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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 에서는 3차원 튜브 형태의 구조를 3차원 좌표를 갖는 점집합으로 추출했을 때, 이 점 집합에서 튜브를 관통하는 단위 

벡터 및 방향성(orientation)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3차원 좌표를 정사영시킴으로써 2차원으로 차수를 

낮추고, 그 처리를 간단하게 하였다. 또 내부를 구성하는 최대 넓이 폐곡선을 구성하는 점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에서 제안한 방법은 정규화 된 튜브를 처리했을 때 중심(centroid) 및 방향성(orientation)을 의도한 값과 거의 동일하게 얻을 

수 있었다.

키워드: 무게중심(Centroid), 방향(Orientation), 3차원(3-Dimensional), 폐곡선(Closed curve), 점집합(Point clouds)

I. Introduction

고리 형태의 점집합(point clouds)에서 내부 빈 공간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부 빈 공간의 안쪽 벽을 구성하는 점들을 선택

하고, 구성된 점들로부터 폐곡선을 구해서 그 폐곡선의 중심

(centroid)을 계산함으로써 얻어진다.[1]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2차원으로 구성된 튜브형태 구조의 점

집합에서는 정사영(orthographic projection)을 통해 차원을 낮춰 

계산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튜브 구조의 모델을 3차원 벡터의 점(point 

clouds)으로 추출했을 때, 추출된 점들을 이용하여 튜브 구조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내경을 구하기 위해 가장 큰 내부의 빈 

공간을 구성하는 점들을 선택하는 알고리즘과 3차원 튜브에서의 

최대 내경을 찾아서 그 때의 튜브에 대한 방향을 찾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Alpha shape
유한 점집합에서 유클리드 평면의 구간 별 선형 곡선 집합을 구

하는 알고리즘으로 점집합의 모양을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두 점

에 접하는 원(disc)을 정의하고 원 내부에 어떠한 점도 포함하지 

않을 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선형 곡선 집합에 포함시킨다.[4] 

III. The Proposed Scheme

2.1 내부 폐곡선의 선택 방법

고리형태의 점집합에서 고리의 내부를 구성하는 최대 넓이의 

폐곡선을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기본적으로 극좌표계로의 

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극좌표계로의 변환 시 모든 점

을 변환하되 에 대해 정렬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 점집합을 극좌표계로 변환을 한다.
2단계 : 단위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점을 선택한다.
3단계 : 선택된 점들을 통해 중심 값을 구한다.
4단계 : 3단계에서 얻은 중심 값을 극좌표계로 변환할 때 다시 

그 중심(원점)으로 사용하여 1~2단계를 1회 반복하여 

최종 내부 폐곡선을 구한다.
단위 범위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점들의 개수로 일정 개수를 샘

플링 하는 방법과 일정 각도를 범위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정 각도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의 경우 일정 각도 내에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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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장 가까운 점을 선택한다. 이 방법의 경우 점들의 분포가 고

르게 되어있지 않을 때에는 점이 잘못 선택될 수가 있다. (Fig. 1)
일정 개수를 샘플링 하는 방법의 경우는 일정 개수의 점들을 샘플

링 한 뒤 그 중 가장 원점과 가까운 점을 선택하고 선택된 점 이후

로 다시 일정 개수를  샘플링 한다. 이 방법은 일정 각도 내를 범

위로 하는 방법보다 정밀한 결과를 보인다. (Fig. 2)

Fig. 1. Miss sampled points Fig. 2. Nice sampled points

 
폐곡선의 centroid 및 넓이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 수식 (1)과 같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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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차원 튜브 형 점집합

3차원 튜브 형 점집합에서 이 튜브를 관통하는 단위 벡터를 검

출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하나의 평면으로 정사

영 시킨 뒤 2.1절에서 언급한  2차원 내부 폐곡선 선택 알고리즘

을 수행한다. 이때 튜브 구조를 평면적으로 보는 각도(방향)에 따

라 그 내부 폐곡선의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2] 따라서 두 축에 

대해 점집합을 일정 값 만큼 회전시켜 내경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중 내부 폐곡선으로 이루어지는 최대 넓이를 가질 때의 단위 벡터

를 찾는다. 
Fig. 3 은 이러한 처리에 대한 흐름을 보인 것이다.

Fig. 3. Processing flow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해 내부 폐곡선이 최대 넓이를 가질 때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이 단위 벡터를 통해 튜브의 방향

(orientation)을 구한다. 이렇게 얻어진 튜브의 방향은 이 튜브 내

부를 관통하는 각도가 된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점집합의 밀도에 따른 적절한 점들의 샘플

링 개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이 샘플링 된 점들의 개수에 따

라 내부 폐곡선을 구성하는 점들의 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샘플링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3차원 튜브 형 점집합에서의 평면적 중심과 방

향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신경외과적 임상 수술 시에 경추의 척추경

(pedicle)에 대한 방향성과 최단경을 구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방

법이며, 향후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튜브 형 구조의 시뮬

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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