fig. 2. Algorithm overview.

1) PBD를 이용하여 옷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옷감 메쉬의 

정점 위치 []를 []로 변환함으로써 지오메트리 이미

지를 생성한다.

2) 경계 합성곱 신경망 기반 합성기를 이용하여 지오메트리 이미지

를 업스케일링한다.

� 3D 옷감 메쉬로 복원했을 때 부드러운 표면과 경계 부근에서 

나타나는 수축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신경

망을 제안한다.

3) 업스케일된 지오메트리 이미지를 다시 옷감 메쉬로 변환한다.

1. Conversion between cloth meshes and geometry images

지오메트리 이미지를 기반으로 옷감을 모델링하는 것은 복잡한 

수치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 솔루션(In-house solution)이 

없어도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습과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분야가 넓다. 슈퍼 해상도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지오메트리 이미지처럼 연결정보가 

없기 때문에, 3D 메쉬로 복원시 종종 표면이 깜빡이는 문제가 발생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학습단계

에서는 이미지 슈퍼 해상도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인 CIFAR-10, 

BSD 200, COCO dataset 등을 사용한다. 옷감 메쉬에서 지오메트리 

이미지로 변환되는 함수 →와 그 반대인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식 1,2 참조).

→ ∥max min∥

min
(1)

→  


∥max min∥min (2)

여기서  min max 
는 옷감 메쉬의 정점 위치, 시뮬레이션 

도메인의 최소/최대값의 위치, 의 []를 []로 변환한 색상

을 의미한다. 수식 1을 이용하여 옷감 메쉬의 모든 정점을 RGB공간으

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이미지로 시각화하면 그라데이션처럼 부드럽게 

변화하는 색상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 참조).

Fig. 3. Geometry image.

이 수식은 시뮬레이션 도메인인 min~max내에서 시뮬레이션 

되었기 때문에 정점 위치는 0~1사이로 변환되며, Fig. 3은 변환된 

위치에 255를 곱하여 색상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색상은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각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실제로는 실수형으로 계산한다. 지오메트리 이미지에서 옷감 메쉬로 

변환하는 과정은 →
을 이용하여 변환을 수행한다. 

Fig. 1에서도 보여주듯이 실제로 이 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을 실수형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정밀도 오차(Precision error)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 Fig. 4는 64×20크기의 지오메트리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의 옷감 메쉬로 변환한 결과이며, 오차 없이 복원된 메쉬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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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tored cloth.

2. Boundar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물리 기반 옷감 시뮬레이션으로 저해상도 옷감 메쉬인 

{


}와 고해상도 메쉬인 {


}를 얻은 뒤,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저해상도 지오메트리 이미지인 {


}와 

고해상도 지오메트리 이미지인 {


}를 생성한다. 각 지오메트

리 이미지는 학습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 패치단위로 분할한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의 목표는 예측된 값인 와 실제 값인 사이

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매핑 함수 를 찾는 것이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는 예측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사이의 MSE(Mean squared error)이다. 우리의 목표는 

  값을 예측하는 모델 를 학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MSE인 


∥ ∥

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 이 방정식을 최적화 시키기 위해 우리는 EnhanceNet[12]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였다.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기법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표면에 노이즈가 

종종 포함되며 이러한 문제는 Chen et al.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10]. 

이들은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미지의 경계 부분에 제로-패딩

(Zero-padding)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표면이 

수축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경계 픽셀들을 외부로 미러링

(Mirroring)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경계 픽셀들을 단순하게 여러 번 복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Chen et al.[10]에서

도 보여주듯이 결과 장면이 매우 간단한 장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단순하게 복제된 경계픽셀들은 

움직임이 큰 경우 왜곡(Distortion)이 옷감 표면에 표현된다. 본 논문에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 픽셀 부근에서 비등방성 커널

(Anisotropic kernel) 기반의 스무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함

으로써 표면이 수축되는 현상을 완화시켰다.

Fig. 5는 최종적으로 복원된 3D 메쉬의 경계공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 비등방성 가중치 커널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경계 부근에 

위치는 입력 데이터의 위치로 복사되며, 그 뒤로는 반복적으로 비등방

성 스무딩에 의해 경계에 맞추는 작업이 수행된다. Fig. 5c는 이미지 

공간에서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커널로 등방성 형태로 계산되고, 

Fig. 5d,e는 경계 픽셀의 회전 방향에 따른 비등방성 커널형태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중치 커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계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스무딩을 함으로써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표면의 수축과 노이즈 문제를 완화시켰다.

Fig. 5. Visualization of anisotropic smoothing kernel at 

boundary region of restored mesh.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3D 옷감 메쉬를 2D 지오메트리 이미지로 변환한 

뒤, 슈퍼 해상도 기법을 통해 이미지의 디테일을 개선시키는 프레임워

크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합성곱 신경망에서 나타나는 

표면 노이즈와 수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등방성 커널 기반의 

스무딩을 활용하여 문제를 완화시켰다. 최근에 나온 기법들도 노이즈

와 수축문제로 인해 복잡한 옷감 장명에서는 적용이 어려웠고, 상대적

으로 간단한 장면에 한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옷감을 비트는 복잡한 장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이다. 

기존의 단순한 시뮬레이션 장면이 아닌, 옷감을 비틀어 짜내는 듯한 

장면을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했으며(Fig. 6a,b 참조), 테스트 결과로는 

옷감 표면에 노이즈나 수축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옷감 데이터를 

합성했다. Fig. 6a,b에서 사용한 입력 테스트 데이터로는 32×10해상

도 옷감을 이용했으며, 테스트 결과로는 2배 업스케일링한 64×20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옷감과 구의 충돌을 묘사한 장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옷감 메쉬를 합성했으며 (Fig. 6c), 이 장면에서 사용한 

입력 테스트 데이터로는 32×32해상도 옷감을 이용했으며, 테스트 

결과로는 2배 업스케일링한 결과를 얻었다.

Fig. 7은 옷감을 끄는 형태의 장면이며, 여기서 사용한 옷감 데이터

는 32×32해상도 옷감을 이용했으며, 테스트 결과로는 2배 업스케일

링한 결과를 얻었다 (Fig. 7b 참조). 특히,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Fig. 7c 참조), 제안한 방법이 훨씬 

안정적으로 결과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는 옷감이 젖었을 때의 마찰력을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Fig. 6. Our results (inset image :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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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surface noise and shrinkage issues : (a) 

input data, (b) : test result, (c) test result with previo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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