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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 및 가상현실에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가상환경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얼음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재질

로 빙결, 해빙, 기포 현상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력으로 인해 얼음 표면의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은 컴퓨터그래픽스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

지 못했다. 디테일한 얼음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얼

음 내부에 다양한 크기로 기포를 형성할 수 있는 방

법들이 제안되었다[1-2]. 실제 얼음에 외력이 발생하

여 균열이 생기면, 작은 기포로 인한 뿌연 효과와 긁

힘 현상들은 갈라진 얼음 조각들 사이에서 불연속적

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얼음을 표현하

는 이전 기법들로는 외력에 의해 나타나는 디테일한 

얼음의 특징을 표현할 수 없다. 이 관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충돌에 의해 쪼개진 얼음 조각 내부에 

표현되는 불투명한 효과와 긁힘 현상을 절차적 방법

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얼음연구로 격자와 입자기법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열전달 기법이 있고[1], 이 방법을 활용

하여 얼음에서 용해된 용존 산소량을 기반으로 얼음 

내 기포를 생성하여 빙결 시 나타타는 불투명한 얼음

을 표현했다[2]. 하지만 이 접근법은 빙결 시 표현되

는 불투명한 특징만을 초점으로 모델링 되었기에 외

력에 의해 쪼개진 얼음 조각 내부에서 생성되는 뿌연 

효과와 긁힘 같은 얼음의 미세한 특징을 표현하기에

는 방법론 자체가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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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충격에 의해 쪼개진 얼음 조각 내 생성되는 뿌

연 효과, 긁힘, 기포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얼음에 가해지는 외력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경계입자방법을 사용하여 

충격량을 계산한다. 얼음 내 뿌연 효과는 충격량 기

반으로 생성 및 확산하고, 이 때 확산 양에 따라 얼음 

내부에 표현되는 긁힘과 기포를 모델링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충격에 의해 표현되는 얼음 조각 내 뿌연 효과 모

델링

•얼음 조각 내 표현되는 긁힘과 기포 모델링

•균열된 얼음 조각을 고려한 불연속적인 확산 모델링

2. 관련 연구

컴퓨터그래픽스 분야에서는 물 입자의 결정화를 

이용하여 얼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평면과 곡면 같은 유리에서 생

성되는 서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3]. 방법론이 2

차원 평면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확장하

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최근에는 3차원 얼음 볼륨 

내부에 나타나는 불투명한 영역을 사실적으로 표현

하는 얼음 형성 방법이 제안되었다[1-2]. 이 방법은 

빙결 과정만을 가정하였기에 외력이나 충격에 의해 

표현되는 얼음의 특징을 모델링하기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얼음 표면

에 고체가 충돌 했을 때 나타나는 불투명한 효과와 

긁힘을 표현하는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지만[4], 열

전달 및 확산과정에서 균열된 얼음 조각을 고려하지 

못했다.

물리기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물방울이 떨어

지는 물리적 모델과 열역학을 활용하여 고드름 성장 

기법을 제안했고[5], 이 기법을 Stefan problem기반

으로 풀어냄으로써 정확하게 고드름의 형태를 표현

했다[6]. 이 방법들은 중력 및 바람을 이용하여 고드

름의 형태만을 모델링했지, 외력에 의해 표현되는 미

세한 얼음의 특징들은 잡아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L-system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고드름의 형태

를 제어할 수 있는 기법이 제안되었다[7]. 이 방법은 

얼음의 형태만 컨트롤 하려고 했으며, 실제 얼음의 

내부 특징까지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향후 얼

음의 Glaze 효과와 고드름을 모두 사용하여 작은 물

방울의 결빙 현상을 표현했지만[8], 마찬가지로 얼음

의 외부 특징만을 표현하였고 외력을 통해 변화하는 

얼음의 미세한 특징까지는 표현하지 못했다.

얼음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흐르는 물에서 급속

하게 빙결이 진행되는 현상을 표현하려는 연구도 있

었다[9]. 최근에는 고체 표면에 타고 흐르는 물 입자

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곡선형태의 얼음 형상을 모델

링했고, 처음으로 입자기반 유체 시뮬레이션 해법과 

통합된 얼음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9].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은 쪼개지거나 균열된 얼음 

표면이 아닌, 이미 얼어버린 형상만을 고려한다는 점

에 유의해야 된다. 실제 얼음은 충격이 발생하면 다른

고체에 비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미세한 특

징이 있으며, 그 예로 얼음 내부에 표현되는 불투명

한 영역과 기포가 있다. 하지만 균열된 얼음 조각들

로 인해 표면 내 불투명한 영역이 불연속적으로 확산

되고, 그로인해 표현되는 기포 및 긁힘 현상을 모델

링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얼음의 

디테일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3. 뿌연 효과와 긁힘 모델링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알고리즘 

개요이다. 얼음 모델과 외력을 입력으로 시작해서 우

선 얼음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계산한다 (3.1장). 충격

량이 계산되면, 이 힘을 이용하여 얼음 내부에 표현

되는 불투명한 영역의 크기를 결정하고, 열전달 기반

Fig. 1. Algorith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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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값을 확산한다(3.2장). 얼음 표면 내 표현되

는 스크래치와 같은 긁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불투

명한 영역을 활용한다(3.3장). 마지막으로, 균열로 인

해 쪼개진 얼음 조각을 고려하여 기포를 생성하고,

불투명한 영역의 확산을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인 얼

음의 디테일을 개선시킨다(4장).

3.1 격자와 경계입자를 이용한 충격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애니메이션된 모델 과 얼

음 개체  사이의 충격량을 분석한다. 의 속도

는 경계입자를 사용하여 근사시키고[10], 이것으로

부터 운동량을 계산한다. 경계입자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   ∆∆ .

여기서 는 경계입자의 속도, 는 위치이다. 그러나 

매 프레임 의 삼각형의 개수와 면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간의 경계입자의 개수가 항상 

같지 않다(Fig. 2). 프레임들 간의 입자의 개수를 일

치시키기 위해, 정규 격자를 사용하여 을 분할하

고 격자의 각 노드에 포함되는 경계입자들을 이용하

여 그들의 평균 위치를 계산한다.

매 프레임마다 경계입자의 개수는 다를 수 있지

만, 격자의 노드 수는 같기 때문에 격자 구조를 활용

한다. 평균 위치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격자의 평

균 속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

 ∆ . 노드의 위치 에서 계산

한 경계입자들의 평균 위치 
는 아래와 같이 계산

한다 (수식 1).



 





⊕
 




⊕

  (1)

여기서, 
와 

는 경계입자의 위치와 질량이

며, 는 노드의 위치, 는 커널의 반경이다. ⊕는 

샤프 커널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수식 2).

⊕  
∥∥  ≤∥∥≤

   (2)

을 입자로 근사시킨 이유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정점의 개수가 적다면 격자로 투영하는 과정에

서 충격량이 부정확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을 경계입자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속도장

은 수식 1을 이용하여 근사하였고, 이 속도장은 충돌

이 발생한 지점에서 생성될 뿌연 효과의 양을 결정하

는데 사용된다. 지금부터 이 단계가 어떻게 수행되는

지 설명한다.

3.2 뿌연 효과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얼음 내부에 뿌연 효과를 생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격자구조를 이용한다. 애니메이션 모

델이 얼음과 충돌할 때, 그 충격량은 접촉된 영역 부

근의 속도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얼음 속 뿌연 효과

의 확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수식 3).

∆    (3)

여기서 는 확산될 뿌연 효과의 양,  는 애

니메이션 모델과의 충돌에 의해 생성된 뿌연 효과의 

양이다. 이 양은 경계입자들로부터 계산된 속도장에 

의해 결정되며, 아래와 같은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다 (수식 4).

  

  


 
⊖

     


∥
∥ (4)

여기서 는 격자의 위치 에서 계산한 경계입자

의 속도이고, (a)항은 충돌된 경계입자의 개수를 기

반으로 계산한 충돌 영역의 크기이다. (b)항은 격자

로 전달된 속도  를 기반으로 계산한 충격량이

Fig. 2. Generating boundary particles on animated models with Akinci's metho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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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는 충격의 강도를 조절하는 상수이며,

⊖는 스무딩 커널이다 (수식 5).

⊖  ∥∥ ≤∥∥≤
   (5)

약한 충격으로도 얼음 내부에 민감하게 생성되는 

뿌연 효과를 피하고, 큰 충격에서만 명확하게 뿌연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 를 아래

와 같이 사용한다(수식 6).

     ≤max     (6)

여기서 과 은 각각 0.0001, 30.0으로 설정하였

고, 충돌에 의해 생성된 뿌연 효과 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확산한다(수식 7).




∇   (7)

여기서 는 확산계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위 수식

을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풀었다. 얼음 속 뿌연 효

과를 확산시키는 물리적인 양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젖는 효과나 연소 시뮬레이션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얼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생성된 뿌연 효

과는 점진적이 아니라, 즉시 확산되어야 하고 시각적

으로도 뿌연 특징이 보존되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확

산되는 형태가 아닌 충격에 의해 뿌연 효과가 즉각적

으로 확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산 방정

식을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횟수 iter를 수식 8에 

적용하여 순간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만든다. 수식 

4의 (a)항 부분이 0보다 크다면 iter값은 충돌된 영역

에서 발생한 격자의 속도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수식 8).

iter ⌈ ∥
 ∥⌉ (8)

여기서 는 확산 속도를 조절하는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100으로 설정했다. 수식 8을 이용함으로

써 뿌연 효과가 시각적으로 소실되는 문제를 완화시

킬 순 있지만, 일반적인 확산 방정식을 단순하게 이

용하면 얼음에 연속적으로 충돌이 가해질 때 시각적

으로 소실되는 문제는 여전히 나타난다. 유의할 점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확산도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충돌 지점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뿌연 

효과도 동시에 확산되어버린다. 이 상황은 소실 문제

를 더 악화 시키며,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Geodesic 거리장 를 이용한다. 이 거리장은 

얼음 표면에서 충돌된 평균 위치를 기준으로 매 프레

임 업데이트 되며, 임의의 위치 에서의 거리 값 

가 보다 작다면 확산 과정인 수식 7은 수행되

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것은 충돌지점에서 멀리 떨어

진 영역에 대해서는 충격량 확산을 제한하기 위함이

며, 는 0.1～0.3사이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3.2 긁힘 모델링

얼음 표면은 작은 충격으로도 긁히거나 부서지기 

쉽다. 본 연구는 뿌연 효과의 밀도와 기울기를 분석

하여 얼음 표면상의 긁힘을 모델링 한다. 얼음에 가

해진 충격량을 기반으로 모델링된 뿌연 효과를 활용

하여 긁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영역을 먼저 

찾는다. 이 영역을 찾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과 은 각각 0.1과 0.12로 

설정하였다. 은 긁힘을 만들기 위한 최소 충격량을 

의미하며, 은 뿌연 효과의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긁힘 현상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값이다. 규칙적인 긁힘 패턴을 피하기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이산 랜덤 워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후보 영역 내에서 긁힘 현상을 표현한다 

(수식 9).


   (9a)

∇ ⊗∇  (9b)


 ∇∇ 

 (9c)

여기서 는 
에서 

로 향하는 긁힘을 표현

하는 타원체이다. 와 는 타원체의 최소/최대 길이

를 나타내며, 와 클램핑 함수 ⊗를 이용하여 타원

체의 최대길이를 조절한다(수식 10).

⊗   ∥∥≥
  (10)

타원체의 방향은 ∇의 영향을 받지만, 종종 방향

이 얼음 내부를 향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

기 위해 타원체를 얼음 표면인 ∇를 향해 재배치 

시켜며 (수식 9c),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얼음 물체에 

대한 레벨셋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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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법 확장: 균열을 고려한 얼음의 추가적인 

특징

이 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뿌연 효과와 긁힘 효

과를 쪼개진 얼음 조각 내에서도 표현 할 수 있도록 

해법을 확장한다(Fig. 1). 얼음 내부에 생성된 균열을 

고려함으로써 불연속적으로 뿌연 효과를 확산하고 

뿌연 효과의 기울기에 따라 기포를 생성함으로써 얼

음의 특징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4.1 기포 모델링

작은 기포들은 얼음 내부에서 불투명한 영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큰 기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포는 긁힘 현상

을 표현한 기법과 유사하게 모델링 했으며, 3.2장에

서 설명한 과 은 0.01과 0.05로 설정했다. 기포의 

개수는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크기가 작은 영역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포를 생성한다. 기포의 위치 

는 긁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며, 기포는 얼음 

표면 내부에 생성되기 때문에 방향은 ∇를 이용

하여 최종적으로 기포의 방향을 결정한다.

4.2 얼음 표면 내 균열을 고려한 확산

충격으로 균열이 생긴 실제 얼음 내부에서는 균열

을 가로질러 뿌연 효과가 생성/확산되지 않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뿌연 영역이 표현된다.

이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레벨셋

을 이용하여 제안된 솔루션을 확장함으로써 균열된 

얼음 내부에서 불연속적인 확산을 표현한다. 우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얼음 물체에 균열 

패턴을 전 처리 과정에서 만들고, 균열에 의해 분리

된 각 얼음 조각에 대해서 레벨셋을 계산한다. 본 연

구에서는 다중 로컬 격자를 이용하여 얼음 조각들 

내 뿌연 효과를 표현하였으며, 각각의 얼음 조각을 

포함하는 격자의 노드에 얼음 조각의 인덱스를 저장

한다. 사전에 미리 얼음 조각을 만들어 놓지만, 시뮬

레이션 단계에서는 충격 지점 부근의 얼음 조각에 

대해서 뿌연 효과를 확산시킨다. 확산을 할 때는 충

격 지점에 해당하는 얼음 인덱스를 활용하며, 이 인

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충격

을 받지 않은 얼음 인덱스들은 경계처리 되어 확산되

지 않는다. 이것을 기반으로 수식 7을 풀면 쪼개진 

얼음 조각 사이에서 뿌연 효과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균열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확

산되는 결과를 표현하게 된다.

Fig. 3은 충격에 의해 균열된 얼음 조각 사이에서 

확산된 뿌연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Fig. 3a는 

쪼개지기 전 원본 얼음 모델이며, Fig 3b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사전에 미리 균열 해놓은 얼음 

조각들이다. Fig. 3c는 균열을 고려하지 않은 확산 

결과이다. 균열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방성하

게 확산되며 이 같은 현상은 외력이 없는 빙결현상에

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와 다르게, 충돌과 같

은 외력이 포함된 얼음의 재질은 등방성보다는 불연

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했다 (Fig. 3d).

5. 결  과

Fig. 4와 5는 캐릭터가 얼음벽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다. 캐릭터가 얼음벽을 밀고 점프하는 외력으

로 인해 뿌연 효과와 긁힘 현상이 얼음 표면에 점진

적으로 표현된다. 뿌연 효과가 생성된 불투명한 영역

Fig. 3. Discontinuous cloudy effects diffusion in cracked ice : (a) original ice object, (b) components of an ice object 

isolated by cracks, (c) isotropic cloudy effects diffusion ignoring the cracks, (d) cloudy effects diffusion inter-

rupted by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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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울기와 긁힘 현상이 캐릭터의 동작과 일치함으

로써 인터랙션이 포함된 장면에서도 얼음의 디테일

한 특징을 잘 표현했다.

Fig. 4a에서는 말의 꼬리가 얼음벽에 충돌함으로

써 생성된 균열 효과를 보여준다. 단순한 충돌이 아

니라 3.1장에서 제안한 충격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뿌연 효과와 긁힘 패턴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Fig. 4b에서도 앞발에 의해 충격이 가해진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Fig. 4a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강

하게 균열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충격량 

자체가 꼬리보다 앞발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안된 방법은 충격량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균열 효과를 만들어 준다.

Fig. 5a는 점프에 의해 야기된 충격량이 얼음에 

영향을 주어 생성된 균열 형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확대된 그림에서 보면 점프하기 전에는 얼음에 영향

을 주지 않다가 점프를 위해 얼음에 힘이 실리는 순

간부터 균열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Fig. 5b에서 보듯이 점프를 높게 하는 두 번

째 점프에서는 Fig. 5a보다 더 강한 힘으로 얼음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더 강한 균열 패턴이 표현된다.

기존의 방법들은 빙결 시에만 얼음의 특징이 표현

되는 정적인 장면만을 고려했지만, 본 논문은 다수의 

물체들이 충돌하는 동적인 장면에서도 얼음의 디테

일한 특징을 잘 캡처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모델링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사용자 인터랙션을 

필요로 하는 가상환경에서도 활용 될 수 있다. 연속

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충돌된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 영역에서도 확산되는 문제가 있지만, 제

안된 기법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여 시각적으

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Fig. 6은 10개의 구형 

얼음들이 서로 충돌하는 다중 충돌 장면에서 표현되

는 얼음의 뿌연 효과와 기포 결과를 보여준다.

Fig. 7c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열전달에서 사용되

는 확산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얼음 물체

에 다수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투명한 영역이 유지

되지 못하고 수치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는 

충돌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불투명한 영역이 발

생하고 주변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전 프레임에

서 발생한 불투명한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시

각적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Fig 7b

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확산 기법은 이러한 

Fig. 4. Mist and scratches made on kicking horse scene by our method. Ice wall grid: 100×100×8, ice floor grid: 

100×8×100, number of scratches: 10,230. 

Fig. 5. Mist and scratches made on back-flip scene by our method. Ice floor grid: 100×8×100, number of scratches: 

2,472.  



793뿌연 효과와 디테일한 긁힘 표현을 이용한 균열된 얼음 표면 표현

문제를 해결하여 다수의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에서

도 불투명한 영역을 잘 보존 하였다. Fig. 7d는 다중 

충돌에 의해 생성된 뿌연 효과를 컬러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위/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각각 제안된 방

법과 일반적인 열전달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결과

이다. 위에 있는 그림은 다중 충돌을 인해 생성된 뿌

연 효과를 잘 표현하였지만, 이전 기법 같은 경우 수

치손실로 인해서 다중 충돌로 인한 균열 효과를 제대

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실험한 모든 결과에서 시뮬레

이션은 OpenGL를 이용하였으며 렌더링은 Autodesk

Maya의 볼륨 렌더링 기술을 활용하였다[11].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에 대한 계산 시간을 

요약한 표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격으로 인해 균열된 얼음 표면 

내부에서 표현되는 뿌연 효과와 긁힘/기포 현상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얼음에 

충격을 주는 외부 물체의 운동량을 경계입자 기반으

로 근사하였고, 이 충격량을 이용하여 뿌연 효과를 

표현하였다. 또한, Geodesic 거리장을 기반으로 얼음

의 뿌연 효과를 확산함으로써 충돌된 영역 부근에서 

뿌연 효과를 시각적으로 잘 보존하도록 제한하였다.

제안된 기법에서 뿌연 효과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표현되는 얼음의 긁힘과 기포를 생성하는데 있어 가

이드 하는 역할을 한다.

얼음에 영향을 주는 애니메이션된 모델의 경우 메

쉬 크기에 따라 계산 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실제

로 삼각형이 아닌 경계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입자의 개수와 얼음을 표현하는 격자의 해상

Fig. 6. Multiple collisions of ice spheres scene. The resolution of the grid on each ice sphere is 30×30×30. There 

are 5,000 boundary particles and 831 to 1,310 air bubbles in each ice sphere. 

Fig. 7. Mist dissipation by successive collisions scene. (a) init state, (b) our method, (c) classic diffusion equation, 

(d) intensity of the cloudy effects (red: high, blue: low)

Table. 1. Timings and ‘iter’ for the presented showcases

Computation

time (avg.)

Computation

time (max)

Iter (max) in

Equation 8

Fig. 4 1.03 sec 1.50 sec 2

Fig. 5 0.85 sec 1.81 sec 3

Fig. 6 0.21 sec 2.21 sec 5

‘Computation time (max)’ is the longest time const per

frame and ‘Iter (max)’ is the largest number of repeating

diffusion per frame. ‘Iter (max)’ for a Fig. 6 is an average

for a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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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성능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시뮬레이션 중에서 

긁힘 효과를 표현하는 타원체가 많을 경우 계산이 

느려지므로 불필요하게 많은 긁힘이 표현되지 않도

록 조절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전 얼음 표현기법들

에 비해서 얼음의 시각적인 디테일을 개선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뿌연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클램핑 및 확산 기법으로 

인해 운동량 보존이 지켜지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

는 게임이나 사용자 인터랙션을 실시간으로 요구하

는 시스템에서 얼음의 디테일을 실시간으로 표현 할 

수 있는 GPU 기반 프레임워크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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