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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image guided surgery, a patient registration process is a critical proces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which is required 

to use pre-operative images such as CT and MRI during operation. Though several patient registration methods have been studied, 

we concentrate on one method that utilizes 3D surface measurement data in this paper. First, a hand-held 3D surface measurement 

device measures the surface of the patient, and secondly this data is matched with CT or MRI data using optimization algorithms. 

However, generally used ICP algorithm is very slow without a proper initial location and also suffers from local minimum problem. 

Usually, this problem is solved by manually providing the proper initial location before performing ICP. But, it has a disadvantage 

that an experience user has to perform the method and also takes a long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accurately 

find the proper initial location automatically. The proposed method finds the proper initial location for ICP by converting 3D data to 

2D curvature images and performing image matching. Curvature features are robust to the rotation, translation, and even some 

deformation. Also, the proposed method is faster than traditional methods because it performs 2D image matching instead of 3D 

point cloud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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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상 유도 수술(image guided surgery)은 증강현실 기법을 활

용해 수술하려는 부분의 의료 영상을 실제 수술 부위에 정합

해 보여주므로 의사가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이다[1]. 그러므로 영상 유도 수술에서는 수술 전, 환자와 미

리 촬영해둔 환자의 CT (Computerized Tomography)나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같은 의료 영상 간의 좌표계 정

합 과정인 Image-to-patient registration [2]이 필수적이다. PPR 

(Paired Point Registration) [3]은 환자의 CT / MRI 좌표계와 환자

의 월드 좌표계를 정합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영상에서 대

응되는 점(corresponding point)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Image-to-

patient registration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대응점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고[4], 이 대응점들을 얻기 위해 피부 부착형 

기준 마커(fiducial marker)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5]. 또, 템플릿

(template)을 몸에 부착한 상태에서 영상 좌표계를 정합하는 템

플릿 기반의 방법[6]도 있는데, 마우스 피스형 템플릿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합 방법들은 마커를 환

자에게 붙이는 방식이라 불편하고, 환자가 CT / MRI 영상을 

찍을 때 부착한 마커의 자세와 실제 수술 때 부착한 마커의 

자세가 서로 달라지면 이로 인해 정합오차가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정합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자의 3차원 표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7]. 그림 1은 표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Image-to-

patient registration의 개념을 보여준다. 환자의 표면 측정 데이

터는 옵티컬 트래커(optical tracker)와 3차원 스캐너에 부착된 

마커 간의 회전(rotation)과 병진(translation) 관계(R1, T1),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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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면정합을 이용한 환자 좌표계 정렬 시스템. 

Fig.  1. Patient registration system using surfac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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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차원 스캐너의 좌표계 간의 회전과 병진 관계(R2, T2), 3차

원 스캐너와 환자 간의 회전과 병진 관계(R3, T3)를 사용해서 

월드 좌표계로 변환된다. 즉, 환자의 표면 데이터와 CT / MRI 

데이터간의 정합이 된다면, 수술 중에 CT / MRI 데이터를 월

드 좌표계로 정렬시킬 수 있고, 이는 Image-to-patient 

registration이 구현된 것이다. Image-to-patient registration이 완료

된 후, 환자가 움직일 경우에는 다시 Image-to-patient 

registra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붙어있는 마커를 옵티

컬 트래커가 계속 추적하고 있으므로, 추적한 마커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해서 정합상태를 유지한다. 

환자의 표면 측정데이터와 CT / MRI 데이터의 최종 좌표

계 정합을 위해서는 3차원 데이터 정밀 정합 알고리즘이 필

요한데, 그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ICP (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 [8]이다. ICP 알고리즘은 두 3차원 데이터 사

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들을 대응점으로 정의하고 대

응점 사이의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정

합할 3차원 데이터의 초기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 국소최저

치(local minimum)에 빠져 제대로 정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ICP 알고리즘 적용 전에 적절한 초기위치를 미리 찾아 

낼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정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두경부 수술을 위해 머리 영역에서 ICP 알고

리즘을 위한 적절한 초기위치를 자동적으로 찾는 방법을 제

안한다. 특별한 추가 마커없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의 자연 특징치(natural features)를 활용한다. 이런 자연 특

징치는 환자와 CT / MRI 영상 사이의 공통적인 데이터이고, 

다른 부위와 구별하기 쉬우므로 정합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적절한 초기위치를 빠르고 정확

하게 찾기 위해,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차원 깊이

(depth) 이미지로 변환한다. 강인한 이미치 매칭을 위해, 변환

된 2차원 깊이 이미지는 특징치를 더 부각시켜주는 곡률 이

미지로 재변환된다. ICP를 위한 적절한 초기위치는 이 곡률 

이미지들간의 매칭을 통해 찾아진다.  

 

II. 제안된 표면 정합 방법 

본 논문에서는 소형 3차원 표면 측정 센서를 이용한 두경

부 수술용 자동 Image-to-patient registration 방법을 제안한다. 

CT / MRI 데이터에 정합시킬 표면 측정 데이터는 코, 눈, 귀

와 같은 환자 얼굴의 자연 특징치 표면을 표면 측정 센서로 

측정해서 얻는다. 이 표면 측정 데이터와 정합시킬 CT 데이

터의 적절한 초기위치를 제안된 정합방법에서 자동으로 찾

아주므로, 국소최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CT 데이터를 2차원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환자의 머리 표면은 구형과 유사하므로, 환

자 머리의 CT 데이터는 spherical unwrapping [9]을 사용해 2차

원 이미지로 변환한다. 그런 다음 표면 측정 센서로 측정한 

표면 측정 데이터 역시 CT 데이터의 spherical unwrapping때 

사용된 반지름 값을 이용해 spherical unwrapping으로 2차원 

이미지로 변환한다. 두 번째 단계는 CT와 표면 측정 데이터

의 2차원 이미지를 HK 곡률[10]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2차원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 값들의 편 미분 계산을 통해 

HK 곡률 이미지로 변환 후, CT 곡률 이미지와 표면 측정 데

이터의 곡률 이미지간의 이미지 매칭이 수행된다. 마지막 단

계는 이미지 매칭 포인트를 이용해 CT 데이터에서 3차원 

ROI (Region of Interest)를 추출하는 것이다. 사용되는 2차원 이

미지는 3차원 데이터를 변환시켜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역 연산을 통해 2차원 이미지 포인트를 3차원 데이터 포인트

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 매칭 포인트를 3차원 

데이터로 역 변환해서 CT의 3차원 ROI를 구할 수 있다. 이 

3차원 ROI가 ICP를 위한 적절한 초기위치가 되고, 이 3차원 

ROI와 표면 측정 데이터 간의 ICP 정합을 통해, 자동 patient 

registration 알고리즘이 구현된다.  

1. Mapping CT data to 2D image 

환자 머리의 3차원 표면 데이터만 추출한 CT 데이터의 3

차원 형상은 구형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3차원 CT 데이터는 

spherical unwrapping이라 불리는 구 좌표계 변환을 통해 2차

원 이미지로 맵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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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CT 데이터에서 얼굴이 y축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

을 때, y축을 기준으로 spherical unwrapping을 하기 위한 식이다. 

CT 데이터의 중심좌표는 모든 CT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으

 

그림 2. 제안된 알고리즘의 개략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registration process. 

 

(a) CT surface data. (b) CT unwrapping image. 

그림 3. CT 데이터와 맵핑된 CT 이미지. 

Fig.  3. CT data and CT unwrapp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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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해진다. CT 데이터의 중심좌표를 구 중심좌표로 가정하

여, 구 좌표계 변환을 하기 위해서 CT 데이터의 중심좌표가 

좌표계의 원점이 되도록 CT 데이터를 평행 이동한다. 그 후 

식 (1)로 CT 데이터를 2차원 이미지로 맵핑하게 되는데, 원점

과 해당 CT 데이터와의 거리 r 이 이미지의 밝기 값(intensity)

이 되고, φ는 이미지의 너비 좌표로, θ는 이미지의 높이 좌표로 

맵핑된다. φ와 θ에 만들고 싶은 2차원 이미지 높이와 너비를 

각각 곱하면 원하는 크기의 CT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CT 데이터의 unwrapping 결과 이미지이다. unwrapping된 

CT 이미지는 1채널 깊이 이미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Mapping 3D sensor data to 2D image 

표면 측정 센서로 측정한 표면 측정데이터에는 어느정도 

외란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2차원이미지로 맵핑 시, 오차

를 유발하므로, 맵핑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외란의 신호처

리를 위해 다양한 기법이 시도[11]되고 있지만, 본 논문의 3

차원 표면 외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표면 측정데이

터의 중심점을 구하고, 구한 중심점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

면 측정 데이터와 멀리 떨어져있는 외란을 먼저 제거한 후, 

이동 평균 필터를 사용해서, 표면 측정 데이터에 근접해있는 

외란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정확한 이미지 매칭을 위해서는 매칭할 두 이미지 간의 스

케일이 비슷해야한다. 그러므로 표면 측정 데이터를 2차원 

이미지로 맵핑할 때도 CT 이미지의 스케일과 비슷하게 맵핑

시켜야 한다. 표면 측정 센서는 얼굴 표면의 일부 영역만 측

정하므로 측정된 표면 데이터는 CT 데이터와는 달리 구형이 

아닌 평면형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spherical unwrapping

을 사용해서 2차원 이미지로 맵핑할 수 없다. 그러나 CT 데

이터와 표면 측정 데이터의 축이 정렬되어 있다면, 앞에서 

구한 CT 데이터의 r 평균이 구의 평균 반지름인 것을 이용

해, 대략적으로 CT 데이터의 구면에 표면 측정 데이터를 올

릴 수 있고, 그 후 같은 방법으로 구 좌표계 변환을 통해 표

면 측정데이터도 2차원 이미지로 맵핑시킬 수 있다. 표면 측

정 데이터를 CT 구면에 올린 후, spherical unwrapping했기 때

문에 CT 이미지와 비슷한 스케일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 

이미지에서 표면 측정 데이터가 맵핑된 영역만 추출해서 사

용하게 된다. 그림 4(b)는 코와 눈 부분, 그림 4(d)는 오른쪽 

귀 부분의 표면 측정 데이터를 unwrapping한 결과이다. 

 
(a) H curvature image of CT. 

 

 
   (b) H curvature image of Nose.   (c) H curvature image of Ear. 

그림 5. CT와 표면 측정 데이터의 H곡률 이미지. 

Fig.  5. H curvature image of CT and surface data. 

 

3. H, K curvature image 

CT 데이터와 표면 측정 데이터의 2차원 이미지 밝기 값은 

좌표계의 원점과 해당 포인트 데이터 간의 거리이므로 3차

원 데이터의 표면 값, 즉 깊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미지

의 밝기 값에 N * M 마스크 연산을 이용한 편 미분 계산으

로 해당 이미지 좌표의 평균(H) 곡률과 가우시안(K) 곡률을 

구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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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들은 H, K 곡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이다. 식 (2)

는 주변 이미지 밝기 값으로 구성된 4차 방정식이고, N과 M

은 마스크의 크기, x와 y는 곡률을 구하려는 이미지의 좌표이

다. 곡률을 계산할 이미지 좌표를 중심으로 N * M 마스크 크

기만큼 주변 이미지 밝기 값들의 4차 방정식인 식 (2)를 구

한 뒤,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fitting)으로 식 (2)의 계수들을 

구한다. 구한 계수들을 이용해서, 식 (3)과 식 (4)로 해당 좌

표의 H, K 곡률을 얻을 수 있다. 이 곡률 값은 눈, 코, 귀와 

같은 자연 특징치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일

정한 값을 지니게 되므로, 특징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자연 특징치를 매칭에 사용하기 위해, CT 이미지와 표

면 측정 데이터 이미지 모두 H, K 곡률 값을 이미지의 밝기 

값으로 가지는 H 곡률 이미지, K 곡률 이미지로 만든다. 그

림 5는 CT와 표면 측정 데이터의 H 곡률 이미지를 3차원 

mesh로 출력한 이미지이다. 자연 특징치 부분이 더욱 부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urface partial data of nose. (b) Nose template image. 

(c) Surface partial data of ear. (d) Ear template image. 

그림 4. 표면 측정 데이터와 맵핑된 이미지. 

Fig.  4. Surface data and surface unwrapping image. 

HK Curvature Descriptor-Based Surface Registration Method Between 3D Measurement Data and CT Data for Patient-t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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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nsity NCC result for nose. (b) Intensity NCC result for ear.

(c) Curvature NCC result for nose. (d) Curvature NCC result for ear.

그림 6. 이미지 매칭 결과. 

Fig.  6. Image matching result. 

 

4. Curvature image matching 

먼저 표면 측정 데이터의 곡률 이미지를 템플릿 이미지로 

정한다. 그런 다음 CT 곡률 이미지와 템플릿 이미지 간의 

NC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13]를 사용해 이미지 매칭

을 한다. H 곡률 이미지, K 곡률 이미지 각각 따로 매칭하기 

때문에 매칭 좌표 역시 각각 나오게 된다. 두 매칭 좌표의 

평균이 최종적인 매칭 좌표가 된다. 

그림 6을 보면 NCC를 사용해 깊이 이미지로 매칭하는 것

보다 곡률 이미지로 매칭하는 것이 더 강인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깊이 이미지 매칭은 unwrapping하면서 

생기는 홀이나 회전과 병진에 의한 밝기 값 변화에 민감해서 

제대로 매칭되지 않았다(그림 6(a), (b)). 그에 비해 곡률 이미

지 매칭은 주변 이미지 밝기 값들의 상대적인 관계로 계산된 

곡률을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의 회전과 병진을 무시할 수 있

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연 특징치 부분만 더욱 더 강조 시 

킴으로, 강인한 이미지 매칭을 구현할 수 있다(그림 6(c), (d)). 

Surface Data Extracted ROI in CT 

그림 8. CT내 ROI 추출 실험 결과. 

Fig.  8. Experiment result of ROI extraction in CT data. 

 

5. Extracting CT ROI & ICP 

곡률 이미지 매칭이 제대로 수행되면 CT 이미지에서 4개

의 매칭 포인트 좌표를 얻을 수 있다. 이 2차원 이미지 좌표

를 spherical unwrapping의 역 연산으로 3차원 좌표로 변환하

는데, 변환된 4개의 3차원 좌표로 CT 데이터에서 ICP를 적

용할 적절한 초기위치, 즉 CT 데이터의 3차원 ROI를 추출하

게 된다. 그 후 추출된 3차원 ROI와 표면 측정 데이터를 ICP

알고리즘으로 정합하면 Image-to-patient registration이 완료된다. 

그림 7을 보면 4개의 3차원 매칭 좌표로 3차원 ROI를 추출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II. 실험결과 

실험은 머리 인체 모형의 자연 특징치인 눈, 코, 귀 부분을 

소형 표면 측정 센서로 측정한 약 20,000개의 포인트로 이루

어진 표면 측정 데이터(그림 4(a), (c))와 머리 인체 모형 전체 

표면을 측정한 약 350,000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CT 데이

터(그림 3(a))를 사용해 진행했다. spherical unwrapping을 이용

해 두 데이터 모두 구 좌표계로 변환 후, 2차원 깊이 이미지

로 맵핑한다(그림 3(b), 그림 4(b), (d)). 그런 다음 곡률 계산을 

통해 두 깊이 이미지 모두 각각 H 곡률 이미지와 K 곡률 이

미지로 만든다(그림 5(a), (b), (c)). 먼저 두 깊이 이미지를 

NCC로 매칭 해보았으나, 두 깊이 이미지 간의 밝기 값 차이

로 인해 제대로 매칭되지 않았다(그림 6(a), (b)). 그에 비해 

NCC를 이용한 두 곡률 이미지 간의 매칭은 H 곡률 이미지, 

K 곡률 이미지 모두 제대로 매칭되었다(그림 6(c), (d)). 

개발 중인 구조 광 방식의 표면 측정 센서로 얻은 30개의 

표면 측정 데이터로 CT ROI 추출 실험을 한 결과 모두 제대

로 매칭되서, CT ROI를 추출할 수 있었다(그림 8). 전처리 과

정 없이 CT 전체 데이터와 표면 측정 데이터 간의 ICP 정합

은 국소 최저치에 빠져 제대로 정합되지 않았지만(그림 9(a)), 

 

(a) ROI data extraction of nose in CT data. 

(b) ROI data extraction of ear in CT data. 

그림 7. 매칭 포인트를 이용한 CT 데이터의 ROI 추출. 

Fig.  7. ROI extraction in CT by using match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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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CT ROI와 표면 측정 데이터 간의 ICP 정합은 국소 

최저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정합되었다(그림 9(b)). 표 1은 

두 ICP 결과에 대한 정합 평균오차와 실행시간을 나타낸 것

이다. CT ROI 추출없이 그냥 ICP 정합을 한 경우에는 정합을 

위한 반복(iteration) 횟수가 많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소

최저치에 빠져 제대로 정합되지도 못했다. 그에 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CT ROI 추출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ICP 

정합을 위한 반복(iteration)횟수를 줄여주므로, ICP 정합 실행

시간은 크게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유도 수술에서 사용되는 Image-to-

patient registration을 위해, 환자 좌표계와 영상 좌표계를 정합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특정 마커를 환자에게 붙

이는 방법 대신, 제안된 방법에서는 환부 근처의 3차원 표면

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와 이를 활용하여 획득된 3차원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정합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한다. 제

안된 H, K 곡률 이미지 기반 정합방법을 사용하면, 표면 측

정 데이터를 이용한 Image-to-patient registration과정을 완전 자

동화 시킬 수 있고, 또한 ICP 기법을 이용한 최종 정합에 사

용되는 초기 정합위치를 자동으로 구해주므로, 국소 최저치

에 빠지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3차원 ROI를 추출

해서 정합에 사용하기 때문에, ICP에서 최종 정합할 데이터 

의 영역이 감소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합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환자와 CT 데이터의 좌

표계 정합을 위해, 환자 머리의 자연 특징치인 코, 눈, 귀 부

분의 표면 데이터를 활용하고, 컴퓨터 연산 속도 증가를 위

해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깊이 이미지로 맵핑하여 사용하였

다. 또 강인한 이미지 매칭을 구현하기 위해, 깊이 이미지의 

특징치를 부각시켜주는 H, K 곡률이미지로 변환 후, 이미지 

매칭을 했고, 매칭된 이미지 포인트의 역 연산을 통해 ICP 

정합에 사용할 CT 데이터의 3차원 ROI를 구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CT ROI와 표면 측정 데이터를 ICP 알고

리즘으로 정합한 결과, 국소 최저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정합되는 것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기존 방법들과 성능 비교 실험 수행하고자 하며, 실험 데이

터는 인체 머리 모형의 데이터가 아닌 실제 인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에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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