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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전후로 공간적으로 다른 재료 구성 및 
구조를 가지는 불균질 물체(heterogeneous object)
에 대한 모델링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는 
경사기능재료(functionally graded material, FGM), 

다공성 구조(porous structure) 또는 복합재료
(composite)를 가지는 물체를 표현하는데 이용되었
다.(1) 더 나아가 이를 응용하여 인체의 일부, 특히 
뼈를 불균질 물체로 모델링 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2~5) 이전 연구들에서는, 본질적으로 불균
질 물체인 뼈를 균질(homogeneous)로 가정하였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였다. 불균질 물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
학적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나, 뼈의 경우에는 불균

Key Words: B-spline Volume(B-스플라인 볼륨), CT Images(CT 영상), Heterogeneous Model(불균질 모델), 
Interpolation(보간), Reconstruction(재구성) 

초록: 복잡한 불균질성을 가지는 뼈의 경우 물성치 분포를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성치 분포에 대한 B-스플라인 볼륨 함수는 CT 영상의 각 화소값들을 
보간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뼈의 CT 영상 데이터는 3차원이며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간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많은 컴퓨터 메모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영상이 가지는 화소 간격의 균일성 및 B-스플라인 기저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 B-스플라인 볼륨 보간 문제를 단순화 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계산 시간 및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준다. 검증을 위해, 제안한 방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계산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t is known that it is expedient to represent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ies of a bone with complex 
heterogeneity as B-spline volume functions. For B-spline-based representation, the pixel values of CT images are 
interpolated by B-spline volume functions. However, the CT images of a bone are three-dimensional and very large, 
and hence a large amount of memory and long computation time for the interpolation are required. In this study, a 
method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is proposed. In the proposed method, the B-spline volume interpolation problem is 
simplified by using the uniformity of pixel spacing of the image and the properties of B-spline basis functions. This 
results in a reduction in computation time and the amount of memory used. The proposed method was implemented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computation time and the amount of memory used wer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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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이 복잡하여 B-스플라인 볼륨 함수(B-spline 
volume function)를 이용한 표현이 가장 널리 사용
된다. B-스플라인으로 표현된 불균질 물체는 메쉬 
생성, 유한요소 해석 및 기하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이용해 뼈의 불균질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CT 영상의 각 화소값
(pixel value)들을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이용해 
보간(interpolation)하는 방법(4,5)을 사용한다. 그러
나 CT 영상은 3차원이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크
며, 이로 인해 보간 계산을 위한 큰 용량의 컴퓨
터 메모리가 필요하다. 또한 보간 시간이 오래 걸
린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스플

라인 볼륨 보간 시간 및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서는 화소 간격(pixel spacing)의 균일성 및 B-스플
라인 기저 함수(B-spline basis function)의 특성을 이
용해 B-스플라인 볼륨 보간 문제를 단순화 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계산 시간 및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준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 절에서는 B-스플라인 볼
륨 함수를 이용한 불균질 물체의 표현 방법에 대
해 소개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
스플라인 볼륨 함수의 빠른 보간 방법에 대해 설
명한다. 5 절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구현 및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6절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
해서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2.1 불균질 물체의 표현 
불균질 물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는 참고문
헌 (6)에 잘 정리되어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복
셀기반 모델(voxel based model), 볼륨 메쉬기반 모
델(volume mesh based model), 양함수 모델(explicit 
function model), 음함수 모델(implicit function model), 
제어특징형상 기반 모델(control feature based model), 
제어점 기반 모델(control point based model)이 있다. 
복셀기반 모델(7,8)과 볼륨 메쉬기반 모델(9)은 공

간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나 균일한 모양으로 분할
하여, 분할된 각 영역이 재료의 분포 특성을 나타
내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복셀기반 모델은 정육
면체를 사용하고, 볼륨 메쉬기반 모델은 사면체나 
육면체를 사용한다. 이 방법들은 뼈와 같은 불균

질 물체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불규
칙한 재료 분포를 가진 물체도 표현 가능하다. 그
러나 공간을 분할한 해상도 또는 격자 크기에 따
라 모델의 정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
를 가진 물체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
확도가 높아질수록 거대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정확도가 낮은 경우에는 계단현상(aliasing)이 발생
한다. 
양함수 모델,(10,11) 음함수 모델(12,13) 및 제어특징

형상 기반 모델(14,15)은 재료 분포를 함수를 이용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재료 분포를 간
결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해상
도 독립적이며 수학적으로도 엄격하다. 이 중 제
어특징형상 기반 모델은 설계 의도를 표현하기 좋
기 때문에 가장 선호된다. 그러나 뼈와 같이 복잡
하고 불규칙한 형상을 가진 물체를 표현하기가 매
우 어렵다. 
제어점 기반 모델(4,5,16,17)은 함수를 이용해 표현

한다는 관점에서는 앞의 방법과 유사하나, 함수가 
몇 개의 제어점(control point)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주로 B-스플라인 함수(B-spline function)를 
이용해 표현한다. 이 방법은 복잡한 재료 분포의 
표현 및 제어가 용이하나, 복잡한 형상의 경계 부
분에 대한 표현이 매우 어렵다. 

 
2.2 B-스플라인 함수의 보간 
B-스플라인 함수를 이용해 곡선이나 곡면을 보

간 또는 근사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형상모델링 분
야에서 오래 전부터 제안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용
해온 방법(18)은 B-스플라인 함수의 매개변수와 주
어진 점을 매칭시킨 후, 일반적인 보간 방법이나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 특수한 경우, 로프트 곡면(lofted surface) 형태
로 보간하는 방법(19,20)도 이용한다. 

B-스플라인 함수를 이용해 볼륨을 보간하는 방
법도 제안되었다. Yang과 Qian(16)은 B-스플라인 함
수를 이용한 불균질 물체의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
을 제안하였다. Warkhedkar 와 Bhatt(5)은 뼈의 CT 
영상 데이터를 보간하기 위해 B-스플라인 볼륨 함
수를 이용하였다. Park(21)은 B-스플라인 하이퍼볼륨
(B-spline hyper-volu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3
차원 이상으로 B-스플라인 함수를 확장하였으며, 
B-스플라인 하이퍼볼륨에 대한 보간 방법을 제시
하였다. Martin 등(22)은 조화함수(harmonic function)
을 이용한 B-스플라인 보간을 통해 볼륨 데이터를 
보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뼈의 불균질성을 표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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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Warkhedkar 등의 방법(5)과 유사하
나, 본 연구에서는 B-스플라인 볼륨 함수의 빠른 
보간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다르다. 
Unser 등(23,24)도 의료 영상 이미지에 대한 빠른 B-
스플라인 보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화소 간격의 균일성을 이용해 B-스플라인 함수를 
기수 B-스플라인(cardinal B-spline) 함수로 단순화 
시키고, B-스플라인이 컨볼루션(convolution)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필터링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B-스플라인 보간을 
표현하였다. Unser 등의 방법은 본 연구와 근본적
으로 같으나, Unser 등의 방법은 필터링 연산 형태
이고, 본 연구의 방법은 행렬식 형태라는 점이 다
르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은 화소 간격이 불규칙 
한 경우로도 쉽게 확장될 수 있다. 

3. B-스플라인 볼륨 함수 기반 불균질  
물체의 표현 

B-스플라인은 컴퓨터 이용 설계(computer-aided 
design, CAD) 및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CG) 분야에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함수로 널리 
사용되며, 참고문헌 (18)에 B-스플라인 함수의 표
현 방법 및 그 특성이 잘 설명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물체의 불균질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
로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사용한다. B-스플라인 
함수로 불균질성을 표현하면, B-스플라인 함수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에서 ( + 1	) × ( + 1) × ( + 1)  개
의 제어점 ,,가 주어졌을 때,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1)

 

여기서, , ,  ∈ [0,1]는 각각 B-스플라인 볼륨의  − ,  − ,  −방향 매개변수, ,() , ,() , ,()는 각각  −,  −,  −방향에 대한 B-스플
라인 기저함수,  ,  , 은 각 기저함수의 차수
(degree)이다. 이 때, B-스플라인 기저함수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 = 1, ( ≤  < )0, ℎ , (2)

,() =  −  −  ,()	+  −  − ,() (3)

 
여기서, 
  ∈  = , , … ,  (4)
 
이며, 를 매듭(knot), 를 매듭벡터(knot vector)라
고 한다.  −,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불균질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어점을 다

음과 같이 표현한다. 
 ,, = ,, , ,,, ,, ,,, (5)

 
여기서 벡터 ,,는 위치 ,,, ,,, ,,에서의 
재료 조합률을 나타낸다. CT 영상의 HU(Hounsfield 
unit)값으로부터 뼈의 밀도(25)와 탄성계수(26)를 구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HU
값으로 재료의 불균질성을 표현한다. 
 ,, = ℎ,, (6)

4. B-스플라인 볼륨 함수의 빠른 보간 

본 연구에서는 화소값이 HU 값으로 표현된 뼈
의 3 차원 CT 영상을 표현하는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찾고자 한다. CT 영상은 원점이  = ,  ,  이며, ( + 1	) × ( + 1) × ( + 1)  개의 
화소값으로 표현되고, 각 방향에 대한 화소 간 간
격(spacing)은 ∆ , ∆ , ∆이다. 영상의 각 화소는 ,, = ,, , ,, , ,, , ℎ,,로 표현된다. 
이 문제는 화소 ,, (여기서,  = 0, 1, … ,  ;  = 0, 1, … , ;  = 0, 1, … ,  )가 주어졌을 때, 이 화

소를 지나는 차수가  ,  , 인 B-스플라인 볼륨 
함수를 찾는 문제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7)

 
이 문제의 미지수는 차수  ,  ,  , 각 ,,에 

대응하는 매듭값 (, ̅ , ) , ( + 1	) × ( + 1) ×( + 1) 개의 제어점 ,, , 그리고 매듭벡터 ,  , 이다. 차수는 사용자가 정하며, 일반적으로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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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즉, 
  =  =  = 3 (8)

 
이다. 

B-스플라인 보간을 위해, 우선 ,,에 대응하
는 매듭값 (, ̅ , )를 결정한다. 매듭값은 유일
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듭값의 선택은 볼
륨 형상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 길이(chord length)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방향에 대한 매듭값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고정된 각각의  = 0, 1, … , 와  =0, 1, …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 (여기서,  = 0, 1, … , )을 계산한다. 매개변수 의 범위를 0
에서 1로 제한하기 위해, 양 끝점에서의 매듭값을 
각각 0과 1로 고정한다. 즉, 

 , = 0 (9)
 , = 1 (10)
 
그리고 전체 현의 길이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 ∆ 

(11)

 
여기서,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 + ( − ) 

(12)

 
각각의  = 1, 2, … ,  − 1에 대해, 매듭값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13)

 
마지막으로 각각의  = 1, 2, … ,  − 1 에 대해, ,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 1)( + 1),



  (14)

 
식 (11), (13), (14)는  −방향 화소 간격이 ∆인 

영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 단순화 될 수 있다. 
  = ,, −,,

 	
= ∆

 = ∆ 

(15)

 , = , + ,, − ,, 	= , + 1 =  
(16)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1)( + 1)  	=  

(17)

  −방향과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앞에서 구한 매듭값을 평균하여 각 방향에 대한 

매듭벡터 , , 를 결정한다.  −방향 차수는 
이므로, B-스플라인의 특성 상 매듭의 양 끝 ( + 1) 개의 값은 각각 0과 1이어야 한다. 즉, 

  =  = ⋯ =  = 0 (18)
  =  = ⋯ =  = 1 (19)
 
그리고 ,  가운데  매듭  값들은  각각의   = 1, 2, …,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20)

 
매듭백터 와 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어점 ,,를 계산하기 위해 식 (7)에서 와 

를 고정시키면, 각각의  = 0, 1, … , 에 대해 식 (7)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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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각의  = 0, 1, … , 에 대해, 
 ,, =,(̅),(),,



  (22)

 
이다. 식 (21)을 풀어 쓰면, 각각의  = 0, 1, … ,와  = 0, 1, … , 에 대해 다음과 같다. 
  = , (23) 
 
여기서, 
 

 = ⎣⎢⎢
⎡,,,,⋮,,⎦⎥⎥

⎤,	 (24)

 

 = ⎣⎢⎢
⎡,() ,() ⋯ ,(),() ,() ⋯ ,()⋮ ⋮ ⋱ ⋮,() ,() ⋯ ,()⎦⎥⎥

⎤, (25)

 

 = ,,,,⋮,,
 (26)

 
이다.  
식 (23)~(26)에서, 는 b 와 c 에 독립적이며, ,  ,  , ℎ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LU 분해(LU 

decomposition)를 이용해 풀면 행렬 을 구할 수 
있다. 
행렬 의 계산은 ()의 계산시간이 필요하며, ()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 (25)에서 ,는 매듭간격  , 에 대해 많아야 ( + 1)

개만 0 이 아니므로, 행렬  는 반크기(semi-
bandwidth)가 ( − 1)인 띠행렬(band matrix)로 표현
할 수 있다.(18) 그러면 ()의 계산시간만 필요
하며, () 의 메모리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 이므로 계산속도와 메모리 효율을 크게 높
일 수 있다. 
행렬 을 구한 후, 식 (22)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 ,(̅),,
  

(27)

 
여기서, 각각의  = 0, 1, … ,에 대해, 

,, =,(),,
  (28)

 
이다. 식 (27)은 식 (21)과 같은 형태를 가지므로,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며, 이로부터 ,,를 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 (28)을 이용해 모든 ,,를 찾을 수 있다. 

3 차원 영상의 경우에는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 위치는   
별도의 계산 없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29)
 
여기서, 벡터 는 영상의 원점 좌표이다. 따라서 
식 (21)~(28)로부터 ℎ,, 만 계산하면 된다. 이는 
계산 시간을 1/4로 줄여준다. 

5. 구현 및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위해 프로그
램을 구현해 실험을 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로 국
내에서 구축한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인 Visible 
Korean(VK)(27)의 여성 CT 영상을 이용했으며 대퇴
골(femur) 부분의 영상을 분할(segmentation)하여 
사용했다. 대퇴골 영상은 128 × 128 × 481개의 화
소로 구성되어 있다. 테스트는 인텔 코어 i7-3770 
CPU 와 8GB 램을 가진 PC 에서 64 비트 코드로 
구현한 뒤 진행하였다. 행렬은 배정도 실수(double) 
형식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시간 및 메모리 사용
량을 비교하기 위해 ()  시간이 걸리고 ()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기존 방법과 ()  시간
이 걸리고 ()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제안한 
방법을 모두 구현하였다. 
구현 결과의 검증을 위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

고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3 차 B-스플라인 볼륨을 
생성한 후, 테스트 데이터의 화소 간격과 동일한 
간격으로 B-스플라인 볼륨의 점들을 샘플링 했다. 
같은 간격으로 샘플링 했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
와 샘플링 한 결과는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Fig. 1(a)는 테스트 데이터의 관상단면(coronal 
section) 일부를 보여주고, Fig. 1(b)는 이를 B-스플
라인 볼륨으로 보간한 후 다시 샘플링을 하여 얻
은 영상이다. 두 이미지는 샘플링 점에서 오차 없
이 동일한 화소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Fig. 
1에서 시각적으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방법의 경우 평균 20,010 ms 가 걸렸고 약 

7260 KB의 메모리가 사용되었다. 반면, 제안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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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The experimental result: (a) the test data and (b) 
the image generated from the interpolated B
spline volume 

 
법의 경우 평균 1,338 ms 가 걸렸고
메모리가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에서도
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스플라인 볼륨 
을 이용해 뼈의 불균질 모델을 구성할
되는 시간 및 메모리 사용량을 줄기기
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지고 있는 화소 간격의 균일성 및
저 함수의 특성을 이용해 B-스플라인
문제를 단순화 시켰다. 그리고 구현
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B-스플라인 볼륨 함수로 

우, B-스플라인을 정의하기 위해 많은
과 매듭벡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B
의 제어점과 매듭벡터를 줄이는 방법에
가 필요하다. 또한 B-스플라인 볼륨을
양한 응용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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