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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은 매 프레임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고

이를 랜더링 해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의류들은 적게는 수 백에서 많게는 수 만개의 정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다음 프레임에서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는 지배 방정식은

고차원의 행렬과 벡터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직접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켤레기울기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다음 프레임에서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켤레기울기법의 빠른 수렴 및 최적화를 통한 시뮬레이션

가속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수학적인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인 방법 중 켤레기울기법의 적절한 초기값

선정을 통한 의류 시뮬레이션 가속화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들 이외에 여러 방법들을 비교 및 분석하여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과

외삽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들 중 등가속도 운동을

가정한 초기값 선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켤레기울기법의 반복 횟수를 4~57% 감소시킨 결과를 보였다. 또한

비쥬얼적인 결함 없이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이며 단순히 반복 횟수

만을 줄인 것이 아니라 보다 빠르게 해에 근접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초기값, 의류 시뮬레이션, 역방향 분화 식, 켤레기울기법, 가속화

학   번 : 2018 - 2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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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의류 산업에서 가상 의류 시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가상

의류를 시착 할 수 있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논문 또한 시뮬레이션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를 담았다.

논문의 구성은 시간 통합법부터 시작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마지막으로 결과 및 분석으로 진행 된다.

제 1 절 시간 통합법

(Time Integration Method)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재

프레임에서 각각의 정점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 뉴턴의 제 2법칙을

구성하게 된다. 이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식 (1)에서 � 와 M 는 각 정점들의 위치와 무게를 나타내는 벡터 와

행렬이고,
��

��
와 � 는 각 정점들에 가해지는 외력과 내력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이 지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명시적 오일러 방법(Explicit 

Euler Method) 과 암묵적 오일러 방법(Implicit Euler Method) 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지배방정식을 풀어 ∆� 즉, 정점들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다음 프레임에서 정점들의

위치를 구하게 된다. 각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앞으로 등장하는

표기법에 대해 정의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가상 의류의

정점이 m개가 주어졌을 때, 정점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 ∈ ���

벡터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 ∈ ��� , � ∈ ��� 는 정점의 속도 와 힘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 와 같이 위 첨자가 붙은 경우는 n 번째

프레임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먼저 명시적 오일러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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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

식 (2)는 명시적 오일러 방법의 공식이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명시적

오일러 방법은 다음 프레임에서의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n)에서의 값들만 사용한다. 이를 식 (1)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ℎ��� ∙ �(��, ��), ∆� = ℎ ∙ (�� + ∆�)														(3)

식 (3)에서 h 는 프레임 간 시간 간격인 타임 스텝을 나타내고

�(��, ��) = �� 는 힘의 함수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프레임에서의 값들만 이용해 지배 방정식을 세우게 된다. 다음에 설명할

암묵적 오일러 방법 보다 식이 간단하지만 시간 간격이 커질수록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1)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타임 스텝이 작아짐에 따라 많은 계산량을 처리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느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1. 명시적 오일러 방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시간 간격이 커질수록

불안정한 결과를 보인다. (파란 함수의 빨간 함수 근사율이 떨어진다 )

이에 1998 년, Baraff 와 Witkin[1]은 암묵적 오일러 방식 (Implicit 

Euler Method)을 사용하여 large time step 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을 제안했다.

���� = �� + ���� ∙ ∆�																																									(4)

식 (4)는 암묵적 오일러 방식의 공식이다. 앞선 명시적 오일러 방식과는

다르게 다음 프레임에서의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의

위치 값 뿐만 아니라 다음 프레임(n+1)에서의 속도 값도 사용한다.

이를 식 (1)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ℎ��� ∙ �(�� + ∆�, �� + ∆�), ∆� = ℎ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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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 비선형 힘의 함수에 테일러 급수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

���� = �(�� + ∆�, �� + ∆�) 	≈ 	 �� +
��

��
∆� +	

��

��
∆�											(6)

식 (6)을 다시 식 (5)에 대입해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 − ℎ���
��

��
− ℎ����

��

��
�∆� = ℎ��� ��� + ℎ

��

��
���								(7)

식 (7)에서 � 는 (3m x 3m) 단위 행렬을 의미하고 m 은 정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앞선 명시적 오일러 방식과는 다르게 자코비안
��

��
,
��

��

가 추가되었지만 타임 스텝이 커지면 불안정해지는 단점을 보완 하여

large time step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2002 년, Choi 와 Ko[2]는 2차 역방향 분화 식 방법 (BDF2)을

사용하여 앞서 설명한 방법 보다 시뮬레이션의 퍼포먼스와 정확성을

높였다. k 차수 역방향 분화 공식(BDF)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

�

�
(∆��)��

��� ,			∆��� = ���� −	��																				(8)

여기서 k =1 일 때 1차 역방향 분화 식(BDF1)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1

∆�
����� − ���																																										(9)

식 (9)는 식 (4)와 동일한 식으로 Baraff 와 Witkin[1]이 제시한

암묵적 오일러 방법은 BDF1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는 k =2 일

때 2차 역방향 분화 식(BDF2)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1

∆�
�
�

�
���� − ��� +

�

�
�����																										(10)

식 (1)과 같이 운동 상태 방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1)

식 (11)에 2차 역방향 분화 공식인 식 (10)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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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3

2
���� − 2�� +

1

2
����

3

2
���� − 2�� +

1

2
����

� = � ����

�������
�												(12)

식 (12)에서 비선형인 ���� 에 식 (6)과 같이 테일러 급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13)

식 (13)를 다시 식 (1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 − ∆t
2

3
���

��

��
− ∆��

4

9
���

��

��
� (���� − ��)

=
1

3
(�� − ����) +

∆�

9
(8�� − 2����)

+
4∆��

9
��� ��� −

��

��
��� −

2∆�

9
���

��

��
(�� − ����)								(14)

BDF1 과 BDF2의 차이점은 구성하는 요소의 타임 스텝이 다르다는 점

이다. BDF2는 현재와 다음 타임 스텝 뿐만 아니라 이전 타임 스텝(n-

1)까지 고려한 식을 구성하여 보다 정확성이 높다. BDF 방식은 차수가

증가 할수록 더 많은 타임 스텝을 고려하여 정확성이 높아지지만 2차를

초과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BDF2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의 가속화를 연구 하였다.

그림 1-2. 역방향 분화 식의 차수에 따른 안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①

분홍색 영역은 역방향 분화 식들의 안정성 영역을 보여준다.

                                           
① 그림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Backward_differentiation_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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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켤레기울기법

(Conjugate Gradient Method)

다음 프레임에서 정점들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위를 알아야

한다. 즉, 앞서 구한 식 (14)에서 (���� − ��) 를 구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의류의 정점의 개수를 m이라고 할 때 식

(14)를 간략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 − ∆t
�

�
��� ��

��
− ∆��

�

�
��� ��

��
� 를

차원이 (3� ∗ 3�) 인 행렬 �, (���� − ��) 를 차원이 (3� ∗ 1) 인 벡터 �,

�

�
(�� − ����) +

∆�

�
(8�� − 2����) +

�∆��

�
��� ��� −

��

��
��� −

�∆�

�
��� ��

��
(�� −

����) 를 차원이 (3� ∗ 1) 인 벡터 � 로 치환하면 �� = � 인 선형

방정식이 된다.

선형 방정식 �� = � 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직접

�의 역행렬을 구해서 양변에 곱해주는 방법 과 수치해석적으로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 해에 근접해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가상 의류의 정점의 개수(m)는 적어도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를 사용한다. 따라서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에서 행렬 � 의

차원은 매우 크다. 첫번째 방법인 역행렬을 직접 구하는 방법은 불가능

하다.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은 두번째 방법인 수치 해석 법을 사용하여

선형 방정식 �� = � 의 해를 구하게 된다. 여기서 행렬 � 는 대부분의

인자가 0 인 희소행렬 이다. 따라서 많은 수치해석 기법 중 희소

선형시스템을 푸는데 적합한 켤레기울기법을 사용 한다. 알고리즘 1 은

켤레기울기법의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켤레기울기법은 4가지 파라미터

A, b, x, tolerance, max_iteration 를 입력 받게 된다. 여기서 행렬 A는

양의 준정부호 행렬(positive semi-definite matrix)이어야 한다. 파라미터가

입력되면 반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해에 근접해 간다. 반복은 유저가

설정한 최대 반복 횟수 또는 허용 오차를 도달 했을 때 멈추게 된다.

시뮬레이션 속도는 반복 횟수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매 반복 마다

많은 양의 연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켤레

기울기 법의 반복 횟수를 감소시켜 빠른 수렴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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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켤레기울기법

(1)Conjugate Gradient(A, b, x, tolerance, max_iteration)

(2)    � ← 	0

(3)    ���� ← 	���_���������

(4)    � ← 	���������

(5)    � ← 	�	 − 	��

(6)    � ← 	�

(7)    ���� ←	���

(8)    �� ←	����

(9)    �ℎ���	�	 < ���� 	���	�
���	��

(10)        � ← 	��

(11)        � ← 	
����

���

(12)        � ← 	� + ��

(13)        � ← � − 	��

(14)        ���� ←	����

(15)       	���� ←	���

(16)        � ← 	
����

����

(17)       	� ← � + 	��

(18)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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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상 의류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크게 시뮬레이션 부분과 충돌 처리

부분으로 연구가 나뉘어 진다.

먼저 시뮬레이션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Ascher 와

Boxerman [3] 은 preconditioner를 제시하며 시스템 행렬을 보다

빠르게 푸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Oh [5] 는 의류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geometric multigrid 를 제안 했으며, 2010 년에 Lee[6] 는 multi 

resolution 의류 시뮬레이션의 가속화를 제안하였다. 하드웨어 레벨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2013년, Tang[7]은 GPU 를 물리

시뮬레이션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2018년, Lee 와 Ko [8]는 CPU와 GPU 간 게으른 잔여값 평가를 통해

의류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 시켰다.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의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충돌 처리를 가속화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8년, Tang[9] 은 culling 기법을

제시하며 충돌 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어서 2011년, Tang[10] 은

GPU 기반 충돌 처리 가속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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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기값 선정

켤레기울기법의 최적화 및 빠른 수렴을 통한 시뮬레이션 가속화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 또한 같은 목표를 추구 하지

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2차 역방향 분화 식을 통해 계산된 거대 선형 희소시스템 �� = � 의

해를 구하기 위해 반복 해결법인 켤레기울기법을 사용한다. 켤레기울기

법의 파라미터로 �, � 그리고 �	가 입력된다. � 와 � 는 계산을 통해 주

어지는 값이고, � 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벡터 이다. 파라미터

로 입력되는 � 는 초기값으로 켤레기울기법이 시작되는 점을 의미한다.

� 의 초기값 선정에 대한 기존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cher 와 Boxerman [3]의 논문에서 초기값으로 영벡터 혹은 이전 프

레임에서의 결과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Shewchuk 와 Jonathan 

Richard [4]의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값으로 영벡터를 사용하거나

어림짐작한 해 값을 사용한다. 이렇듯 � 의 초기값 선정에 대한 구체적

인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초기값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보

간법을 이용한 초기값을 선정하여 기존 방법 보다 켤레기울기법의 빠른

수렴을 가능케 하는 초기값 선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시작하기에 앞서 벡터의 성분 표기법에 대해 정의하겠다. 벡터의 성분

을 표기할 때 위 첨자는 해당 프레임을 나타내고, 아래 첨자는 요소의

순번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
� 는 n번째 프레임에서 m번째 정점의 위

치를 의미한다.

제 1 절 관습적인 초기값

Ascher 와 Boxerman [3]의 논문과 Shewchuk 와 Jonathan 

Richard [4]의 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반적으로 켤레 기울기 법의

초기값은 영벡터가 사용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0
⋮
0
�																			(15)

물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n+1번째 프레임에서의 위치 값과

n번째 프레임에서의 위치 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체가

이동을 하지 않았음을 가정하는 것 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움직임을 보기 위함이므로

영벡터는 초기값으로 적합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이전 프레임에서의

결과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2 절에서 설명할 등속도 운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절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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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등속도 운동

Baraff 와 Witkin[1]의 암묵적 오일러 방식은 large time step 에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했지만,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에서 time 

step은
�

��
sec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보다 큰 time step을 사용할 경우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이상의 값에서는 한 time step에서 정점들의 움직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system solver가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ime step은
�

��
sec 혹은 이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물리

기반 의류 시뮬레이션에서 프레임의 시간 간격은 매우 작다. 이를

이용하여 프레임 간 정점들의 운동을 등속도 운동으로 가정하고 이를

반영한 초기값 선정을 하고자 한다. 등속도 운동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16)

식 (16)은 등속도 운동을 속도 벡터와 위치 벡터 두가지 물리량으로

나타내었다. 변위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의 관계식을 초기값에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17)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프레임에서의 결과값을 초기값으로

사용한다. 즉, BDF2 방법을 사용할 때 등속도 운동을 가정하는 경우

초기값은 이전 프레임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Ascher 와 Boxerman [3]의 논문에서 언급된 방법이고 앞선 영벡터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기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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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등가속도 운동

앞선 2절과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시간간격을 이용하여 프레임 간

정점들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정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가정한

초기값 선정은 두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번째 방법은 프레임 간

동일한 힘을 가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에

BDF2 방법을 가미한 방법이다.

우선 첫번째 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18)

식 (18)은 등가속도 운동을 힘 벡터와 속도 벡터 두가지 물리량으로

나타내었다. 초기값은 위치 벡터로 표현되므로 속도 벡터를 위치 벡터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
1

∆�
(���� − ��) = 2�� − ���� =

1

∆�
(2�� − 3���� + ����)		(19)

식 (19)에서 위치 벡터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2�� − 3���� + ����									(20)

이를 초기값에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2��

� − 3��
��� + ��

���

⋮
2��

� − 3��
��� + ��

���
�													(21)

다음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의 두번째 방법이다. 이 방법은 BDF2 

방법을 가미한 해석이다. 식 (19)에서 ���� 을 식 (10)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2�� +

�

�
����� = 2�� − ���� =

�

∆�
(2�� − 3���� + ����)		(22)

위치 벡터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5

3
�� −

7

3
���� +

2

3
����									(23)

이를 다시 초기값에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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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5

3
��
� −

7

3
��
��� +

2

3
��
���

⋮
5

3
��
� −

7

3
��
��� +

2

3
��
���

⎦
⎥
⎥
⎥
⎤

																(24)

제 4 절 곡선 적합 (Curve Fitting)

이번 절에서는 물리적인 접근 이외에 곡선 적합을 적용한 초기값

선정을 제시한다. 곡선 적합은 정점들의 움직임을 3차원 곡선 형태로

가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림 3-1)

�(�) = ��� + ��� + �� + �																	(25)

식 (25)와 같이 임의의 3차원 곡선을 가정한다. 두 점의 함수 값과

기울기 값을 이용하면 3차원 곡선의 미지수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정점들의 움직임에 적용하면 이전 프레임(n-1)과 현재

프레임(n)에서의 위치와 속도 값이 된다. 3차원 곡선의 형태가 정해지면

다음 프레임(n+1)의 위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초기값에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26)

����

��
����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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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앞선 초기값들을 바탕으로 6가지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은 매달린 천, 탁자 낙하, 원구 낙하, 상의, 하의, 원피스의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초기값에 대하여 분석한

다.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편의상 다

음과 같이 표기한다. 같은 힘을 가정한 방법은 등가속도1(const

acceleration1)으로 표기하고 BDF2 방법을 가미한 방법은 등가속도

2(const acceleration2)으로 표기한다.

시뮬레이션 타임 스텝은 0.01 sec으로 매 실험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 사양은 CPU(intel i7-7700), GPU(Nvidia 

GeForce GTX 1060), 메모리(RAM 32GB)이다.

제 1 절 매달린 천 (Hanging Cloth)

그림 4-1. 매달린 천 실험

매달린 천 실험은 (그림 4-1) 프레임이 진행 될 수록 천이 앞뒤로

흔들리는 동적인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상황으로 변해 간다.

실험에 사용된 천은 정점 1,550개, 삼각형 2,934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450 프레임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2. 매달린 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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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ng

Cloth

All 

Zero

Const

Velocity

Const

Acceleration1

Const

Acceleration2

Cubic

Equation

Average 119 77 52 58 63

Max 148 118 79 91 90

Min 6 6 6 6 6

Relative 

Ratio 
(All Zero)

1 0.64 0.43 0.48 0.53

Relative 

Ratio 
(Const 

Velocity)

1.54 1 0.67 0.75 0.81

표 4-1. 매달린 천 실험 결과. 반복 횟수의 경우 소수점 절삭을 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300 프레임 이전 동적인 상황에서는 등

가속도를 가정한 방법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이후 움직임이 적은 정

적인 상황에서는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영 벡터와 곡선 적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정한 반복 횟수를 보인다. 움

직임이 많은 동적인 상황에서는 방법 간에 반복 횟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정적인 상황에 갈수록 차이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 반복횟수를 살펴보면 등가속도1, 등가속도2, 곡선 적합, 등속도

운동, 영 벡터 순으로 적은 반복 횟수 결과를 보인다. 특히, 등가속도1의

경우 관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 벡터 대비 약 57%,

등가속도 운동 대비 약 33%의 반복 횟수 감소를 보였다. 이를 통해 매

달린 천 실험의 경우 관습적인 방법 보다 새롭게 제시된 초기값 선정법

이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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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탁자 낙하 (Table Drop)

그림 4-3. 탁자 낙하 실험

탁자 낙하 실험은 (그림 4-3) 초기에 천을 탁자와 일정 거리 이격 시

킨 뒤 자유 낙하를 실시 한다. 시뮬레이션은 천이 탁자와 충돌 후 정적

인 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천은 정점 1,480개, 

삼각형 2,789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177 프레임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

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4. 탁자 낙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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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Drop

All 

Zero

Const

Velocity

Const

Acceleration1

Const

Acceleration2

Cubic

Equation

Average 111 81 69 71 75

Max 155 147 137 134 146

Min 6 6 0 6 0

Relative 

Ratio 
(All Zero)

1 0.95 0.88 0.86 0.94

Relative 

Ratio 
(Const 

Velocity)

1.05 1 0.93 0.91 0.99

표 4-2. 탁자 낙하 실험 결과. 반복 횟수의 경우 소수점 절삭을 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35프레임 이전까지는 천이 자유 낙하를

하며 등가속도1 과 곡선 적합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충돌 이후 정적

이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은 5가지 방법 모두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자유 낙하가 진행 될 때 등가속도1 과 곡선 적합은 반복 횟수가 0회를

나타내는 프레임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실제 물체의 움직임과 이를 반

영한 초기값 선정이 켤레 기울기 법의 빠른 수렴에 기여 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평균 반복횟수를 살펴보면 등가속도1, 등가속도2, 곡선 적합, 등속도

운동, 영 벡터 순으로 적은 반복 횟수 결과를 보인다.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여준 등가속도1을 관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 벡

터 대비 약 12%, 등속도 운동 대비 약 7%의 반복 횟수 감소를 보였다.

탁자 낙하 실험 결과에서도 관습적인 방법들 보다는 새롭게 제시된 방법

들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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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구 낙하 (Sphere Drop)

그림 4-5. 원구 낙하 실험

원구 낙하 실험은 (그림 4-5) 초기에 천을 원구와 일정 거리 이격

후 자유 낙하를 진행 한다. 시뮬레이션은 천이 원구 위에 충돌 후 표면

을 타고 미끄러져 지면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진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천은 정점 2,442개, 삼각형 4,676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210 프레

임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6. 원구 낙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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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e 

Drop

All 

Zero

Const

Velocity

Const

Acceleration1

Const

Acceleration2

Cubic

Equation

Average 137 103 88 95 98

Max 199 156 137 133 138

Min 22 22 12 22 9

Relative 

Ratio 
(All Zero)

1 0.75 0.64 0.69 0.71

Relative 

Ratio 
(Const 

Velocity)

1.34 1 0.85 0.92 0.95

표 4-3. 원구 낙하 실험 결과. 반복 횟수의 경우 소수점 절삭을 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38 프레임 이전까지는 앞선 탁자 낙하

실험과 동일 하게 천의 자유 낙하가 진행되며 등가속도1 과 곡선 적합

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충돌 이후 원구의 표면을 타고 미끄러지며 원

구에서 떨어질 때 까지 5가지 방법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183 프레

임 이후 원구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기 전까지 낙하 상황에서 다시 등가

속도1이 다른 방법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반복 횟수를 보여준다.

평균 반복횟수를 살펴보면 등가속도1, 등가속도2, 곡선 적합, 등속도

운동, 영 벡터 순으로 적은 반복 횟수 결과를 보인다.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여준 등가속도1을 관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 벡

터 대비 약 36%, 등속도 운동 대비 약 15%의 반복 횟수 감소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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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의 (Shirt)

그림 4-7. 상의 실험

상의 실험은 (그림 4-7) 초기에 T 포즈의 아바타 위에 상의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격 시킨 상태에서 시작된다. 시뮬레이션은 상의가 아바타

에 접합된 후 팔을 내리는 모션까지 진행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상의는

정점 6,498개, 삼각형 12,692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60 프레임을 진

행하였고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8. 상의 실험 결과



19

Shirt All 

Zero

Const

Velocity

Const

Acceleration1

Const

Acceleration2

Cubic

Equation

Average 239 191 184 185 190

Max 270 216 208 230 214

Min 155 155 155 155 155

Relative 

Ratio 
(All Zero)

1 0.79 0.68 0.69 0.78

Relative 

Ratio 
(Const 

Velocity)

1.25 1 0.96 0.97 0.99

표 4-4. 상의 실험 결과. 반복 횟수의 경우 소수점 절삭을 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5가지 방법 모두 초기부터 끝까지 비슷하게 나타

났다. 20프레임 까지는 상의가 아바타에 접합되는 과정이고 이후 프레임

은 T 포즈의 아바타가 팔을 내리며 자연스러운 모션을 취하는 과정이다.

평균 반복횟수를 살펴보면 등가속도1, 곡선 적합, 등속도 운동, 등가속

도2, 영 벡터 순으로 적은 반복 횟수 결과를 보인다.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여준 등가속도1을 관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 벡

터 대비 약 32%, 등속도 운동 대비 약 4%의 반복 횟수 감소를 보였다.

상의 시뮬레이션 실험의 경우 접합 과정을 제외하면 정적인 움직임을 보

인다. 반복 횟수 또한 20 프레임 까지는 등가속도1 과 등속도 운동이

차이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정지 상태를

가정한 영 벡터와 등가속도1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운동 상태를 고려한 초기값 설정이 이번 실험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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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하의 (Pants)

그림 4-9. 상의 실험

상의 실험은 (그림 4-9) 초기에 T 포즈의 아바타 위에 하의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격 시킨 상태에서 시작된다. 시뮬레이션은 하의가 아바타

에 접합된 후 팔을 내리는 모션까지 진행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하의는

정점 8,613개, 삼각형 16,794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30 프레임을 진

행하였고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10. 상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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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s All 

Zero

Const

Velocity

Const

Acceleration1

Const

Acceleration2

Cubic

Equation

Average 224 200 187 184 201

Max 258 248 244 255 263

Min 152 152 149 145 152

Relative 

Ratio 
(All Zero)

1 0.89 0.83 0.82 0.89

Relative 

Ratio 
(Const 

Velocity)

1.12 1 0.93 0.92 1

표 4-5. 하의 실험 결과. 반복 횟수의 경우 소수점 절삭을 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성 및 반복 횟수를 살펴보면 상의 실험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평균 반복횟수를 살펴보면 등가속도2, 등가속도1, 등속도 운동,

곡선 적합, 영 벡터 순으로 적은 반복 횟수 결과를 보인다.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 등가속도2을 관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 벡터 대비 약 18%, 등속도 운동 대비 약 8%의 반복 횟수 감소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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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원피스 (One Piece)

그림 4-11. 원피스 실험

원피스 실험은 (그림 4-11) 초기에 T 포즈의 아바타 위에 원피스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격 시킨 상태에서 시작된다. 시뮬레이션은 원피스

가 아바타에 접합된 후 팔을 내리는 모션까지 진행 되었다. 실험에 사용

된 하의는 정점 9,533개, 삼각형 18,713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60 프

레임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12. 원피스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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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iece

All 

Zero

Const

Velocity

Const

Acceleration1

Const

Acceleration2

Cubic

Equation

Average 282 221 208 199 221

Max 355 229 284 290 308

Min 184 161 137 143 162

Relative 

Ratio 
(All Zero)

1 0.78 0.73 0.7 0.78

Relative 

Ratio 
(Const 

Velocity)

1.27 1 0.94 0.9 1

표 4-6. 원피스 실험 결과. 반복 횟수의 경우 소수점 절삭을 하였다.

원피스 실험은 6가지 실험 중 가장 많은 정점이 사용 되었다. 앞선 상

의 와 하의 실험과 동일하게 접합 후 약간의 움직임을 진행한 실험이다.

접합이 이루어지는 13프레임 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다른 방법들과 비

교해 큰 차이를 보이며 적은 반복 횟수를 보였다. 이번 마지막 실험에서

도 물리 특성을 반영한 초기값 선정이 실제 반복 횟수 감소에 영향을 주

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균 반복횟수를 살펴보면 등가속도2, 등가속도1, 등속도 운동, 곡선

적합, 영 벡터 순으로 적은 반복 횟수 결과를 보인다.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여준 등가속도2을 관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 벡

터 대비 약 30%, 등속도 운동 대비 약 10%의 반복 횟수 감소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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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류 시뮬레이션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의류 시뮬레이션의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BDF2는 안전성과 정확도가 높다. 따라서 BDF2 방법을 통해 얻어진

선형 시스템을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선형 시스템을 수치해석적으로 푸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의류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방법은 켤레 기울기 법 이다. 켤레 기울기 법의 초

기값 선정은 관습적으로 영 벡터 혹은 이전 프레임의 값을 사용 하였다.

논문에서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초기값 선정 과 곡선 적합을 적용한

초기값 선정을 통해 관습적인 방법들 보다 빠른 켤레 기울기 법의 수렴

을 보였다. 6가지 실험을 통해 동적인 상황과 정적인 상황 모두를 실험

하였고 단일 천 과 의류를 이용해 다양한 상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수

치적으로 관습적인 방법 대비 적게는 4%, 많게는 57%의 반복 횟수 감

소를 보였다. 많은 감소가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 천의 물리적인

상태와 초기값이 가정한 물리적 특성이 동일 했었다. 이러한 초기값 선

정 방식은 비단 의류 시뮬레이션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체의

시뮬레이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켤레 기울기 법의 빠른 수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및 증명을 하고자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더 적합

한 초기값 선정을 적용하기 위한 가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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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on of Initial Value of Conjugate Gradient 

Method in Clothes Simulation Based on Second 

Order Backward Differentiation Formula

Kyung-Hyun Le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based clothing simulations will repeat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position of each frame vertex and rendering it. The 

garments used for simulation consist of fewer than a hundred to 

tens of thousands of vertices. Thus, the governing equation, which 

calculates the position of vertices in the next frame, requires a 

high-dimensional matrix and the computation of vectors. Since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a direct reverse matrix, the position of the 

next frame is calculated numerically using the Conjugate Gradient 

Method. 

Therefore, simulation acceleration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rapid convergence and optimization of the Conjugate 

Gradient Method.

These studies are largely divided into hardware and mathematical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study on accelerating 

clothing simulation by selecting the proper initial value of the 

Conjugate Gradient Method among mathematical methods.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methods, many metho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study better methods. Methods considering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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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methods using curve fitting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the selection of initial values assuming equivalent 

acceleration movements showed the best results. 

In conclusion, the method introduced in the paper showed a 4-57% 

reduction in the number of iterations of the Conjugate Gradient 

Method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It also shows a stable 

simulation with no visual defects and is not just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petitions, but a closer approach to the goal more 

quickly

Keywords : Initial Value, Cloth Simulation, Backward Differentiation 

Formula, Conjugate Gradient Method,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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