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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영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많아졌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

른 3 차원 가시화 결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전에 제시된 많은 방법들은 실시간 응답 결과를 기대

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의료영상을 빠른 속도로 3 차원 가시화하는 방법과 

그 구현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구현에 있어 자바를 이용함으로써 플랫폼 독립적이며 OpenGL 을 기

반으로 한 자바 3D API 를 사용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3 차원 가시화 결과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1.  서론 

의료 영상(MRI, CT 등)의 3 차원 가시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실시간 처리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텍스쳐 매핑은 기하

학적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가시화 시뮬레이션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2]. 

이러한 실시간 처리는 병렬 패러다임을 이용한 방

법 및 하드웨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

고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랜더링 기법은 실시간 처리

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병렬 패러다

임을 이용한 방법은 특별한 하드웨어적 설계와 이

러한 병렬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

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하드웨어를 이용한 영상처리에서는 표준

화되지 않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하드웨어를 이용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호환성 문제가 대두되었다[3][12]. 하

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수행능력을 향상시킨 

여러 가지 방법들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 OpenGL

과 같은 여러 가지 표준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개선

하여 좀 더 확장성 있고 이식하기 쉽도록 이러한 

하드웨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주변 장치 또한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다. 게임 산

업의 발달로 성능이 우수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카

드가 많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카드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양의 버퍼를 확보하고 

있으며 3 차원 및 2 차원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디

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텍스쳐 매핑을 이용한 의료 영상의 3 차

원 랜더링 기법과 구현에 관련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3 차원 랜더링(rendering)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마칭 큐브(marching cube)와 

같은 방법은 3 차원 랜더링을 위해 표면을 다각형

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비록 컴

퓨터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점차 영상 

데이터량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3 차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와의 상호동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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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처리 단계를 거쳐 계산시간

을 줄이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3 차원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를 이용한 볼륨 랜

더링 기법은 빠른 속도로 3 차원 물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1994 년 실리콘 그래픽스 사의 

RealityEngine graphics system[1]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1998 년에 InfiniteReality graphics system[4]에서 소개

되었다. 실리콘 그래픽스 사에서는 소개한 시스템

에서 OpenGL 을 확장하여 3 차원 가시화 방법을 제

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ullip 과 Neumann[5]에 의해 발표

되었던 방법을 바탕으로 3 차원 랜더링을 하였다. 

그들이 제시했던 방법을 자바를 이용하여 쉽고 빠

르게 3 차원 랜더링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또

한 인터액티브하게 랜더링 결과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3 장에서는 텍스쳐 매핑을 이용한 볼륨 랜더링 

기법과 자바를 이용한 구현에 관하여 기술하며 4

장에서는 구현된 3 차원 결과물에 대해, 그리고 마

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3. 볼륨 랜더링 기법 및 구현 

3.1. 2차원 텍스쳐를 이용한 볼륨 랜더링 

볼륨 랜더링은 영상 데이터를 3 차원 가시화를 

위한 유용한 기술이다.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를 이

용한 볼륨 랜더링 기법은 2 차원 또는 3 차원 텍스

쳐 슬라이스를 이용하여 직접 가시화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레이-캐스팅(ray-casting)과 비슷한 방법이

며 거의 동일한 수준의 3 차원 가시화 결과를 생성

해 낸다.  

이러한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를 이용한 볼륨 랜

더링 기법은 3 차원 텍스쳐를 이용하는 방법과 2 차

원 텍스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3 차

원 텍스쳐를 이용한 방법은 2 차원 텍스쳐를 이용

한 방법에 비해 좋은 결과를 생성해 내며 더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2 차원 텍스쳐를 이용한 방법은 

거의 모든 OpenGL 버전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림 

1 은 2 차원 텍스쳐를 이용한 랜더링 기법에 대해 

도시화 한 것이다. 각 2 차원 텍스쳐 슬라이스를 배

열하여 보는 시각에서 병렬적으로 브렌딩(blending) 

연산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브렌딩 연산은 Over, 

Attenuate,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Under 가 있다. 

이러한 연산들은 이미 OpenGL 과 같은 그래픽 라

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다.  

 

 

그림 2 텍스쳐를 이용한 3D 가시화[8] 

그림 2는 텍스쳐를 이용하여 3 차원 가시화를 하

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박스는 클리핑 

박스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 차원 텍스쳐를 이용한 볼륨 랜

더링 기법을 사용하여 의료 영상을 3 차원 가시화

를 하였다.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를 이용한 3 차원 볼륨 랜

더링 기법은 메모리의 속도, 시스템 아키텍쳐의 버

스 속도,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캐쉬의 속도, 운영

체제의 오버헤드 등에 의해 랜더링 속도가 좌우된

다.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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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Display
Generator

Geometry
Engine

 

그림 3 그래픽 하드웨어 아키텍처 

3.2. 시스템 구조 및 구현 

� 시스템 구조 

구현된 시스템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me Buffer

Graphic Hardware

OpenGL

Java 3D API

Application

 
그림 4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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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차원 텍스쳐를 이용한 랜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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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하부에 3 차원 텍스쳐 매핑을 지원하는 가

속 그래픽 하드웨어, 그 상위 계층에 OpenGL, 그리

고 자바 3D API 가 존재한다. 자바 3D API 는 

OpenGL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구현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을 3

차원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바를 

사용하여 구현을 하였다. 자바는 플랫폼 투명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현재 많은 시스템(윈도우, 유닉

스 등)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자바를 사용함으로써 

확장성,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좀 

더 유연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현에 있어서 자바 3D API 를 사용하

였다. 자바 3D API 는 OpenGL 을 바탕으로 작성되

었으며 3 차원 그래픽을 위한 고성능의 API 이다[6]. 

씬 그래프(scene graph) 구조를 사용하여 3 차원 물체

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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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s Lo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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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바 3D 씬 그래프 구조[6] 

위의 그림 5은 자바 3D 의 씬 그래프 구조를 도

식화한 것이다. 씬 그래프 구조는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이클(cycle)을 포함하지 않는 

DAG(directed acyclic graph) 구조이다. 이러한 씬 그

래프 구조는 노드객체로 구성되는데 노드 객체는 

그룹노드 객체와 리프노드 객체(leaf node objects)로 

나누어진다. 그룹노드 객체는 하나 이상의 자노드

들로 구성되어지며 단 하나의 부노드를 갖는다. 리

프노드 객체는 실제 모양이나 빛 등과 같은 것을 

정의한다. 자바 3D API 는 구성되어진 씬 그래프를 

바탕으로 3 차원 객체를 생성한다. 아래의 코드는 

그룹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본 구현에서 사용한 일

부 코드이다. 

 

public BranchGroup createSceneGraph(String[] args) { 
      BranchGroup objRoot = new BranchGroup(); 
 
      centerGroup = new TransformGroup(); 
      

centerGroup.setCapability(TransformGroup.ALLOW_CHI
LDREN_WRITE); 

       
      Transform3D centerXform = new Transform3D(); 
 
      centerGroup.setTransform(centerXform); 
 

objectGroup = new TransformGroup(); 
… 

} 

4. 구현결과 

다음은 의료 영상을 구현된 프로그램으로 실행한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구현된 결과는 아래의 그림

과 같다[그림 6].  

 

  
 

  

그림 6 구현 결과 

 

실험 데이터는 256*256*109 크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6에서 좌상단은 좌측에서 투시한 것이고, 

우상단은 위에서 투시한 것이다. 실험 환경은 다

음과 같다. 펜티엄 II 300Mhz 듀얼 프로세서, 256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인터페이스 카드는 하드

웨어 가속능력이 있는 밀레니움 G400 환경 하에

서 수행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의료 영상의 크기가 방대해지고 3 차원 랜더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요구가 많아졌다. 

그리하여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3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마칭큐브나 레

이 케스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은 실시간

으로 3 차원 구성 결과를 디스플레이 하기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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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병렬 컴퓨팅 환경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특정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다. 이러한 병렬성을 위

해 특별히 제작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필수적이

다. 컴퓨터시스템이 발전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3 차원 가시화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실시간으로 사

용자가 보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벗어나고자 성능이 우수한 그래픽 하드웨어를 바탕

으로 의료 영상을 3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자바를 

사용함으로써 플랫폼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였다. 또한 자바 3D API 를 

사용하여 3 차원 가시화를 하였으며 좀 더 유연하

고 쉽게 3 차원 가시화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을 이용한 방법은 마칭큐브

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랜더링 기법에 비해 빠른 

속도로 3 차원 랜더링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으며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가시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과 

연동하여 빠른 속도의 3 차원 가시화 결과를 사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작업 환경

을 구축할 수 있다. 공동작업 환경은 실시간 디스

플레이가 필수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바는 인

터넷에서 동작하도록 작성하기 쉽다. 이러한 공동

작업 환경은 원격진료와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랜더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연구가 또 다른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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