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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데카르트 좌표계 기반으로 노드를 압축함으로써 SR(Super-resolution) 기반 연기 합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운 스케일링과 이진화를 통하여 연기 시뮬

레이션의 계산 공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데카르트 좌표계 축을 기준으로 쿼드트리의 말단 노드를 압축함으

로써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전달하는 데이터 개수를 줄인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COCO 2017 데이터셋

이며, 인공신경망은 VGG19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컨볼루션 계층을 거칠 때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

해 잔차(Residual)방식과 유사하게 이전 계층의 출력 값을 더해주며 학습한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전 결과에 비해 네트워크로 전달해야 하는 데이터가 압축되어 개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으며, 그로 인

해 네트워크 단계에서 필요한 I/O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키워드: 데카르트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 쿼드트리(Quadtree),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슈퍼 해상도(Super-resolution), 

노드 압축(Node compression)

데카르트 좌표계 기반 노드 압축을 이용한 효율적인 2차원 연기 합성
김동희O, 김종현*

O강남대학교 소프트웨어응용학부,
*강남대학교 소프트웨어응용학부

e-mail: jonghyunkim@kangnam.ac.kr

Efficient 2D Smoke Synthesis with Cartesian Coordinates 

System Based Node Compression
Donghui KimO, Jong-Hyun Kim*

OSchool of Software Application, Kangnam University,
*School of Software Application, Kangnam University

I. Introduction

공간을 적응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1], 길 

찾기(Path-finding)[2], 볼륨 데이터 시각화[3] 등 많은 연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는 데이터 압축이다. 공간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확하고 디테일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기법들은 많은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커질수록 데이터 전달에 필요한 메모리나 추가적인 계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려는 방법들이 꾸준히 제안되

고 있다.

특히 GPU에서는 메모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 압축 방식은 3차원 공간을 압축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치해석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행렬과 벡터 곱에서 대부분의 행렬이 희소 행렬(Sparse matrix)이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만 값들과 인덱스를 1차원 벡터 형식으로 압축하

는 방법들도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수치해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대각행렬에 값이 존재한다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행렬기법에 한해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기 

시뮬레이션 같이 어느 공간이라도 밀도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장면에서

는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료구조는 쿼드트리와 같이 유의미한 

곳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렌더링, 지오메트리 프로세싱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쿼드트리를 기반으로 연기 합성을 SR하는데 활용한 

연구가 있다[4]. 연기의 밀도가 있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프 노드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I/O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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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efficiency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leaf nodes 

(red box : non-leaf node).

Fig. 1a는 입력 연기 데이터이며, 이것을 패치단위로 분할하면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격자 형태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된다 (Fig. 1b 참조). 쿼드트리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로 장면 복잡도에 따라 

트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리프 노드들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시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종종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Fig. 

1c 참조).

II. The Proposed Scheme

제안하는 방법은 데카르트 축 기준으로 같은 트리 깊이에 있는 

노드들을 합병함으로써, 네트워크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I/O 

시간을 줄인다.

Fig. 2. Merging nodes in adaptive grid (color : merged node).

이 노드 합병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연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축 방향으로 정렬한다. 데카르트 좌표 시스템에 따라 정렬하는 

기준 축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축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렬하였다. 쿼드트리 방식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Fig. 1c에서 보듯이 장면에 따라 말단 

노드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Fig. 

1c와 같은 장면에서 노드 병합 기술로 인해 84개의 노드가 5개로 

압축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쿼드트리보다 16.8%의 데이터 압축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계에서의 I/O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Hong 등의[4] 최적화 방법에서는 3,720개의 데이터가 필요로 했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1,423개의 데이터로 결과로써, 2.6%의 압축률

을 보였다.

Ⅲ.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적응형 격자(Adaptive grid) 방식인 쿼드트리 기반 

환경에서 데카르트 축 기반의 노드 압축 기법을 제안했다 (Fig. 3 

참조). 이 기법으로 쿼드트리의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특히 네트워크 

단계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I/O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켰다. 

향후 전체 성능개선을 위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압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Fig. 3. Merging data with ou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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