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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ing the Convex Hull for a Set of 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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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the previous algorithms focus on computing the convex hull for a set of points.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approximating the convex hull for a set of spheres with various radii in discrete space. Computing the convex hull for a set of spheres is 

a base technology for many applications that study structural properties of molecules. We present a voxel map data structures, where the 

molecule is represented as a set of spheres, and corresponding algorithms. Based on CUDA programming for using the parallel architecture 

of GPU, our algorithm takes less than 40ms for computing the convex hull of 6,400 spheres i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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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까지 컨벡스헐 (convex hull) 의 계산 알고리즘들은 주로  집합 (point set) 에 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공간

에서 다양한 반경을 갖는 구 집합에 한 컨벡스헐을 근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 집합에 한 컨벡스헐 계산은, 특히 단백질 분자의 구조

인 특성을 연구하는 여러 응용분야에서 계산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한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분자에 응하는 구의 집합에 해 복셀 맵 

(voxel map) 자료구조를 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GPU를 활용한 병렬처리를 수행하

여 평균 으로 6,400개 이하의 구가 포함된 집합에 해 40ms 이내에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성능을 보인다.

키워드 : 컨벡스헐, 구, 단백질 분자, 분자 인터페이스, GPU

1. 서  론※

리간드 (ligand) 가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  (active 

site) 를 발견하고, 외부로부터 활성 부 까지 도달할 수 있는 

채  (channel)  터  (tunnel) 을 탐색하기 해 단백질 분

자의 내부 역과 외부 역이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해 

컨벡스헐 계산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왔다 [1-11].

단백질 분자의 채 을 계산하는 기존 연구들은 분자의 컨

벡스헐을 계산하기 해 주로 Quickhull 알고리즘 [1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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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이 알고리즘은  집합 (point set) 에 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컨벡스헐을 계산한다. Quickhull 알고리즘

은  집합에 해 극단 들 (extreme point) 을 찾고, 극단

들에 의해 정의된 역 내부에 속하는 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재귀 으로 수행하면서 컨벡스헐을 계산한다. 최근

에는 Quickhull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GPU 병렬 처리 가속

을 CUDA 라이 러리로 구 한 Cudahull 알고리즘 [13] 이 

발표되었다. Cudahull 알고리즘은 Quickhull 알고리즘에서 

재귀 으로 반복 수행되는 루틴을 병렬 으로 처리하여 수

십배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기하학 인 측면에서 단백질 분자는 구의 집합 (sphere 

set) 으로 표 될 수 있으며, 분자의 컨벡스헐 계산은 구의 

집합에 한 컨벡스헐 계산에 응된다. 재까지 분자에 

한 컨벡스헐 계산 알고리즘들은 주로 단백질 분자의 심

 집합에 해 용되었고, 서로 다른 반경을 가진 구로 

이루어진 집합에 해서는 구의 표면에서 들을 추출하여 

근사 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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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xel map based molecule representation

Boissonnat 등 [14] 은 구의 집합에 한 컨벡스헐 알고

리즘을 제안했으나,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3차원 이상의 공

간에서 구의 집합에 해 이론 으로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데 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응용분야에서 빠른 시

간내에 컨벡스헐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공간에서 구의 집합에 한 컨벡스헐

을 매우 빠른 속도로 계산하여 구의 집합에 해 내부와 외

부 역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기존의 Cudahull 

과 같은 알고리즘을 분자의 컨벡스헐 계산에 용할 경우에

는 각 원자 표면에서 표본 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여야 하

며, 결과로 구해지는 컨벡스헐은 다각형 메쉬 (polygonal 

mesh) 형태이므로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이산 공간에서 컨

벡스헐을 계산하기에는 비효율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알고리즘은 구의 집합을 포함하는 경계 상자 (bounding 

box) 를 계산하고, 경계 상자에 한 복셀 맵 (voxel map) 

을 구성한다. 경계 상자의 최외곽에 있는 복셀들로부터 단

백질 분자까지의 최소 거리 계산을 통해 컨벡스헐을 계산하

고, GPU를 기반으로 병렬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효율 으로 

컨벡스헐을 추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복셀 맵을 구

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3 에서는 복셀 맵을 이용하

여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4 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5 에서 결론을 내린다.

2. 복셀 맵 구조

기하학 인 측면에서 단백질 분자를 표 할 경우, 분자를 

구성하는 각 원자를 반데르바스 반경 (van der Waals) 을 

갖는 구로 표 하는 방법이 범용 으로 사용된다. 분자가 n 

개의 원자로 구성되고, 원자들이 각각 심  ci (0 ≤  i < 

n)와 반데르발스 반경 (van der Waals) ri 를 가질 때, 각 

원자는 다음과 같이 한 개의 구로 둘러싸인 역 B(ci, ri)로 

표 할 수 있다.

B(ci , ri ) = {p ∈  R3 | ||p-ci || ≤  ri }

한, 이러한 원자들로 구성된 한 개의 분자는 다음과 같

은 집합 M으로 정의된다.

M = {B(ci , ri ) | 0 ≤  i < n}.

분자를 표 하는 집합 M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이 경계 

상자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분자를 다양한 반경을 가진 구의 집합 M으로 표 하고, M

의 컨벡스헐을 근사화한다. 이산 공간에서 컨벡스헐을 근사

화하기 해 M에 포함된 모든 구를 포함하는 최소 역인 

경계 박스를 정의하고, 경계 박스를 복셀(voxel)들의 집합으

로 분할한다.

Kim 등 [15] 은 단백질 분자를 복셀 맵 구조  스피어 

트리 구조로 표 하여, 각 구조에 해 proximity query를 수

행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계산 시간을 비교하 다.

복셀 맵 구조는 M을 포함한 공간에 한 경계 상자 B가 

x, y, z축의 방향을 따라 일정한 크기로 분할되어 복셀의 집

합을 구성하고, 각 복셀마다 복셀과 교차하는 원자의 정보

를 장한 것이다. 한 개의 복셀 Vαβγ 이 포함한 구의 정보

는 B(ci , ri ) ∩  Vαβγ  ≠ ∅  을 만족하는 구의 집합으로 표시

된다. (Fig. 1)에서는 단백질 분자에 해 복셀 맵을 구성한 

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구의 집합에 한 컨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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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Convex hull construction for a set of spheres

스헐 계산을 하여 Kim 등 [15] 이 제시한 방법을 용하

여 복셀 맵 구조 상에서 한 으로부터 구의 집합에 해 

최소 거리를 계산한다.

3. 외부 복셀 제거를 이용한 컨벡스헐 계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컨벡스헐 알고리즘은 복셀 맵으로 

표 된 이산 공간에서 효율 으로 구의 집합에 한 컨벡스

헐의 내부  외부 복셀을 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 2A)에서는 구의 집합으로 표 된 단백질 분자에 

해 실 컨벡스헐을 구한 를 2차원으로 간략화하여 제시한

다. 컨벡스헐은 무한 의 반경을 갖는 구 (즉, 지역 인 표

면이 평면과 같아 보이는 구) 를 M의 외부에서 M과 하

도록 굴린다고 가정할 때, 구의 envelope 곡면을 추출한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Fig. 2B). 만약 외부에서 굴리는 구

의 반경이 무한 보다 작아지면, 이러한 구의 envelope 곡면

은 형태가 컨벡스헐과 유사하지만 concave한 부분이 있는 

곡면이 구해질 것이다. 최외곽 복셀들 (즉, 복셀 맵의 경계 

상자 표면에 속한 복셀들) 의 심 의 집합을 P라 할 때, 

P에 속한 각  p에서 M에 한 최소 거리를 계산하여 M

의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를 (Fig. 2C)에서 제시한다.  p 

∈  P 로부터 M에 한 최소 거리가 r이라 할 때, 심 이 

p이고 반경이 r인 구 S를 계산하여 S에 포함되는 복셀들을 

제거하면, 남은 복셀들은 M에 한 컨벡스헐 내부 역을 

구성하게 된다. P에 속한 들을 심 으로 하는 모든 구

에 해 이 과정을 용하여 구에 포함된 복셀들을 제거하

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여러 개의 구에 복 포함된 복셀

에 해서는 같은 작업이 반복 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비

효율 인 면을 개선하기 해 다음의 방법을 용할 수 있

다. (Fig. 2C)에서는 몇 개의 표본 들로부터 M에 한 최

소 거리가 반경이 되는 구들을 로 보인다.

 p가 속한 경계 상자의 면이 법선 벡터 (normal 

vector) N을 가질 경우, 경계 상자의 내부를 향하는 방향으

로 N을 따라 가며 만나는 모든 복셀들을 컨벡스헐의 외부 

복셀로 단하는 방법이다.  p와 M 간의 거리가 r이라고 

가정하자.  p가 속한 면에 따라 N 방향으로 거리 r만큼 

진행하며 만나는 복셀들을 차례 로 외부 복셀로 별한다. 

N 방향의 진행 거리가 r이 되면 이 작업을 단한다. (Fig. 

2D)에서는 각 면 별로 법선 벡터 방향을 Ni (1 ≤  i ≤  4)로 

표시하고, 해당 Ni 방향으로 진행하며 만나는 외부 복셀들

을 선분으로 표시하 다.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최외곽 복셀의 각 심

 p 마다 thread를 할당하고, CUDA 언어를 이용하여 병렬

로 처리된다. 구의 집합 M에 해 구성한 복셀 맵 구조가 

V라 할 때, 한  p로부터 구의 집합 M에 한 최소 거리

를 MinDist(M, V, p) 라 할 때,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Function ConvexHull(M, V, P) 

/* M: a set of spheres */

/* V: a voxel map structure for M */

/* P: a set of points embedded on the bounding box of 

M */

Begin

   For each p ∈  P do in parallel begin/* GPU code */

minDist := MinDist(M, V, p);

VL := the list of voxels in V within the 

    distance of minDist from p along Ni;

For each v∈VL do 

Determine voxel v as an exterior voxel;

   End

   return modified V;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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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x hull approximation for protein molecules (from left to right pdb id : 2LYZ, 1B44, 1DDZ)

Protein molecule GPU based computation time (ms) CPU based computation time (ms)

*Speedup
PDB id. Number 

of atoms
Voxel map 
construction

Convex hull 
computation Total Voxel map 

construction
Convex hull 
computation Total

2LYZ 1,001 0.05 15.62 15.67 0.66 1286.48 1287.14 82.14

1CA2 2,039 0.05 24.13 24.18 1.35 1381.29 1382.64 57.18

1EA1 3,509 0.06 32.88 32.94 2.29 1558.50 1560.79 47.38

1B44 4,190 0.07 38.48 38.55 2.63 1630.31 1632.94 42.36

1DDZ 7,485 0.10 57.90 58.00 4.75 2248.03 2252.78 38.84

1Q0D 11,183 0.15 58.40 58.55 7.66 2194.58 2202.24 37.61

average 6,354 0.08 37.90 37.98 3.22 1716.59 1719.76 45.28

 *Speedup = (CPU based total computation time) / (GPU based total computation time)

Table 1. Comparison for the computation time of CPU and GPU based algorithms

4. 실험 결과

실험은 Intel core(TM) i5 CPU (2.8GHz)와 4.0GB의 

DRAM  nVidia GTX590 GPU가 장착된 컴퓨터에서 실행

하 다. Window 환경에서 Visual C++, CUDA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얻었고, OpenGL을 이용하여 시각화하 다. 표 

1에서는 실험에서 입력으로 사용한 단백질 분자의 pdb id 

(http://www.pdb.org) 와 분자를 복셀 맵으로 구성하는 데 

걸린 수행 시간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제

시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단일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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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core CPU) 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GPU 기반

의 CUDA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 다. 

자료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린 수행 시간과 컨벡스헐을 계산

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0번 반복 수행한 평균값이다.

사용한 pdb 일은 1,001개의 원자를 포함하는 2LYZ부터 

11,183개의 원자로 구성된 1Q0D까지 총 6개의 단백질 분자

를 상으로 하 으며, 평균 으로 6,354개의 원자에 해 

37.94ms의 수행시간이 소요되었다. GPU 기반의 로그램은 

CPU로 구 한 로그램에 비해 평균 으로 약 45.28배 계

산 속도가 향상되었다.

(Fig. 3)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백질 분자 2LYZ, 

1B44, 1DDZ 에 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쪽 열(row)

은 단백질 분자를 구 집합으로 표 한 이고, 아래쪽 열은 

컨벡스헐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복셀에 해서만 시각화

한 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분자에 해 복셀 맵을 이용하여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분자를 구성

하는 원자들이 각각 구로 표 될 때, 각 복셀과 교차하는 

원자들의 집합을 구하여 복셀 맵을 구성한다. 경계 복셀에

서 복셀 맵과의 최소 거리 계산을 수행하여 컨벡스헐을 계

산한다. 제안된 방법은 GPU를 활용한 병렬처리를 수행하여 

6,400개 이하의 구의 집합에 해 평균 으로 40ms 이내에 

컨벡스헐을 계산하는 성능을 보여 다. 향후, 제시된 알고리

즘들을 좀 더 병렬화하여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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