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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영상의 평면 검출 기반 3차원 정합 기법을

이용한 상지 부종의 부피 측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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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measurement of limb edema using three dimensional

registration method of depth images based on plan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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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emerging of Microsoft Kinect, the interest in three-dimensional (3D) depth imag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Depth image data of an object can be converted to 3D coordinates by simple

arithmetic calculation and then can be reconstructed as a 3D model on computer. However, because the

surface coordinates can be acquired only from the front area facing Kinect, total solid which has a closed

surface cannot be reconstructed. In this paper, 3D registration method for multiple Kinects was suggested,

in which surface information from each Kinect was simultaneously collected and registered in real time

to build 3D total solid. To unify relative coordinate system used by each Kinect, 3D perspective transform

was adopted. Also, to detect control points which are necessary to generate transformation matrix, 3D

randomized Hough transform was used. Once transform matrices were generated, real time 3D

reconstruction of various objects was possible. To verify the usefulness of suggested method, human

arms were 3D reconstructed and the volumes of them were measured by using four Kinects. This volume

measuring system was developed to monitor the level of lymphedema of patients after cancer treatment

and the measurement difference with medical CT was lower than 5%, expected CT reconstruc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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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림프부종(Lymphedema)이란 림프계의 순환장애

로 인하여 피하지방층에 림프액이 축적되는 질환으

로서, 암환자의 경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림프계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암 수술 이후 약 

30%의 발병률을 나타내는데 최근 암 생존율이 높아

짐에 따라 발생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림프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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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미용적인 문제 및 불안, 우울 등의 정신

적인 문제, 육체적 불편함과 관절 가동범위 제한과 

같은 기능적 손실을 초래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면

역 기능 장애를 일으켜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

다[1,2]. 따라서 수술 전후 또는 회복 기간 중의 변화

를 추적하여 조기에 림프부종 발생을 진단해내는 방

법이 점차 크게 요구되고 있다.

림프부종의 발생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생체저

항이나 유전율의 변화를 측정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3-5]. 하지만 이들은 림프부종 진행과의 직접적

인 관계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림프액 축적에 의한 

부피 증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림프부종의 부피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은 테이프 측정법이며 팔, 다리의 둘레를 잰 뒤 원기

둥으로 근사하여 계산한다. 이 측정법은 지나치게 단

순화한 근사값을 계산한다는 원리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 측정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환자의 자세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1997년 테이프 측정법을 개선

한 자동 부피 측정 장치인 페로미터(Pero-System

GmbH, Wuppertal, Germany)가 소개되었지만 여전

히 근사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였다[6,7]. 지금까지의 테이프 측정법이나 

페로미터는 부피를 측정했다기 보다는 3차원 부피와 

2차원 둘레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예측한 

방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림프부종으로 인한 부피 증가를 직

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피사체의 3차원 표면좌표를 

이용하였다. 3차원 표면좌표 값들을 이용하면 물체

를 3차원 재구성한 뒤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된 키넥트(Kin-

ect) 센서는 일반적인 컬러 영상뿐만 아니라 깊이 영

상(Depth Image)이라고 불리는 피사체의 표면까지

의 거리를 화소값으로 표현한 특수 영상을 실시간으

로 제공한다[8].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화소값으로 얻

을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산술 연산만으로 피사체 

표면에 대한 3차원 좌표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초당 30장의 매우 짧은 촬영시간과 간편

한 영상처리를 통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꾸밀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영상을 이용한 입체의 재구성은 본질적으

로 오직 피사체의 한 쪽 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

기 때문에 완전한 3차원 입체를 재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사체의 모든 표면에 대한 3차

원 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한 대의 키넥트 센서를 피

사체의 주변을 따라 이동시키면서 촬영을 하거나 여

러 대의 키넥트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한 대의 키

넥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후 영상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산량

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획득되

는 영상들의 기준 좌표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영상

들 간의 상응하는 특징점과 해당 특징들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대의 키넥트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획득 시간을 단축시켰

으며, 평면 검출 기반 원근 변환을 이용하여 깊이 영

상들의 기준 좌표계를 효과적으로 통일시키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서로 다른 위치나 서로 다른 센서에서 얻은 표면 

좌표 정보들을 하나의 좌표계로 모아서 영상들 사이

의 겹쳐지는 부분이 이음새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영상 정합 (Image registration) 이라고 부른다.

현재 영상 정합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ICP

(Iterative Closest Point) 기법이다[9,10]. 일종의 최

적화 문제를 푸는 기법으로 두 영상 사이의 상응하는 

점 데이터군들 사이의 일치 정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많은 개선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11,12].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며 영상 정보 외에 이미 

알려진 외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로컬 미니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13]. 또한 기본적으로 

두 장의 영상을 기준으로 개발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 연산 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오차 누적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피하기 어렵

다. 반면 여러 대의 센서를 고정시켜 사용할 경우에

는 각각의 영상들이 사용하는 좌표계 역시 고정되기 

때문에 좌표계 통일을 위한 연산을 크게 줄일 수 있

다. 고정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 공간 좌표의 변

환은 간단한 4×4 행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변환을 3차원 원근

변환 (Perspective Transform) 이라고 부른다. 3차원 

원근 변환을 위한 행렬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 쌍의 상응하는 제어점 (Corresponding Control

Point)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제어점들은 각각의 센서

에서 동시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피사체의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고 있는 키넥트 깊이 영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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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ad angle of Kinect depth images.

서 앞서 언급한 4쌍의 상응하는 제어점들을 추출해 

내는 것은 깊이 영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키넥트 깊이 영상에서는 꼭지점이나 모

서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어점 기반 

부피 측정 연구에서는 측정 환경을 구성하는데 많은 

제약 조건과 한계가 있었다[14].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에서 제어점을 직접 찾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3차원 평면들

을 추출한 뒤 이들의 교점을 계산함으로써 제어점들

의 3차원 좌표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차원 

평면을 검출하기 위하여 허프 변환의 변형인 3차원 

랜덤 허프 변환을 사용하였다[15-16].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팬텀과 사람 팔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재구성한 후 부피를 측정하였다. 팬텀 측정 

결과를 의료용 CT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

의 신뢰성을 보였으며 사람 팔에 대한 측정 결과는 

기존의 부피 측정 장치인 페로미터와 비교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였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환경 구성

2.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한 대의 PC에 네 대의 윈도우용 키넥트 센서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키넥트 센서는 충분한 데이터 

전송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센서 1대당 USB 호스트 

컨트롤러 1개를 요구한다. 근접 영상을 얻기 위하여 

근거리 모드를 사용하였으며 피사체까지의 거리는 

1 m로 맞추었다. 피사체의 여러 표면 영역을 확보하

기 위하여 4대의 키넥트 센서는 카메라용 삼각대를 

이용하여 거치하였으며 측정대상에 따라 자유롭게 

방향과 높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환경으로 키넥트 SDK(ver. 1.7)를 사용하였

으며 이를 위해서는 Microsoft Visual Studio 10과 

Window 7 운영체제가 요구된다. 3차원 렌더링을 위

해서 VTK(ver. 5.10)를 일부 사용하였다.

2.1.2 키넥트 깊이 영상의 사각 영역(Dead zone)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는 깊이 영상은 복잡한 계

산 과정이 장치 내의 전용 칩에 의해서 하드웨어로 

수행된 후 컴퓨터로 전송된다. 계산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키넥트에 장착된 적외선 조사기(IR

Emitter)에서 미리 정해진 점 패턴을 피사체에 조사

하고 피사체에 투영된 패턴을 적외선 센서(IR Depth

Sensor)가 다시 읽어 들인 후 점 패턴의 변형을 인지

하여 삼각측량법을 통해 거리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

다[17]. 이 때 적외선 조사기와 적외선 센서가 약 7.5

cm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패턴을 조사하는 각도

와 읽는 각도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조사된 

패턴이 보이지 않는 사각 시야(Dead angle)가 존재

하고 이로 인하여 곡률이 크거나 각이 진 경우에는 

깊이 영상에서 거리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는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근거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영

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 피사체의 표면이 반사

가 심한 경우 적외선 간섭이 심하게 나타나서 패턴이 

인식되지 않는 넓은 사각 영역(Dead zone)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키넥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 환경을 꾸밀 때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보통 Fig.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사체의 왼쪽에서는 적외선 조사기에서 조

사된 점 패턴이 보이지 않는 사각 영역이 발생하며 

오른쪽 윤곽 영역에서는 점 패턴이 겹쳐 보이기 때문

에 역시 신뢰할 수 없는 화소값을 갖는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키넥트 깊이 영상은 피사체의 왼

쪽 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서로 다른 깊이 영상에서 동시에 검출되어야 하는 

제어점들로는 보통 꼭지점들이 이용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키넥트 영상의 특성상 이러한 꼭지점 

또는 모서리 영역은 사각 영역에 속하기 쉬운 지점들

이기 때문에 제어점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값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을 추출하

는 대신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평면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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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깊이 영상의 평면 추출

2.2.1. 제어점 추출을 위한 정육면체 모형

평면 검출에 기반한 제어점 추출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무반사, 무광택 표면 재질을 갖는 정육면체 

모형을 300 × 300 × 300 (mm3) 크기로 제작하였다

(Fig. 2A). Fig. 2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키넥트 깊이영상에서 정육면체 모형의 세 개의 면이 

한 화면에 나타나게 배치하였다. 이 세 면을 검출해 

내면 이들의 교점을 계산하여 한 개의 제어점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이 교점과 두 평면의 교선을 이용하여 

또 다른 3개의 점을 계산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네 점을 이용하여 단순 벡터 합으로 나머지 네 

점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정육면체의 크기

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세 평면을 높은 신뢰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2.2 깊이 영상 좌표의 데카르트 좌표 변환

깊이 영상에서 평면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깊이 영상의 각 화소가 나타내는 점을 키넥트 

SDK에서 스켈레톤 좌표(Skeleton coordinate)라고 

부르는 3차원 데카르트 좌표계에 표시되도록 변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깊이 영상도 컬러 영상과 마

찬가지로 초점을 기준으로 원근 효과가 반영되어 있

기 때문에 화소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평면의 식을 

구할 수 없다. 깊이 영상의 화소 위치와 화소값을 (x,

y)와 d라고 하면 스켈레톤 좌표 (X, Y, Z)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1)

여기서 width와 height는 깊이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내며, k는 초점 거리의 역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키넥트에서는 공장 출시값으로 3.501 × 10-3

으로 설정되어 있다.

깊이 영상의 화소들을 3차원 데카르트 좌표계에 

점으로 나타낼 때 <X-Y-Z> 축 방향으로 한 화소가 

각각 1 mm를 나타내도록 계수를 조절하여 식을 세

움으로써 향후 부피 측정을 할 때 별도의 비율 조정

이 필요 없도록 하였다.

깊이 영상의 원근 효과로 인하여 좌표값으로 변환

이 이루어질 때 곡률이 큰 영역에서는 격자 모양으로 

좌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하여 격자가 발생한 화소에 대하여 역방향

으로 근접화소 값을 탐색하여 채워줌으로써 격자 무

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2.3. 3차원 랜덤 허프 변환 (3D Randomized Hough

Transform)

허프 변환이란 2차원 영상에 나타난 직선을 검출

해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영상처리 기법으로 

<X-Y> 좌표계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는 점들을 파라

미터 좌표계에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역

으로 <X-Y> 좌표계 상의 각각의 점들은 파라미터 

좌표계에서 하나의 직선으로 대응된다. 따라서 영상

을 이진화 처리한 뒤 각 화소 (x, y)에 대응하는 허프 

공간 상의 직선을 파라미터 좌표계에 누적시킨 후에 

가장 많이 중복된 교점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파라미터 좌표계의 점(a, b)은 영상에서의 가장 뚜렷

한 직선에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식(2)에서

와 같이 표현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허프 변환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X-Y-Z> 좌표계에서 평면으로 표현되던 것을 파

라미터 좌표계에 점으로 표현한다. 평면을 표현하는 

식은 평면의 법선 벡터(n)와 기준점으로부터 평면까

지의 거리(d)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평면의 법선 

벡터는 단위 벡터가 되도록 하였다.

 ⇔  

    (3)

∥∥ 
하지만 깊이 영상의 각각의 점에 대해 가능한 파

라미터들을 파라미터 공간에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

게 많은 연산과 넓은 파라미터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평면에 대한 표현이 직관적이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랜덤 허프 변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즉, 평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점들을 기준으로 파

라미터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평면

을 구성하는 세 점을 랜덤으로 선택하도록 한 뒤 이 

세 점으로 결정되는 한 평면을 파라미터 공간에 표현

하면 단순하게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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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선택한 평면들을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파라

미터 공간 상에 점을 찍은 뒤 중첩하여 찍힌 점이 

가장 많은 파라미터 값을 선택하면 이 파라미터가 

깊이 영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면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 영상에 나타난 각각의 세 면에 

대해서 세 개의 점을 십만 번 랜덤 추출하고 이들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 뒤 파라미터 공간에 십만 개의 

점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키넥트 깊이 영상에서 보이는 

정육면체의 세 평면을 검출하였으며 검출된 세 평면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출된 평면들의 법선 벡터

들이 이루는 각을 계산하여 세 쌍의 평면들의 법선 

벡터가 동시에 90 ± 0.1° 사이의 값을 나타낼 때까지 

반복하여 구한 뒤 사용하였다.

2.3 3차원 영상 정합

2.3.1 변환 행열 (Transform matrix) 생성

검출된 세 평면으로부터 간단한 대수와 산술 연산

으로 정육면체의 여덟 꼭지점을 구할 수 있으며, 두 

대의 키넥트로부터 얻어진 여덟 꼭지점의 대응 관계

는 키넥트들의 배치가 정해짐과 동시에 미리 결정된

다. 여덟 꼭지점 중에서 네 점을 제어점으로 선정하

였으며 넓은 공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사

면체를 구성하는 네 개의 꼭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서

로 대응되는 네 제어점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선형 

대수 연산으로 변환 행열을 얻을 수 있다. 변환 행렬

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깊이 영상

으로 얻은 네 제어점을 열벡터로 표현한다(식 4). 이 

때 는 기준좌표계로 사용될 깊이 영상의 제어점 

벡터이고, 는 변환될 깊이 영상의 제어점 벡터이

다. 이들 네 개의 제어점 벡터로 이루어진 제어점 행

열  , 를 생성한다(식 5).

      


      
      (4)

      

       (5)

네 제어점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변환 행

열을 XAB라고 하면 위에서 구한 두 제어점 행열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되며 간단한 역행열을 계산

함으로써 구해낼 수 있다. (식 6)

 

 
  (6)

이렇게 생성된 행열 정보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키넥트 센서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

뀌지 않는다면 한 번 생성된 행열을 변경 없이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2 3차원 정합 (3D Registration)

두 깊이 영상의 변환 행열이 구해졌다는 것은 두 

키넥트 센서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며 이후에 촬영되는 다양한 피사체에 대해서 같은 

변환 행열을 적용함으로써 3차원 정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 센서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3대의 키넥트 센서에서 얻은 깊이 영

상들을 정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단 3차원 

정합을 통해 기준 영상과 정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2차원 영상으로 투영시켜 되돌릴 경우 중첩되

는 점이 발생하여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2차원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모든 처리를 3차원 공간배열을 

기준으로 추후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깊이 영상에서 배경으로부터 측정대상만을 분리

해내기 위하여 <X-Y-Z> 세 방향에 대한 영역에 대

해 범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Z

방향 영역 지정을 통해 측정대상의 뒤쪽 배경을 지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하는 측정 부위만을 잘라

낼 수 있도록 각각의 깊이 영상에서 자유곡선 모양으

로 불필요한 영역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하였다(Fig.

4).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대상인 상지 부종의 경우 

손목에서 팔꿈치 위 10 cm 영역이 측정 대상이 되는

데 이 기능을 통해  손목 아래 부분과 어깨 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제거는 더 정확한 측

정 결과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시스템에서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회피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각

각의 깊이영상에 대해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

에 정합 지점에서 곡면이 매끄럽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페로미터에

서 측정한 영역과 키넥트 깊이 영상에서의 영역이 

동일한 지점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목과 상박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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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스포츠 밴드가 두께

를 갖기 때문에 키넥트 깊이 영상과 페로미터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었으며 자유곡선 절단 이후에 동일 

영역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였다.

배경이 제거된 후 깊이 영상들에서 화소값을 갖고 

있는 모든 점은 미리 계산되어 있는 변환 행렬에 의

해 통합좌표계 상의 점들로 대응 변환되고 피사체의 

표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2.4 부피 계산

부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내부와 외부

의 경계가 뚜렷하게 폐곡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키넥트 깊이 영상의 

적외선 간섭과 사각 영역 등의 문제로 일부 표면 좌

표를 얻을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방향의 키넥트로부터 얻은 깊이 영상을 

정합하게 되면 중복하여 촬영된 영역이 존재하며 키

넥트 깊이 영상이 피사체의 윤곽 부분에서 부정확한 

좌표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3차원 입체 모델에서 표

면이 두 겹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따

라서 경계가 없는 영역은 보상하여 채워주어야 하며 

경계가 두 겹인 영역은 하나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먼저 재구성된 3차원 입체를 1 mm 간격으로(한 

화소 간격으로) 단면 영상을 만든 뒤 단면 영상의 

중앙에 기준점을 설정하고 피사체의 표면을 구성하

는 각 점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각도 기준으

로 정렬된 리스트를 생성하였다. 이후 두 겹으로 표

현된 표면을 조정하기 위해 리스트를 따라가면서 동

일한 각도를 가지지만 거리 값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경우 이들을 평균한 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마찬가

지로 다시 한 번 리스트를 따라가면서 이웃한 네 점

의 정보를 이용하여 캐트멀-롬 스플라인(Catmull-

Rom Spline) 보간법을 적용함으로써 빈 영역을 보상

하도록 하였다[18]. Catmull-Rom Spline 보간법은 

곡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원본 좌표를 보존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 보간이나 컨벡

스 헐(Convex hull)을 이용하는 것보다 표면의 세부

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한 단면 영상들

을 확보한 후 각 단면의 내부 영역을 구성하는 화소

의 수를 누적하면 각 단면의 간격과 화소의 간격이 

모두 1 mm를 나타내기 때문에 mm3(1000mm3=

1mL)단위의 부피를 구하게 된다.

2.5 측정 성능 검사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4대의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세 가지 모형 (원

통, 팔, 두상)의 부피를 측정해 보았으며, 같은 모형에 

대하여 의료용 CT를 이용하여 측정한 부피와 비교

해 보았다. 이 두 측정방법은 모두 단면의 면적을 계

산하여 누적시키는 동일한 방식을 이용한다. 이 비교

를 통해 제안된 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인체에 대해 비교 실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방사선 노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 후 실제 사람의 팔에 대하여 부피를 측정해 보

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림프부종 환자의 부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페로미터 장비로 측정한 팔

의 부피와 비교해 보았다. 페로미터는 일정 간격으로 

(5 - 10 cm) 팔의 두께를 두 방향에서 잰 뒤 타원의 

장, 단축으로 가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팔을 타원 기

둥으로 근사 시킨 뒤 부피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과도

한 근사 예측으로 인해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결  과 

3.1 제어점 추출을 위한 정육면체 모형의 제작

키넥트 센서가 깊이 영상을 얻어내는 방법 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사체의 표면은 적외선 대역에 대해

서 무광택, 무반사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평

면 검출에 기반한 제어점 확보를 위해서는 각 면이 

휨 없는 평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 3mm 아크릴 가공을 통해 300 × 300 × 300

(mm3)크기의 정육면체 모형을 제작한 뒤, 코팅이 되

어 있지 않은 마분지 뒷면을 각 면에 부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Fig. 2).

3.2 깊이 영상에서의 평면과 제어점 추출

키넥트 센서들이 정육면체 모형을 바라보는 방향

을 적절히 조절하여 서로 다른 두 대의 키넥트 센서

에서 네 곳의 제어점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도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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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ube model for transformation matrix generation (A) and extraction process of control points (B).

Fig. 3. The 3D reconstruction results for an upper body 

phantom and a human arm.

Table 1. Comparison of volume measurement results 

with CT for three phantoms

Phantom
Suggested method

(cm
3
)

CT

(cm
3
)

Error

(%)

Cylinder 4,065 4,168 2.47

Upper body 9,505 9,910 4.09

Upper limb 884 907 2.54

치하였다(Fig. 2B). 정육면체의 여섯 면 중에서 세 

개의 면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두 면이 만나는 세 개

의 교선과 세 면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깊이영상에 나타난 정육면체의 세 면을 

클릭하면 클릭한 점 주변 40×40 픽셀 영역을 관심영

역으로 설정된다. 그 다음 세 곳의 관심영역에서 세 

개의 점을 십만 번 랜덤으로 뽑아내어 평면의 방정식

을 생성하고 이 때 구해진 파라미터 값을 3차원 허프 

공간에 누적시켰다. 마지막으로 세 평면에 대해 가장 

누적이 많은 파라미터를 10개씩 뽑아낸 뒤 세 평면이 

서로 90°를 이루는 조합을 선택하였다. 각도 오차가 

0.1° 이상이 되는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세 평면이 결정된 후 두 평면이 만나는 세 교선과 

세 평면이 동시에 만나는 교점을 찾았으며 교점으로

부터 교선을 따라 300 mm 떨어진 세 점을 다시 찾았

다. 교점을 포함한 네 점과 교선과 평행한 모서리를 

가정하여 간단한 벡터합으로 정육면체의 나머지 네 

점의 3차원 좌표값을 구하였다.

3.3 3차원 영상 정합과 부피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면 검출에 기반한 깊이 영

상의 3차원 영상 정합 기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3가지 모형 - 원통, 팔, 상반신 - 에 대해 측정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의료용 CT를 통

해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3, Table 1)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CT 영상을 이용하여 3차

원 재구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5%에 이

른다고 하며 위 비교 데이터에 의하면 제안된 방법과 

CT를 이용한 방법의 최대 오차가 4.09% 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감내할 만한 수준의 오차라고 볼 수 

있다[19,20].

또한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림프부종 환자의 팔

부피 증가 측정을 위해서는 의학적 초기 진단 기준인 

팔둘레 길이의  2 cm 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부피로 환산했을 때 약 20%의 부피 변

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시스템을 이용

하여 충분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부종 측정 시스

템인 페로미터를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한 후, 곧바로 

제안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부피를 측정하였다.

(Fig. 4, 5). (Fig. 6)에 두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제안

된 방법에서 페로미터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 정도 적은 부피를 얻었다(P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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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I selection in the depth images.

Fig. 5. Rendered Solid 3D model. Fig. 6. Comparison result with Perometer.

1401 ± 256, Kinect: 1200 ± 235). 이는 제안된 방법이 

CT와 비교했을 때 최대 4.09%의 오차를 보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차이이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한 근사 추정을 하는 페로미터 측정 방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4. 결론 및 토의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물리량

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이용되지만 부피를 측

정하기 위한 방법은 고대부터 사용되어온 물체를 물

에 담갔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물치환법에

서 큰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다면체의 

경우는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산술 계산을 통해 

부피를 계산할 수 있지만 모양이 복잡해지거나 곡면

을 갖는 경우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물체의 단

면들의 넓이를 구한 뒤 이 단면을 쌓아 올림으로써 

부피를 구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단면의 모양과 넓이를 

구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의료용 CT(Com-

puted Tomography)나 공초점 현미경 검사(Co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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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microscopy)에서처럼 단면의 모양과 넓이를 구

하여 3차원 모델 재구성과 부피 측정이 가능한 경우

가 있지만 높은 비용과 방사선 노출 문제, 측정 대상

의 크기와 물질의 제한 등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1,22].

3차원 깊이영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센서의 출현

에 발맞추어 깊이 영상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왔다[23]. 본 논문은 깊이 영상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피사체 표면에 

대한 3차원 좌표 제공이라는 기능을 보다 능동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키넥트 센서로부터 얻은 

3차원 표면 좌표들을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 상에 통

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면 키넥트 센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표면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입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인 4대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을 만들고 

부피를 측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키넥트 센서 데이터를 하나

의 통일된 좌표계에 표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역좌

표계를 사용하지 않고 키넥트 센서들 사이의 상대적

인 위치 관계만을 이용하여 좌표축 변환을 수행하였

다. 별도의 전역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

라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4개의 제어점

(Control point)에 대한 원근변환(Perspective trans-

form) 행렬로 상대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다. 4개

의 제어점을 확보하기 위해 무반사, 무광택 표면 특

성을 갖는 정육면체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3차원 랜

덤허프변환을 적용하여 정육면체의 각 면에 대한 평

면방정식을 구한 뒤 이들의 교점을 찾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부정확한 경계영역 특성을 갖

는 키넥트 깊이 영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측정 결과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도 누구

나 쉽고 빠르게 측정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측정 환경이 구성 과정에서 생성된 원근 변

환 행렬은 키넥트 센서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수정이나 재측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행렬 파일을 생성한 

이후에는 다양한 피사체에 대해서 실시간 부피 측정

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암치료 이후 흔하게 발생하는 림프부종

에 의해 팔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해 

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4대의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 팔을 3차원 입체모델

로 구현하였으며 픽셀당 실제 거리(mm)를 1:1로 대

응시킨 뒤 입체(팔)의 내부를 구성하는 복셀(Voxel)

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팔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었

다. 이렇게 측정된 부피는 의료용 CT를 이용하여 측

정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대 4.1% 이내의 오차를 

나타냈으며, 기존의 림프부종 측정장치인 페로미터

와 비교했을 때는 15% 정도 적게 측정되었다. 문헌

에 의하면 의료용 CT의 단면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

원 모델을 생성할 때 5% 가량의 오차가 나타날 수 

있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과의 4.1%의 

오차는 허용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페로미

터 측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서

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페로미터가 사용하는 과도

한 근사 예측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 팔과 

같이 오목하거나 볼록한 영역이 많이 나타나는 측정 

대상의 경우 이 근사 오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림프부종의 초기 진단기준은 팔둘레의 2cm 변화

이며 이는 반지름에서 10% 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부종이 나타날 때 팔 길이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는 20% 이상의 부피 변화로 환산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깊이영상을 이용한 부피측정 시스템의 

최대 오차를 10%까지 설정하더라도 이는 림프부종

을 진단해 내는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차원 깊이영상을 이용한 부피측정 시스템은 빠

르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실행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 없이 

CT와 유사한 수준의 부피 측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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