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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se triangle meshes의 근사화된 shape의 first-와 second order curvature derivatives 통해 정

의된 view-와 scale-independent ridge-valley lines을 추출하기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제안 

 High-order surface derivatives의 high-quality estimation은 multi-level implicit surface fitting과 

finite difference approximations의 혼합에 의해 획득 되어짐 

 Ridges와 valleys는 geometrically와 perceptually salient surface features임 

 Shape recognition, coding과 quality evaluation 목적에 사용 가능 

 

1 Introduction 
 Ridge-valley lines 

 Surface에서의 날카롭게 굽은 것을 따르는 Surface위의 curves 
 

 Volume data 

 From Partial Derivatives of 3D Density Images to Ridge Lines (CVPR92, Monga et al.)  

 볼륨데이터로부터 특징선 추출 (Using principal curvature) 

 Landmark-based registration using features identified through differential geometry (Handbook 

of Medical imaging, Pennec et al.) 

 해부학적 구조의 분석 (using principal curvatures) 

 Face recognition [Hallinan et al. 1999] 

 In geometric modeling 

 Crest lines extraction from 3D triangulated meshes (Hierarchical and Geometrical Methods in 

Scientific Visualization, Stylianou et al.) 

 crest lines을 추출하기 위한 tracing 알고리즘 (using Principal curvature) 

 Detection of salient curvature features on polygonal surfaces (Eurographics01, Watanabe et al.) 

     principal curvatures를 이용하여 salient feature 추출 

     salient feature 유지 간략화 (using weighted QEM) 

 Multi-scale feature extraction on point-sampled models (Eurographics03, Pauly et al.) 

 point model에 대해 eigenanalysis하여 feature 추출 

 추출된 feature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NPR적용 

 Feature extraction from point clouds (10th International Meshing Roundtable, Gumhold et al.) 

 point model에 대해 eigenanalysis하여 feature 추출 



Differential geometry preliminaries and terminology 

 Smooth oriented surfaceϑ 에 대해  

 Maximal 과 minimal principal curvatures 과 이라고 함,  maxk mink minmax kk ≥
 Principal 방향에 일치하는 과  maxt mint
 Principal curvature의 미분을 고려해보면  

maxmaxmax / tke ∂∂= 와 minminmin / tke ∂∂=  

 와 은 non-umbilical points의 주변에 지역적으로 정의되어짐 maxe mine
 curvature 방향에 따르는 principal curvatures의 extrema는 와 의 zero-crossing에 의

해 주어져 있음 
maxe mine

minmaxmaxmaxmax     ,0/    ,0 kktee ><∂∂=  (Ridges), 

minminminminmin     ,0/    ,0 kktee −<>∂∂=  (Valleys) 

 
2 Curvature Estimation 
 주어진 메쉬 M은 rescale 되었다고 가정 

 axis-aligned bounding cube의 메인 대각선의 길이는 d와 같음 

Implicit surface fitting 

 각 메쉬 vertex v에 대해 normal vector n(v) 측정 

 메쉬 vertices와 normals의 집합에 근사하는 implicit surface F(x) =0 생성 

 [ohtake et al. 2003b]에 의해 F(x)=0을 만들기 위해 사용 

 A Multi-scale Approach to 3D Scattered Data Interpolation with Compactly Supported Basis 

Functions 

 

 smooth surface로부터 샘플된 points p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point sets {p1, p2,…, pn =p}의 hierarchy 생성 

 pk 는 pk+1 의 간략화 

 bottom-up approach 

 implicit surfaces Fk(x) =0 생성하기 위해 interpolating pk, k=1,…n 

 interpolation process는 p1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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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curvatures and their derivatives 

 메쉬 에 근사하는 implicit surface F(x) =0 생성 m
 각 메쉬 vertex v에 대해, implicit surface위의 projection 를 찾음 v̂
 v 에서의 curvature derivatives와 curvature tensor는 에서의 계산에 의해 측정됨 v̂
 를 찾기 위해, Newton-iterative process 수행 v̂

dF
F

F
FF

nk

ε
<

∇∇

∇
←= + )v(

)v̂(  until  
)v(

)v̂()v̂(-v̂v̂  v,v̂ n
2

kk
k1k0 ,    (1) 

 ε : user-specified precision parameter 

 d: 의 bounding cube의 메인 대각선의 길이 m
 stop creation  410−=ε

 근사화된 implicit surface로 메쉬 vertices의 정확한 projection 

 v에서의 unit normal은 에서의 v̂ ||/)n,n,(nn 321 FF ∇∇== 측정됨 

 의 two non-zero eigenvalues 와 eigenvectors에 일치하는 v에서의 curvature tensor를 근

사하는데 사용 

n∇

 principal direction 에 따르는 principal curvature 의 derivative는 [Monga et 

al.1992], [Porteous 1994, Exercise 11.8]에 의해 주어짐 

),,(tt 321 tt= k

FntFtttFtke jilji ∇+=⋅∇= /)3( ijijl         (2) 

 와 는 F(x)의 second와 third derivatives를 나타냄 ijlF ijF

 메쉬 vertex v에서의 와 은 에서 (2)에 따라 계산됨 maxe mine v̂
 

3 Tracing Ridges 
Detection of ridge vertices 

 각 메쉬 vertex v에서 curvature tensor와 curvature derivative 를 측정 )v(maxe
 ridge vertex를 포함하는 메쉬 edge 를 체크 ]v,[v 21

 만약 과  사이의 각 둔각이면 를 flip 함 )v( 1maxt )v( 2maxt )v( 2maxt
   - ,  -  )v( 2maxt )v( 2maxt )v( 2maxe )v(maxe

 

 다음의 조건을 체크 

  for  and )v()v( minmax kk > 21 v,vv = ,0)v()v( 2max1max <ee     (3) 

 

 Curvature derivative 는 에서의 zero-crossing을 가짐  )v(maxe ]v,[v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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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 derivative test 적용 

   with i = 1 or 2                (4) 0)]v()vv)[(v( imaxi-i3imax >⋅− te
 에서 가 maximum에 도달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4)이용  ]v,[v 21 )v(maxe

 만약 (3)과 (4)를 만족하면, 에서 의 zero-crossing을 approximation 하기 위한 

linear interpolation 수행 

]v,[v 21 maxe

               
)v()v(
v)v(v)v(

p
2max1max

21max12max

ee
ee

+
+

=  

 Umbilical point( ) 에서는 unstable 함 minmax kk =

 

Connecting ridge vertices 

 만약 메쉬 triangle의 에지에서 두개의 ridge vertex가 감지되면, straight segment에 의해 연

결 

 만약 메쉬 triangle의 3에지가 ridge vertices를 포함하고 있으면, 삼각형의 중심으로 

vertices를 연결 

 

Thresholding 

 line을 따르는 의 적분에 의한 ridge line의 장력을 측정 maxk
 적분의 trapezoid approximation 사용 

Tkkdsk
i

=−
+

≈ +
+∑∫ 1ii

1imaximax
max pp

2
)p()p(

     (5) 

 T: scale-independent threshold 

  사용자가 지정한 값보다 작은 ridge line은 무시(제거함)  

 Ridge line의 polyline approximation의 vertices에서의 를 측정하기 위해 linear 

interpolation 사용  
maxk

)v()v(
)(v)v()(v)v(

)p(
2max1max

2max1max1max2max
max ee

keke
k

+
+

=  

 은 p를 포함하는 메쉬 에지 ]v,[v 21

 
Thickness adjustment 

 가시화 목적을 위해 

 principal curvature values 과 에 일치하는 ridge line의 각 segment 

의 thickness를 결정함 

)v( 1maxk )v( 2maxk
]v,[v 21

 Thickness는 같은 proportionality 계수를 가지는 과 의 산술적 평균

에 비례함 

)v( 1maxk )v( 2ma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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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Discussion 
 Ridge-valley lines은 많은 작은 주름을 가지는 복잡한 모양의 물체에 대해 poor 

connectivity 추출함 

 여러 기법들은 line features의 fragmentation을 줄이기 위해 mesh smoothing, geodesic snakes 

와 hysteresis thresholding 포함 시킴  

 제안 방법은 multi-level 방법을 이용하여 fragmentation을 줄임 

 제안 방법의 limitation은 너무 낮은 speed 가짐  

 Michelangelo’s David head model (4M triangles): 1시간 걸림 (low-end PC) 

 Most time-consuming stage 

 메쉬 vertex projection 에서의 curvature tensor와 curvature derivatives 와 

계산에 소요  

v̂ maxe mine

 

Figure 1: blue ridges and red valleys detected on Michelangelo’s David head model approximated by 

and 0)(7 =xF 0)(8 =xF , T=0.5 

 

Figure 2: ridges and valleys detected on various models, T=0.5 

 Figure 2에서는 3D 물체의 artistic drawin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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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ltering ridges (black) and valleys (white) according to their strength controlled by parameter T. 

Middle: T=0. Right: T=2. 

 

 
Figure 4: Left: salient ridges and valleys detected on the Max-Planck bust model, T=2. Middle: the ridges 

and valleys alone are sufficient for recognizing the model. Right: only the ridge-valley vertices and mesh 

normals at them are used for shape reconstruction via implicit surfac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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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idges and valleys detected on implicit dodecahedron like surface 

 .1)(20 242424666 =+++++ xzzyyxzyx
 

 

Figure 6: Ridge-valley patterns detected on Teeth Casting model and on the same model (left) after two 

4/π rotations about two orthogonal axes are applied (right), 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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