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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볼륨 가시화는 CT나 MR 등으로 얻은 의료영상 

볼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생성

하는 가시화 방법이다[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최대 

휘소 투영(maximum intensity projection, MIP)[2,

3]은 대표적인 볼륨 가시화 방법으로, 관찰자가 바라

보는 방향으로 볼륨 데이터의 최댓값을 계산하여 화

면에 출력하는 방법이다(Fig. 1 참고). MIP는 골격이

나 조영된 혈관과 같이 높은 밝기의 조직을 주변 장

기의 가림 없이 출력하기 때문에 의료 진단에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MIP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쉬어

-왑 분해[4, 5]와 광선 추적법(ray casting)[6] 등이며 

높은 화질과 확장성 측면에서 광선 추적법이 많이 

사용된다. 광선 추적법은 Fig. 1과 같이, 영상을 구성

하는 각 픽셀에서 가상의 광선을 발사하여, 볼륨 데

이터 내부의 각 지점에서 밀도값을 얻고, 이들을 비

교하여 최댓값을 얻는 방법이다. 광선 추적법은 연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GPU를 사용[7-9]하

거나 데이터를 사전 정렬[10]하는 등의 다양한 가속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 중 빈공간 도약 방법[11-13]

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속 방법이다.

MIP의 출력 픽셀은 광선이 진행하면서 계산한 최

사용자 선호에 기반한 효율적 최대 휘소

가시화 알고리즘의 선택 방법

한철희†, 계희원††

Algorithm Selection Method for Efficient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Based on User Preference

Cheol Hee Han†, Heewon Kye††

ABSTRACT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MIP) is a common visualization technique in medical imaging system.

A typical metho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IP is empty space leaping, which skips unnecessary

area.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method to improve the existing empty space leaping. In order to

skip more regions, we introduce a variety of acceleration strategies that use some tolerance given by

the user to take part in image quality loss. Each proposed method shows various image quality and

speed, and this study compares them to select the best on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t is most

efficient to add a constant tolerance function when the image quality required by the user is low.

Conversely, when the user required image quality is high, a function with a low tolerance of volume

center is most effective.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general MIP visualization can generate a

relatively high quality image in a short time.

Key words: Volume Rendering,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Empty Space Leaping

※ Corresponding Author : Heewon Kye, Address: (02580)

Samseongyoro-16Gil 116, Seongbuk-Gu, Seoul, Korea,

TEL : +82-2-760-8014, FAX : +82-2-760-4347, E-mail :

kuei@hansung.ac.kr

Receipt date : Jan. 10, 2018, Approval date : Jan. 22, 2018

††Hansung University

(E-mail : hee900105@naver.com)
††Hansung University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8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2호(2018. 2)

댓값 하나로 결정되므로 광선 진행 중 얻은 다른 값

들은 최종 영상에 반영되지 않는다[12]. 이에 착안한 

빈공간 도약은 광선의 불필요한 샘플링을 건너뛰어 

속도를 향상한다. 그러나 기존의 빈공간 도약은 공간 

도약의 효율이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떤 영역이 

가시화에 불필요한지 판단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공간 도약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

해, 볼륨 각 영역의 생략 여부를 낙관적으로 예측하

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더 

많은 공간을 도약하여 가시화 속도가 우수하지만 경

우에 따라 화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안 방법들을 화질과 속도 관점에서 서로 

비교하였다. 제안 방법의 상대적 우수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화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화질 수준에 따라 적합한 

가속 방법을 선택하여 고속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연구의 공헌은, 낙관적으로 MIP 빈공간 도

약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제안한 가속

화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

선택되는 고속 MIP 가시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후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인 빈공

간 도약 알고리즘에 대해 2장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

는 빈공간 도약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빈공간 도약이란 볼륨 데이터에서 출력 영상에 반

영되지 않는 데이터를 생략하는 가속화 기법이다

[11]. 어떤 영역에 속한 데이터의 값이 모두 작다면,

그 영역은 최댓값을 구하는 MIP 렌더링 결과에 반영

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역을 건너뛸 수 있음에 착안

한 것이다[14]. 빈공간 도약을 수행하기 위해, 볼륨 

데이터를 같은 크기의 영역, 즉 블록(block)의 모음

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각 블록 영역에 속한 복

셀값들을 비교하여 최댓값을 계산하고 별도의 공간

에 저장하여 놓는다[12]. 이 과정은 전처리 단계에서 

한 번만 일어나며, 다양한 관찰 방향에서 가시화가 

필요할 때 블록 정보는 재사용된다.

가시화 과정에서는 블록 정보를 이용하여 빈공간 

도약을 수행한다[8]. 광선은 관찰방향으로 진행하면

서 현재 위치까지 누적된 최댓값을 갱신한다. Fig.

2와 같이 광선의 현재 최댓값이 80이라고 가정한다.

만약 왼쪽 블록의 최댓값이 90이라면 블록 내부를 

탐색하며 최댓값을 갱신할 수 있을지 확인한다. 왼쪽 

블록의 연산 결과 최댓값이 90으로 변경되며, 오른쪽 

블록은 최댓값이 85이므로 무시하고 건너뛰어도 최

댓값 90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블록을 건너뛰면 화

질 손실 없이 가속화를 수행할 수 있다.

블록의 크기는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15]. 예를 들어 블록의 크기가 

16×16×16과 같이 큰 경우, 한 블록에 많은 복셀이 

포함된다. 만약 어떤 블록에 소속된 단 하나의 값이 

매우 큰 경우 그 블록은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블록

의 크기가 크면, 블록을 건너뛸 확률이 감소한다. 반

대로 블록의 크기가 4×4×4와 같이 작은 경우, 블록을 

건너 뛸 확률이 증가한다. 한편, 메모리 사용량 관점

에서 비교해보면, 블록 크기가 작은 경우 생성되는 

블록의 개수가 많으므로 메모리 소모량이 많아진다.

본 연구의 경우 메모리가 충분하며 블록을 많이 건너

뛰는 가속화 효과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

로 작은 크기의 4×4×4 블록을 사용한다.

3. 동적 빈공간 검사를 이용한 효율적 빈공간  

도약

3.1 동적 판단을 이용한 빈공간 검사

Fig. 3은 광선이 볼륨 데이터를 통과하면서 최대 

Fig. 1. Ray casting method for maximum intensity pro-

jection.

Fig. 2. Example of empty space le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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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소 투영과 빈공간 도약을 수행하는 예를 보인다.

점 A, B, C, D 는 각각 볼륨에 존재하는 값이며 각각 

80, 75, 81, 83 이다. 또한 이 점들이 속하는 1번, 3번,

6번, 7번 각 블록에서 최댓값이라고 가정한다. 즉, 1

번, 3번, 6번, 7번 블록의 최댓값은 각각 80, 75, 81,

83이다. 나머지 2번, 4번, 5번 블록은 모두 최댓값이 

40이며, 광선이 1번 블록에 진입하기 전까지 누적된 

최댓값은 70이라고 가정한다.

현재 광선이 1번 블록을 광선이 만날 때, 블록의 

최댓값이 80이므로 빈공간 도약을 하지 못하고 블록 

내부에서 광선이 진행한다. 광선이 많은 샘플링을 통

해 진행하면서 점 A를 만나게 되고 광선의 최댓값은 

80으로 갱신된다. 이제 광선이 최댓값이 40인 2번 블

록을 만나면, 건너뛰어 3번 블록으로 넘어간다. 3번 

블록은 최댓값이 75이고 현재 광선의 최댓값이 80으

로 갱신되었으므로 3번 블록을 건너뛸 수 있다. 마찬

가지로 4번, 5번 블록도 생략을 하게 된다.

문제는 6번 블록인데, 광선은 점 C를 통과하지 않

지만 그 정보는 미리 알 수 없다. 블록의 최댓값이 

81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으므로 6번 블록은 생략하

지 못한다. 광선이 진행하면서 점 C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최댓값이 갱신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광선 

진행과 샘플링을 수행한다. 전체 가시화 과정에서 많

은 광선이 불필요한 샘플링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광선의 누적 값과 블록

의 최댓값의 차이가 작은 6번 블록을 건너뛰어 효율

적으로 가시화를 수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공차(公差, tolerance) 값을 두어서, 광선과 블록 값의 

차이에 따라 블록을 건너뛸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6번 블록은 누적된 값 80과 블록 값 81이 유사하므로,

누적된 값이 작더라도 건너뛰도록 한다.

7번 블록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값 80과 블록 

값 83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7번 블록도 건너뛰게 

된다. 속도는 향상되지만 실제 존재하는 값 83을 무

시하였으므로 화질 손실이 발생한다. 만약 화질 손실

을 방지하고자 공차를 줄인다면, 불필요한 6번 블록 

또한 건너뛸 수 없다. 즉, 공차를 크게 하면 속도는 

향상되지만 화질 손실의 확률이 증가하므로, 사용자

가 원하는 성능과 화질에 따라 공차 값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공차 개념을 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광선에 누적된 값과 블록에 저장된 값

을 비교할 때, 단순히 차이를 계산할 것인지 상대적

인 비율을 고려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모

든 광선에 대해 동일한 공차를 적용할지 광선의 진행

에 따라 변화된 값을 적용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절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

한다.

3.2 공차(公差) 함수의 제작

3.2.1 상수 공차함수

광선에 누적된 값과 블록의 최댓값을 비교할 때 

가장 간단한 전략은 절대적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블록의 최댓값이 더 작다면 그 블록은 명백하게 불필

요하며, 블록의 최댓값이 크더라도 그 차이가 비슷하

다면 불필요한 블록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블록에 동

일한 값을 더해서 비교한 알고리즘을 Algorithm 1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Algorithm 1은 일반적인 MIP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하나의 광선의 시작위치(ray_start)와 방

향(dir)으로 광선의 진행 범위를 얻고(line 1), 각 지점

에 대해 현재 블록 정보를 얻는다(line 4). 블록의 값

이 작다면, 그 블록 영역만큼 도약하고(line 6) 값이 

크다면 현재 좌표에서 샘플링과 누적을 수행(line

9-11)한 후 단위 길이만큼만 진행한다(line 11).

만약 공차 값(line 5, tolerance)이 0이라면 기존 방

법[11, 12]과 완전히 동일하며, 공차를 증가시키면 더 

많은 블록을 건너뛴다. 예를 들어 공차가 0일 때, 현

재 광선의 최댓값이 80이고 다음 블록의 최댓값이 

81이라면 블록을 건너뛰지 못한다. 하지만 공차가 1

이라면 Block.Max(=81) <= max_value(=80) + tol-

Fig. 3. Example of empty space leaping by comparing 

max value in volu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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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nce(=1)이 되어 최댓값이 81인 블록은 생략하고 

다음 블록을 탐색하게 된다.

Fig. 4 (a)는 덧셈을 이용한 여러 공차함수(tol-

erance function, TF)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TF_A로 지칭한다. 다양한 공차 값이 존재하지만 각

각은 모두 상수 함수이며, 사용자가 선택한 공차에 

대해 화질과 속도가 변한다. Fig. 4(b)에 나타낸 TF_B

는 Algorithm 1의 5번째 행의 덧셈을 곱셈으로 바꿔 

블록을 건너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차(toler-

ance)가 1.01로 설정되면, 1% 차이는 건너뛸 수 있다.

현재 광선에 누적된 값 100이라면 최댓값 101인 블록

을 건너뛸 수 있으며, 광선에 누적된 값이 200이라면,

최댓값 202인 블록을 건너뛸 수 있다. 이 방법은 현재 

누적된 값이 클 때, 그에 비례하여 더 큰 값을 건너뛸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이 역시 공차의 값은 변화하

지 않는 상수이다.

3.2.2 시점으로부터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는 공차함수

일반적으로 의료 영상에서 중요한 관심부위는 영

상의 중앙에 위치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중심부는 정

밀하게 연산하고, 외곽 부분은 여유 있게 판단하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광선이 볼륨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지나는 위치(tMin, tMax, Algorithm 1

참고)를 알고 있으므로 볼륨 중심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다.

Fig. 5 (a)는 중심부의 공차는 항상 0으로 결정하

는 방법이다. Fig. 5 (b)는 깊이 영역을 4분할하여 중

심부 영역을 오차 없이 계산한다. Fig. 5 (b)는 중심부

의 공차도 0이 아닐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후 각각

의 세 방법을 TF_C, TF_D, TF_E로 표시한다.

3.2.3 샘플 밀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공차함수

MIP의 특성상 광선에 현재까지 누적된 값이 작으

면 향후 큰 값에 의해 갱신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값은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밝기 값이 작을수록 큰 공차를 갖는 

공차함수를 설계하였다. 일반적인 CT데이터는 12

bit 정밀도를 사용하므로 이를 0-4095로 대응하여,

다양한 모형을 설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정해진 

밝기(density) 1024, 2048, 3072를 이용하여 공차함수

를 생성하였고 Fig. 6 (a), Fig. 6 (b), Fig. 6 (c)에 

나타내었다. 이후 각 방법을 각각 TF_F, TF_G, TF_

Algorithm 1. Adaptive MIP algorithm adding constant tolerance for one ray

Ray casting for one ray
1: (tMin, tMax) := RayVolumeIntersect(ray_start, dir)
2: max_value := 0
3: for t=tMin to t=tMax
4:  Block := FindCurrentBlock(t)
5:  if(Block.max <= max_value + tolerance)  
6:   t := t + SkipLength(Block)
7:  else
8:   position := ray_start + dir * t
9:   if(max_value < Density(position))
10:    max_value := Density(position)
11:  t := t + 1
11: endif
12:endfor

// ray-volume intersection test
// initialize max_value
// get current Block
// large tolerance makes more skip 
// calculate sampling position
// update max value

(a) (b)

Fig. 4. Graphs of constant tolerance functions. (a) TF_A and (b) TF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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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로 표시한다.

3.3 사용자 입력에 따른 자동 도약 알고리즘 선택

앞에서 제시한 TF_A-TF_H가 특징이 다르기 때

문에, 특정 함수가 모든 경우에 가장 효율적일 수 없

으며, 가시화 조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공차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자

동화 학습을 통해 최고의 공차함수를 다양한 조건에

서 판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분포가 볼륨

의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

어 있는지를 구분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화

질이나 속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공차함수를 선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선택의 기초 연구로

서, 제한된 종류의 의료 데이터에 대해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을 판별한다. 일반적으로 공차를 증가시키

면 속도는 향상되고, 화질은 저하된다. 본 연구는 제

안된 8종의 방법에 대해, 속도와 화질을 두 축으로 

하는 이차원 그래프를 도시한다. 이렇게 얻은 그래프

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화질 조건에 대해 가

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통

적으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되면, 일반적인 데

이터에 대해 같은 전략을 적용한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실험은 데스크탑 개인용 컴퓨터로 수행

하였다. CPU는 Intel i5를 장착하였고, 가시화를 담당

하는 GPU는 nVidia GeForce GTX 670이다. 개발은 

CUDA를 이용한 병렬 GPU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여 

Visual Studio 2010, C++로 구현하였다. 실험에서 사

용한 볼륨 데이터는 모두 5종으로 Table 1에 정리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가속화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3장에서 제안한 8가지 가속화 방법 각각

에 대해, 공차 값을 다양하게 변경하며 가시화 시간

과 화질을 측정하였다. 화질은 기존의 빈공간 도약방

법[11, 12]과의 차이를 SNR(signal to noise ratio)로 

계산하였고, 그에 따른 가시화 시간은 Fig. 7과 같다.

즉, 각각의 가시화로 화질과 속도를 측정한 다음 그

래프 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시한 것이며, 그래프의 

우하단에 점이 위치할수록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래프 작성에는 Head, Chest1, Chest2, Leg의 4개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Fig. 7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가속 방법은 모두 

기존 방법(previous method)[11, 12]에 비해 뛰어난 

(a) (b) (c)

Fig. 5. Graphs of tolerance functions depending on depth from eye. (a) TF_C, (b) TF_D, and (c) TF_E.

(a) (b) (c)

Fig. 6. Graphs of tolerance functions depending on accumulated density value. (a) TF_F, (b) TF_G, and (c) TF_H.

Table 1. Experimental dataset

Dataset Resolution size(MB)

Head 512×512×552 276

Chest1 512×512×370 185

Chest2 512×512×528 264

Leg 512×512×1165 582.5

Abdomen 512×512×22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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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높은 화질의 영상을 생성하려

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는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동일한 화

질(SNR) 수준에서 두 배 가량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공통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TF_A와 녹색으로 

표시된 TF_C가 효율적인 것이 확인된다. 특히 화질

(SNR)이 낮은 경우 TF_A가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화질에서는 TF_C가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러한 특성은 실험한 4개의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 데이터별 고유한 특성은 고려에서 제외된

다.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면 데이터

의 특성에 따른 가속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화질과 속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효율적인 TF_A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TF_B를 

비교하여 Fig. 8-Fig. 11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렌더

링 속도를 기준으로 TF_A와 TF_B 영상을 생성하였

고, 기존 방법으로 얻은 기준 영상과 차영상을 생성

하여 화질을 비교하였다. 각 Fig. 8-Fig. 11의 (a),

(b), (c)를 비교하면 유사해 보이나 차영상을 10배로 

증폭시켜 (d)와 (e)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b)영상의 SNR이 매우 높아 그 차영상인 

(d)영상은 매우 어둡게 관찰된다. 제안된 8가지의 가

속화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므로, 가

속화 전략의 적절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Fig.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율적인 알

고리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화질 수준에 따라 달라진

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낮은 화질의 영상을 생

성하는 경우 TF_A 함수가 가장 효율적이며, 반대로 

고화질 영상의 경우 TF_C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Head 데이터를 사용하여 TF_A와 

TF_C에 대한 차영상을 Fig. 12에 제시하였다. 낮은 

화질의 차영상을 (a)와 (b)에, 높은 화질의 차영상을 

(c)와 (d)에 나타내었는데, 전반적 화질이 높기 때문

에 Fig. 8-Fig. 11과는 달리 40배로 차영상을 증폭하

였다. 그 결과 빠른 속도의 가시화는 (a)가 (b)보다 

오차가 작은 것이 관찰되며, 반대로 높은 화질의 경

우 (c)보다 (d)가 화질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서 가시화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가속화 방법을 결

정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영상을 얻으려면 공차로 

상수 값을 더하는 TF_A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높

은 화질의 영상을 얻으려면 볼륨 중심부의 공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TF_C를 적용하여 가시화한다.

(a) (b)

(c) (d)

Fig. 7. Time-SNR Graph. (a) Head data (previous method: 0.19s), (b) Leg data (previous method: 0.30s), (c) Chest1 

data (previous method: 0.14s), and (d) Chest2 data (previous method: 0.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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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8. Rendering images of Head data. (a) Previous method[11, 12] (0.19s), (b) TF_A (SNR 66.63dB, 0.13s), (c) TF_B 

(SNR 32.64dB, 0.13s), (d) |(a)-(b)|× 10, and (e) |(a)-(c)| × 10.

(a) (b) (c)

(d) (e)

Fig. 9. Rendering images of Leg data. (a) Previous method[11, 12] (0.30s), (b) TF_A (SNR 71.98dB, 0.23s), (c) TF_B 

(SNR 38.93dB, 0.23s), (d) |(a)-(b)|× 10, and (e) |(a)-(c)|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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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Abdomen 데이터에 적용하여 Fig. 13에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가속화 방법은 

가시화 속도가 기존 방법(a)에 비해 2-3배 빠르면서

도 기존 방법과 유사한 화질이 영상을 생성한다. 가

속방법 TF_A를 이용하여 그 40배 증폭된 차영상이 

(b)에 도시되었으며, (c)에 도시된 TF_C에 비해 더 

좋은 화질을 나타낸다. 만약 사용자가 더 높은 화질의

(a) (b) (c)

(d) (e)

Fig. 10. Rendering images of Chest1 data. (a) Previous method[11, 12] (0.14s), (b) TF_A (SNR 75.50dB, 0.09s), (c) 

TF_B (SNR 30.12dB, 0.09s), (d) |(a)-(b)|× 10, and (e) |(a)-(c)| × 10.

(a) (b) (c)

(d) (e)

Fig. 11. Rendering images of Chest2 data. (a) Previous method[11, 12] (0.18s), (b) TF_A (SNR 68.79dB, 0.13s), (c) 

TF_B (SNR 37.86dB, 0.13s), (d) |(a)-(b)|× 10, and (e) |(a)-(c)|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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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원한다면 가속화 방법이 자동적으로 TF_C로 

변경되어 차영상은 (e)보다 개선된 (f)로 출력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MIP 볼륨 가시화를 위한 새로운 가속 

방법을 제안하였다. MIP 가속에 사용되던 기존의 빈

공간 도약 방법을 확장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공차를 

이용해 화질과 속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차를 사용하여 가속화하

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화질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8가지 제안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상수 값의 덧셈을 이용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영상을 생성할 때 효율적이며, 다음으로 광선

의 깊이 값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공차함수는 상대적

으로 고화질 영상을 생성할 때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

난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

고, 사용자가 원하는 화질 수준을 입력하면 그에 따

라 더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시화 할 수 있다.

의료영상의 경우 오차가 전혀 없는 고정밀 영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는 오차를 감안한 가

속화 방법이다. 따라서 사용자 입력이 계속되는 대화

적 상황은 본 연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사용자가 잠시 입력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면, 고정

밀 영상을 출력하는 점진적 상세화(progressive re-

(a) (b) (c) (d)

Fig. 12. Difference images of Head data using Fig. 8(a). (a) |Fig. 8 (a)-TF_A|×40 (0.08s), (b) |Fig. 8 (a)-TF_C|× 

40 (0.08s), (c) |Fig. 8 (a)-TF_A|×40 (0.13s), and (d) |Fig. 8 (a)-TF_C|×40 (0.13s).

(a) (b) (c)

(d) (e) (f)

Fig. 13. Rendering images of Abdomen data. (a) previous method[11, 12], (b) |(a)-TF_A|×40 (0.04s), (c) |(a)-TF_C| 

×40 (0.04s), (d) TF_A (0.04s), (e) |(a)-TF_A|×40 (0.06s), and (f) |(a)-TF_C|×40 (0.0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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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ment)[16]에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한계로, 사용한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아 훈련을 

통한 자동 기계학습을 적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더 많은 데이터와 가속 

전략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판단하

는 방법이 향후 연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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