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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공기 메쉬(Air meshes)를 이용하여 고체의 충돌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프리미티브 단위의 충돌 처리는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간격

(Time-step), 3차 방정식과 같은 큰 계산 과정을 필요로 했으며, 장면 복잡도에 따라 DCD(Discrete 

collision detection)뿐만 아니라 CCD(Continuous collision detection)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공기 메쉬 기법을 통해 충돌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

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원본 공기 메쉬 접근법은 시뮬레이션 메쉬가 아닌, 주변 공기를 메쉬화시키고 이들의 

변형을 부피로 근사하여 충돌 여부 및 처리를 인지하고 예측했다. 공기 메쉬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치적인 

수렴을 위해 정삼각형을 유지하려는 제약사항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장면에 따라 노이즈한 결과

를 나타내며, 헤어나 털 시뮬레이션과 같은 라인 형태인 시뮬레이션에서는 경계 문제가 더욱더 민감하게 나

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 메쉬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노이즈가 완화된 충돌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의 헤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면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키워드: 공기 메쉬(Air meshes), 충돌 검사(Collision detection), 메쉬 최적화(Mesh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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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혼합현실과 메타버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 고품질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는 기술들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특히 충돌처리를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보다 더 큰 계산을 요구하며, 

고품질에 대한 콘텐츠는 충돌처리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로 결정되기도 한다[2,3]. 

전통적인 충돌처리와는 다르게 공기 메쉬라는 접근법을 NVIDIA에

서 제안되었다[4]. 기존 공기 메쉬는 충돌검사에 최적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메쉬를 이루고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에지를 플립

(Flip)해주는 방법을 제안했다[4].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충돌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로프나 옷감 같은 부피가 없는 물체는 일정한 두께가 필요하

다.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삼각형이 유지해야하는 부피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에지 플립이 되기 전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삼각형 

품질 계산 방법을 제안한다. 

Fig. 1. Classic Air meshes[4] (blue : rope, gray : ai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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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posed Scheme

2.1. Novel constraint for calculating triangle quality

먼저 물체를 구성하는 에지를 오브젝트 에지라 하겠다. 충돌검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공기 메쉬를 유지하는 방법은 삼각형을 구성하는 

에지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삼각형을 구성하는 에지가 

모두 오브젝트 에지가 아닐 경우 정점들의 충돌을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점들로 구성될 때가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이는 

정삼각형 형태와 동일하다. 오브젝트 에지가 있을 경우 에지와 정점의 

충돌을 검사하므로 가장 최적화된 형태는 에지와 정점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수록 적합하다. 이는 오브젝트 에지를 기준으로 둔각이등

변삼각형 형태와 같다. 공기 메쉬가 이러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삼각형 품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cos (1)

수식 1에서 는 플립에지의 반대편의 각도이다 (Fig. 2 참조). 

에지 플립할 때 플립되는 에지가 오브젝트 에지일 경우 물체 관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직 공기 메쉬의 에지일 때만 플립되도록 제한된다.

Fig. 2. Flip edge and neighbor triangles. 

이 제한 덕분에 오브젝트 에지가 없는 삼각형에서는 모든 각이 

최소가 되도록 플립되기 때문에 세 각이 같아지면서 정삼각형 형태에 

가깝도록 만들어진다. 오브젝트 에지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오브젝

트의 반대편에 있는 각을 제외한 모든 각이 최소가 되도록 플립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에지를 기준으로 둔각이등변삼각형 형태에 가깝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단지 플립되는 에지 반대편의 각이 작도록 유지하

는 것이 최적화된 공기 메쉬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Fig. 

1과 Fig. 3를 비교하면 기존 에어 메시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Our method (blue : rope, gray : air mesh). 

하지만 삼각형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에지의 길이에 따라 충돌이 

인식되는 삼각형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플립되기 전 불필요

한 충돌이 발생한다. 이 충돌은 Fig. 2b와 같이 플립되는 에지의 

이웃한 삼각형 중 정점을 공유하지 않는 에지 두 개가 오브젝트 

에지면서 수식 1의 삼각형 품질의 차이가 적을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식 2로 삼각형 품질을 계산한다. 

  (2)

수식 2에서 는 오브젝트 에지를 기준으로 한 삼각형의 높이이다 

(Fig. 2 참조). 오브젝트 에지가 있는 공기 메쉬의 삼각형에서 충돌 

검사를 할 때 오브젝트 에지를 기준으로 한 삼각형의 높이가 두께보다 

작아지면 충돌로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삼각형의 높이가 커지도록 

플립 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립하는 에지의 이웃한 삼각형들의 품질 중 가장 

작은 품질이 높아질 때 플립했다. 그리고 수식 1의 품질의 차이가 

0.01이하면서 정점을 공유하지 않는 오브젝트 에지가 존재할 때 

수식 2로 품질을 계산했다.

2.2. Limitation of triangle flip

삼각형이 크게 뒤집힌 상태에서 에지 플립을 하게 되면 물체가 

뒤집힌 삼각형 사이에 끼는 상황이 발생한다 (Fig. 4 참조). 

Fig. 4. Stuck situation (blue : rope, gray : air mesh, 

black : boundary, upper left : flippe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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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충돌계산을 먼저 하고 에지 플립을 진행하면 뒤집힌 

삼각형이 펴진 상태에서 플립하게 되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프레임에서 충돌에 최적화된 메쉬 형태로 유지시

킬 수 없기 때문에 객체의 위치변화가 크면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진행방향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에지플립

을 계산하되 위치변화가 물체의 두께보다 작도록 제한을 주어 문제점

을 완화했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물체가 뒤집힌 삼각형 사이에 낀다 

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게 된다.

2.3 Collision

충돌처리는 PBD(Position based dynamics)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5]. 삼각형 충돌처리 또한 에지 플립처럼 삼각형에 오브젝트 에지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수식 3~4 참조).

  ×  ≥  ∙  (3)

    ×   ≥ max×m in





× (4)

위 식에서 ∼ 은 삼각형의 정점 위치, 는 두께를 의미한다. 

먼저 삼각형에 오브젝트 에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식 3을 이용했다. 

수식 3에서 은 삼각형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에지 중 가장 큰 에지의 

유지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큰 유지길이에 

두께를 곱한 만큼을 유지하도록 하여 충돌을 처리했다.

삼각형에 오브젝트 에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점끼리의 충돌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정점끼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의 

가장 작은 에지가 두께보다 작을 경우이다. 따라서 삼각형의 가장 

작은 에지의 길이가 두께일 때의 넓이로 유지하여 충돌을 처리했다. 

이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넓이는 에지의 길이가 두께와 같은 

정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따라서 삼각형에 오브젝트 에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수식 4와 같이 계산한다. 수식 4에서 는 현재 삼각형의 

넓이, m in 은 가장 작은 에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III. Results

본 논문에서 에어 메시 최적화의 삼각형 품질 계산은 GPU 프로그래

밍을 통해 병렬적으로 계산했고 에지 플립은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충돌처리는 병렬 프로그래밍에 효율적인 자코비 방식으로 계산했다.

메시 최적화는 플립 할 에지가 없을 때까지 반복 계산했다. 보통 

5번 정도 반복 계산되었고 에어 메시 삼각형이 많거나 물체 이동범위가 

커질수록 더 많이 반복된다. 테스트한 장면에서는 최대 약 50번 

반복 계산되었다. 충돌처리는 반복횟수에 제한을 주었고, 테스트한 

장면들은 물체 개수에 따라 10~100번으로 제한했다. 오브젝트는 

충돌처리와 같이 PBD기법으로 구현하였다[5].

Fig. 5. (a), (b) is low quality object simulation and (c), (d) is object 

and rope simulation. (e), (f) is high quality rope simulation.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와 여러 장면들을 테스트 해보았다 (Fig. 

5 참조). 장면복잡도가 높아질수록 3.3절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충돌처리 반복횟수 제한을 높여 해결했다.

Scene
# of 

object

# of air 

element

Collision 

iteration
Collision

Mesh 

optimization

(a), (b) 314 585 10 1.1ms 0.8ms

(c), (d) 511 1,109 30 3.0.ms 1.0ms

(e), (f) 5,593 16,403 100 10.0ms 8.0ms

Table 1. Our results. (a, b) : low quality solid 

simulation, (c, d) : solid and rope simulation, (e, f) : 

high quality rope simulatio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공기 메쉬를 이용하여 고체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

는 충돌처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전 기법에서는 삼각형이 뒤집어지거나 표면이 일그러

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우리의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고체뿐만 아니라, 헤어나 털과 같은 가닥 시뮬레이션에서도 우리의 

방법은 안정적으로 잘 수행되었다. 향후 공기 메쉬를 쿼드트리와 같이 

적응형 자료구조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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