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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 위

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받아, 그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

상을 각각 도출하고, 그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상을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2차

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이 디스플레이된 영역에 가상카메라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카메라 표시구와 카메라 

표시원을 갖는 가상카메라를 각각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영상들 중 하

나의 영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영상정보에 의거하여 나머지 영상정보도 연동하여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2

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과 가상 내시경 영상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가상카메라를 직관

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가상카메라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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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에 대한 블록도,

도 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에 대한 블록도,

도 1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내시경영상 표시제어부에 대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카메라 디스플레이 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영역 변경 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3a 내지 도 3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 표시 및 조작 방법에 대한 예시도,

도 4a 내지 도 4g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에 대한 예시화면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200 : 제어부

300 :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400 :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500 :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상내시경 영상을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

상과 함께 표시하고,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에 가상카메라를 직관적으로 표시한 후, 그 영상들이 연동하도록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3차원 영상 처리 시스템은 자동차, 선박 등 3차원적 형상을 가지는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분야, 또는 의료

영상기법등 많은 응용분야가 있다. 특히, 3차원 영상 처리 시스템이 의료영상기법에 응용된 경우, 이를 '3차원 의료영

상기법'이라 한다. 3차원 의료영상기법이란, 컴퓨터단층촬영기(Computed Topography: 이하 CT) 또는 자기공명장

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로부터 얻어지는 일련의 2차원 의료영상으로부터 3차원 영상을 생성하

는 것을 말한다.

일련의 2차원 이미지만을 통한 진단은 전체적인 입체감을 얻기가 힘들고 임의의 단면 등을 관찰하기 불가능한 단점

이 있으나, 3차원 의료영상기법을 사용하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판단이 가능하고 수술방법을 보다 현실감있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3차원 의료영상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환자들의 내장 상태 등을 살피기 위한 내시경의 경우, 환자들의 불쾌감 및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CT나 MRI로

부터 수집된 일련의 2차원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내시경과 유사한 영상을 생성하는 가상내시경(virtual endosco

py) 기법이 이미 상용화되어 인체의 기관지, 혈관, 대장, 관절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가상내시경 시스템

은 환자에게 비침습적인 것으로서 고통없이 장기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들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실제 내시경에서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장기 내부를 관찰할 수 있으나 가상내시경은 사용자가 원하

는 임의의 방향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므로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종래의 가상내시경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가상내시경 시스템의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들어, 종래의 가상내시경 기법은 영상 입력장치를 통해 획득된 2차원 참조영상과, 그 참조영상으로부터 생성된 

가상내시경 영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종래의 가상내시경 기법은 참조영상과 가상내시경영상간의 상관관계가 2차

원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차원적인 상관관계 표현이 어렵고, 가상내시경 영상에서 보여지 고 있는 부위의 위치정보

나 다른 구조물과의 상대적인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러한 종래의 가상내시경 기법은 2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메라를 제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

자가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카메라의 방향이 어디를 항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가상내시경 영상

을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과 함께 표시하여 참조영상과 가상내시경 영상간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2차

원 및 3차원 참조영상에 가상카메라를 직관적으로 표시하여 가상카메라를 용이하게 조작하도록 하는 3차원 가상내시

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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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는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 위

치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하는 볼륨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을 도출

하여 표시하는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와; 평행 볼륨 렌더링에 의해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3차원 영상을 도출하

여 표시하는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와;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상카메라의 위치정보 및 방향정

보를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고 그 이미 지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을 표시하는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와; 사용자의 조작신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

시경 영상 표시제어부 중 어느 하나에서 표시되는 영상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조작신호가 입력될 경우, 그 조작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를 제어하여 

상기 각 표시제어부들이 연동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은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

원적 위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받는 제1 과정과,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

영상 및 가상내시경영상을 각각 도출하는 제2 과정과, 상기 도출된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

상을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제3 과정과, 상기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이 디스플레이된 영역에 가상카

메라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카메라 표시구와 카메라 표시원을 갖는 가상카메라를 각각 디스플레이하는 제4 과정과,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영상들 중 하나의 영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영상정보에

의거하여 나머지 영상정보도 연동하여 변경하는 제5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

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는 볼륨데이터 입력부(100)와,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

어부(200)와,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와, 가상내시경영상 표시제어부(400)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500)와,

제어부(6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볼륨데이터 입력부(100)는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 위치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CT나 MRI 단면 스캐닝 결과로 생성된 볼륨데이터를 각 장치들로 직접 입력받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볼륨데이터 입력부(100)는 각 장치들과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접속 하드웨어 및 이를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또는 메모리 소자로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측정되어 다른 저장매체(예컨대, 플로피 디스크, CD-RO

M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경우, 볼륨데이터 입력부(100)는 그와 같은 시스템 내/외부 저장장치와 접속하

여 해당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접속 하드웨어와, 이를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또는 메모리소자로 구성될 수 있

다.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200)는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는 평행 볼륨 렌더링에 의해 볼륨데이터로부터 3차원 영상을 도출하여 표시하는 일

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가상내시경영상 표시제어부(400)는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상카메라의 위치정보 및 방향정보를 소

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을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한편, 제어부(6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500)를 통해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

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 중 어느 하나에서 표시되는 영상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조작신호가 입력될 경우, 그

조작신호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200),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

제어부(400)를 제어하여 상기 각 표시제어부들(200, 300, 400)이 연동하도록 하는 제어한다. 즉, 제어부(600)의 제

어에 의해,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들과 가상내시경영상이 상호 연동하게 되는 것이다.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200)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1a를 참조하면,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200)는 제어신호 입력부(210), 타 영상정보 수신부(220), 페인팅부(230), 표시영역 제어부(240

), 카메라 제어부(250), 표시형태 결정부(260), 2차원 이미지 발생부(270), 영상정보 지원부(280) 및 영상정보 표시

부(29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때,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200)는 2차원 참조영상을 변경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와, 그 제어

신호에 의해 2차원 참조영상에 대한 변경정보를 발생하는 주처리부와, 그 변경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분된다. 

입력부에는 제어신호 입력부(210)와, 타 영상정보 수신부(220)가 포함되고, 주 처리부에는 페인팅부(230)와, 표시영

역 제어부(240)와, 카메라 제어부(250)와, 표시형태 결정부(260)와, 2차원 이미지 발생부(270)가 포함된다. 한편, 출

력부에는 영상정보 지원부(280)와, 영상정보 표시부(290)가 포함되는데, 영상정보 지원부(280)는 주처리 부에서 발

생된 2차원 참조영상에 대한 변경정보가 타 영상에도 적용되도록 그 변경정보를 타 영상 표시제어부 측으로 전달하

고, 영상정보 표시부(290)는 그 변경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제어신호 입력부(21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도 1의 '500')를 통해 입력되는 조작신호 중 2차원 참조영상을 제어하

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고, 타 영상정보 수신부(220)는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300')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400')로부터 변경된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입력한다.

페인팅부(230)는 제어신호 입력부(210)를 통해 2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페인팅 정보가 전달되면, 그 정보

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정보를 변경한 후, 그 변경정보를 영상정보 지원부(280) 및 영상정보 표시부(290)로 전

달하여 해당 변경내용이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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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영역 제어부(240)는 제어신호 입력부(210)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정보, 

또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220)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 또는 가상내시경 영상의 관심 영역에 대한 위치변경 

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정보를 변경한다. 예들 들어, 2차원 참조영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관심영역을 화면

에 나타난 스크롤바(scroll bar) 또는 마우스의 휠(wheel)등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변경시킨 경우, 그 변

경 정보를 2차원 참조영상으로 표시하고, 2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관심영역 정보에 의거하여 3 차원 참조영상 및 가

상 내시경 참조영상으로 표시된 관심영역도 같이 변경하도록 한다.

카메라 제어부(250)는 제어신호 입력부(210)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 또는 타 영상

정보 수신부(220)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

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를 변경한다.

표시형태 결정부(260)는 제어신호 입력부(210)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의 표시 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

조영상을 엑시얼(Axial) 영상, 코로날(Coronal) 영상, 사지털(Sagittal) 영상, 경로 재구성(Path MPR) 영상 중 어느 

하나의 영상으로 표시하도록 결정한다. 이 때, 엑시얼(Axial) 영상은 동일한 z값을 갖는 2차원 영상을 말하고, 코로날

(Coronal) 영상은 동일한 y값을 갖는 2차원 영상을 말하고, 사지털(Sagittal) 영상은 동일한 x값을 갖는 2차원 영상을

말한다.

2차원 이미지 발생부(270)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220)로부터 변경된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정보가 입

력된 경우, 이를 2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2차원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다.

영상정보 표시부(290)는 페인팅부(230), 표시영역 제어부(240), 카메라 제어부(250), 표시형태 결정부(260) 및 2차

원 이미지 발생부(270)에서 출력되는 2차원 참조영상정보에 의거하여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

이한다.

영상정보 지원부(280)는 제어신호 입력부(210)로부터 전달된 제어신호에 의해, 페인팅부(230), 표시영역 제어부(24

0) 및 카메라 제어부(250)에서 2차원 참조 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

상에 적용하기 위해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300')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400') 측으로 

상기 변경정보를 출력한다.

도 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1b를 참조하면,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는 제어신호 입력부(310), 타 영상정보 수신부(320), 페인팅부(330), 표시영역 제어부(340

), 카메라 제어부(350), 3D 볼륨 렌더링부(360), 영상정보 지원부(370), 영상정보 표시부(38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때,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는 2차원 참조영상 표시 제어부(200)와 같이 3차원 참조영상을 변경하기 위

한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와, 그 제어신호에 의해 3차원 참조영상에 대한 변경정보를 발생하는 주 처리부와, 그 

변경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분된다. 입력부에는 제어신호 입력부(310)와, 타 영상정보 수신부(320)가 포함되고,

주 처리부에는 페인팅부(330)와, 표시영역 제어부(340)와, 카메라 제어부(350)와, 3D 볼륨 렌더링부(360)가 포함된

다. 한편, 출력부에는 영상정보 지원부(370)와, 영상정보 표시부(380)가 포함되는데, 영상정보 지원부(370)는 주처리

부에서 발생된 3차원 참조영상에 대한 변경정보가 타 영상에도 적용되도록 그 변경정보를 타 영상 표시제어부 측으로

전달하고, 영상정보 표시부(380)는 그 변경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제어신호 입력부(31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도 1의 '500')를 통해 입력되는 조작신호 중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

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고, 타 영상정보 수신부(320)는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200')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400')로부터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입력한다.

페인팅부(330)는 제어신호 입력부(310)를 통해 3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페인팅 정보가 전달되면, 그 정보

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영상정보를 변경한 후, 그 변경정보를 영상정보 지원부(370) 및 영상정보 표시부(380)로 전

달하여 해당 변경내용이 3차원 참조영상과,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한다.

표시영역 제어부(340)는 제어신호 입력부(310)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정보, 

또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320)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 또는 가상내시경 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 

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영상정보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3차원 참조영상 상에서 새로이 2차원 참조영상 표시직

선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3차원 참조영상에서 슬라이스 로케이터(slice locator)를 바로 잡고 끌어서 2차원 참조영상

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카메라 제어부(350)는 제어신호 입력부(310)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 또는 타 영상

정보 수신부(320)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참

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를 변경한다.

3D 볼륨 렌더링부(360)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320)로부터 변경된 2차원 참조 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정보가 입력

된 경우, 그 영상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볼륨렌더링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가상내시경 영상에 페인팅 작업을 한 결

과, 2차원 참조영상에 페인팅 작업을 한 결과 등을 타 영상정보 수신부(320)로부터 전달받아 3D 렌더링을 수행한다. 

이 때, 3D 렌더링이란 임의의 대상에 대해 그림자나 색상/농도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컴퓨터 그래

픽에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영상정보 표시부(380)는 페인팅부(330), 표시영역 제어부(340), 카메라 제어부(350) 및 3D 볼륨 렌더링부(360)에서

출력되는 3차원 참조영상정보에 의거하여 변경된 3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영상정보 지원부(370)는 제어신호 입력부(310)로부터 전달된 제어신호에 의해, 페인팅부(330), 표시영역 제어부(34

0) 및 카메라 제어부(350)에서 3차원 참조영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

상에 적용하기 위해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200')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400')로 상기 

변경정보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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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내시경영상 표시제어부(400)에 대한 블록도, 도 1c를 참조하면,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400)는 제어신호 입력부(410), 타 영상정보 수신부(420), 페인팅부(430), 원근광선 추적부(440), 표

시영역 제어부(450), 카메라 제어부(460), 초점영역 생성부(470), 영상정보 지원부(480), 영상정보 표시부(490)를 포

함하여 구성된다.

이 때, 가상내시경영상 표시제어부(400)는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200) 및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300)와 

같이 가상내시경영상을 변경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와, 그 제어신호에 의해 2차원 참조영상에 대한 변

경정보를 발생하는 주처리부와, 그 변경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분된다. 입력부에는 제어신호 입력부(410)와, 타

영상정보 수신부(420)가 포함되고, 주처리부에는 페인팅부(430), 원근광선 추적부(440), 표시영역 제어부(450), 카

메라 제어부(460) 및 초점영역 생성부(470)가 포함된다. 한편, 출력부에는 영상정보 지원부(480)와, 영상정보 표시부

(490)가 포함되는데, 영상정보지원부(480)는 주처리부에서 발생된 가상내시경영상에 대한 변경정보가 타 영상에도 

적용되도록 그 변경정보를 타 영상 표시제어부 측으로 전달하고, 영상정보 표시부(490)는 그 변경정보에 의거하여 가

상내시경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제어신호 입력부(41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도 1의 '500')를 통해 입력되는 조작신호 중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

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고, 타 영상정보 수신부(420)는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200') 및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300')로부터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정보를 입력한다.

페인팅부(430)는 제어신호 입력부(410)를 통해 가상내시경 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페인팅 정보가 전달되면, 그 정

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변경한 후, 그 변경정보를 영상정보 지원부(480)로 전달하여 해당 변경내용이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되도록 하고, 그 변경정보를 원근광선추적부(440)로 전달하여 해당 변경내

용이 가상내시경 영상에 적용되도록 한다.

원근광선추적부(440)는 페인팅부(430)의 처리 결과와, 타 영상정보 수신부(420)로부터 전달된 2차원 참조영상 및 3

차원 참조영상의 변경정보를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하고, 그 결

과에 의거한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변경한다. 이 때,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은 동일시점에서 시작하는 여러방향의 

광선이 물체와 만나는 점에서의 밝기를 투영평면에 누적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표시영역 제어부(450)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420)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 또는 3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

역에 대한 위치변경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변경한다. 즉,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또는 3차원 참

조영상 표시제어부로부터 관심영역의 변경정보가 입력되면, 그 변경된 관심영역에 대한 2차원 또는 3차원 참조영상

을 가상내시경 영상상에서 렌더링한다. 예를 들어, 2차원 엑시얼(Axial) 영상의 경우, 그 영상을 가상내시경 영상상에

서 렌더링할 때, 동일시점에서 출발한 다수개의 광선이 물체의 표면과 만났을 때, 그 표면에 해당하는 복셀의 z값이 2

차원 엑시얼(Axial) 참조영상의 z값과 일치하면, 그 복셀의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한다.

카메라 제어부(460)는 제어신호 입력부(410)를 통해 전달되는 가상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

경 영상정보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영상정보 표시부(490)를 통해 디스플레이하거나, 영상정보 지원부(480)를 통해 

타 영상에 적용시킨다.

초점영역 생성부(470)는 제어신호 입력부(410)를 통해 전달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가상내시경 영상에서 사용자가 관

심을 갖는 부위를 나타낸다. 즉, 참조영상과 가상내시경 영상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상내시경 

영상용 화면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영역을 선택하면, 그 영역을 초점영역(Focal zone)으로 만들고, 그 결과를 영

상저보 표시부(490)를 통해 디스플레이하거나, 영상정보 지원부(480)를 통해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 때, 초점영역은 화면에 정의된 영역으로서, 가상카메라의 위치정보나 방향정보가 변하여 새로이 가상내시경 영상

이 생성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며, 가상내시경 영상 화면에 정의된 초점 영역에 들어가는 볼륨데이터의 영역이 구

별되도록 새로이 볼륨렌더링을 수행하여 3차원 참조영상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초점영역이 사각형으로 주어질 경우 3차원 공간상에는 (수학식 1)로 정의되는 네 개의 평면이 생긴다.

수학식 1

이 때, 볼륨데이터의 영역이 초점영역에 들어간다면, (수학식 2)를 만족하게 된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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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리미티브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초점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

영상정보 표시부(490)는 원근광선 추적부(440), 표시영역 제어부(450), 카메라 제어부(460) 및 초점영역 생성부(470

)에서 출력되는 가상내시경 영상정보에 의거하여 변경된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한다.

한편, 영상정보 지원부(480)는 제어신호 입력부(410)로부터 전달된 제어신호에 의해, 페인팅부(430), 원근광선 추적

부(440), 카메라 제어부(460) 및 초점영역 생성부(470)에서 가상내시경 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2차

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도 1의 '200') 및 3차원 참조영상 표시

제어부(도 1의 '300')로 상기 변경정보를 출력한다.

도 1a 내지 도 1c를 참조하면, 각 영상표시제어부(200, 300, 400)들은 타 영상정보 수신부(220, 320, 420)를 이용하

여 다른 영상의 변경정보를 수신하고, 영상정보 지원부(280, 370, 480)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상 변경정보를 다른 영

상표시제어부측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각 영상들이 모두 상호 연동하게 되는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 위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받는다(s100). 이 때, 볼륨데

이터는 CT나 MRI 단면 스캐닝 등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한다(s200). 볼륨데이

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2차원 이미지 생성과정을 수행하며, 볼륨데이터로부터 3차원 참조영

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행 볼륨 렌더링을 수행한다. 한편, 볼륨데이터로부터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가상카메라의 위치정보 및 방향정보를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가상내시경영상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도출한다.

이와 같이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을 모두 도출하였으면, 그 영상들을 한 화면에 디스플

레이한다(s300). 즉, 각 영상들을 디스플레이영역을 3개의 부분영역으로 구분하고, 상기 각 영상들을 상기 부분영역

에 각각 디스플레이하도록 한다. 이 때, 상기 부분영역들 중 가상내시경영상이 디스플레이될 영역을 가장 크게 하고, 

그 영역이 디스플레이 영역의 중앙에 오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각 부분영역들 중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이 디스플레이된 영역에 가상카메라를 디스플레이한

다(s400). 이 때, 가상카메라는 카메라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카메라 표시구와 카메라 표시원을 갖는 가상카메라를 

2차원 참조영상과 3차원 참조영상에 각각 디스플레이한다. 예를 들어, 2차원 참조영상의 경우 가상카메라의 현재 위

치를 중심으로 일정거리의 반지름을 갖는 구를 카메라 표시구로 표시하고, 상기 카메라 표시구와 현재 2차원 참조영

상과의 교점의 모임인 원을 카메라 표시원으로 표시한다. 한편, 3차원 참조영상의 경우 가상카메라의 현재 위치를 중

심으로 일정거리의 반지름을 갖는 구를 카메라 표시구로 표시하고, 3차원 참조영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의 현재 위

치를 지나면서 화면과 평행한 평면과 상기 카메라 표시구와의 교점의 모인인 원을 카메라 표시원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가상카메라의 방향은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는데,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따라 무한직선을 가정하여 그 

무한직선과 카메라 표시구와의 교점을 도출한 후, 가상카메라의 중심으로부터 상기 교점을 지나는 화살표에 의해 그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표시한다. 한편, 가상카메라가 화면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경우와, 화면 뒤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카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을 달리 설정한다. 예를 들어, 가상카메라가 화

면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경우는 카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설정하고, 가상카메라가 화면 

뒤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경우는 카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을 파랑색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가상카메라

의 표시 예는 도 3a 내지 도 3e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한편,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영상들 중 하나의 영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영상

정보에 의거하여 나머지 영상정보도 연동하여 변경한다(s500).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카메라 디스플레이 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먼저,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의 소정 위치에 가상카메라를 디스플레이한다(s401). 이 때, 가상카메라의 디스플레이 방식

은 도 3a 내지 도 3e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만일 가상내시경 영상상에서 가상카메라 위치 및 방향이 변경되면(s402), 그 변경정보를 원근광선추적법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하고(s403), 그 가상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에 디스플레이된 가상카메라의 방향 및 위치를 변경한다(s404). 만일, 2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이 변경되면(s405), 이를 가상내시경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원근광선추적법에 의해 해당

방향 및 위치에 대한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하고(s406), 그 변경내용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위치 및 방향을 변경한 후(s407), 해당 위치 및 방향의 3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한다(s408

). 한편, 3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이 변경되면(s409), 이를 가상내시경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원근광선추적법에 의해 해당방향 및 위치에 대한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하고(s410), 그 변경내용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위치 및 방향을 변경한 후(s411), 해당 위치 및 방향의 3차원 참조영상을 도

출하여 디스플레이한다(s412).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영역 변경 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2b를 참조하면, 한 화면에 디스

플레이된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 중 어느 한 영상이 변경된 경우, 나머지 영상도 연동하

여 변경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수행한다.

먼저, 2차원 참조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s501), 그 변경내용을 2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한 후(s502), 소정의 원근광선

추적알고리즘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가상내시경영상에 적용하고(s503), 3차원 볼륨렌더링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3차

원 참조영상에 적용한다(s504). 그리고, 3차원 참조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s505), 그 변경내용을 3차원 참조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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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후(s506),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가상내시경영상에 적용하고(s507), 2차원 이

미지 생성과정을 거쳐 그 변경내용을 2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한다(s508).

한편,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가상내시경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는(s509), 그 변경내용을 원근광선추적법을 이용하여

가상내시경영상에 적용한 후(s510), 2차원 이미지 생성과정을 거쳐 그 변경내용을 2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고(s511

), 3차원 몰륨렌더링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한다(s512).

도 3a 내지 도 3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 표시 및 조작 방법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3a는 2차원 참조영상에 가상카메라를 표시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2차원 참조영상(10)는 

가상카메라(11)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일정크기의 반지름을 갖는 구(이하, 카메라 표시구)(12)를 가정하여, 그 

구와 현재 2차원 참조영상(10)과의 교점의 모임인 원(이하, 카메라 표시원)(13)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카메라 중심에

서 출발하여 그 교점을 잇는 화살표(14)에 의해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표현한다.

이 때,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따라 무한직선을 가정하면, 그 무한직선과 카메 라의 표시구(12)와의 교점이 하나 생기게

된다. 카메라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카메라의 방향 에 대해서 무한직선은 (수학식 3)과 같

이 표시된다.

수학식 3

한편, 카메라 표시구는 (수학식 4)와 같이 표시되므로, 교점의 좌표는 (수학식 3)과 (수학식 4)에 의해서 (수학식 5)와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4

수학식 5

이 때, 가상카메라는 2차원 참조영상에 대하여 화면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화면 뒤쪽 반구상

의 표면을 향할 수도 있다. 카메라가 앞쪽 반구를 향해 있는지 뒤쪽 반구를 향해 있는지의 구분을 위해 참조영상과 카

메라 표시구와의 교점인 원과 카메라의 색깔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도 3a와 도 3b의 경우, 평면상에서는 카메라의 방향이 동일하게 표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도 3a는 화면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것이고, 도 3b는 화면 뒤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 3a와 도 3b의 

카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을 달리 설정한다. 예를 들어, 도 3a의 카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은 빨강색으로 

설정하고, 도 3b의 카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은 파랑색으로 설정하여, 화면의 앞/뒤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 3c는 3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메라를 표시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3c를 참조하면, 3차원 참조영상에

서는 가상카메라(21)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일정크기의 반지름을 갖는 카메라 표시구(22)를 가정하여, 3차원

상의 가상카메라의 현재위치를 지나면서 화면과 평행한 평면(20)과 그 구(22)와의 교점의 모임인 카메라 표시원(23)

으로 가상카메라를 표현한다.

이 때,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따라 무한직선을 가정하면, 그 무한직선과 카메라 표시구(22)와의 교점이 하나 생기게 되

고, 카메라 중심에서 출발하여 그 교점을 잇는 화살표(24)의 형태로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표현한다.

이 때, 가상카메라의 방향이 상기 평면(20) 앞쪽 반구상의 표면인지, 상기 평면(20) 뒤쪽 반구상의 표면인지를 식별하

기 위해, 2차원 참조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표시원(23)과 카메라(21)의 색깔을 달리 설정한다.

도 3d 내지 도 3e는 본 발명의 가상카메라 조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특히, 2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

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도 3d(a)와 같이 가상카메라(11)가 2차원 참조영상에 대하여 화면(10)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가르키고 있고, 

사용자가 카메라 표시원(13) 내부의 소정 지 점(41)을 클릭하면, 도 3d(b)와 같이 화면상의 그 점을 지나고 화면 앞쪽

을 향하는 무한직선과 해당 반구와의 교점을 계산하여 가상 카메라가 그 교점을 향하도록 조정한다.

카메라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카메라의 방향 과 클릭한 점 (41)에 대해서 

무한직선은 (수학식 6)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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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한편, 카메라 표시구는 (수학식 4)와 같이 표시되므로, 교점의 좌표는 (수학식 6)과 (수학식 4)에 의해서 (수학식 7)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7

한편, 도 3e(a)와 같이 가상카메라(11)가 2차원 참조영상에 대하여 화면(10)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가르키고 있고, 

사용자가 카메라 표시원(13) 위의 소정 지점(42)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반대 반구상의 표면을 가르키도록 방향 전환

한다. 즉, 카메라가 앞쪽 반구를 가르키고 있어 현재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카메라 표시원 위를 클릭하면 도

3e(b)와 같이 카메라의 방향은 2차원 참조영상에 대 하여 대칭 변환하여 뒤쪽 반구를 가르키게 된다.

도 4a 내지 도 4g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에 대한 예시화면들이다.

도 4a는 2차원 참조영상과 3차원 볼륨렌더링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으로 구성된 가상내시경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가상내시경 시스템은 왼쪽에 3차원 참조영상이 디스플레이되고,

오른쪽 상단에 가상내시경 영상이 디스플레이되고, 오른쪽 하단에 2차원 참조영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때, 3차원 참

조영상에 2차원 참조영상 표시선(51)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2차원 참조영상인 엑시얼(Axial) 영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도 4a에는 2차원 참조영상에 엑시얼(Axial) 영상이 보여지고 있지만, 영상 제목바에 있는 버튼(Axial/Coronal/

Sagittal/Path MPR)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2차원 참조영상을 볼 수 있다. 도 4b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 도 4a의 엑시

얼(Axial) 영상을 사지탈(Sagittal) 영상으로 변환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c 및 도 4d는 도 4a에 도시된 2차원 참조영상의 위치를 조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도 4c는 2차원 참조

영상의 하단에 위치한 스크롤바(52)를 이동하여 2차원 참조영상의 위치를 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도 4d는 3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2차원 참조영상 표시선(51)을 마우스로 이동하여 2차원 참조영상의 위치를 조정한 결과를 나타낸

다.

도 4e는 기관지의 특정영역에 위치한 가상카메라가 2차원 참조영상과 3차원 참조영상 영역에 표시된 경우에 대한 예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e를 참조하면, 2차원 참조영상과 3차원 참조영상에 각각 가상카메라(53, 54)가 표시되어 

있다. 이 때, 2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53)의 경우 해당 참조영상의 위쪽을 나타내는지, 아래쪽을 나타내

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카메라의 색상을 달리 설정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2차원 참조영상의 위쪽을 나타내는 가상

카메라의 경우 빨강색으로 설정하고, 2차원 참조영상의 아래쪽을 나타내는 가상카메라의 경우 파랑색으로 설정한 후,

상기 2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53)를 빨강색으로 표시하였다면, 그 가상카메라(53)는 해당 2차원 참조영상의 위

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3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54)의 경우도 2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53)와 마찬가지로 그

가상카메라의 색상에 의해 가상카메라가 화면의 앞쪽을 향해있는지 뒤쪽을 향해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디스

플레이된 3차원 참조영상 화면의 앞쪽을 나타내는 가상카메라의 경우 빨강색으로 설정하고, 3차원 참조영상 화면의 

뒤쪽을 나타내는 가상카메라의 경우 파랑색으로 설정한 후, 상기 3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54)를 파랑색으로 표

시하였다면, 그 가상카메라(54)는 해당 3차원 참조영상 화면의 뒤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 4f는 도 4e의 2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조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즉, 도 4f는 도 4e에 도

시된 2차원 참조영상에서 카메라 표시원 내부의 점을 찍어, 2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53)의 방향을 변화

시킨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방향을 변화시키기 전의 가상카메라(53)가 빨강색이었다면, 방향이 변화된 후의 가상

카메라(53)는 파랑색으로 표시될 것이다.

도 4g는 도 4e의 3차원 참조영상에서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조정한 결과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즉, 도 4g는 도 4e에 

도시된 3차원 참조영상에서 카메라 표시원 위의 점을 찍어, 3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54)의 방향을 변화

시킨 결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3차원 참조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54)의 방향을 3차원 참조영상 화면에 대하여

대칭변환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방향을 변화시키기 전의 가상카메라(54)가 파랑색이었다면, 방향이 변화된 후

의 가상카메라(54)는 빨강색으로 표시될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하나의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한 특허청구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경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각 구성 요소의 형상 및

구조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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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 장치 및 그 방법에 의하면, 가상내시경 영상

을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과 함께 표시하고, 그 영상들이 상호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참조영상과 가상내시경 영상

간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및 3차원 참조영상에 가상카메라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마

우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그 가상카메라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카메라

의 조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을 이용한 가상내시경 시스템은 향후 더욱 다양한 영상 및 다

양한 기술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에 있어서,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 위치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하는 볼륨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표시하는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와,

평행 볼륨 렌더링에 의해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3차원 영상을 도출하여 표시하는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와,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상카메라의 위치정보 및 방향정보를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

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을 표시하는 가상

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와,

사용자의 조작신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 중 어느 하나에서 표시되는 영상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조작신호가 입력될 경우, 그 조작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를 제어하여 상기 각 표

시제어부들이 연동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되는 조작신호 중 2차원 참조영상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제어

신호 입력부와,

상기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로부터 변경된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2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페인팅 정보가 전달되면, 그 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정보를 변경하는 페인팅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정보 및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

부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 또는 가상내시경 영상의 관심 영역에 대한 위치변경 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

영상정보를 변경하는 표시영역 제어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 및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부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

정보를 변경하는 카메라 제어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의 표시 정보에 의거하여 2차원 참조영상을 엑시얼(Axial) 영

상, 코로날(coronal) 영상, 사지털(Sagittal) 영상, 경로 재구성(Path MPR) 영상 중 어느 하나의 영상으로 표시하도록

결정하는 표시형태 결정부와,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부로부터 변경된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정보가 입력된 경우, 이를 2차원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는 2차원 이미지 발생부와,

상기 페인팅부, 표시영역 제어부, 카메라 제어부, 표시형태 결정부 및 2차원 이미지 발생부에서 출력되는 2차원 참조

영상정보에 의거하여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정보 표시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로부터 전달된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페인팅부, 표시영역 제어부 및 카메라 제어부에서 2차원 

참조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상기 3차원 참조영

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로 상기 변경정보를 출력하는 영상정보 지원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되는 조작신호 중 3차원 참조영상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제어

신호 입력부와,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로부터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3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페인팅 정보가 전달되면, 그 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영상정보를 변경하는 페인팅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정보 및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

부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 또는 가상내시경 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 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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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를 변경하는 표시영역 제어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3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 및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부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정보에 의거하여 3차원 참조영상의 가상카메라 표시

정보를 변경하는 카메라 제어부와,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부로부터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정보가 입력된 경우, 그 영상정보에 의거

하여 3차원 볼륨렌더링을 수행하는 3차원 볼륨 렌더링부와,

상기 페인팅부, 표시영역 제어부, 카메라 제어부 및 3차원 볼륨 렌더링부에서 출력되는 3차원 참조영상정보에 의거하

여 변경된 3차원 참조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정보 표시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로부터 전달된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페인팅부, 표시영역 제어부 및 카메라 제어부에서 3차원 

참조영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2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상기 2차원 참조

영상 표시제어부 및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로 상기 변경정보를 출력하는 영상정보 지원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내시경 영상 표시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되는 조작신호 중 가상내시경 영상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제

어신호 입력부와,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로부터 변경된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정

보를 입력하는 타 영상정보 수신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가상내시경 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페인팅 정보가 전달되면, 그 정보에 의거하여 가상

내시경 영상정보를 변경하는 페인팅부와,

상기 페인팅부의 처리 결과와, 타 영상정보 수신부로부터 전달된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의 변경정보를 소

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하고, 그 결과에 의거한 가상내시경 영상정

보를 변경하는 원근 광선 추적부와,

상기 타 영상정보 수신부를 통해 전달되는 2차원 참조영상 또는 3차원 참조영상의 관심영역에 대한 위치변경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변경하는 표시영역 제어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가상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정보에 의거하여 가상내시경 영상정보를 변경하는

카메라 제어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를 통해 전달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가상내시경 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부위를 나타내

는 초점 영역을 생성하는 초점영역 생성부와,

상기 원근광선 추적부, 표시영역 제어부, 카메라 제어부 및 초점영역 생성부에서 출력되는 가상내시경 영상정보에 의

거하여 변경된 가상내시경 영상을 도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정보 표시부와,

상기 제어신호 입력부로부터 전달된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페인팅부, 원근광선 추적부, 카메라 제어부 및 초점영역 

생성부에서 가상내시경 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상기 2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 및 3차원 참조영상 표시제어부로 상기 변경정보를 출력하는 영상정보 지원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장치.

청구항 5.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에 있어서,

가상내시경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차원적 위치 함수로 표시되는 볼륨데이터로 입력받는 제1 과정과,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상을 각각 도출하는 제2 과정과,

상기 도출된 2차원 참조영상, 3차원 참조영상 및 가상내시경영상을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제3 과정과,

상기 2차원 참조영상 및 3차원 참조영상이 디스플레이된 영역에 가상카메라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카메라 표시구와

카메라 표시원을 갖는 가상카메라를 각각 디스플레이하는 제4 과정과,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영상들 중 하나의 영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영상정보

에 의거하여 나머지 영상정보도 연동하여 변경하는 제5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평행 볼륨 렌더링에 의해 상기 볼륨데이터로부터 3차원 영상을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가상카메라의 위치정보 및 방향정보를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가상내시경영상에 대한 이미지정보

를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과정은

2차원 참조영상의 경우 가상카메라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거리의 반지름을 갖는 구를 카메라 표시구로 표시하

고, 상기 카메라 표시구와 현재 2차원 참조영상과의 교점의 모임인 원을 카메라 표시원으로 표시하고,

3차원 참조영상의 경우 가상카메라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거리의 반지름을 갖는 구를 카메라 표시구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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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차원 참조영상상에 표시된 가상카메라의 현재 위치를 지나면서 화면과 평행한 평면과 상기 카메라 표시구와의 

교점의 모인인 원을 카메라 표시원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화면 표시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과정은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따라 무한직선을 가정하여 그 무한직선과 카메라 표시구와의 교점을 도출한 후, 가상카메라의 

중심으로부터 상기 교점을 지나는 화살표에 의해 그 가상카메라의 방향을 표시하며,

가상카메라가 화면 앞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경우와, 화면 뒤쪽 반구상의 표면을 향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기 카

메라 표시원과 카메라의 색상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시경 표시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5 과정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2차원 참조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2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한 후, 소정의 원근광

선추적알고리즘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가상내시경영상에 적용하고, 3차원 볼륨렌더링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는 제5-1 과정과,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3차원 참조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한 후, 소정의 원근광

선추적알고리즘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가상내시경영상에 적용하고, 2차원 이미지 생성과정을 거쳐 그 변경내용을 2

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는 제5-2 과정과,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가상내시경영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소정의 원근광선추적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상내시경영상에 적용한 후, 2차원 이미지 생성과정을 거쳐 그 변경내용을 2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고, 3차원 볼륨

렌더링에 의해 그 변경내용을 3차원 참조영상에 적용하는 제5-3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가상내

시경 화면 표시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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