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567

● 요   약 ●  

헤어 시뮬레이션은 수많은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어 동역학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계산양이 큰 범주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곱슬머리 형태를 유지하려는 제약은 더 큰 계산을 요구하며, 본 

논문에서는 수분에 의해 곱슬머리가 젖었을 때 표현되는 구부러짐과 수축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

리즘을 제시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곱슬머리에 대한 헤어 시뮬레이션은 곱슬머리의 회전(Curl)형태를 유지하

려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지만, 강한 외력에 의한 회전형태만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수분이나 열에 의한 곱슬

머리의 상태변화는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로 스무딩

된 헤어 커브를 따라 회전의 수직 성분을 추출하여 회전의 세로방향 신축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다. 우리의 헤어 모델은 곱슬머리의 회전과 신축성을 제어하기 위해 스프링 동역학을 사용하며, 젖은 헤어의 

부분적인 상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헤어 시뮬레이션(Hair simulation), 곱슬머리(Curly hair), 젖은 머리(Wet hair), 

스프링 동역학(Spring dynamics)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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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헤어는 캐릭터의 헤어스타일과 동물의 털, 옷감의 재질을 표현할 

때 자주 활용된다. 현실에서 헤어는 흔한 재질이나 이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수많은 가닥으로 

구성된 헤어를 물리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많은 계산 비용과 

복잡한 수치해석이 필요하다[1].

자연에서 직선 형태의 헤어 및 털 형태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컬(Curl)을 가지고 있는 곱슬 형태의 헤어 또한 손쉽게 주위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 참조).

Fig. 1. Curly strand in real world. 

수분이나 열에 의해 헤어는 다양한 상태변화를 표현한다 : 직모인 

헤어가 수분에 의해 곱슬 형태로 변화하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헤어는 다양한 상태변화에 물리적 반응이 나타나지만, 직모에 비해 

곱슬머리는 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분/열에 의한 물리적 현상을 

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 곱슬 헤어의 동역학을 

제안한 기존 연구에서는 헤어 입자간의 선형 스프링(Linear spring) 

외에 굽힘 스프링(Bending spring), 코어 스프링(Core spring)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컬의 원본 곱슬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했

다[2]. 하지만 이 기법은 헤어 컬의 형태만을 유지할 뿐 헤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곱슬머리가 수분에 

의해 상태변화 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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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posed Scheme

1. Curly hair

본 논문에서 헤어 모델은 질량-스프링을 기반으로 한 곱슬머리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2]. 이 연구에서는 IIR 베셀 필터

(Bessel filter)로 스무딩 함수를 정의하여 스트레치 스프링, 굽힘 

스프링, 코어 스프링 집합으로 헤어 모델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방식과 유사하게 스프링 모델을 구성하고,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컬의 신축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힘을 추가해 헤어의 상태변화를 

모델링한다.

2. Constraint model for wet hair

헤어 입자의 현재 위치를   ⋯    로 정의하고 

IIR 베셀 필터로 스무딩된 헤어 입자의 위치를 

 ′  ′⋯ ′으로 정의하였을 때 컬의 신축성을 제어

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식 1과 Fig. 2 참조).

  
′
 

′

  
′


′ (1)

위 식에서 는 힘의 계수이고 는 댐핑(Damping) 계수이다.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 값에 따라 0< <1 

을 유지해야 하며,는 스트레치 스프링의 계수보다 작아야 한다.또

한, 가 1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나 컬이 넓어지고 작을수록 힘의 

영향이 커져 컬의 세로방향 신축성이 작아진다.

Fig. 2. Our method 

이전 방법에서는 스무딩된 에지인 의 길이와 스무딩된 원본 

에지인 의 길이 차이를 이용하여 헤어 입자의 원본 컬의 방향인 

으로 힘을 적용된다 (Fig. 3 참조).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아무리 계수를 높여도 원본 에지만을 유지한다.

Fig. 3. Constraint with previous method[2]. 

Fig. 4와 같이 기존의 헤어 모델은 곱슬 헤어 모델에 사용된 계수들을 

높게 설정하여도 원본 굽힘을 최대한 유지하려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 접근법은 강한 힘을 적용해서 해당 컬에 대한 제약만을 표현할 

뿐 그 이상의 상태변화는 모델링하기 어렵다.

Fig. 4. Curly hair simulations[2].  

3. Wet gradation

본 논문에서는 헤어 입자마다 값을 지정하여 세그먼트별로 

상태변화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 상태변화를 적용하여 

값을 설정하면, 값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부자연스럽게 방향이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값을 상태 

변화를 원하는 구간과 아닌 구간 사이에 가중치 그라데이션을 적용하

여 이 문제를 완화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곱슬 헤어 시뮬레이션의 기존의 연구에 젖은 헤어의 

상태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헤어 동역학 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젖은 헤어에서 발생하는 군집화 현상 등 다양한 헤어의 

상태 변화에 대해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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