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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바다와 같은 스케일이 큰 장면인 물 시뮬레이션에서 표현되는 거품 효과(Foam effects)를 

노이즈 없이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거품이 생성될 위치와 거품 입자의 이류는 

기존의 접근법인 스크린 투영 방법을 통해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투영맵이지만 이산화된 스크

린 공간에 운동량을 투영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 제거 신경망(Denoising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낸다. 투영맵을 통해 거품이 생성될 영역이 선별되

면 2D공간을 3D공간으로 역변환(Inverse transformation)하여 거품 입자를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깔끔한 거

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이즈 제거 과정으로 인해 소실되는 거품 없이 안정적으로 거품 효과를 만들어냈다. 

키워드: 거품 시뮬레이션(Foam simulation), 스크린 투영 방법(Screen projection method), 

유체 시뮬레이션(Fluid simulation), 노이즈 제거 네트워크(Denoising network),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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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물은 출렁이는 움직임에 따라 거품, 버블, 스플래쉬 같은 부차적인 

효과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질이며, 이러한 방법을 효율적으로 풀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들이 제안되었다[1,2]. 이러한 방법은 3D 

유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추출되기 때문에 계산양이 크며, 이를 효율적

으로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스크린 공간 투영 접근법들이 제안되었다

[3,4]. 이 접근법은 실시간으로 거품 효과를 만들기 위해 깊이맵과 

노말맵을 이용하였지만, 2D 공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3D 공간에서 

표현되는 거품이나 스플래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거품의 이류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이질감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크린 투영 접근법은 대부분 

게임과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되었다.

Fig. 1. Illustration of inverse-transformation of 2D foam 

sourcing triangle into 3D space [5,6]. 

최근에 Kim 등은 2D와 3D 공간을 모두 사용하여 거품의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시켰다[5,6]. Fig. 1에서 보듯이 3D 유체의 움직임을 

2D 스크린 공간에 투영하여 거품이 생성될 후보군을 찾은 뒤, 다시 

3차원 공간으로 역변환하여 거품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2D 공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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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질감을 줄였고, 3차원 공간에서 거품을 

이류시키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품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러

한 접근법에도 단점은 있다. 입자의 움직임을 2D 공간에 투영하는 

과정에서 에일리어싱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거품의 품질에

도 영향을 미친다. Fig. 2는 박스가 회전하면서 생성되는 거품의 

한 예제이며, 그때 생성되는 가속도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Fig. 2. An aliasing problem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ojecting 3D particles into 2D space.

그림에서도 보듯이 2D 공간에 투영된 맵은 빠르고 느린 입자들이 

혼합되면서 경계부근에 에일리어싱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가능한 이항 필터(Separable binomial filter) 

또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노이즈 제거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품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인경신경망 

기반의 투영맵 정제 기술을 제안하여 소실 없이 거품을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유체의 움직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위 문제를 풀어야 

한다 :

1) 거품 데이터 수집 : 투영맵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Kim 등의 기법을[5,6] 

이용하여 입자들의 움직임을 2D 공간으로 투영한 후, 

분리 가능한 이항 필터를 활용하여 정제 후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2) 노이즈 제거를 위한 인공신경망 설계 : 잔차(Residual) 

보정 기반의 ConvNet(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을 이용하여 투영맵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격자-입자 방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법중 하나인 

FLIP(Fluid-implicit particle)을 이용하여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을 

계산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입자를 이류시킨다. 기본적인 거품 생성 

방식은 Kim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투영맵 

정제에 대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행된다 :

전처리 과정

1) 3D 유체 입자를 스크린 공간에 투영하고 이항 필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수집한다.

2) ConvNet기반의 노이즈 제거 신경망을 통해 투영맵 데이터

를 학습한다. 향후, 이 과정은 투영맵을 정제할 때 사용된다.

온라인 과정

1) FLIP으로 이류된 3D 유체 입자를 투영행렬을 통해 2D 

스크린 공간으로 투영한다.

2) 유체 입자를 스크린 공간에 투영하는 과정에서 입자의 

물리량인 가속도와 깊이값을 투영한다.

3) 노이즈 제거 신경망을 통해 두 가지 투영맵인, 가속도와 

깊이맵을 정제한다.

4) 정제된 가속도맵을 이용하여 거품이 생성될 만한 곳을 

입자가 투영된 공간에서 빠르게 찾는다.

5) 스크린 공간에서의 역변환을 통해 3D으로 이동하고, 변환

된 3D 공간에서 거품 입자를 생성하고 이류시킨다.

1. Preprocessing : Data Collection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였다. 거품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 중에 우리는 2D 공간을 활용하는 

접근법인 Kim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5,6]. 

우선 에일리어싱이 완화된 투영맵을 얻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항 

필터를 이용하여 투영맵을 정제한다.

Fig. 3. Separable binomial filter with size 

 . Accelerating value  shown in the 

center is the weighted sum of neighboring values.

이 필터는 에일리어싱 문제가 포함된 투영맵을 스무딩 과정으로써, 

노이즈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3  참조). 스무딩 매개 변수 

는 사용자가 제어 가능하며  ≠ ∞ 인 곳에 모두 적용된다.

Fig. 4는 본 논문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장면들이다. 

유체에 의한 거품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체와의 충돌에 의해서 

생성되는 다양한 거품 장면들에서 계산한 투영맵(가속도, 깊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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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s by simulation. 

2. Refinement of projection map using denoising network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진 거품 데이터 중에 이항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거품인 
 

 와 필터를 적용한 거품인 


 

 를 분류한 뒤, 이항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투영맵인 


 

 와 필터를 적용한 투영맵인 
 

 를 각각 생성한

다. 여기서 는 가속도맵과 깊이맵을 나타낸다. 투영맵들을 학습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 패치 단위로 분할한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의 목표는 예측 값 와 GT(Ground truth)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핑 함수 를 찾는 것이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손실함수는 예측된 투영맵과 GT 투영맵 사이의 MSE(Mean 

squared error)이다. 우리의 목표는  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SRCNN 기법에서는[8] 많은 가중치 레이어들을 사용하면 큰 메모

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깊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잔차 학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입출력 

투영맵의 잔차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SRCNN 

기법에서의 손실함수는 


∥∥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잔차맵을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최종적인 손실함수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식 1 참조).

 


∥∥ (1)

여기서 은 잔차이고, 는 의 값이다. 네트워크 과정에서 

손실 레이어는 잔차 추정,  , 인 3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손실은 네트워크를 통해 복원된 맵과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되며, 여기서 복원된 맵은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맵의 합이다.

Fig. 5. VGG19 neural network structure (red arrow : residual process). 

이 네트워크는 ConvNet기반으로 모델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Fig. 5 참조) : 첫 번째 컨볼루션 연산이 끝난 

특징맵을 이후 3번의 컨볼루션을 거쳐 나온 결과 값에 다시 더해주는 

잔차 보완 방법으로 디자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손실된 오차를 잔차 보완을 통해 완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10번 반복했으며, 한 번의 주기당 2개의 컨볼루션을 거치므로 

총 20번의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된다. 처음에는 첫 컨볼루션이 끝난 

값이 더해지지만,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이전 결과 값이 더해진다. 

그 다음 업스케일을 통해 크기를 2배 키우고, 이후 4번의 컨볼루션 

연산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얻어진 투영맵인 가속도와 깊이맵은 

거품입자의 생성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그 이후 과정은 Kim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5,6].

Ⅲ.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투영 방식으로 거품 효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내포하고 있는 투영맵을 정제시킬 수 있는 인공신경망 

필터링 기법을 제안했다. 원본 투영맵을 정제시키는 과정에서 노이즈 

없이 원본 형태를 잘 유지했으며, 이 맵을 통해 복원된 거품 효과에서도 

소실 없이 온전하게 거품 입자를 표현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

을 입증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 시나리오로, 2개의 박스가 액체를 

휘젓는 장면을 제작했다. 이 장면에서 유체를 표현하기 위해 타임 

스텝은 0.006으로 설정하고, 약 20만개 유체 입자들을 사용하였다.

Fig. 6은 가속도맵을 정제한 결과이다. 입력으로 사용된 투영맵은 

거친 노이즈뿐만 아니라 노드에 투영된 결과가 에일리어싱 형태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제안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제된 투영맵은 

에일리어싱 문제를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본 가속도맵의 형태를 

부드럽게 잘 유지했다.

Fig. 6. Acceleration map refined with our method 

(white : fast flow zone).

Fig. 7. Rotating two box in water with our method 

(inset image : simulation view).

Fig. 7은 정제된 투영맵을 이용하여 생성한 거품 효과이다. 정제 

과정에 따른 추가적인 노이즈나 거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거품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Fig. 7b에서는 뿌옇게 퍼지는 표면 거품

(Surface foam) 효과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 장면을 만들 때,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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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안한 거품 이류 기법을 사용했으며[5], 제안한 투영맵 정제기법

은 얇고 뿌옇게 퍼지는 표면 거품도 소실 없이 잘 표현했다.

Fig. 8. Acceleration map and foam simulations refined with 

DnCNN[7].

Fig. 8은 Deep CNN기반으로 이미지의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인 DnCNN(Denoising CNN)[7]을 활용하여 거품 시뮬레이

션에 적용한 결과이다. 입력 가속도맵에 비해 노이즈가 완화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거친 맵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Fig. 8a 참조). 이 

맵을 통해 만들어진 거품 결과 또한 우리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거품들이 소실되었다 (Fig. 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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