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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광류 방법을 이용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가진 소아 비만 환자의 기도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이하 환자와 정상인에서의 호흡하는 동안의 상기도 움직임 변화를 분석하OSAS)
기 위하여 광류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도 면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흡기와. ,
호기에서의 기도 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환자의 경우 와 정상OSAS 42 583,
인의 경우 와 로 구분이 되지만 값들의 분포 정도가 크기 때문에 면적 분석5 178
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반면 광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은.

환자의 경우 과 이고 정상인의 경우 과 로 분포되어 있어OSAS 7.07 19.13 , 1.71 5.78
을 기준으로 하여 두 경우가 구분이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류 방법6.43 .

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환자의 진단에 있(optical flow method) OSAS
어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폐쇄성 무호흡 증후군 상기도 기도 면적 광류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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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이하 은 수(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면 중 부분적인 혹은 완전한 상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장애 질환이다(upper airway) .
소아에서는 약 여년 전 가 처음 알려진 이후 년 등 이120 OSAS 1976 Guilleminault [8]
소아에서 이 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임상 양상과 문제점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성인.
인 경우는 외부 조직들에 의한 상기도 저항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소아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이 항상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아인 경우 폐쇄성 무호흡이 없어도.
부분적인 기도 폐쇄의 발작이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의 진단 기준OSAS
이 필요하다[1][8][9].

의 위험 인자에는 비만 연령 증가 코막힘 유전적 소인 등 많은 것들이 있OSAS , , ,
지만 그 중에서도 비만은 상기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관련이 크

다 기도의 개존성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두 확장근의 작용이 흡기에 따른. (patency)
기도 내강의 음압과 기도 주변의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 비만 환자에서 피하 및 인두.
주변 조직의 지방 축적으로 인하여 상기도의 협착이 발생하여 기도 개존성이 유지되

지 못한다 의 유병률은 비만 정도에 따라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할수록. OSAS OSAS
의 중증도도 증가된다 이와는 반대로 는 수면 결핍에 의한 신체 활동 및 운동. OSAS
능력 감퇴 에너지 대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10].
소아 비만 환자들을 진단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도의OSAS ,
면적을 이용하였다 호흡하는 동안 주변 조직 등의 영향으로 정상인과 환자의. OSAS
기도의 모양과 면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2].
광류 는 차원 물체를 차원에 투영한 영상의 각 화소 에 운동(optical flow) 3 2 (pixel)

속도를 지정한 운동계 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년 과(motion field) . 1981 Horn
에 의해 광류를 직접 계산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음이 증명된 이후 광류Schunck[3]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과 와 등은. Horn Schunck, Fennema Thompson
광류를 어떠한 객체 의 한 점에 대응하는 영상의 밝기는 객체의 이동에 관계없(object)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연속적인 영상에 대한 광류는 최근 많은 관심이 모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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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밝기 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에 기초한 방법, (intensity) gradient [4][5],
에 기초한 방법 에 기초한 방법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correlation [5], energy [5]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에 기초한 방법으로 와 는 움직임gradient Lucas Kanade
벡터가 특정한 블록 내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4].
즉 특정 블록에서 각각의 화소에서의 속도 성분은 모두 같은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가,
진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회전 과 같은 움직임은 해결이 불가능하며 화. (rotation) ,
소에서의 밝기 변화가 충분히 크다는 조건 하에서 이동 만 해결이 가능하(translation)
다 반면 과 는 평탄화 조건을 주어 광류의 의 제곱값. Horn Schunck (smooth) gradient
이 최소화되는 값을 찾는 방식을 적용하여 광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3].
본 논문은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러한 광류 방법 중에서OSAS

에 기반한 방법인 방식을 환자와 정상인의 기도 영상gradient Horn-Schunck OSAS
에 적용하였고 이 결과를 기존의 면적 변화 분석 방법과 비교하였다, .
본 논문은 먼저 장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과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된 면적2

변화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광류 방법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그에 따른 이론적 배

경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두 방법을 정상인 명 환자 명에 대한 영상. 6 , OSAS 5 MRI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광류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면. 3
적 변화 분석 방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에, . 4
서 제안한 광류 방법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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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료 및 방법

기도 면적 변화 분석 방법2.1

본 절에서는 정상인과 환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도의 면적과 모양의OSAS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회 호흡하는 동안 흡기 와 호기 에서1 (inspiration) (expiration)

의 기도 면적과 모양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두 경우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

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보통은 소아 비만 환자의 경우 편도선 비대와 아데노이[2].
드의 영향 등의 이유로 환자의 경우 회 호흡하는 동안 면적의 차이를 보OSAS 1
인다 그림 은 정상인과 환자의 기도를 촬영한 영상의 예를 보여주고[2]. 2.1 OSAS
있다 흰 사각형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각 영상에서의 기도 부분이다. .

(a) (b)
그림 환자와 정상인의 기도를 촬영한 영상의 예2.1 OSAS

환자 정상인(a) OSAS (b)

또한 호흡하는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를 하였을 때 회 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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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하는 동안의 기도 면적의 변화는 그림 와 그림 과 같다 그림 는 정상인2.2 2.3 . 2.2
에 대한 기도 면적의 변화를 그림 은 환자의 기도 면적이 변화하는 경, 2.3 OSAS
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는 환자에 대한 기도 변화 영상으로 에서. 2.2 OSAS (a)

는 흡기에서의 기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에서 은 호기에서의1, 2, 3, 4 , (b) 5, 6, 7, 8
기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는 흡기와 호기 동안의 영상에서 계산된 기도. (c)
면적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변화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은 정상인에 대한. 2.3
기도 변화 영상으로 와 는 흡기 및 호기에서의 기도 변화를 는 에(a) (b) , (c) (a), (b)
서의 기도 면적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 5 -

(a)

(b)

(c)

그림 환자의 기도 면적 변화2.2 OSAS
흡기에서의 기도의 변화 호기에서의 기도의 변화(a) . (b)
흡기와 호기 동안의 기도 면적의 그래프 표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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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정상인의 기도 면적 변화2.3
흡기에서의 기도의 변화 호기에서의 기도의 변화(a) (b)
흡기와 호기 동안의 기도 면적의 그래프 표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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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는 흡기와 호기일 때의 면적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정

상인과 환자를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기OSAS . OSAS
도 면적은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편도선과 아데노이드 등 주변 조직들의 영향

을 받아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정상인의 경우에 흡기와 호기가 이.
루어지는 동안 면적 또는 크기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모양의 변화 또한 보이지

않는 반면 환자의 경우 각각 흡기 동안과 호기 동안을 비교하였을 때 면, OSAS ,
적과 모양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영상에서 선택한 크기의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256×256
추출된 기도 내부의 화소수를 계산하여 기도 면적으로 간주하였으며 다음에서 설,
명할 광류 방법을 동일한 영상에 적용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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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류2.2 (optical flow)

광류 는 어떠한 영상에서 밝기 패턴 의 움직임(optical flow) (brightness pattern)
정보를 식별 가능한 속도의 분포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대상 과 관찰자의. , (object)
상대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광류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가정.

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assumption) .

밝기 항상성 작은 영역에서의 영상 밝기 측정값은1) (Brightness Constancy) :
위치가 변화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떤 객체 상의 픽셀은 프레임이 바뀌어.
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한 영상에서 추적하고 있는 객체 픽셀의 밝기는 변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공간 일관성 이웃한 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표면에2) (Spatial Coherence) :
있으므로 유사한 움직임을 가진다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하는 점들은 동일한 객체.
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다.

시간 지속성 한 표면 영역에서의 영상 움직임은 시3) (Temporal Persistence) :
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 영상 내에서의 움직임은 그다지 빠르지 않.
다 즉 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에 비해서 시간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이는. ,
프레임 사이에 객체의 이동량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위의 가정들로부터 광류는 독립적으로 이웃한 점들을 가진 이미지에서의 하나

의 점에서는 계산되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얻어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가적,
인 제약 조건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constraint) .

년 와 가 제안한 방법은 밀집된 광류를 계산하기 위한1981 Lucas Kanade L-K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작은 지역 윈도우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4]. (local window)
윈도우보다 큰 움직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움직임을 계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과 는 광류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의하였고 평탄화 제약Horn Schunck



- 9 -

조건을 주어 광류의 의 제곱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방식을 제안하였gradient
다[3].
본 장에서는 광류 추정 방법의 전반적인 개념과 이론의 설명과 함께

알고리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Horn-Schunck .

광류 추정 방법2.2.1

광류는 명도 유형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상에서 명백한 움직임의 속도

분포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연상들 사이의 차이를 표현한다 그림 에 보이.[3][4] 2.4
는 바와 같이 광류 방법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넘

어갈 때 어떻게 픽셀 의 움직임 을 추정하느냐에 대한 것이다(pixel) (motion) .

그림 광류 방법에서의 영상 프레임 간의 픽셀의 움직임 표현2.4

  는 시간 에서의 좌표   의 이미지 밝기 함수이며 이미지 순열

을 제공한다 이미지의 대상 이 움직이면(sequence) . (object) 의 시간이 흐른 뒤

대상의 변위 는(displacement)  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는 앞서 가정한 밝기 항상성을 바탕으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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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을 차 테일러 시리즈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1 .

식 에서 고차항( 2.2) 를 무시하고 차항만을 고려한 후 식 의 관1 , ( 2.1)
계를 이용하고 각 항을 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축, 축에 대한 속도 성분를 정의한다.

식 을 식 에 대입하고 편도 함수를 각각( 2.4) ( 2.3) , , , 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식 와 같은 기울기 제약 방정식 을( 2.5) (gradient constraint equation)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 ,  세 방향의 밝기의 변화율을 표현하는 , , 는 영상으

     식( 2.1)



















 식( 2.3)




 


  식( 2.4)

  식( 2.5)

  

  









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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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는 기울기 값이다 광류 벡터는 영상에서 임의의 화소(gradient) .
  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로 정의하는데 광류를 이용한 움직임 추정은 주어

진 영상에서의 속도 벡터  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때 미지수가.
, 의 두 개인데 반하여 식 는 한 개의 제한식을 나타내므로 이로부터 직( 2.5)
접 광류 벡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식 과 그림 에서와 같이 기울기 제( 2.6) 2.5
약 방정식에 대한 직교치 만 추정이 가능하다(normal value) [4].

그림 광류 방법으로부터의 속도 벡터 추정2.5

은 밝기 경사 방향에서의 광류 성분을 의미한다 임의의 한 점에서 한 개의.
식 만으로는 개의 변수를 구할 수 없는데 이를 이라한다( 2.6) 2 aperture problem .
즉 영상 평면에서의 방향에 있는 움직임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 gradient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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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2.2.2 Horn-Schunck

본 장에서는 여러 광류 추정 알고리듬 중 와 가 제안한 알고Lukas Kanade LK
리듬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영상 밝기의 미분값에 기반한, (gradient-based)
방식인 알고리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Horn-Schunck .

과 는 광류가 공간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었고Horn Schunck ,
이를 토대로 하여 광류를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즉 앞에.
서 보인 기울기 제약 조건 에 광류가 공간적으로 크게 변하지(gradient constraint)
않는다는 평탄화 제약 조건 을 주었다(smoothness constraint) [4].
우선 식 로부터의 편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5) .

인접하는 점은 비슷한 속도를 가지며 이미지 내에서의 밝기 패턴의 속도장은

모든 곳에서 스무스 하게 변화한다는 가정으로부터의 편차는 다음과 같다(smooth) .
이는 광류가 공간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의미한다.

식 과 식 로부터 식 와 같이 전체 에러 가 구해진다( 2.7) ( 2.8) ( 2.9) (total error) .

여기서 는 적절한 값을 넣어 조절할 수 있는 이smoothing weighting factor
며 위의 전체 에러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속도 벡터,  의 값을 찾는 것이다.
이를 찾기 위해 를 사용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calculus of variations .


  

 



 




 




 



식( 2.8)


   

 식( 2.7)

    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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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라플라시안 근사화는 다음과 같이 한다(laplacian) .

여기서 는 비례 상수이고 국부 평균, (local average) , 는 다음의 식

와 같이 정의된다 그리고(2.12) . 축은 방향, 축은 방향, 축은 시간( 방향)
에 상응한다 이를 그림 에서 표현하고 있다. 2.6 [4].

그림 국부 평균으로부터의 라플라시안2.6

이산적인 세트 에서 밝기의 도함수를 계산한다 아래의 식 에(discrete set) . ( 2.13)


  

∇

  
 ∇

식( 2.10)

∇≈  and ∇≈  식( 2.11)

   


    




        

   


   




        

식(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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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울기 , , 는 동일한 픽셀에서의 차 미분값이다1 .

그림 방식에서 쓰이는 미분 마스크2.7 Horn-Schunck

식 을 위와 같은 라플라시안 근사법을 사용하여( 2.10) , 에 대해 풀어 가우

시안 반복법을 써서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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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과 은 번째 반복에서 주어진 픽셀에서의 속도를 의미한다[4].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개의 영상으로부터 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N+1 N .

의 그림 은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순서도2.8 Horn-Schunck
이다.

그림 알고리듬의 순서도2.8 Horn-Schunck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광류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축과 축의 속도 벡터x y u,
를 값 즉v norm , 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각 환자들에게서 흡기와 호기.

   





  
 

 

   





 
 

 
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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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촬영된 영상이 각각 장이므로 흡기에서 개의 값 호기에서 개의 값이 구4 3 , 3
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값은 로 고정하였으며 반복 횟수는 회1 , 100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그림 는 환자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동안 광류값의 분포를 보여주는2.9 OSAS

광류장 의 예이다 광류 방법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움직(optical flow field) .
임의 분포를 방향성과 크기 정보를 가진 속도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의. 2.9

와 는 흡기 동안의 기도 가장자리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와 는(a), (b) (c) , (d), (e) (f)
호기 동안의 기도 경계에서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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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호흡 하는 동안의 광류장 표현 예2.9 (optical flow field)

흡기 동안의 속도 벡터 호기 동안의 속도 벡터(a)(b)(c) (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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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2.3

본 연구는 연령이 세인 정상인 명과 연령이 세인 환자14.5±2.3 6 14.8±2.8 OSAS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흡기와 호기 동안 각각 번 촬영5 , 4
된 축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 영상들은 목 부분을 촬영한 영상으로써MRI (axial) .
미국 뉴욕시에 소재한 에서 정상인과 소아 비만 환자들Montefiore Medical Center
을 대상으로 하여 표 와 같은 파라미터로 촬영하였다2.1 .

표 영상의 파라미터2.1 MRI
영상 단면적field of view ( ) 230×230
단면 두께slice thickness ( ) 5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 ( ) 672×672

Scan sequence Spin Echo(SE)
TR 180.7
TE 5.4
bit depth 12 bit

원본 영상은 다음 그림 에서와 같이 크기의 영상이며 이를 기도2.10 672×672 ,
주위의 편도선 연골 아데노이드 등의 조직들과 기도(tonsil), (soft tissue), (adenoid)
를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을 조절하였다window/level .
그리고 각 환자마다 중심이 일정한 크기의 정사각형 관심영역256×256 (ROI,

을 지정하여 기도가 영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하여 중심을 일정region of interest)
하게 유지하면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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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도를 촬영한 축 원영상2.10 MRI (axial)

본 연구에서는 기도 경계 부분의 동적인 움직임과 변형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그림 에서와 같이 관심 영역으로 지정된 영상에서 기도 부분의 밝기를2.11
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의 밝기는 로 변환한 이진 영상 로 만0 , 255 (binary image)
들어 다양한 영상 처리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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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기도의 관심 영역 지정과 이진 영상2.11 .

지정된 관심 영역 기도 부분만을 추출한 이진 영상(a) (ROI).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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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과 및 고찰

면적 변화 분석 방법과 광류 방법의 비교3.1.

본 연구에서는 크기의 관심 영역 을 기준으로 하여 추출된 기도256×256 (ROI)
가 영상에서 차지하는 화소의 개수를 계산하여 면적 변화를 추정하였고 광류값은,
로 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두 방법을 각각 환자 명과 정상인. OSAS 5 6
명에 대하여 적용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표 과 표 에서 환자와 정상인의 경우에 두 방법을 적용하여 흡기3.1 3.2 OSAS

와 호기에서의 기도 면적의 차이와 광류값의 차이를 환자의 기도 면적이 큰 순서

대로 나열하였다.

표 기도 면적의 평균과 흡기와 호기에서의 차이의 절대값3.1.
OSAS

구 분 A B C D E - 평균

insp. 5078 3101 2945 2857 1569 - 3110
exp. 4828 3684 2903 2764 1721 - 3180

insp. - exp.∣ ∣ 250 583 42 93 152 - 224
Control

구 분 F G H I J K 평균

insp. 5353 5154 4530 2969 2769 2643 3903
exp. 5531 5159 4380 2861 2861 2685 3913

insp. - exp.∣ ∣ 178 5 150 108 92 4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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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광류값의 평균과 흡기와 호기에서의 차이의 절대값3.2.
OSAS

구 분 A B C D E - 평균

insp. 115.12 61.47 58.60 64.59 38.98 - 67.75
exp. 95.99 80.01 48.61 51.43 46.05 - 64.42

insp. - exp.∣ ∣ 19.13 18.54 9.99 13.16 7.07 - 13.58
Control

구 분 F G H I J K 평균

insp. 74.54 66.14 65.42 52.39 50.62 55.17 60.71
exp. 79.57 71.92 60.72 50.68 55.54 53.33 61.96

insp. - exp.∣ ∣ 5.03 5.78 4.7 1.71 4.92 1.84 4.00

위의 표 에 의하면 기도 면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흡기와 호기에서3.1 ,
의 면적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은 각각 환자의 경우 정상인의 경우OSAS 224, 96
이다 또한 환자의 경우 최소값은 최대값은 이고 정상인의 경우 최. OSAS 42, 583 ,
소값은 최대값은 이다5, 178 .
표 에 의하면 광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흡기와 호기에서 계산된 값의 차3.2 ,

이는 각각 환자의 경우 정상인의 경우 이다 그리고 환자OSAS 13.58, 4.00 . OSAS
의 경우 최소값은 최대값은 이고 정상인의 경우 최소값은 최대값7.07, 19.13 , 1.71,
은 이다5.78 .
다음의 그림 은 표 과 표 의 결과값의 비교를 위한 상자도표3.1 3.1 3.2 (box plo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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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기도 면적 분석 방법과 광류 방법에서3.1
흡기와 호기에서의 차이의 상자도표(box plot)

기도 면적 분석 방법 광류 방법(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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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의하면 기도 면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기도 면적의 평균값에3.1 ,
서는 환자와 정상인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그림 의 에 의하면 각각의OSAS 3.1 (a)
경우 결과값들의 분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적 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

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에서의 대상 와 등과 같이 데이터. 3.1 C, D F
같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표 에서. 3.2
광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값은 을 기준으로 하여 두 경우가 구분이6.43
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의 를 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3.1 (b) (a)

환자와 정상인의 광류값의 분포의 차이가 기도 면적의 분포의 차이에 비하OSAS
여 작음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는 데에도,
더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광류 방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변화량.
을 이용함으로써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함에 있어 기도 면적만으로는 분석OSAS
이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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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가진 소아 비만 환자의 기도를

면적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과 함께 이를 광류 방법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 정상인 환자와 환자의 기도를 촬영. OSAS
한 영상에서 흡기와 호기에서의 기도의 면적의 차이와 광류 방법을 통하여 얻어

진 계산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기도 면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흡기와 호기에서의 기도 면적의 최소값,

과 최대값은 환자의 경우 와 이고 정상인의 경우 와 로 구분이OSAS 42 583 , 5 178
되지만 결과값들의 차이의 분포 정도가 크기 때문에 면적 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
을 비교해보면 환자의 경우 과 이고 정상인의 경우 과 로OSAS 7.07 19.13 , 1.71 5.78

을 기준으로 하여 두 경우가 구분이 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자와6.43 . OSAS
정상인의 광류값의 차이의 분포 정도가 기도 면적의 차이의 분포 정도에 비하여

작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류 방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변화량을 이용함.
으로써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함에 있어 기도 면적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OSAS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기존의 연구와 함께 사용한다면 기도의 면적 변화

만으로 정상인과 환자를 구분하고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가OSAS
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류 방.
법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데.
이터의 신뢰성을 위하여 많은 단면에 대한 영상에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일관

성을 제시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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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Upper Airway Deformation in
Children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Using

Optical Flow Method

Woo, Jong Hyung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optical flow method to analyze the upper
airway dynamic changes during respiration for children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OSAS) and control subjects. By using airway area analysis
method, the obtained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airway area of OSAS
patients were 42 and 583 and those of control subjects were 5 and 178.
However, the degree of dispersion of average area was so large, it was hard
to discriminate both groups. Whereas the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the average magnitude of the velocity from the optical flow method were 7.07
and 19.13 for OSAS patients and 1.71 and 5.78 for control subjects. By
choosing the threshold value as 6.43, we could successfully classify both
groups. From this simulations, the optical flow method could provide more
accurate information to diagnose the OSAS patients than the traditional airway
area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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