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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볼륨의 직접 변형 기법과 달리 조작점 기반의 간접 변형 기법은 최소한의 사용자 조작 기반으로 볼륨 

전체에 적용되는 역동적인 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모션 조작 요소기반으로 볼륨을 변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조작점 기반으로 저수준의 모션 조작 요소를 정의하고, 고수준에서 그 

요소들을 시공간적으로 조합하여 볼륨 변형을 시도한다. 고수준의 모션 조합은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

게 수동으로 조합할 수 있고, 또한 랜덤 조합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도 있다. 수

동 조합은 형체가 존재하는 사물이나 생물의 직관적 변형에 적합하고, 랜덤 조합은 불규칙한 형태의 객

체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데 적합하다. 

 

1. 서론 및 관련 연구 

 

볼륨은 2D 래스터 그래픽스를 3D로 확장한 데이터로,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나 자기 

공명 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에서 

많이 쓰인다. 볼륨 데이터는 속이 차 있는 형태이기에,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픽스와 다르게 접근된다. 특히, 

볼륨 데이터의 외형과 특징을 변형하고자 하는 경우, 

속이 비어 있는 일반적인 메시(Mesh)와 달리 Voxel 

(Volume Element)에 모두 접근해서 변경해야 한다. 

볼륨의 변형 기법은 Voxel 혹은 근접한 영역에 

접근하여 직접 변형하는 기법과, 중간 객체 (proxy)를 

이용하는 간접 변형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1]. 

 직접 변형 기법은 세부적이고 정확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생성 가능하나, Voxel 혹은 근접 영역 

단위로 접근하므로 변형에 시간이 많이 들고, 동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2]. 간접 변형 기법은 쉬운 

제어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생성 가능하고, 사용자 조작 

기반으로 볼륨 전체에 대하여 역동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 볼륨 변형 기법을 이용한다.  

임의의 생성적인(generative) 볼륨 변형을 위해 본 

논문은 조작점의 모션 요소 기반으로 볼륨을 변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조작 요소의 조합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맞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임의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조작점 기반으로 저수준의 모션 

조작 요소를 정의하고, 고수준에서 그 요소들을 

시공간적으로 조합하여 볼륨 변형을 시도한다. 고수준의 

모션 조합은 임의로 정의된 볼륨의 관절 부분에 대하여 

시공간적으로 조합한 조작 요소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유사한 효과를 만드는 기법과, 프레임마다 조작 

요소를 랜덤하게 조합하여 완전 자동화 및 생성적인 

볼륨 변형 기법을 제안한다.  

 

2. 배경 

 

 본 논문에서는 2D MLS(Moving Least Squares)[3] 

변형 기법의 확장인 3D MLS 기법[4,5]을 사용할 

것이다. 임의로 정의된 볼륨의 관절 부분에 조작점들의 

집합 {𝑐}  와 조작점들의 모션의 집합을 {𝑚} 이라 

주어지면 임의의 점 𝑣의 MLS 보간 𝑓𝑚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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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𝑚(𝑣) =  ∏ 𝐴𝑗(𝑚𝑗 − 𝑚∗) +  𝑚∗,           (1) 
𝑗

 

여기서 𝐴𝑗는 단일 스칼라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 

𝐴𝑗 = (𝑣 − 𝑐∗) (∑ 𝑐�̂�
𝑇

𝑖
𝑤𝑖𝑐�̂�)

−1

𝑤𝑗𝑐�̂�
𝑇          (2)   

여기서 𝑐∗와 𝑚∗은 가중치 𝑤가 적용된 중심이며 다음이  

유도된다. 

𝑐�̂� = 𝑐𝑖 − 𝑐∗ 

𝑓𝑚(𝑣)의 타입은 𝑚 의 타입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는 

3D 공간이므로 볼륨 밀도의 𝑚(𝑣) 는 변경된 볼륨 

밀도를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공간적 위치인 𝑚 은 

변형된 위치를 찾아낸다. 

 

3. 모션 조작 요소 기반 볼륨 변형 기법 

 

볼륨 변형 기법에 필요한 모션 조작 요소를 정의하고 

두 가지 볼륨 변형 기법을 제시한다. 기법들은 조작 

요소를 시공간적으로 조합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유사한 

볼륨 변형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또한, 랜덤하게 조작 

요소를 조합해 완전 자동화 및 생성적인 볼륨 변형 

기법을 제안한다. 

 

3.1. 조작 요소 정의 

 

본 정의에서는 볼륨의 변형에 필요한 3가지 조작 

요소를 소개한다. (그림 1 참고) 

 

그림 1. 3차원 공간 내 모션 조작 요소 정의 

 

첫 번째 조작 요소는 선형 모션을 정의한다. 3차원 

공간 내 3차원 축에 대하여 선형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두 번째 조작 요소는 궤도 모션을 정의한다. 

조작점들을 기준으로 모션이 궤도 움직임을 하는 

동작이다. 세 번째 조작 요소는 중력 모션을 정의한다. 

볼륨의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조작점들이 응축됐다가 

다시 분산되는 동작이다. 

 

3.2 조작 요소 조합형 볼륨 변형 기법 

 

본 기법은 위에서 정의된 조작 요소를 바탕으로 각 

조작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유사하게 조작 

요소를 시공간적으로 조합하여 그림 2와 같이 변형된 

볼륨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이때,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조작 요소는 삼각함수와의 연산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효과를 

준다. 또한 조작 요소들을 조합할 때 조작 요소가 어느 

축에 대해서 수행되는지, 조작 요소 간 연산의 종류 

그리고 모션 조작 요소의 주기를 조정하여 임의의 

모션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 모션을 

정의하였지만 조작 요소들끼리 연산하여 조합하면 

수많은 동작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본 기법은 생성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연산의 예시로는 그림 1의 요소 

1과 요소 2를 곱셈 연산하고 주기를 조정하면 마치 

모션이 원뿔을 표면을 도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림 2. 조작 요소 조합형 볼륨 변형 기법 적용 

 

3.3 조작 요소 랜덤형 볼륨 변형 기법 

 

본 기법은 조작 요소 조합형 볼륨 변형 기법과 달리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 요소를 조합하는 것이 아닌 

조작 요소를 계속 랜덤하게 계산하여 그림 3과 같이 

볼륨 변형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한다. 매 프레임 

단위로 랜덤하게 조작 요소를 생성하지만, 그 변위는 

지난 프레임에서 조금씩 변경되게 하여 이산적으로 

끊기지 않고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3. 조작 요소 랜덤형 볼륨 변형 기법 적용 

 

4. 결 과  

  

본 논문의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게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림 4의 



상단, 곰 인형 모델의 경우 팔, 다리, 눈 그리고 코 

조작점에 대해서 그림 1의 요소 3(중력 모션)을 

설정하고 그림 2 와 같은 볼륨 변형을 주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불규칙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의 하단, 연기 모델의 경우 내부의 조작점 

8개에 대해서 랜덤으로 모션 조작 요소를 조합하여 

그림 3과 같이 마치 천천히 연기가 퍼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다. 본 결과의 동영상 시연은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cg.skku.edu/ 

pub/korean/papers/2021-kim-ksc-cvox.mp4). 

 

본 기법은 Intel(R) Core(TM) i9-10900 2.8GHz, 

GeForce RTX 3090에서 OpenGL을 사용하여 구현되었

고, 해상도는 1920x1080 (FHD)를 사용하였다. 표 1은 

매프레임 변형을 적용하는 경우의 렌더링 성능을 나타

내며, 이를 통해 본 기법이 실시간 적용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모델 연산 시간 
수동 볼륨 

변형 기법 

랜덤 조합 

볼륨 기법 

곰인형 

전체 2.712ms 2.738ms 

볼륨 변형 

연산 
0.421ms 0.430ms 

연기 

전체 2.275ms 2.306ms 

볼륨 변형 

연산 
0.292ms 0.295ms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조작 요소 조합형 볼륨 변형 기법의 경우 

볼륨 모델이 형태가 존재하는 사물이나 생물의 직관적 

변형에 적합하고 조작 요소 랜덤형 볼륨 변형 기법(은 

불규칙한 형태의 객체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데 적합하다. 

현재는 모션 조작 요소는 사용자가 정의하고 

조작점을 미리 설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애니메이션 또는 실제 영상의 

생물과 사물의 뼈대와 모션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볼륨 

모델에 적용시켜 볼륨 애니메이션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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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작 요소 조합형 볼륨 변형 기법 적용 애니메이션 프레임 단위 변화 

그림 5. 조작 요소 랜덤형 볼륨 변형 기법 적용 애니메이션 프레임 단위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