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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Graphics란?Object Graphics란?
먼저 본격적으로 Object Graphics를 이용한 볼륨 자료

처리에 관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Object 

Graphics’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Object Graphics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요소 하나하나를 각각 만든 후, 한꺼번에 

조립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여러 차례 수정하게 될 때, 원하는 요소만을 

바꿔줌으로서, 좀 더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방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DL을 접하고 가장 초반에 연습하게 되는 ‘plot’ 프로시저를 

사용하겠습니다.

IDL> plot, x, y, thick=3, psym=2

자, 지금까지 가장 통상적으로 써왔던 방법(Direct Graphics)을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차식 그래프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Object Graphics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L> myWindow=OBJ_NEW('IDLgrWindow’ $

     ,DIMENSION=[900, 500]) 

     ;그래픽창을 열어줍니다. 크기도 지정해줍니다.

IDL> myView = OBJ_NEW('IDLgrView', $

     VIEWPLANE_RECT=[-1, -1, 12, 12]) 

     ;그림이 그려질 틀과 그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IDL> myModel = OBJ_NEW('IDLgrModel') 

     ;큰 틀에 들어갈 세부 조각을 지정해 줍니다.

     ;조각이 하나뿐이어도 괜찮습니다.

IDL> x = indgen(10) ; 그래프 선의 X값을 만들어줍니다.

IDL> y = indgen(10) ; 그래프 선의 Y값을 만들어줍니다.

IDL> myPlot = OBJ_NEW('IDLgrPlot', x, y) 

      ;선을 그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IDL> myXAxis = OBJ_NEW('IDLgrAxis', 0) 

      ;X축을 그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IDL> myYAxis = OBJ_NEW('IDLgrAxis', 1) 

      ;Y축을 그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IDL> myPlot -> GetProperty, XRANGE=xr, YRANGE=y

      ;선을 그릴 객체에서 x, y 범위 정보를 불러옵니다.

IDL> myXAxis -> SetProperty, RANGE=xr 

      ;X축 객체에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IDL> myYAxis -> SetProperty, RANGE=yr 

      ;Y축 객체에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IDL> myView -> Add, myModel 

      ;큰 틀에 들어갈  세부 조각을 지정해줍니다.

IDL> myModel -> Add, [myPlot, myXAxis, myYAxis] 

      ;조각에 들어갈 각각의 세부 요소를 지정해 줍니다.

IDL> myPlot -> SetProperty, linestyle=2 

      ;선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IDL> myPlot -> SetProperty, THICK=3 

      ;선 굵기를 지정합니다.

IDL> myWindow -> Draw, myView 

      ;최종적으로 틀 위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언뜻 보기엔 단 한 줄이면 끝난 기존의 Direct Graphics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거나 자료를 처리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Object Graphics의 경우, x, y값을 비롯하여 x축, y축, 

선 스타일까지 모두 하나하나의 변수와 값을 지니며 

최종적으로 Draw라는 명령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만약 기존의 Direct Graphics 

방식에서 ‘thick’이나 ‘psym’속성을 바꾸고 싶다면, 

‘plot, x...’와 같이 처음 작성했던 명령줄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Object Graphics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수정한 뒤, draw 라는 

작업만 다시 하면 됩니다.

Object Graphic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Object Graphics에 관해서만 다루었던 IDL 한 장 

강의(http://www.idl-envi.co.kr/callcenter/tips/file/38_

1335148066.pdf), 혹은 이상우 박사의 ‘IDL 객체지향 

그래픽스’(홍릉과학출판사,2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Object Graphics로 볼륨 자그렇다면 Object Graphics로 볼륨 자

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Object Graphics의 장점은 볼륨 자료, 다시 

말하자면 3D 자료를 처리 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irect Graphics의 경우, 

한 번의 수정 때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에 반해 원하는 부분만을 수정, 

적용 시키는 Object Graphics 방식을 사용한다면, 

작업 수행 시간이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3D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륨 자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볼륨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L> data = BYTARR(64,64,64, /NOZERO)

      ; 64×64×64 크기의 3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IDL> FOR i=0,63 DO data[0:(63-i),0:(63-i),0:(63-i)] = i*2

      ; 각 배열칸에 값을 지정합니다.

IDL> myVolume = OBJ_NEW('IDLgrVolume', data)

      ; ‘data’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볼륨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볼륨 객체는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DL> XOBJVIEW, myVolume 

      ; 말 그대로 원하는 볼륨객체를 전시하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미지는 왼쪽과 같지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볼륨 자료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복셀(Voxel: 3차원 상에서의 픽셀 개념)에 해당

하는 값에 대하여 색이나 불투명도를 달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각 복셀 별로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ENVI and IDL are trademarks of Exelis, Inc.                                                  http://www.exelisvis.com 
제품 문의 : ㈜에스이랩 / 02-888-0850 / sales@selab.co.kr / http://www.idl-envi.co.kr  사용자그룹 : http://idl.selab.re.kr 

IDL> rgb = bytarr(256, 3)

      ; 각 복셀별로 색상 정보를 지정하기 위한 배열을 

      ; 만듭니다.

IDL> loadct, 39

      ; 원하는 컬러테이블을 지정해줍니다.

IDL> tvlct, R, G, B, /get

      ; 컬러테이블에서 RGB값을 추출합니다.

IDL> rgb[*, 0]=R ;‘rgb’의 첫째 행에 R값을 지정합니다.

IDL> rgb[*, 1]=G ; 둘째 행에 G값을 지정합니다.

IDL> rgb[*, 2]=B ; 셋째 행에 B값을 지정합니다.

IDL> myVolume -> SetProperty, RGB_TABLE0=rgb

      ; RGB_TABLE0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각 복셀에 대한

      ; 색상 정보값을 담아옵니다.

IDL> XOBJVIEW, myVolume

                    

이렇게 여러 컬러테이블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선 각 복셀에 해당하는 RGB값정보가 

들어갈 배열을 하나 만들어준 뒤, 원하는 컬러테이블을 

지정합니다. 그 뒤에 RGB_TABLE0라는 속성 값을 이용, 

각 해당 복셀별 레벨에 맞는 색을 지정해주는 방법으로 

색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3차원 이미지의 

레벨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색을 입힐 때, 각 복셀에

색을 칠하는 역할을 했던 속성이 바로 RGB_TABLE0

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각 복셀에 불투명도를 부여하는 

속성이 OPACITY_TABLE0입니다. 

위 과정에 뒤에 바로 이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L> opa = bytarr(256)

     ; 불투명도 값을 지정할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IDL> FOR i=0,255 DO opa(255-i)=i

     ; 각 배열안에 불투명도 값을 지정합니다.

     ; 여기서는 각 배열 번호에 반비례하여 값을 지정합니다.

IDL> myVolume -> SetProperty, OPACITY_TABLE0=opa

     ; 역시 SetProperty를 통해 실제 복셀에 불투명도 값을  

     ; 지정합니다.

IDL> XOBJVIEW, myVolume

색을 입혔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배열을 이용하여 

불투명도 속성을 지정, 값을 얻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색을 지정할 때의 차이는 컬러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인데, 좀 더 강조해야 할 부분에 

불투명도를 높이는 등 사용자 개개인에 따라 알맞게 

불투명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이 기존 이미지, 오른쪽이 새롭게 불투명도를 조절한 이미지입니다.

  투명도가 반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자료의 경우 같은 크기값을 갖는 부분, 즉 등위면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위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작은 정육면체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정육면체가 감싸는 형국이므로 아마도 등위면은 어떤 

정육면체의 바깥면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사용할 프로시져는 바로 

‘ISOSURFACE’입니다.

IDL> ISOSURFACE, data, 50, verts, conn

    ; 등위면을 추출해 낼 자료, 원하는 등위면의 레벨 값을 

    ; 앞의 두 인수에, 등위면의 꼭지점 위치, 각 꼭지점을

    ; 연결하기 위한 연결 정보를 받을 변수를 뒤의 두 인수에  

    ; 지정합니다.

IDL> mySurf = OBJ_NEW('IDLgrPolygon', verts,  $   

      POLYGONS=conn) ; 등위면을 만들 객체를 만듭니다.

IDL> mySurf -> SetProperty, STYLE=0, $

      COLOR=[250,250,250],ALPHA_CHANNEL=[0.5]

      ; 등위면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IDL> myModel = OBJ_NEW('IDLgrModel')

      ; 등위면과 본 이미지를 함께 보기 위해 둘이 들어갈   

      ; 틀을 짜줍니다.

IDL> myModel->Add, myVolume ;틀 안에 본 이미지를 지정.

IDL> myModel->Add, mySurf    ;틀 안에 등위면을 지정.

IDL> XOBJVIEW, myModel

               

  오른쪽에 하얀 색상으로 반투명하게 등위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면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L> myModel = OBJ_NEW('IDLgrModel')

IDL> cs_val=31 ; 단면도의 Z 좌표값을 정합니다.

IDL> cs = REFORM(data[*,*,cs_val])

      ; 단면도의 x,y 배열을 정합니다.

IDL> myCt = OBJ_NEW('IDLgrPalette')

      ; 컬러테이블을 로드할 객체를 만듭니다.

IDL> myCt -> LoadCT, 34 ; 컬러테이블을 로드합니다.

IDL> myCs = OBJ_NEW('IDLgrImage', cs, PALETTE=myct)

      ; 단면도를 나타낼 객체를 만듭니다.

IDL> cs_pt = [[0,0,cs_val], [63, 0, cs_val], $

     [63, 63, cs_val], [0, 63, cs_val]]

      ; 한 배열에 단면도가 본 이미지상에 위치할

      ; 각 꼭지점의 좌표를 지정합니다.

IDL> myPlane = OBJ_NEW('IDLgrPolygon', cs_pt, $

     color=[70,70,70])

      ; 본 이미지에 들어갈 단면도의 객체를 만듭니다.

IDL> myPlane -> SetProperty, TEXTURE_MAP=mycs, $

     TEXTURE_COORD = [[0,0], [1,0], [1,1], [0,1]], $

     ALPHA_CHANNEL=[0.4]

      ; 단면도 객체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IDL> myModel->Add, myVolume ;틀 안에 본이미지를 지정.

IDL> myModel->Add, myPlane   ;틀 안에 단면도를 지정

IDL> XOBJVIEW, myModel

             

 오른쪽에 검은 색상으로 반투명하게 단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면도의 경우, 단면도 자체의 객체를 만든 뒤에, 본 이미지

와 함께 나타내기 위해 본 이미지 위에 매핑될 단면도 객

체를 한 번 더 만들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