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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aunay refinement algorithm is a classical method to generate quality triangular meshes when

point cloud and/or constrained edges are given in two- or three-dimensional space. It computes

the Delaunay triangulation for given points and edges to obtain an initial solution, and update

the triangulation by inserting steiner points one by one to get an improved quality triangulation.

This process repeats until it satisfies given quality criteria. The efficiency of the algorithm

depends on the criteria and point insertion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ccel-

erate the Delaunay refinement algorithm by applying geometric hashing technique called bucket-

ing when inserting a new steiner point so that it can localize necessary computation. We have

tested the proposed method with a few types of data sets, and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strong linear tim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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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차원 공간에 임의의 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들을 모두 연결하여 모서리 이외에는 겹치지 않

는 삼각형들의 집합을 구성하는 것을 삼각화

(triangulation)라 한다. 삼각화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중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의 쌍대(dual) 구조로 잘 알려져 있는 딜

러니 삼각화(Delaunay triangulation, 이하 DT)는

삼각형의 최소 각을 최대화 하는 성질로 말미암아

높은 품질의 삼각형 메시를 생성하기 때문에 컴퓨

터 그래픽스, 역공학, CAE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1,2]. 그러나 딜러니 삼각화

역시 주어진 점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품질

이 낮은 삼각형도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점들의 위치를 이동하거

나 추가적인 점들(steiner points)을 더하여 삼각화

를 개선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이란 딜러니 삼각화가 주

어져 있을 때, 품질 낮은 삼각형의 외접원 중심에

새로운 점으로 추가하여 딜러니 삼각화를 반복적

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Chew[3]와 Ruppert[4]의 선

구적인 연구 이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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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알고리듬이 단순하고 품질 높은 삼각형

메시(quality triangular mesh)를 생성할 수 있기 때

문에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Chew는 두 가지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을 발표

하였는데[3,7], 첫 번째 알고리듬은 주어진 딜러니

삼각화에서 모서리의 최소길이를 lmin이라 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lmin 보다 큰 삼각형의 중심에

새로운 점을 추가하여 딜러니 삼각화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삼각형들의 모양과 크기가 균

일한 삼각화를 구성할 수 있고, 모서리의 최소 길

이로 lmin을 유지한다.

반면 Ruppert의 알고리듬[4]은 삼각화를 구성하

는 삼각형들의 최소 각이 주어진 값인 α 이상 될

때까지 딜러니 개선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Chew의 결과와 같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크기는

아니지만 정삼각형에 가까운 삼각형들로 삼각화

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Ruppert의

알고리듬을 구현하여 이를 가속화하는 방법을 제

안하며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딜러

니 개선 과정과 Ruppert의 알고리듬을 간략히 설

명하고 가속화 방법론을 제안하며, 3절에는 가속

화 구현 및 실험 방법을 설명한다. 4절에서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 후, 5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방 법

본 절에서는 Ruppert의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을

간략히 설명하고 기하학적 해싱을 이용한 가속화

방법을 제안한다. 

2.1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은 꼭지점 집합과 세그먼

트(segment)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꼭지

점을 세그먼트 위 또는 삼각형의 외점원 중심에

추가하여 주어진 품질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

화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종 삼각화의 꼭

지점은 주어진 꼭지점을 모두 포함하며, 삼각화의

모서리가 놓이는 영역은 주어진 세그먼트가 차지

하는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품질 제약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조건의 예

로는 삼각화 내의 모든 삼각형 중 최소 각(minimum

angle), 삼각형의 최대 크기, 모서리의 최대 길이,

삼각형의 최소 개수 등이 될 수 있다. 

Fig. 1은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의 입력과 수행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의 파란색 점은 입력

꼭지점을 나타내고, 붉은색의 선분은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Fig. 1(b)에서와 같이 결과 삼각화는 초

기 꼭지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초기 세그먼

트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될 수 있으며, 모

든 세그먼트는 삼각형의 모서리를 이루어야 한

다. 초기 꼭지점 이외에 세그먼트 위 17개와 나머

지 8개의 꼭지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b)는 품질 조건으로 최소각 30°를 적용한 결

과이다. 

2.2 Ruppert의 알고리듬

Ruppert의 알고리듬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

본 연산은 split_triangle과 split_segment이다. 

Split_triangle 연산은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연산으로, Fig. 2에서와 같이 얇

은 삼각형 t가 있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 중심을 삼

각화의 새로운 꼭지점으로 추가하고 지역적으로

Fig. 1 Delaunay refinement algorithm: (a) input graph

consisting of 14 vertices and 8 segments, and (b)

resulting Delaunay triangulation with minimum

angle of 30° 

Fig. 2 Two operations of Ruppert’s algorithm: (a) split_

triangle, and (b) split_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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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새로운 딜러니 삼각화를 구성하는 연산

을 말한다. 본 연산을 수행하면 삼각형 t의 최소각

이 두 배가 되어 지역적으로 품질이 더 좋은 삼각

화를 얻을 수 있으며, 얇은 삼각형들에 반복적으

로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품질이 높은 삼각화를 얻

을 수 있다. 

Split_segment 연산은 세그먼트의 중심에 새로운

꼭지점을 추가하고 두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한 후

지역적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딜러니 삼각화를 구

성하는 것을 말한다. Fig. 2(b)에서와 같이 세그먼

트(붉은 모서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세그먼트

원(segment circle)이라 하고, 세그먼트원이 다른

꼭지점을 포함하면 해당 세그먼트는 위반한다고

표현한다. Split_segment 연산은 위반하는 세그먼

트에 대하여 실행하며, 위반 세그먼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Fig. 2(b)에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세그먼트원이 다른 꼭지점을 포함하기 때문

에 split_segment 연산을 수행하여 가운데 그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운데 그림의 위쪽 세그

먼트가 위반하기 때문에 split_segment 연산을 다

시 수행하여 우측 그림의 결과를 얻었다. 

Ruppert의 알고리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ig. 3에서는 Ruppert 알고리듬의 실행 예를 보

여준다. Fig. 3(a)는 입력 점들과(파랑) 세그먼트들

(빨강)로 이루어진 입력 그래프이고, Fig. 3(b)는 꼭

지점(파랑)들에 대한 딜러니 삼각화이다. 참고로

이 단계에서 붉은 색의 세그먼트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Fig. 3(c)는 품질 조건으로 최소각을

20°로 정하여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을 수행한 결

과이다. Fig. 3(d)는 최소각을 30°로 두고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3에서 입력 그래프는 131개의 꼭지점과 131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고, Fig. 3(c)의 삼각

화 결과는 299개의 꼭지점과 596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3(d)의 결과는 768개의 꼭

지점과 1,532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

질 조건을 높이면 정삼각형에 가까운 삼각형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삼각형들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의 가속화

Ruppert 알고리듬에서 2.2는 얇은 삼각형 하나

에 대하여 외접원의 중심이 각각의 세그먼트원 내

부에 위치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다시 말

<Ruppert 알고리듬>

입력: 꼭지점 리스트 V, 세그먼트 리스트 S, 최

소각 α

1 딜러니 삼각화 DT(V) 계산

2 다음을 위반하는 세그먼트가 없고, 최소 각이

α보다 커질 때 까지 반복

2.1 모든 위반 세그먼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split_segment

2.2 최소각이 α이하인 삼각형 t에 대하여 외

접원의 중심점으로 인해 위반하게 되는

모든 세그먼트들에 대해 split_segment

2.3 위반 세그먼트가 없다면 split_triangle(t)

출력: 현재의 DT(V)

Fig. 3 Examples of Ruppert’s algorithm: (a) input graph

G=(V, S), (b) DT(V), (c) triangulation with min.

angle of 20°, and (d) triangulation with min.

angle of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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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반 세그먼트가 존재하게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이는 외접원의 중심을 질의 점(query point)

이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 위치 문제로 구체

화 할 수 있다. 

점 위치(point location) 문제

평면에 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질의 점

을 포함하는 원들을 모두 찾아라. 

위의 문제는 얇은 삼각형 하나를 검사할 때 마

다 수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원에 대하여 포함 여

부를 검사한다면 세그먼트의 개수가 ns이라 할 때

O(ns) 시간이 소요된다.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실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어진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다면 딜러니 개선 알

고리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버킷(bucket) 구조를 이용하는 기하학적 해

싱 방법을 제안한다. 

버킷 구조는 점이나 선분 등의 기하요소가 놓이

게 되는 공간을 동일한 크기의 그리드로 분할한

구조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하 요소의 검색을 지

역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론

이다. 참고문헌 [1]의 4장에 점집합의 보로노이 다

이어그램을 점진적으로(incremental) 구성할 때 버

킷 구조를 이용하여 최근접 이웃(nearest neighbor)

을 O(1) 시간에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2.2.1 버킷 구조 및 구성 방법

제안하는 버킷 구조는 주어진 꼭지점과 모서리

의 바운딩 박스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그리드로

분할한 구조를 말한다. 이때 각 그리드를 버킷

(bucket)이라 하고 각 버킷에는 그리드와 교차하는

모든 세그먼트원들의 정보를 저장한다. 그 결과 하

나의 세그먼트원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버킷에

저장된다. 

Fig. 4에서는 하나의 입력 예에 대한 버킷 구조

를 도식화하였다. 그림의 굵은 붉은색 선분은 세

그먼트들이고, 각 세그먼트마다 이를 지름으로 하

는 세그먼트원이 존재한다. 그림의 바둑판 모양은

버킷 구조를 나타내며, 가로 6개, 세로 4개로 총

24개의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버킷은 기호

bi, j (i = 0, …, 5, j = 0, …, 3)로 나타내었다. 세그

먼트 s0에 대한 정보는 해당 세그먼트원이 놓여 있

는 네 개의 버킷 b0,2, b1,2, b0,3, b1,3에 각각 저장되

며, 세그먼트 s1에 대한 정보는 s1의 세그먼트원이

차지하는 여섯 개의 버킷 b1,2, b2,2, b3,2, b1,3, b2,3, b3,3

에 각각 저장된다. 

버킷 구조를 구성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세그먼트당 버킷의 평균 개수, (2) 버킷당

세그먼트 개수. 이 두가지 수치가 각각 O(1)을 유

지하도록 버킷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2.2.2 버킷구조를 이용한 점 위치 찾기

버킷 구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점 위치 문제>

를 풀 수 있다. 임의의 질의 점이 속하는 버킷을

찾아내면 버킷과 교차하는 모든 세그먼트원들을

빠짐 없이 알 수 있으며, 그 중 질의 점을 포함하

는 원들을 찾으면 모든 위반 세그먼트들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다. 

버킷 구조는 간단한 2차원 배열의 형태로 구현

할 수 있으며, 각 버킷은 세그먼트의 정보를 저장

하는 연결리스트 등으로 구현 가능하다. 버킷이 충

분히 작은 크기를 가지게 되면 버킷마다 상수개의

세그먼트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버킷 구

성 후 평균적으로 O(1) 시간에 위반 세그먼트들을

찾을 수 있다. 

2.2.3 버킷의 유지

주어진 세그먼트는 딜러니 개선의 진행 중

split_segment 연산에 의해 둘로 쪼개어질 수 있

다. 이 때, 기존의 세그먼트는 버킷 구조에서 삭제

하고 새로운 두 개의 세그먼트를 버킷 구조에 추

Fig. 4 The bucket structure, segments, and segment

circles. The bucket structure consists of 24

bu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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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야 한다. 

삭제를 위해서는 해당 세그먼트의 정보가 저장

되어 있는 모든 버킷을 찾아야 하며, 각 버킷에 대

하여 해당 세그먼트를 찾아서 삭제하여야 한다. 세

그먼트원이 차지하는 버킷은 중심점의 좌표와 반

지름에 대한 간단한 수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

한 버킷이 상수개이고 각 버킷에 상수개의 세그먼

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삭제시 평균 O(1) 시

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두 개의 세그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원이 차지하는 버킷을 찾아서 각 버킷에

세그먼트의 정보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O(1)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split_segment 연산

시 버킷 구조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평균

O(1) 이 된다.

3. 구현 및 실험

가속화에 대한 실험을 위하여 Ruppert의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4]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속화

알고리듬을 C++로 구현하여 비교하였다. 

3.1 버킷 구조의 구현

버킷 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x- 및 y-축에 평행

한 입력 점들의 바운딩 박스를 구한다. 버킷 구조

는 바운딩 박스를 포함하며 바운딩 박스의 종횡비

(aspect ratio)를 이용하여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의 버킷 개수를 정한다. 본 실험을 위해서 300개

가량의 버킷이 만들어지도록 설정하였고, 실험 데

이터 별 실제 만들어진 버킷의 개수는 Table 1, 2,

3의 bucket size 열에 제시하였다. 버킷의 개수가

많아지면 점 위치 찾기에는 유리해지지만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버킷의 유지에는 불리

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적절한

버킷의 크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데이

터 집합에 대해서는 300개 정도가 효율적임을 실

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버킷 구조는 2차원 배열로 구현하였고, 2차원 배

열의 각 원소는 버킷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그먼트

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였

다. 바운딩 박스 내 점의 좌표를 입력하면 이를 포

함하는 버킷의 인덱스를 간단한 수식을 통하여 계

산할 수 있으며 해당 인덱스의 버킷(즉 연결리스

트)에 저장되어 있는 세그먼트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게 된다.

3.2 실험 데이터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고

각 데이터 집합은 1,000개에서 10,000개까지의 꼭

지점을 1,000개 간격으로 생성한 총 10개의 데이

터로 구성하였다. Fig. 5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각각의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100개의

꼭지점 만으로 구성하였다. 

<Circle (Fig. 5a)> 단위원의 원주에 동일 간격으

로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꼭지점을 위치시켰

으며, 원주 상의 이웃한 꼭지점 사이에는 세그먼

트를 생성하였다. 그리하여 1,000개 꼭지점 데이

터에는 1,000개의 세그먼트가 존재하게 된다. 

<Spiral (Fig. 5b)> 나선 위에 1,000개에서 10,000

개 까지의 꼭지점을 1,000개 간격으로 위치시키

고, 이웃한 두 꼭지점 사이에 세그먼트를 생성하

였다. 추가적으로 네 개의 꼭지점을 두 배로 확대

된 나선의 바운딩 박스 꼭지점에 생성하고 네 개

의 세그먼트를 생성하였다. 

<Random (Fig. 5c)> 단위 원의 내부에 랜덤 꼭

Fig. 5 Three types of the data sets for experiment: (a)

circle, (b) spiral, and (c) random. The first

column shows input graph, the second column

shows the Delaunay triangulation of input

vertices, and the third column shows resulting

triangulation for each sub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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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1,000개 간격으

로 생성하고, 각 데이터에서 두 배로 확대된 단위

원의 바운딩 박스 꼭지점에 네 개의 꼭지점과 이

들을 잇는 네 개의 세그먼트를 생성하였다. 

데이터 집합 Spiral과 Random에서 바운딩 박스

에 모서리를 생성한 이유는 삼각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구체화하고 바운딩 박스 외부로 불필요한

삼각형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

문이다. 

3.3 실험 방법

실험환경은 Intel Core2 Quad 2.83GHz CPU,

3GB RAM, MS Windows 7 32bit OS이며, 위의

세 가지 데이터 집합에 대해 DT를 구한 다음 가

속화 전과 후의 딜러니 수정 알고리듬에 대한 수

행 시간을 각각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다음 절의

실행 시간에는 초기 DT를 구하는 시간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의 품질 조건

으로 최소각 30°로 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데이터 집합 Circle, Spiral, Random에 대한 실

험 결과를 각각 Table 1, Table 2, Table 3에 정리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꼭지점의 개

수, 가속화 전과 후의 딜러니 개선 알고리듬 수행

Table 2 Experimental result for the spiral data set

N

original 

algorithm (ms)

after accel. 

(ms) bucket size # segments # vertices
efficiency

A B (A-B)/A

1000 216 60 272 1041 7111 72.2%

2000 858 158 272 2039 15681 81.6%

3000 1842 271 272 3042 23451 85.3%

4000 3311 414 272 4044 31447 87.5%

5000 4980 607 272 5040 39725 87.8%

6000 7089 746 272 6041 47707 89.5%

7000 9727 952 272 7043 55859 90.2%

8000 12792 1194 272 8042 64307 90.7%

9000 15757 1419 272 9042 72035 91.0%

10000 19549 1690 272 10042 80182 91.4%

Table 1 Experimental result for the circle data set

N

original 

algorithm (ms)

after accel. 

(ms) bucket size # segments # vertices
efficiency

A B (A-B)/A

1000 116 30 306 1000 4243 74.1%

2000 438 70 306 2000 8805 84.0%

3000 934 115 306 3000 13330 87.7%

4000 1649 168 306 4000 17832 89.8%

5000 2501 222 306 5000 22159 91.1%

6000 3598 292 306 6000 26833 91.9%

7000 4918 373 306 7000 31666 92.4%

8000 6404 451 306 8000 36219 93.0%

9000 8125 529 306 9000 40854 93.5%

10000 9867 572 306 10000 45083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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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result for the random data set

N

original 

algorithm (ms)

after accel. 

(ms) bucket size # segments # vertices
efficiency

A B (A-B)/A

1000 32 30 289 45 5520 6.3%

2000 60 55 289 46 10355 8.3%

3000 89 82 289 50 15705 7.9%

4000 120 109 272 51 20680 9.2%

5000 153 140 272 51 25868 8.5%

6000 174 162 272 42 29713 6.9%

7000 200 189 289 47 34251 5.5%

8000 236 227 289 55 39990 3.8%

9000 264 248 289 46 44984 6.1%

10000 297 274 289 51 49348 7.7%

Fig. 6 Computation time for the three data set: (a) circle, (b) spiral, and (c)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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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버킷 크기, 알고리듬 수행 후의 세그먼트 개

수와 꼭지점 개수, 기존 알고리듬의 수행시간 대

비 단축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각 표의 마지막 열을 보면 Circle의 경우 가속화

적용 후 평균적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소요된 시간

의 89.2%를 절약하여 동일한 삼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piral의 경우 평균 86.7%, Random의

경우 평균 7.0%의 시간을 기존 방법 대비 절약할

수 있었다.

Random에서 효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데이터집

합에 비해 세그먼트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

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속화 방법은 세

그먼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높은 효율을 가지는 구

조임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꼭지점 개수에 대한 실행시간을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기존 알고리듬이 꼭지점과 세

그먼트의 수가 증가할 때, 실행 시간이 2차 다항

식의 패턴을 보이는 대 반해, 가속화 방법 적용 결

과는 선형의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버킷 구조를 이용하여 딜러니 개

선 알고리듬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

존 Ruppert의 방법에 비해 계산 시간이 획기적으

로 줄어 들었고, 입력 꼭지점 및 세그먼트의 개수

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 시간이 선형의 패턴을 보

임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

법은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시간 단축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에 세그먼트의 비율이 클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념이 매우 쉽고 구현이 간단

하여 고품질 삼각형 메시를 필요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삼차

원 곡면의 삼각화 또는 삼차원 공간의 볼륨 메시

를 생성하는데도 비슷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차원 구의 보로노이 다이어그

램[8]에서 보로노이 곡면을 삼각화하는 것 또한 곧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점 위치

찾기 문제의 가속화를 위하여 이차원 원의 보로노

이 다이어그램[9]이나 kD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한 추후 연구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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