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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 차원 볼륨렌더링 방법은 인체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습도 투과하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영

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기존의 의료영상 장비는 볼륨렌더링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3 차원 영상을 제

공하고 있다. 최근 의료영상 분야에서는 기존 의료영상 분야의 결과물을 휴대성과 이동성의 장점을 가진 스

마트 기기에 도입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비교적 저사양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3 차원 볼륨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휴대장치가 보급

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그래픽스 성

능을 가진 스마트 기기에서의 볼륨 렌더링은 성능면

에서 많은 제약을 갖는다. 휴대용 스마트 기기에서는 

기존의 볼륨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3D 텍스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

하는 삼선형 보간을 사용할 수 없고, 결과 영상의 화

질이 저하된다. 스마트 기기는 처리능력이 떨어지고 

개발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픽 장치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스 기반(slice-based) 볼륨 렌더링 기법을 이

용하여 2 차원 텍스쳐만을 이용하여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고화질 3 차원 영상 가시화 방법을 제안하고, 

OpenGL ES 2.0 을 사용하여 쉐이더 기반 렌더링 방법

을 최적화함으로써 가시화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리

고 3 차원 볼륨 렌더링 영상뿐만 아니라 3 차원 공간

의 각 축에 해당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축단면영상

(Multi-Planer Re-projection:MPR)과 인접한 여러 단

면을 나열하여 보여주는 다중 단면영상(Multi-Slice 

View:MSV)기능을 구현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의료영상 볼륨렌더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는 대표적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로 그 성능이 좋아지고 하드웨어 사양도 높아지

는 추세이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고 있지만 

볼륨렌더링과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가시화 방법을 

실행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다. 제공하는 자

료구조가 단순하고 그래픽스 처리를 위한 성능이 미

흡하며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에 관련 API 등이 부

족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능 서버 모델

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 이 방법은 클라

이언트-서버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으로[2][3] 고성능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성능이 좋고 대용량 데

이터의 가시화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결과물을 전송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에 제

한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지연(latency)이 발생하여 

대화식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Huang 등은 모바일 장치에서 직접 3 차원 볼륨데이

터를 가시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이 방법은 

제한된 하드웨어 성능을 감안하여 결과영상의 해상도

를 줄인다. Moser 와 Weiskopf 는 결과 영상의 해상도

를 가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였다[6].  

  이처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볼륨렌더링 방법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하여 유용한 기능 구현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큰 화면을 제공하는 

태블릿을 대상으로 2 차원 텍스쳐를 기반으로 볼륨데

이터를 가시화 하고 다양한 응용기능을 구현하여 이

동성이 높은 볼륨렌더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3.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볼륨렌더링 시스템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그래픽 하드웨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3 차원 그래픽스 기능을 활용

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7]. 3 차원 그래픽스 기

능 구현을 위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대표적

인 것으로는 OpenGL ES 가 있다[8]. 크로노스 그룹에

서는 PC 환경의 3 차원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인 OpenGL

의 모바일 장치를 위한 서브셋으로 OpenGL ES 를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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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

드 플랫폼에서 모바일 그래픽 장치를 이용한 볼륨 렌

더링 기술을 운영체제의 시스템 API 연동을 위해 최

근 많이 사용되는 JDK 과 eclipse 를 이용하여 개발하

였다(그림 1). 또한, C 언어에 최적화된 OpenGL ES 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랫폼에 적재하기 위해 Native 

Development Kit (NDK)를 사용하고, C 언어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

워크인 Java Native Interface (JNI)를 이용하여 

JAV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그래픽 디바이스를 제어 

하기 위해 EGL 을 사용한다. EGL 은 OpenGL ES 와 

OpenVG 등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렌더링 API 와 동기화

하며, 텍스처와 같은 그래픽 메모리의 자원을 관리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플랫폼기반 그래픽스 시스템 개발 

구성요소 
 

 
그림 2 2D 텍스쳐기반 참조방법을 활용한 볼륨렌더링. 
z-축방향 볼륨 슬라이스를 2 차원 컬러 텍스쳐의 각 
채널(red, green, blue, alpha)에 펼쳐 저장(위쪽)과 y 축방

향 볼륨 슬라이스를 2 차원 컬러 텍스쳐에 저장한 경
우 (아래쪽) 
 스마트 기기에서의 볼륨 렌더링은 3D 텍스처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2D 텍스처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2D 텍스처를 이용한 볼륨 렌더링은 삼선형 보

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 해상도가 기존

의 볼륨 렌더링 기법에 비해 낮다. 따라서, 볼륨데이

터의 세 축에 해당하는 2 차원 텍스쳐들을 쌓은 스택

을 3 세트 사용하고 각 축방향으로 2 차원 보간을 함

으로써 화질을 개선한다. 이것은 볼륨의 특정 축에 

따라 바라보는 관측자의 시점이 바뀔 때 발생되는 우

드 그래인(wood grain)과 같은 알리어싱(aliasing) 

현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post-

filtering 기법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볼륨 렌더링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많은 수의 2 차원 텍스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텍스쳐 슬롯이 제한된 경우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메모리 적재과정이나 텍스쳐를 참조하

는 과정에서 과도한 연산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

서는 각 축에 대한 3 개의 볼륨세트를 각각 한 장의 

2 차원 텍스쳐에 펼쳐 저장하고(그림 2), 저장된 위치

에 따라 상대적으로 텍스쳐를 참조하도록 한다. 일반

적으로 볼륨데이터는 각 복셀별로 밀도값만 저장하는

데 이것을 2 차원 텍스쳐의 RGBa 채널에 저장하여 텍

스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텍스쳐의 수를 최

소화한 참조방법은 3 차원 텍스쳐 자료구조를 제공하

지 않는 스마트 기기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학적 관점에는 3 차원으로 보여주는 것과 함께 

인체의 단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안한 

시스템에는 X,Y,Z 각 방향에서의 단면을 표시해주는 

MPR 생성 기능과 여러 인접한 슬라이스를 한 눈에 보

이도록 하는 MSV 생성 기능이 포함되어있다. 휴대용 

스마트 기기는 화면크기는 작지만 해상도는 1024× 

600 정도로 낮지 않다. 이 경우, 각 단면의 크기가 

500×300 정도인 MPR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축에 대해 여러 개의 인접한 슬라이스들을 

선택하여 가시화하는 방법인 MSV 기능을 사용하려면 

화면 해상도보다 큰 2 차원 텍스쳐가 필요하다. 인접

한 슬라이스들을 3×9 정도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

하기 위해서는  약 1024×2700 크기의 텍스쳐가 필요

하다. 디스플레이 영역에 해당하는 뷰를 사용자가 터

치하여 이동하면 다음 슬라이스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때, 뷰에 인접한 MSV 슬라이스들을 선별하여 점진

적으로 렌더 타겟을 이동하며 그려준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 기기에서 큰 해상도의 텍스처를 다룰 때의 병

목현상을 줄일 수 있다. 

 

4. 구현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ARM 1GHz 프로세서

에 nVidia Tegra 2 그래픽스 프로세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 2.2 이상이 탑재된 시스템에서 수행된

다. 화면 해상도는 1024×600 이며, 대상 볼륨의 크

기는 1283 이고 대표적인 벤치마킹 데이터인 CT head, 

엔진블록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상 기기는 삼성 갤

럭시탭 10.1 버전을 사용하였지만 동일한 환경을 가

진 갤럭시 2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했

다. 렌더링 속도는 갤럭시탭에서 3 차원 영상을 생성

할 경우, 전체해상도에서 약 4fps 로 측정되었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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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로 각각 1/2 의 해상도인 경우 약 14fps 로 측정

되었다. 그림 3 은 갤럭시탭 10.1 인치 기기의 볼륨렌

더링 화면과 MPR 화면이다. 

 

 
그림 3 갤럭시탭에서 볼륨 렌더링 영상과 MPR 영상 

 

그림 4 는 MPR 영상이 각 축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지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하모형을 함께 보여주는 

그림이다. 사용자는 화면의 오른쪽 아래 기하모형을 

터치하여 각 축의 단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4 MPR 평면을 보여주는 화면. 

 

  
그림 5 초음파 데이터를 MSV 영상으로 표시한 결과 

 

MSV 화면은 MPR 영상과는 달리 하나의 축에 대한 여

러 개의 인접한 슬라이스를 선택하여 가시화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관심물체 내부에 연결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슬라이스의 행, 열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면을 터치하여 슬라이스를 넘겨 볼 수 

있다. 그림 5 는 각각 3×2, 6×5 행렬의 MSV 화면이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에 적합한 3 차원 볼륨 

데이터를 대화식 수준의 속도로 가시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D 텍스쳐기반의 모바일용 3 차원 영상

을 가시화 하는 방법과 OpenGL ES 2.0 을 사용하여 

GPU 기반의 쉐이더를 이용한 모바일 3D 렌더링 방법

을 제안하였고, 각 축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MPR 

기능과 여러 장의 슬라이스를 나열하여 확인하는 MSV

기능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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