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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서리 기반의 삼각망 자료 구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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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Halfedge-based Triangular Mesh Data Structure

YunChan Chung* and Minho Chang**

ABSTRACT

Triangular mesh models are widely used in reverse engineering, computer graphics, rapid prototyp-

ing and NC (numerical controller) tool-path generation. Triangular mesh models are generated from

point clouds, surface models and solid models. A halfedge-based triangular mesh data structure is pro-

posed and the development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In the presented data structure, halfedge is the

key data structure. Halfedge stores its triangle index and the order in the triangle. Triangles do not store

the halfedge lists explicitly. Halfedge is referred by value and defined when it is required. Proposed

data structure supports four design requirements: efficient rendering, compact memory, supporting effi-

cient algorithms and easy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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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삼각망 형태의 자료가 많이 쓰이고 있다[1]. 삼각망

자료를 생성하는 시스템과 삼각망 자료를 입력으로

하는 시스템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접촉식

광학식 좌표 측정기인 3차원 스캐너가 삼각망 자료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예다[2,3].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장치 등의 의료 장비에서

획득한 형상 정보도 삼각망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4].

CAD 시스템은 NURBS(non-uniform rational B-

spline) 같은 기존의 연속적 자유 곡면 모델을 곡면 분

할을 통해 삼각망 모델을 만든다.

삼각망 자료를 입력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적인 계산

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많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형상의 음영 혹은 숨은 면 처리를 위해 다면체(주로

삼각망) 모델을 사용한다. NC(Numerical Control) 공

구 경로 생성과 쾌속 적층 조형(Rapid Prototyping,

RP)에서는 삼각망을 평면으로 절단하는 연산을 수행

한다[5]. 공학 해석에서는 삼각형을 포함한 다양한 종

류의 다각형 망이 사용된다. 충돌, 조립 등의 디지털

모의 실험에도 삼각망 자료가 사용된다. 역공학에서

는 이산적인 삼각망 형상 정보로 NURBS 같은 연속

적인 곡면 모델을 재생성한다.

삼각망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조작하는데 필요한 효

율적인 자료 구조와 기본적인 연산자(operator)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삼각망 자료를 생성하는 시스템

과 입력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

고 출력 시스템에서 생성된 삼각망 자료의 품질과 입

력 시스템의 요구 품질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각망 자료는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효율성

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삼각망 출력 시스템과 삼각망

입력 시스템 모두 삼각망 자료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삼각망 자료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

할 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제시한

다. 제시하는 삼각망 자료 구조는 솔리드 모델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모서리 자료 구조[6-8]다. 삼각망은 저

장할 면이 삼각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항상 세 개의

반모서리를 가진다. 그리고 삼각형 내부에 다른 루프

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삼각망의 특성을 이용하

면 메모리 측면에서 간결한 반모서리 기반의 삼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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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조와 연산자 구현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기여는 간결한 메모리로 위상

연산이 가능한 삼각망 자료 구조의 제시다. 제시된 자

료 구조는 간단하고 간결하면서 반모서리 기반의 오

일러 연산자[6-8]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기여는 삼각망 자료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의

정리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서로 다른 연산을

요구하며 서로 다른 요구 조건을 가진다. 그러나 삼각

망 자료도 기본적으로 형상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 모델러의 오일러 연산자와 같은 기본적인 연

산자는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되며 일반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삼각망은 기본적으로 형상 정보를 담는 그릇

이므로 설계 고려 사항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삼각형으로 제한된 다각형 망 모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약간의 확장을 통해 사각망에도 적용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오각형 이상의

다각형 망에도 적용 가능하다.

2절에서는 기존 연구 소개를 통해 기존의 삼각망 자

료 구조와 연산의 특징을 살펴본다. 3절에서 삼각망

자료 구조의 설계 요구 사항과 설계의 고려 사항을 설

명한다. 4절에서는 설계 요구 사항에 적합한 반모서

리 기반의 삼각망 자료 구조를 제시한다. 5절에서는

구현 결과를 간단히 소개한다.

2. 기존 연구

삼각망 관련 연구는 크게 자료 구조에 관한 연구와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자료 구조는

기하 정보와 위상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

된다. 알고리즘은 삼각망을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 따

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연산자는 몇 가지로 제한된다.

개념적으로 가장 간단한 삼각망 자료 구조는 단순

히 개개의 삼각형을 집합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자료

를 점 구름(point cloud)처럼 삼각형 구름(triangle

cloud)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자료 구조는 위상 정보

없이 기하 정보만 저장한다. 이 구조는 모든 삼각형이

자신의 정점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모델

에는 같은 좌표 값의 정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삼각형의 인접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기하 정보를 이

용해야 한다. 이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가 3D

Systems사가 만든 STL 파일 형식이다.

정점 공유 표현법(shared vertex representation)은

같은 좌표값의 정점을 같은 메모리 공간에 공유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삼각형은 세 개의 정점을 가지기 때

문에 정점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정점의 개수는 삼

각형 개수의 세 배다. 그러나 정점을 공유하는 경우는

하나의 정점을 대략 여섯 개의 삼각형이 공유하기 때

문에 정점의 개수는 삼각형 개수의 절반이 된다. 그만

큼 컴퓨터 메모리의 양을 절약할 수 있다. 정점을 1차

원 배열 구조에 저장한 후 해당 정점의 배열 색인으로

삼각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삼

각망 모델로 자주 사용된다. OpenGL 라이브러리[9]는

이러한 구조의 삼각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함수들을 제공한다.

삼각망의 위상 정보를 원활하게 저장하기 위해 사

용되는 날개 모서리(winged-edge) 자료 구조[7]는 솔리

드 모델의 전형적인 자료 구조다. 이 자료 구조는 모

서리가 자료의 중심이다. 각각의 모서리는 자기와 인

접한 두 개의 면, 모서리 양끝의 두 꼭지점 그리고 네

개의 이웃 모서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다.

날개 모서리 자료 구조는 Baumgart[10]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Braid[11]에 의해 확장되었다.

반모서리 자료 구조[6-8]도 솔리드 모델의 전형적인

자료 구조다. 면을 이루는 모서리들을 이중 연결 리스

트로 저장한다. 반모서리는 자신을 포함하는 면에 접

근할 수 있는 정보와 인접(mate) 반모서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다. 면이 반모서리 리스트를 가지

기 때문에 자료의 저장 측면에서는 면 중심의 자료 구

조다. 면 기반 자료 구조도 면 중심의 자료라는 측면

에서 개념적으로 반모서리 자료 구조와 유사하다. 면

기반 자료 구조는 분할과 다중 해상도 등의 응용 분야

에서 면의 계층적 구조를 옥트리 등에 추가적으로 저

장해서 사용한다[12]. 폴리곤 메쉬의 표현을 위한 반모

서리 자료 구조와 면 기반 자료 구조의 비교를 통해

면 기반 자료 구조의 우수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13].

Campagna 등은 필요 메모리 양 조절할 수 있는 반모

서리 자료 구조를 제시했다[14]. Fig. 1은 반모서리 자

료 구조의 개념도다.

삼각망 자료 구조의 알고리즘은 그 용도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그 예로 측정 자료 처리에 사용되는 주

Fig. 1. Halfedge dat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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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알고리즘은 얻어진 자료의 정합[15,16]과 자료의 병

합[17] 혹은 짜깁기[18], 데이터 축약[19], 평활화[20,21] 등이

있다. NC 가공 경로 생성[5] 혹은 쾌속 적층 조형을

위해서는 삼각망을 평면으로 자르는 알고리즘이 쓰인

다. 이들 알고리즘은 효율적인 삼각망의 자료 구조와

기본적인 삼각망 연산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위상 정보를 가지는 삼각망 자료 구조의 가장 기본

적인 연산자는 접근 연산자와 오일러 연산자다. 일반

적인 솔리드 모델과 달리 삼각망은 삼각형 면으로 구

성되기 때문에 삼각망 자료 구조에 저장되는 위상 요

소는 삼각형 면, 모서리 그리고 정점이다. 접근 연산

자는 삼각망의 위상 정보인 면과 정점, 모서리에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위상 정보를 가

진 삼각망 자료 구조를 올바르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오일러 연산자가 필요하다. 삼각망의 특수성으로 인

해 모서리의 제거와 모서리의 분할이 가장 대표적인

오일러 연산자다. 삼각형 면의 추가와 삭제를 위한 연

산자를 추가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삼각망 조작 연

산이 가능하다.

3. 자료 구조 설계 고려 사항

3.1 설계 요구 사항

삼각망 자료 구조의 설계 요구 사항은 다음 4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 렌더링에 효율적인 구조

- 간결한 메모리 구조

- 효율적인 계산 구조

- 사용 편의성

렌더링에 효율적인 삼각망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삼각망 자료는 기본적으로 형상 정보다. 따라서 대개

의 응용 분야에서 삼각망 자료는 컴퓨터 그래픽 디스

플레이를 통해 가시화 된다.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 삼각망을 출력 자료로 생성하든 입력 자료로 사용

하든 사용자는 자료의 형상을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기를 희망한다.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

전과 함께 처리할 데이터의 양도 많아졌고 사용자의

기대 수준도 높아졌다. 많은 양의 형상 정보를 실시간

으로 렌더링하기 위해 삼각망 자료를 렌더링 자료 구

조와 계산용 자료 구조로 분리하기도 한다. 렌더링 용

의 별도 자료 구조로 분리하면 자료의 일관성 유지와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 다

른 요구 사항을 만족하면서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간결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

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컴퓨터 메모리도 커졌지만 처

리해야 할 자료의 양도 매우 커졌다. 2차원 패턴을 사

용하는 광학식 3차원 스캐너의 경우 한번의 측정으로

수백 만개의 삼각형을 생성한다. 그리고 하나의 3차

원 물체를 완전히 측정하기 위해 수십 혹은 수백 번의

측정으로 수억 개의 삼각형을 생성한다. 자기공명영

상 장치도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대용량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동일한 알고

리즘의 연산일 때 모든 자료를 주기억장치인 RAM

(random access memory)에 저장할 수 있다면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보다 월등히 빠른 연산이 가능

하다. 또 고속기억장치인 캐쉬 메모리(cache memory)

에 저장 가능한 자료의 개수가 많으면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자료 구조가 효율적인 계산을 지원해야 한다. 정점

만을 공유하는삼각망 자료 구조로도 대부분의 위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빈번한 연산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료 구

조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필요한 연산자

는 응용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오일

러 연산자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

적인 자료 접근 연산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사용 편의성은 자료 구조 설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구현과 디버깅, 유지 보

수, 성능 향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구

조건이다. Java와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버그

를 만들 가능성이 큰 포인터 변수를 아예 제공하지 않

는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복잡한 객체들도 단순한 배열

에 저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명한 CAD 커널은

포인터 변수를 활용해서 리스트 혹은 트리 형태의 체

계적으로 잘 짜인 자료 구조에 객체를 저장하고 있

다[22].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구

조의 사용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

로 빠르게 발전하는 알고리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

는 자료 구조의 사용 편의성은 자료 구조 설계의 중요

한 요구 사항이다.

3.2 설계 고려 사항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삼각망 자료 구조 설

계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할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다양체[8] 지원 여부

- 방향성 지원 여부

- 유효한 삼각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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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조가 Fig. 2와 같은 비다양체 형상을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초기 입력 형상을 다양체(two-

manifold)[8]로 제한하더라도 자료를 조작하면서 비다

양체가 생성되거나 일시적으로 비다양체를 유지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다양체 형상을 지원하려

면 자료의 간결성과 연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비다양체 형상을 표현할 특별한 이유가 없

다면 다양체 자료 구조로 충분하다. 또 비다양체는 대

부분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양체로 변환 가능하다.

Fig. 2(a)와 같이 하나의 모서리를 두 개를 초과하는

삼각형이 공유할 때 정점과 모서리를 중복시켜 다양

체로 변환할 수 있다. Fig. 2(b)와 같이 정점을 사이

에 두고 매달린 형상도 정점을 중복시켜 분리할 수 있

다. 다양체 모델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

비다양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일러 연산자를 통해

오일러-포앙카레(Euler-Poincare)[6,8] 공식을 만족하도

록 강제해야 다양체 자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방향성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방

향성 있는 자료 구조가 편리하다. 방향성 있는 모델로

표현 불가능한 뫼비우스 띠(Mobius strip) 혹은 클라

인 병(Klein bottle)은 매우 특별한 모델이다. 방향성

을 부여해서 안과 밖을 명확히 구분하면 3차원 공간

의 내외부 판별 혹은 곡면의 법선 방향 결정 등에 유

리하다.

삼각형의 유효성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

본적으로 삼각형을 정의하는 세 정점이 다르다면 모

두 유효한 삼각형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두 개 이

상의 정점이 같은 경우도 유효한 삼각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Fig. 3(a)는 모서리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예다. Fig.

3(b)는 모서리 제거 과정을 통해 생기는 ‘두 개의 정

점이 동일한 삼각형’의 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삼각

형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삼각형이 ‘세 개의 정점을 공유하

는 경우’도 그 유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하

적인 측면에서는 특이한(혹은 비정상적) 형상이지만

그 위상은 정상이기 때문이다. Fig. 3의 예와 같은 특

이한 삼각형을 유효하지 않은 삼각형으로 정의한다면

모서리 제거와 같은 연산자에서 이러한 삼각형이 생

성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4. 반모서리 기반 자료 구조

4.1 자료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반모서리 기반의 삼각망 자

료 구조는 Fig. 4와 같이 정점과 삼각형을 각각 배열

로 저장한다. 하나의 정점은 기하 정보에 해당하는 3

차원 좌표값과 해당 정점을 시작으로 하는 반모서리

를 하나 갖는다. 필요한 경우 정점의 색깔, 법선 벡터

등을 정점의 속성으로 추가할 수 있다.

삼각형은 Fig. 4(b)와 Fig. 5에서 보듯이 세 개의

정점 색인과 세 개의 인접 반모서리를 가진다. 제안하

Fig. 2. Non-manifold examples.

Fig. 3. Odd triangles by edge collapse.

Fig. 4. Halfedge-based triangula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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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 구조에서 삼각형은 배열로 저장된다. 삼각형

을 구성하는 세 정점은 정점 배열의 색인으로 저장한

다. 배열로 정점과 삼각형을 저장하는 방법은

Compagna 등의 연구[14]에서 제안한 작은 크기의 자료

구조와 유사하다. Fig. 5에서 v0, v1, v2가 정점의 색

인에 해당한다. 정점 색인은 삼각형의 방향성 표현을

위해 반시계 방향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삼각형을 구

성하는 반모서리의 인접 반모서리를 정점 색인과 같

은 순서로 저장한다. Fig. 5에서 m0, m1, m2가 삼각

형 Ti를 구성하는 반모서리 h0, h1, h2의 인접 반모

서리다. 그림에서 h0, h1, h2에 해당하는 삼각형 자신

의 반모서리는 삼각형의 자료로 저장하지 않는다. 결

국 하나의 삼각형은 세 개의 정점 색인과 세 개의 인

접 반모서리를 갖는다. 필요한 경우 삼각형의 법선 벡

터, 색깔 등을 삼각형의 속성 정보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 반모서리는 자신을 포함하

는 삼각형의 색인과 그 삼각형에서 자신의 서열로 정

의된다. 반모서리의 서열은 해당 삼각형에서 반모서

리 시작 정점의 서열과 같다. 일반적인 솔리드 모델링

시스템에서 반모서리 자료 구조는 반모서리를 이중

연결 리스트로 저장하고 면이 그 리스트를 갖는다. 그

러나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 각 삼각형의 반모서리

리스트는 명시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컴퓨터 메모리

를 차지하지 않는다. Fig. 5에서 h0, h1, h2는 암시적

자료다. 삼각망의 면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항상 세 개

의 반모서리로 구성되며 삼각형 면 내부에 루프도 없

다. 따라서 세 정점으로 정의되는 하나의 삼각형 면이

주어지면 반모서리 리스트는 암시적으로 정해진다. 결

국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 반모서리는

자료의 실체(혹은 메모리)가 없다. 일반적인 솔리드 모

델링 시스템에서는 포인터를 통해 특정 반모서리의

실체에 접근한다.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는 값(삼각

형의 색인과 자신의 서열)으로 특정 반모서리를 인식

하고 정의한다. 

반모서리 자료의 예로 Fig. 5의 h0와 같이 삼각형

Ti의 첫 번째 반모서리를 가정하자. 일반적인 반모서

리 자료 구조에서는 먼저 삼각형 Ti에 접근하고 삼

각형 Ti가 가진 반모서리 리스트의 첫 번째에서 h0

를 꺼내온다. 그러나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는 삼각

형의 색인 Ti와 해당 반모서리의 서열 0(해당 삼각형

의 첫 번째 반모서리)으로 반모서리를 정의해서 사

용한다. 삼각형이 저장하고 있는 인접 반모서리도 값

으로 저장된다. 결국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 반모서

리는 포인터가 아닌 값으로 주고 받는다. 정점과, 삼

각형, 반모서리를 C++의 클래스로 구현한 예가 Fig.

6이다. 

4.2 반모서리 연산자(halfedge operators)

모든 삼각형에서 세 개의 반모서리가 정의된다. 삼

각형의 색인과 그 삼각형에서 해당 반모서리의 서열

(0, 1, 2)이 주어지면 반모서리가 정의된다(Fig. 6 참

조). 반모서리의 이전과 다음 반모서리도 포인터 연산

없이 정의된다. Fig. 5에서 h0의 다음 반모서리는 h0

에 저장된 서열을 하나 증가시켜서 얻고 이전 반모서

리는 서열을 하나 감소시켜 얻는다. 서열은 0, 1, 2의

세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0을 감소시키면 2이며 2

를 증가시키면 0이 됨에 주의하자.

반모서리는 삼각형 색인을 저장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하는 삼각형에는 곧장 접근할 수 있다. 반모서리

의 시작 정점은 자신의 서열의 해당하는 삼각형의 정

점이다. Fig. 5에서 반모서리 h0의 시작 정점은 삼각

형 Ti의 0번째 정점인 v0다. h0의 짝은 삼각형 Ti에

저장된 0번째 인접 반모서리 m0다. 같은 방법으로 h1

의 시작 정점은 삼각형 Ti의 1번째 정점 v1이며 그

짝은 삼각형 Ti의 1번째 인접 반모서리 m1이다.

Fig. 7은 제안하는 자료 구조로 표시한 간단한 삼각

Fig. 5. Topology connectivity of a triangle.
Fig. 6.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data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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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자료의 예이다. 그림에서 삼각형 T1은 정점 V1,

V4, V0으로 구성된다. 이때 정점의 서열은 V1, V4,

V0 순서다. 그리고 삼각형 T1의 0번 반모서리의 짝

반모서리는 T2의 1번 반모서리다. T1의 1번 반모서리

의 짝 반모서리는 T3의 2번 반모서리다. T1의 2번

반모서리는 짝이 null이다.

전형적인 반모서리 자료 구조는 면이 반모서리 리

스트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삼

각형이 반모서리 리스트를 명시적으로 갖지 않는다.

반모서리 리스트를 저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 생성해

서 사용한다. 반모서리는 삼각형의 색인과 자신의 서

열로 정의되므로 자신의 색인을 아는 삼각형은 언제

든지 반모서리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반모서리는

자신을 포함하는 삼각형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이 리

스트에서 몇 번째인지 서열을 알 수 있다. 해당 반모

서리의 이전과 다음 반모서리를 생성할 수 있다. 삼각

형을 통해 시작 정점과 짝 반모서리에도 접근할 수 있

다. 각각의 삼각형 면이 자신의 반모서리를 저장하지

않지만 완전한 반모서리 자료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반모서리와 짝 반모서리를 생성하는 함수

(NextEdge, MateEdge)의 예가 Fig. 8에 있다.

제안하는 자료 구조에서 어떤 정점을 둘러싼 모든

정점을 찾는 알고리즘(AdjacentVtxIDs)의 C++ 구현

예가 Fig. 8이며, 개념적인 도해가 Fig. 9다. Fig. 8에

서 gTriArray[]는 삼각형을 저장한 배열이다. 예에서

반모서리 he는 그 짝의 다음 모서리로 옮겨가면서 시

계방향으로 주변 정점을 찾는다. 해당 정점이 모델의

경계에 놓인 경우에는 반시계방향 탐색을 추가해야

한다.

4.3 설계된 자료 구조의 적합성

설계된 자료 구조는 정점을 배열에 저장하고 정점

의 색인을 가지는 삼각형도 배열에 저장한다. 배열 구

조는 OpenGL을 사용한 렌더링 구현에 효율적이다.

OpenGL의 배열 요소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적

인 렌더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성능

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OpenGL의 배열 요소 그리기는 일련의 렌더링 명령을

미리 처리해서 display list로 만들어 두는 것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9]. 다음은 OpenGL의 명령어다. 

glEnableClientState(GL_VERTEX_ARRAY);

glVertexPointer(…, Mesh.VertexArray);

glDrawElements(GL_TRIANGLE,…, Mesh.TriangleArray);

리스트와 포인터 변수로 삼각망을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 제시한 OpenGL의 배열 요소 그리기를 직접 사

용할 수 없다. 대부분 렌더링을 위한 메모리를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제시된 자료 구조는 추가적인 메모리

Fig. 7. Example of a triangular mesh.
Fig. 8. Implementations for adjacent vertices around a

vertex.

Fig. 9. Schematic view for finding adjacent ver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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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수백만 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삼각망 모델을 실

시간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

제안한 자료 구조는 간결한 구조다. 정수형이 4 byte

인 경우 반모서리는 5 byte로 표현된다. 따라서 정점

은 좌표값을 제외하는 경우 5 byte로 표현된다. 삼각

형은 3개의 정수와 3개의 반모서리로 구성된다. 따라

서 삼각형 하나는 27 byte로 표현된다. 이때 좌표값과

법선 벡터 등의 형상 정보와 색깔과 같은 속성 정보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메모리 계산에서

제외하자. 일반적인 삼각망 모델에서 삼각형의 개수

는 대략 정점 개수의 2배다. 따라서 정점의 개수가 nv

개인 삼각망의 메모리 양은 다음과 같다.

Memory for each vertex = 1 halfedge = 5 byte

Memory for each triangle = 3 integers + 3 halfedges 

= 12 + 15 = 27 byte

Memory for a triangular net having nv vertices

= 5 × nv + (nv × 2) × 27

= 59 × nv

박 등[13]이 제시한 방법은 정점의 좌표값을 제외하

는 경우 정점 하나 당 22개의 포인터 변수가 요구된

다. 포인터 변수가 4 byte인 경우 88 byte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자료 구조는 박상근 등의 방법이 요구하는

메모리의 2/3에 해당하는 간결한 구조다.

제안하는 자료 구조는 삼각형과 정점의 최대 개수

를 알고 있을 때 한꺼번에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어서

대규모 모델의 메모리 할당과 해제 성능은 포인터 구

조의 자료구조에 비해 우수하다. 그리고 배열 구조이

지만 반모서리 기반의 위상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열 구조의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삼각형의 삭제와

삽입 함수의 구현이 복잡하다.

자료 구조의 사용 편의성은 평가하기 쉽지 않다.

설계된 자료 구조는 기하 형상을 표현하는 대표적 자

료 구조인 반모서리 자료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리

고 포인터 변수 없이 자료의 색인으로 모든 연산이

수행된다.

5. 구현 및 구현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 구조를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Visual C++로 구현하였다. 자료 구조의 적합성과

효율성 확인을 위해 제시된 자료 구조로 삼각망의 짜

깁기과 자료 축약 등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적용

예제는 Fig. 10(a)에 제시된 자동차 측면 패널로 삼각

형의 개수는 약 150만개이며 CAD 시스템에서 생성

된 삼각망 모델이다.

STL형식으로 저장된 삼각망 파일을 본 논문에서 제

시된 자료 구조의 메모리로 읽어 들이고 공통 정점과

공통 모서리를 찾아서 위상정보를 생성했다. 이때 인

접 모서리가 없는 외곽 모서리의 수는 대략 103만개

다. 배열 구조의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메

모리 사용 없이 이 모델을 5.4 fps(frame per second)

의 성능으로 쉐이딩 할 수 있었다. Fig. 10(b)는 위상

정보 생성 후 외곽 모서리를 별도로 추출해서 그린 것

이다.

위상정보가 생성된 모델을 0.05의 공차로 외곽 모

서리 짜깁기를 수행했다. 외곽 모서리를 기우면서 삼

각형의 수는 대략 50만개가 늘어났고 외곽 모서리는

약 100만개 줄었다. Fig. 10(c)는 짜깁기 후 외곽 모

서리만 그린 것이다.

 Fig. 10. Results of mesh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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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기워진 모델로 자료 축약을 시도하였다. 자료 축

약은 QEM(quadric error metric) 방식[19]으로 구현되

었다. 삼각형의 수는 대략 1/20로 줄었으며 초당 3만

개 가량의 삼각형을 제거했다. 그 결과가 Fig. 10(d)이

며 Fig. 10(a)와 비교를 통해 삼각형이 많이 제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각 연산별 계산시간과 삼각형의 수, 정점의 수, 외

곽 모서리의 수 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의 계산 시간은 Pentium 4 CPU 3.2GHz, 2GB

RAM, Windows XP에서 실행한 결과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삼각망 자료 구조 설계의 요구 사항

을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반모서리 기반 삼각망 자료

구조를 제시하였다. 삼각망 자료 구조의 설계 요구 사

항은 렌더링 효율성, 메모리 간결성, 계산 효율성, 사

용 편의성의 4가지로 요약된다. 각 요구 사항의 필요

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비다양체 지원 여부, 방향성

지원 여부, 삼각형의 유효성 정의 등과 같은 실제 설

계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안

한 삼각망 자료 구조가 설계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검

토하였다.

제시된 삼각망 자료 구조는 간결하면서 위상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 반모서리 자료 구조다. 그리고 추

가적인 메모리 부담 없이 렌더링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구현과 예제를 통해 제시된 자료 구조로 삼각

망의 주요 알고리즘의 구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다른 자료 구조와 성능 비교 등의 추가적인 연구

가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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