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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티 와 안내 벡터필드 
기반 균열맵 합성

(Crack Map Synthesis Using Primitives and 

a Guidance Vector Field)

정 효 진
†
     정 유 나

††
     이 성 길

†††

                     (Hyojin Jung)         (Yuna Jeong)          (Sungkil Lee)

요 약 균열은 풍화 작용이나 충격에 의한 표면의 변화를 효과 으로 보여 다. 일반 으로 균열 더

링은 물리 기반의 시뮬 이션을 이용하나, 그 비용이 크고 물리 이지 않은 효과를 직 으로 얻기 어렵

다. 본 논문은 리미티 와 안내 벡터필드 기반의 균열맵 합성 기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균열 패턴은 미

리 높이맵 리미티 로 정의되며, Perlin 노이즈를 이용하여 생성된 안내 벡터필드를 따라 그 배치가 결

정된다. 결과 균열맵은 리미티 들을 합성한 높이맵으로 정의되며, 다수의 리미티 가 정의되는 경우

는 최소 높이값을 이용한다. 이러한 리미티  기반의 근 방식은 물리 기반 더링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로 보다 직 으로 다양한 균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균열, 균열맵, 높이맵, 리미티 , 합성

Abstract Cracks effectively show surface changes caused by weather or impacts. In general, 

crack rendering uses physically-based simulations. However, these approaches require huge 

computational cost, and it is hard to intuitively obtain non-physical effects. This paper presents a 

crack-map synthesis technique based on crack-map primitives and a guidance vector field. Diverse 

crack patterns are pre-defined as height maps. Their placements are determined by the Perlin 

noise-based guidance vector field. The output crack map is defined as a composite of primitives. When 

multiple primitives exist in the same area, the lowest of their heights is selected. Unlike other 

physically-based rendering approaches that have previously been used, our primitive-based approach 

allows us to easily obtain intuitive crack effects as desired.

Keywords: crack, crack map, height map, primitive,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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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미티  기반 균열맵 합성을 아스팔트 바닥(왼쪽), 리석 바닥(가운데), 모래 지형

(오른쪽)에 용한 결과

Fig. 1 Resulting images of our primitive-based crack-map synthesis on asphalt (left), marble (middle), and sandy 

terrain (right) surface

1. 서 론

물체 표면의 균열은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도로, 시

멘트나 석재 건물의 벽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표면에 받은 충격이나 경과된 시간에 따라 다양한 패턴

으로 나타난다. 균열의 사실 인 시뮬 이션  더링

은 풍화 직용이나 충격에 의한 물체 표면의 변화를 보

여주는 데 효과 이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의료, 가상 실,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많은 분야에 용되었다.

균열 더링의 일반 인 방법은 재질의 특성을 고려

한 물리 기반 시뮬 이션이다. 표  물리 기반 균열 

시뮬 이션 기법으로는 질량-스 링 기반 기법(mass- 

spring method)[1-3], 유한 요소 기반 방법(finite 

element method)[4-7] 등이 있다. 물리 기반 균열 발생 

시뮬 이션은 균열 더링에 있어서 가장 사실 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상

당한 계산 비용을 필요로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한 물리 인 라미터를 직 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이에 물리 기반 시뮬 이션에 덜 의존하는 합성 기반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차

(procedural) 기법[8-10]과 시 기반(example-based) 

기법[11-14]으로 나  수 있다. 차  방법은 물리  

과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고려하면서 실제 

균열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시 기반 방식은 미리 비된 이미지를 이용

하여 실제 균열을 모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물리 

기반 시뮬 이션 기법보다 그 사실성이 떨어지나, 라

미터의 조 이 간단하여 원하는 형태의 균열을 더링

하기 쉬우며 계산 비용도 크지 않다는 장 이 있다. 그

럼에도 이러한 기법들은 특정 상황과 응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일반 이고 직 으로 작을 지원

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시 기반 기법으로부터 감을 얻은 

리미티 (primitive) 기반의 균열맵 합성 기법을 제안

한다. 본 방법은 균열 의 시작 과 방향을 설정한 

후 Perlin 노이즈(Perlin noise)[15]를 이용하여 균열 발

생 방향을 결정하는 안내 벡터필드(guidance vector 

field)를 생성한다. 이후 시작 으로부터 벡터필드를 따

라 균열 발생의 방향을 추 한 후 균열 리미티  이

미지를 연속 으로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연결된 

균열을 생성한다. 최종 으로는 완성된 균열 이미지로부

터 높이맵(height map)을 합성하여 이를 더링에 용

한다(그림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서로 다른 

특징과 라미터를 지닌 균열 리미티 를 보다 직

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고 다양한 리미티 를 이용

해 많은 패턴을 합성해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의도

로 여러 형태의 균열을 간단히 생성할 수 있다. 기존의 

합성 기반 기법이 고유한 알고리즘에 의해 균열의 형태

와 특징이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본 

기법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의한 리미티 의 특징에 

따라 새로운 균열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 을 

보여 다.

2. 련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균열 더링의 연구는 크

게 물리  시뮬 이션을 통한 물리 기반 기법과 시뮬

이션에 의존도가 낮은 비물리 기반 기법으로 나뉜다.

물리 기반 시뮬 이션 기법  하나는 질량-스 링 

기법으로 기의 많은 기법[1-3]들이 이 모델을 용하

다. 질량-스 링 기법은 물체는 유한한 티클의 집합

이며 서로 스 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모델이 간단하고 계산 비용도 으나 

응력-변형 계 등의 재질의 여러 특징을 표 하지 못

하는 단 이 있다.  다른 인 물리 기반 시뮬

이션 기법으로는 유한 요소법을 들 수 있다. 유한 요소

법은 물체를 사면체와 같은 요소로 나 고 각 에 

한 수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은 균열 더링의 여러 방면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4-6] 이를 확장  개량한 형태[7]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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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기반 시뮬 이션 기법은 재질의 물리  특성에 의

한 정확한 균열을 계산할 수 있으나 계산 비용이 크고 

의도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물리 기반 기법의 단 을 보완하고자 비물리 

기반 기법이 고안되었다. 그  하나인 차  기법은 

균열 발생의 물리  과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실

제 균열과 유사한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

식이다. 이 방법의 시로는 균열 간 거리를 고려한 알

고리즘으로 바틱(Batik) 납화와 유사한 균열을 생성하는 

방법[8],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을 이

용한 방법[9], 미리 계산된 균열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

[10]이 있다. 차  기법은 물리 기반 기법에 비해 계

산 비용이 고 사용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으나 균열 

발생 패턴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비물리 기반 기법의 다른 하나인 시 기반 기법은 

실제 균열의 사진과 같은 균열의 시 이미지를 이용하

여 시와 유사한 균열 패턴을 얻거나 균열 발생을 보

조하는 방식이다. 시 기반 기법의 시로는 나무껍질 

사진으로부터 껍질 균열, 피목 등의 특징을 추출하여 

용하는 방법[11], 이미지의 균열이나 패턴을 그래 의 

형태로 추출한 후 물체 표면에 투 하는 방법[12], 균열 

발생에 향을 주는 요소를 라미터로 추출하여 균열

의 시간  공간  변화를 표 한 방법[13], 가이드 이

미지를 이용하여 균열 발생 시뮬 이션을 진행한 방법

[14]이 있다. 시 기반 방법은 균열의 시 이미지가 

필요하고 용 가능한 상황에 한계가 있다는 단 이 있

지만 차  기법과 마찬가지로 시뮬 이션이 필요 없

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은 균열 리미티 를 이용한다는 에서 

시 기반 기법에 속하며, 리미티 가 균열 발생 양상을 

모방한 벡터필드에 의해 용된다는 에서 차  기

법과의 유사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

러한 비물리 기반 기법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시뮬 이

션에 의존하지 않으며 미리 정의된 균열 리미티 를 

이용하여 실제 균열과 유사한 균열 효과를 보여 다. 더 

나아가서 기존 비물리 기반 기법은 균열의 특징이 고정

되고 특정 상  조건에만 용 가능했지만 본 기법

은 리미티 에 따라 새로운 균열을 제한 없이 생성할 

수 있다.

3. 알고리즘

본 논문의 균열맵 합성 기법은 균열 발생의 시작 과 

방향  균열의 수, 몇 장의 균열 리미티 , 각 리

미티 에 한 몇 개의 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으며, 알

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여러 개의 균열이 합성되어 완성

된 높이맵 텍스처를 출력으로 한다. 본 방법은 Perlin 

노이즈[15]를 이용한 안내 벡터필드를 생성하는 과정, 

벡터필드를 따라서 균열 생성 경로를 만드는 과정, 균열 

리미티 를 이어 붙이는 과정, 완성된 균열맵을 합성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안내 벡터필드 생성

안내 벡터필드는 균열이 발생하는 방향을 근사화한 

이미지로 각 부분의 방향 벡터를 따라 균열 리미티

를 이어서 하나의 균열을 완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사용된다. 안내 벡터필드는 x, y 요소를 지닌 이차원 벡

터로 이루어지며 균열이 생성되는 역 체에 용된다.

안내 벡터필드는 기에 체 인 균열의 방향이 입

력으로서 주어질 경우, 역 체가 그 방향을 향하는 

단순한 형태의 벡터필드로서 생성된다. 여기에 균열 발

생 양상의 자연스러운 무작 성을 표 하기 해 Perlin 

노이즈를 이용하여 벡터필드 체에 변화를 다. 

Perlin 노이즈는 일 성잡음(coherent noise)의 일종으

로, 값이 연속 인 무작  수치로 변화하며 주기성을 가

지는 특성으로 인해 유체 흐름의 속도를 계산하는데 이

용되는 등[16] 컴퓨터 그래픽스 역에서 자연스러운 무

작 성을 얻기 해 많이 이용된다. Perlin 노이즈는 

체 역에서 -1에서 1까지의 스칼라 값을 가지며 텍스

처 역의 각 픽셀의 x, y 축 값이 변화함에 따라 주기

으로 변동한다. Perlin 노이즈의 주기는 진동수에 반

비례하므로 진동수에 따라 노이즈 값의 변화 속도가 달

라진다. 이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단순하거나 복잡한 형

태로 만들 수 있다.

본 방법에서는 Perlin 노이즈의 값을 벡터필드의 각 

지 의 방향 벡터를 회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 다. 벡

터필드 내의 각 픽셀 방향 벡터는 해당 노이즈 값만큼 

시계 방향으로( 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 한다. 이 과

정을 거치면 기의 단조로운 벡터필드는 기존의 방향

성을 유지하면서 노이즈에 형태에 따라 연속 인 무작

 방향을 가지게 된다. 그림 2에서 Perlin 노이즈에 의

해 변화되는 안내 벡터필드의 시를 볼 수 있다. 최종

으로 생성되는 안내 벡터필드에서 각 픽셀의 방향 벡

터 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는 기에 입력된 균열 방향 벡터, 은 각

도   만큼 회 하는 이차원 벡터 회  행렬, 는 

진동수가  인 Perlin 노이즈, 는 회  계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가 증가할수록 벡터필드가 Perlin 

노이즈에 의해 더 크게 회 하게 된다.

3.2 균열 발생 경로 생성

안내 벡터필드가 완성되었다면, 벡터필드 내부에 생성

하고자 하는 균열의 발생 시작 을 선택할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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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내 벡터필드의 기 형태(a)와 Perlin 노이즈(b), 이를 이용하여 벡터필드를 변화시킨 모습(c), 변화된 벡

터필드를 시각화한 모습(d)

Fig. 2 Initial guidance vector field (a), Perlin noise (b), modified guidance vector field by Perlin noise (c), and 

visualized image of the vector field (d)

그림 3 안내 벡터필드 에 생성되는 균열 발생 경로(a)

와 이를 따라 연결된 리미티 (b)

Fig. 3 A path of a crack generated on the guidance 

vector field (a) and a completed crack following 

the path (b)

작 이 입력될 경우, 포인터가 시작 에서부터 벡터필드

를 따라 이동하며 이를 따라 경로가 생성된다. 포인터가 

시작 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지나거나 벡터필드의 역

을 벗어나는 경우 이동을 지하며 균열 하나의 발생 

경로가 완성된다. 포인터의 번째 치에서 번째 

치로 이동하는 방향  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번째의 이동 방향,  는 번째 치

의 벡터필드의 방향 벡터, 는 성 계수로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가진다. 가 클수록 포인터는 이 의 이동 방

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띈다.

3.3 리미티  연결

균열 발생 경로가 생성되었다면 경로를 따라 리미

티 를 이어 붙이는 과정을 거친다. 포인터가 시작 에

서부터 균열 발생 경로를 따라가다가 리미티 의 높

이만큼 거리가 벌어지는 지 을 지정한다. 포인터가 균

열 발생 경로를 끝까지 지나면 경로 에 리미티  

높이만큼의 간격으로 이 지정된다. 그 후 각 에 

리미티 의  앙과 아래 앙이 치하도록 리미

티 를 배치하여 이어 붙인다. 이 과정이 끝나면 리미

티 는 경로를 따라서 완성된 하나의 균열이 된다. 그림 

3에는 균열 발생 경로 생성과 리미티  연결의 과정

이 나타나 있다.

리미티 는 서로 크기와 형태가 다른 높이맵(height 

map)으로 주어진다. 각 리미티 는 경로를 따라 자연

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미지의 쪽과 아래쪽이 서로 연

결되도록 만들어진다. 리미티 는 각각 고유한 형태와 

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벡터필드 생성과 균

열 경로 생성 과정의 결과 한 리미티 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각 리미티 마다 다양한 형태의 균열을 생

성할 수 있다. 를 들어, 크기가 작은 리미티 를 이

용하고자 할 경우 진동수  가 큰 Perlin 노이즈를 이용

하거나, 변화가 심한 균열을 생성하고자 할 경우 리미

티 의 회  계수 를 크게 하고 성 계수 를 작게 

설정할 수 있다.

3.4 균열맵 합성  더링

리미티 를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완성

된 균열 높이맵이 만들어진다. 여러 개의 균열을 발생시

키는 경우 각각의 균열 높이맵이 의 과정을 통해 생

성된 후 하나의 통합된 높이맵으로 합성된다. 다수의 균

열 높이맵이 같은 역에 합성될 경우 가장 깊게 생성

된 균열을 우선시하기 해 그 부분의 높이값의 최소치

를 선택한다. 통합된 결과 높이맵은 소벨 필터(Sobel 

filter)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노말맵으로 변환된다. 생성

된 균열 노말맵은 용하고자 하는 기반 노말맵과 합성

되며, 서로 다른 노말맵 간의 자연스러운 합성이 이루어

지도록 Poisson 블 딩(Poisson blending)[17]을 이용

하여 조합된다. 균열 노말맵과 기반 노말맵과의 합성이 

완료되면 최종 으로 기반 모델에 균열 효과가 용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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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균열맵 합성 기법을 각각 아스팔트 바닥(a), 리석 바닥(b), 모래 지형(c)에 용한 모습. 왼쪽부터 합성에 

사용된 균열 리미티 , 완성된 균열 높이맵, 더링 결과를 보여

Fig. 4 Resulting images of our primitive-based pseudo-crack rendering on asphalt (a), marble (b), and sandy terrain 

(c) surface. Left to right: crack primitives, synthesized crack height map, and rendering result

4. 결 과

4.1 실험 환경  더링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균열맵 합성 기법은 Intel Core 

i7-6900K 3.20GHz, NVIDIA GeForce GTX 1080에서 

구 되었다. 본 논문의 기법으로 합성한 균열의 시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의 각 장면은 서로 다른 

리미티  4개를 이용하여 생성한 여러 개의 균열을 합

성하여 만들어졌다. 각 균열은 한 종류의 리미티 를 

여러 장 이어 만들어지며 사용자가 원하는 수만큼 균열

을 합성할 수 있다. 그림 4의 더링 장면은 각 상황에 

한 리미티 와 라미터를 설정하여 생성한 7-9

개의 균열을 합성하여 얻은 결과이다. 각 라미터에 의

한 효과는 그림 5에 나타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항목 

4.2에 서술되어 있다.

그림 4의 (a)의 경우 아스팔트 바닥 균열을 표 하기 

해 거칠고 날카로운 형태의 리미티 가 이용되었으

며, 체 으로 회  계수 가 낮고 성 계수 가 높

게 설정되어 방향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균열을 생성하

다. 가지가 많은 리미티 는 체 균열을 아우르게 

하기 해 진동수  를 낮게 설정하여 방향의 변화가 

크며, 반 로 직선형의 리미티 는  를 높게 설정하

여 균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 다. (b)의 경우 

리석의 균열을 표 하기 해 날카롭고 작은 리미티

가 이용되었으며, (a)에 비해 가 높고 가 낮게 설정

되어 방향 변화가 상 으로 크다. 한 작은 리미티

를 이용하여 짧은 주기의 변화를 표 하기 해  가 

체 으로 높게 설정되었다. (c)의 경우 모래 지형의 

균열을 표 하기 해 비교  넓고 큰 리미티 가 이

용되었다. 큰 리미티 일수록 강한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와 가 낮고 가 높게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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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진동수(), 회  계수(), 성() 라미터에 의해 결정되는 균열 특징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crack features differentiated by parameters: frequency (), rotation coefficient (), and inertia ().

4.2 라미터에 의한 균열 특성

각 리미티 에는 진동수 , 회  계수 , 성 계수 

의 라미터가 지정되며, 이는 리미티 로부터 만들

어지는 균열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림 5는 각 라미터

에 따른 균열 발생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 라미터가 

항을 미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진동수 ：Perlin 노이즈의 진동수로 커질수록 벡터필

드의 방향 벡터가 빈번히 변화한다.  가 높은 경우는 

리미티 가 비교  작거나 방향의 변화가 공간에 

따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균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의 왼쪽 부분에서  가 커질수록 균열 발생의 방향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  계수   : Perlin 노이즈의 값에 따라 얼마나 회

하는지를 결정한다. 가 클수록 변화가 커져서 기 

방향과 반 로도 갈 수 있으며, 반 로 작을 경우 

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 큰 경우는 진

행 방향의 변화가 큰 균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

의 가운데 부분에서 가 커질수록 기 방향에 비해 

균열 진행 방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 계수   : 균열의 방향이 이  진행에 비해 얼마

나 변화하는지를 결정한다. 가 클수록 균열의 진행 

방향이 이  진행 방향의 향을 크게 받는다. 가 큰 

경우는 균열의 진행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그림 5의 오른쪽 부분에서 가 증가함

에 따라 균열의 발생 양상이 완만한 곡선의 형태가 

됨을 볼 수 있다.

4.3 성능

본 기법은 2048⨯2048 해상도의 균열맵 합성 과정에

서 안내 벡터필드 생성에 1.65s, 리미티  연결  높

이맵 /노말맵 합성에 0.13s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체 

과정에서 안내 벡터필드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부분보다 월등이 많았으며,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

비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리미티  연결과 높이

맵/노말맵 합성은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 과정을 통

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지만, Perlin 노이즈 발생  

안내 벡터필드 생성은 픽셀 수만큼의 CPU 계산을 요구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미티  연결  높이

맵 합성은 균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 1-2ms 정도

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체 합성 시간에 큰 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반 노말맵과 균열 노말맵의 

합성 과정에서 Poisson 블 딩을 통한 계산 비용이 높

이맵 합성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토 론

본 논문은 Perlin 노이즈를 이용하여 생성한 안내 벡

터필드와 각각의 고유한 라미터를 가진 리미티 를 

이용한 균열맵 합성 방식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기법

은 복잡한 물리 시뮬 이션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몇 가지의 균열 리미티 와 사용자 지정 라미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자연 발생 균열과 유사한 균열을 

더링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몇 가지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본 기법에서 사용하는 안내 

벡터필드는 기 방향 벡터에 Perlin 노이즈에 의한 회

을  것으로 균열의 체 인 방향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실 인 물리  상호작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균열맵 합성 시 충격이나 텐서 등의 물

리  요소를 용한 라미터를 추가로 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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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로 다른 시작 에서 발생한 균열이 겹쳐 나타

나는 상

Fig. 6 An overlapping artifact caused by two cracks 

which started from separate points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기법을 이용해 균열을 생성하기 해서

는 리미티 가 반드시 /아래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

물 형태의 균열 등의 복잡한 경우는 의도한 로 합성

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리미티 가 /아래의 앙만

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여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기법은 진동수 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 여러 개의 균열을 발생시킬 경우, 서로 다른 시작

을 가진 균열이 안내 벡터필드를 따라 겹쳐서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그림 6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결과를 보여

다. 이러한 상은 안내 벡터필드 에서 여러 균열이 

방향 벡터를 따라 진행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이며, 이는 와 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여 크게 일 수 있다. 는 균열  경로를 설

정할 때 다른 균열과의 을 최 한 피하는 알고리즘

을 추가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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