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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프로젝션 기반의 실시간 혈관 및 혈류 검출 시스템 개발

   본 연구는 실시간 영상처리와 영사(projection) 기법에 초점을 둔 혈관혈류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크게 근적외선 영상기법을 이용한 혈관검출 

연구, 레이저 스펙클 신호 분석을 통한 혈류검출 연구, 검출한 생체 정보를 시차 없이 

피부 표면에 재구성하기위한 영사기법에 대한연구로 구분된다.

   최적의 투과도를 갖는 근적외선 영역의 혈관영상을 기반으로 형태학적 접근을 시

도하여 혈관패턴을 검출하며, 혈류의 움직임에 따라 산란된 레이저 스펙클 패턴의 변

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성적, 시각적으로 혈류의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시

스템의 동작거리(working distance)에 위치한 영역의 혈관 검출과 동시에 피부표면에 

검출된 혈관패턴을 영사하는 검출-영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한

다. 

   정량적인 시스템 평가를 위해 광원의 균일도, 영사 시차, 영상처리 연산시간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팬텀을 통한 예비실험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피하혈관 및 혈류 검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되는 말 : 실시간, 영사, 혈관, 혈류, 근적외선, 영상, 레이저 스펙클, 영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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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하여 말초정맥이나 동맥으로의 접근이 요

구되고[1], 이와 관련된 의료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2]. 하지만 혈관 

및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의 경우, 피하 혈관이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반인에 비해 혈관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접근에 조심성이 요

구된다. 혈관이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의사나 간호사의 해부학적 지식만으

로 혈관의 위치를 예측하므로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미국의 공

학전문 검색 엔진 Global spec에 따르면, 미국 내 매년 행해지는 약 5억 회의 정맥 

천자가 가운데 약 1,400만 건에서 혈관 구별에 어려움이 있고 매일 15,000명의 환자

가 4번 이상의 채혈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 

   혈관접근은 단순히 채혈뿐만 아니라 대퇴부 등의 심부혈관질환을 진단하거나 혈관 

접합 및 이식 수술 등의 경과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 동경의대

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혈관검출기인 AccuVein을 12건의 혈관 수술 등에 적용하

여, 절개 등의 후유성 외과시술 없이 피하혈관의 시각화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4].

   시술자의 경험부족이나 판단착오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하

여 지난 20여 년간 피하정맥 검출연구뿐만 아니라 내시경 수술, 혈관 병변 진단, 생

체 인식 등 다양한 목적의 근적외선 혈관 영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8]. 

근적외선은 물과 헤모글로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흡수도를 갖기 때문에 가시광선

이나 자외선보다 피부 투과율이 높은 점을 이용하면, 혈관과 주변 조직 간의 높은 흡

수도 차이를 바탕으로 혈관의 시각화가 용이하다. Vladimir 등은 적외선을 이용한 혈

관 영상화 연구를 통해 700~1,000㎚ 의 LED 광원이 혈관영상에서 충분한 콘트라스

트를 제공함을 보였으며, 그 외 다양한 연구에서 700~900㎚의 근적외선 파장이 혈관 

영상기술을 위한 광원으로 선정되어왔다[2,6,9,10].  

   혈관의 형태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혈류분석을 통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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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혈류를 영상화 하는 방법으로 레이저 스펙클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Stern에 의해 처음 레이저 도플러를 이용한 조직 내 미세혈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소개된 이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1-15], 이후 레이저 스펙클 관점에서의 레이저 산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

하였다[16]. Fercher와 Briers는 광학 필터와 단일노출 스펙클 영상기술(single 

-exposure speckle photography)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인간의 망막 내 혈류를 2D 

맵으로 표현하였으며[17], Hitoshi 등은 He-Ne 레이저와 CCD 센서를 이용하여 혈

관의 혈류신호를 측정한 바 있다[18,19].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영상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혈관패턴을 검출하고, 검출

된 패턴을 피부 표면에 재영사(re-projection)하여 실제 혈관 위치와 검출된 혈관패

턴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혈관 검출

-영사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혈관의 구조적 정보 외에도 레이저 

스펙클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적인 혈류 정보 획득이 가능한 다목적 혈관, 혈류 검출 

시스템 개발에 최종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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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2.1 피부구조

그림 1. 인간의 피부 구조

<출처: http://emedicine.medscape.com/article/1294744-overview>

피부는 그림 1과 같이 표피(epidermis)와 진피(dermis) 그리고 피하층

(subcutaneous or hypodermis layer),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된다. 표피는 가장 바

깥에 위치하고 있는 층으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구성되어 일

정 주기를 갖고 생성과 탈락을 반복하면서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이적으로 UV를 흡수하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melanocyte)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30~150㎛의 얇은 두께를 갖는다.

진피는 표피보다 비교적 두꺼운 0.5~3㎜의 두께를 가지며, 모세혈관, 땀샘, 모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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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직 및 기관이 존재하고, 동맥과 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에너지

공급 및 노폐물 교환을 위하여 사방으로 확산되어 있다.

뼈와 근육층 위에 존재하는 피하 층은 피부 가장 아래층으로써 0~3㎜의 두께를 가

지며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있고 동맥과 정맥이 존재한다[20].

각각의 피부 층은 서로 다른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조직 내부

를 영상화하기 위해선 각각의 층에 적합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2.2 빛과 조직의 상호작용 (Light-tissue interaction)

빛이 피부조직에 입사되면 그림2와 같이 빛과 생체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

행 특성이 변하게 된다.

그림 2. 빛-피부조직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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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조직으로 입사하는 빛은 피부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입사된 후 세포막, 미토콘드

리아 등에 의해 산란되기도 하며 세포의 발색단(chromophore), 헤모글로빈이나 멜라

닌 등의 색소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하고, 산란과 흡수가 되지 않은 채 투과되기도 한

다. 모세혈관이 존재하는 진피 층은 다양한 세포 및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위 면

적 당 굴절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체로 강한 산란성질을 가지며, 정맥과 동맥이 분

포하는 피하 층은 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낮은 빛 투과도를 보인다[21].

피부 가장 깊은 층인 피하 층의 혈관을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혈관 및 주변조직의

광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생체조직으로 입사되는 광 밀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면서

최대의 영상 콘트라스트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파장, 광원 형태, 조사

(irradiation) 방법을 고려한 광학적 실험설계가 중요하다.

2.3 광학 창 (Optical window)

빛은 자외선부터(10~390㎚) 가시광선(390~750㎚), 적외선(750~1,000㎚)에 이르기까

지의 단파장 전자기파를 일컫는 단어로 의료분야에서 치료와 진단을 목적으로 모두

폭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부 내로 입사되는 빛은 수분, 혈액의 헤모글로

빈, 표피의 멜라닌과 같은 세포 발색단에 의해 흡수되거나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등에 의해 대부분 산란되기 때문에 진피 이하로 광 에너지 전달이 어렵다. 그림 3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약 700~1,000㎚의 근적외선 범위에서 물과 멜라닌,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수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광 투과도가 보장되는데, 이 범위를 광

학 창(optical window)라고 한다.

근적외선의 낮은 수분 흡수율과 낮은 산란특성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의 손상 없이

혈관 깊이로 광 밀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학 창 범위 내의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in-vivo 영상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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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물, 헤모글로빈의 흡수 스펙트럼과 광학 창

<출처: http://www.nature.com/icb/journal/v88/n4/fig_tab/icb2009116f1.html>

2.4 Laser Speckle Contrast (LSC)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파동성에 기인하여 위상이 다른 빛

의 파동 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스펙클은 이러한 빛의 파동 간의 간섭현상

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어떠한 물체에 조사되어 반사, 산란된 빛들이 상쇄와 보강간섭

을 반복하게 되면 빛의 세기가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진동하는 좁쌀무늬의 스펙클 패

턴을 만든다. 만약 산란 물질이 움직이면, 산란되어 나오는 간섭파동의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스펙클 패턴이 변하게 되며, 이때 카메라 센서에 기록되는 패턴 분석을 통해

서 산란 물질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22]. 산란 물질의 움직임은 시간 및

공간적 변화의 분석을 통해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23,24] 혈액의 움직임에 의한

스펙클 패턴의 변화를 바탕으로 혈관 내 혈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혈류가

증가하면 스펙클 패턴의 변동(fluctuation) 속도가 증가하며, 카메라 센서의 노출 시간

동안 스펙클 패턴의 움직임(변화)으로 인하여 혈류에 의한 신호가 번져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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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단위 영상의 번짐 정도를 계산하여 공간적인 Laser speckle contrast 값( )

을 도출할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단위 영역의 픽셀 평균값 m과 표준편차  의

비율에 의해 계산된다[25].

 


  
(식 1)

혈류에 의한 스펙클 패턴의 변화속도가 빠를수록 번짐의 정도가 크고 단위 영역의

평균 영상 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계산된 값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혈류 속도를 구분할 수 있으며 LSC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직관적

으로 혈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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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소개

3.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혈관패턴검출 및 혈류정보를 얻기 위한 광학시스템으로 그림 4와 같

이 크게 영상 획득부, 광원부, 영사부, 영상처리부로 나뉜다.

그림 4. 본 시스템 모식도

영상 획득부는 목적에 따라 백색광 영상과 근적외선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

도록 컬러 CCD와 근적외선 CCD로 구성된 2-CCD 프리즘 카메라 (AD-130GE, Jai,

Japan)와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 파장이 모두 투과 가능한 16mm 단렌즈(#67-714,

Edmund Optics, USA)로 구성된다.

카메라는 최대 1296*966의 해상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Gigabyte ethernet 규격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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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CI 랜 카드와 랜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통신환경 구축 없이 최

대 31fps의 속도로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렌즈를 통해 카메라로 들어온 신호는 그림 5

와 같이 프리즘에 의해 분광되며 400~700㎚의 가시광선 영역은 컬러 CCD 센서에,

700~1,000㎚의 근적외선 영역은 근적외선 CCD센서에 의해 검출된다.

그림 5. 2-CCD 프리즘 카메라: (a) 프리즘에 의한 분광 효과, (b) 컬러 CCD 검출 스

펙트럼, (c) 근적외선 CCD 검출 스펙트럼

<출처: http://www.jai.com/protecteddocuments/datasheets/datasheet_ad-130ge.pdf>

광원부는 혈관패턴검출을 위한 환형 광원과 LSC 영상획득을 위한 다이오드 레이

저로 구성되어있으며 광학 창 범위를 고려하여 파장을 선정하였다. 그림 6과 같이 60

개의 LED로 구성된 환형 LED array (#66-786, Edmund Optics, USA)는 880㎚ 중심

파장을 갖는 근적외선 광원으로써 3에서 9인치까지 작동거리(Working distance) 조절

이 가능하며 50.8㎜의 Field coverage를 갖는다. 레이저 광원으로는 830㎚ 파장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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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 레이저(M9-830-0150, Thorlabs, USA)를 선정하였으며 CCD센서를 통해 검출되

는 레이저 스펙클 신호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벤치탑 컨트롤러(ITC4001,

Thorlabs, USA)를 사용하여 레이저 출력과 발열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레이저 다이

오드를 통해 조사된 레이저는 피부표면 위에 넓게 분포하도록 디퓨저를 사용하여 확

산시켰다.

그림 6. 근적외선 LED 환형 광원: (a) 사진, (b) 단면도

 

   영상처리부는 인텔사의 쿼드코어 프로세서 i7-3770k와 16GB 램을 장착한 데스크

탑 컴퓨터와 C# 언어로 제작한 구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영상 획득부를 통

해 획득한 혈관 영상은 영상처리를 거친 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디스플레이되

거나 영사부로 전송된다.

레이저의 직진성에 기인하여 동작거리에 관계없이 영사가 가능한 프로젝터(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M2, ESPlus, 한국)를 영사기로 선정하였으며, 검출된 혈관패턴이 피부

표면 위에 다시 영사되도록 그림 7과 같이 카메라 광축 중앙에 45도 각도로 빔 스플

리터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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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빔 스플리터를 이용하여 카메라 

광축과 수직으로 설치된 레이저 프로젝터 

3.2 프로그래밍 및 인터페이스 설계

카메라를 구동하고 제어하기 위해 C#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림 8의 시스템 인터페

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8.(a)은 카메라 영상을 출력하기위한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c)에 의해 선택되어진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거나 영상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b)는 카메라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카메라 영상을

획득하거나 중단, 종료할 수 있으며 현재 프레임을 저장하거나 Projection(영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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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할 수 있다. (c)는 영상의 출력모드 선택 부분으로 백색광 등의 가시광선 영상

을 출력하기위한 컬러영상, 근적외선 영상을 위한 흑백영상, 혈관강조영상 출력 및 혈

관패턴추출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LSC를 통해 재구성된 혈류영상 출력이 가능하다.

그림 8. 카메라 제어 및 영상획득을 위해 제작된 인터페이스: (a) 이미지박스, (b) 카

메라 기능 제어, (c) 영상모드선택, (d) 혈관추출 파라미터 조절, (e) 카메라 노출시간

조절, (f) 한 프레임 당 연산시간 및 fps출력

(d)는 혈관패턴추출에 적용되는 파라미터 조절 부분으로 이미지 마스크 크기 및 역치

값 조절을 통해 실시간 영상 변형이 가능하며 (e)를 통해 카메라 센서의 노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LSC에서 단위 영상의 번짐 정도와 노출시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LSC을 통해 최적의 노출시간 도출이 가능하다. (f)

는 한 프레임의 영상처리에 소요되는 연산 시간을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며, 연산시간

을 도출 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Frame rate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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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상처리

3.3.1 혈관강조영상

근적외선 광학계를 이용하여 획득한 혈관영상은 낮은 콘트라스트 때문에 혈관식별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피부조직에 비해 혈관패턴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영상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9. 혈관강조영상을 위한 영상처리방법

원본영상에 표현되어있는 혈관패턴을 실시간으로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9

의 영상처리단계를 수행하였다. 혈관과 주변조직에 의한 경계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High pass filter를 이용하여 영상의 점 및 선 성분을 검출한 후, 검출된 영상과 원본

영상을 토대로 High boost 필터링 기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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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

High boost filter를 통해 낮은 주파수 영역(평면)은 보존하면서 높은 주파수 영역(경

계선)은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패턴 검출에 용이하다[26]. 식 2에서 k값을 조절

하여 원본 영상 대비 경계선 영역의 강조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하이부스트 필터

링을 통해 개선된 혈관영상은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기 위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

행한다[27]. 히스토그램은 영상의 밝기 분포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활화를 통해 영상 내 밝기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켜 콘트라스트가 낮은 영

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식 4)

    
  



          (식 5)

식 4와 같이 전체 픽셀 수 n에 대한 임의의 그레이레벨을 갖는 픽셀 수 의 비율

  을 계산한 후, 식 5와 같이 전체 그레이레벨의 크기인 L의 누적분포함수를 통

해 히스토그램을 재구성한다[26]. 콘트라스트가 개선된 영상은 마지막으로 3 × 3의 마

스크 크기를 갖는 Gaussian smoothing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한 후 이미지박스를 통

해 출력된다.

3.3.2 혈관패턴추출

혈관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10과 같이 Liukui Chen의 영상처리방법

을 사용하였다.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혈관 영상은 원하는 영역에 맞춰 크기와 범위

가 재설정된 후 광원에 의한 스펙클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5×5 크기와, 0.8의

sigma 값을 갖는 Gaussian low pass 필터를 적용시켰으며 필터 마스크는 그림 11과

같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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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iukui Chen'의 영상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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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5×5 크기의 가우시안 마스크

Low pass 필터링된 영상은 시스템 노이즈 혹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 등에 의해 왜

곡된 영상 정보을 개선하기 위하여 Normalize 과정을 수행한다. 임의의 그레이레벨

기준 값 m을 정하여, 픽셀의 영상 밝기가 기준 값 m보다 작을 경우 식 6을 적용하고

      or    ×  (식 6)

픽셀의 영상 밝기가 기준 값보다 클 경우 식 7을 적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or    ×  (식 7)

식 6과 7에 의해 재정의된 밝기 범위는 m을 기준으로 콘트라스트가 확장되므로 혈관

검출에 용이하다.

Normalize를 통해 재구성된 영상은 그레이스케일 기반의 팽창(dilation)과 침식

(erosion) 기법을 통해 형태학적인 관점에서 혈관패턴에 접근한다. 팽창은 객체를 성

장시키거나 두껍게 만드는 연산으로 그림 12와 같이 구조요소(structuring element)라

고 부르는 모형에 의해 제어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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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레이스케일 팽창연산 수행과정: (a) 138이 중앙일 때 구조요소의 대응 값

들 {0,67,124,138}, (b) 최댓값 138 출력, (c) 124가 중앙일 때 구조요소의 대응 값들

{0,109,124,138,191}, (b) 최댓값 191 출력  

그림 12.(a)와 (c) 같이 구조요소와 원본 영상이 겹치는 부분에서의 최댓값을 도출하

게 되면 12.(b)와 (d)와 같이 원본영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확장됨과 동시에

밝기 역시 증가한다.

침식은 그림 13.(a)와 (c) 같이 구조요소가 이동을 하면서 해당 범위 내의 픽셀 값



- 18 -

들의 최솟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그림 13.(b)와(d) 같이 축소된 형태로 밝기와 폭

이 감소한다,

그림 13. 그레이스케일 침식연산 수행과정: (a) 67이 중앙일 때 구조요소의 대응 값들

{0,67,109,111,138}, (b) 최솟값 0 출력, (c) 109가 중앙일 때 구조요소와 대응되는 값들

{41,64,67,124,109}, (b) 최솟값 41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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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소가 E, 각각의 도메인이 ,  라고 하면, 팽창 연산과 침식 연산은 각 각

식 8과 식 9과 같이 정의된다[28].

or    maxor    ′  ′ ′′  ′  ′   ′′∈ 

(식 8)

or ⊕  minor    ′  ′ ′′  ′  ′∈  ′′∈ 

(식 9)

도출된 팽창과 침식 영상은 두 영상의 밝기에 대한 평균값으로 구성된 Threshold 영

상을 도출한 후 이진화 과정을 거쳐 최종영상을 획득하였다. 이진화된 영상을 도출하

기 위하여 Emgucv 라이브러리의 ThresholdBinary(Threshold=3)를 이용하였으며,

Threshold 값을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3.3.3 Laser Speckle Contrast Index (LSCI)

레이저 광원을 통해 획득한 영상은 식(1)에 근거하여 600*480 픽셀 크기 영상의

LSC 영상으로 재구성되었다. 혈류에 의한 스펙클 패턴의 번짐 정도가 클수록 단위

영역의 평균 밝기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구성된 LSC 영상에

서 낮은 밝기를 가지며, 움직임이 없는 피부조직은 번짐 정도가 작기 때문에 LSC 영

상에서 높은 밝기를 갖는다. LSC에 의해 재구성된 영상은 밝기에 따른 컬러맵을 적

용하여 Laser speckle contrast index (LSCI) 영상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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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스템 평가

4.1 광원 균일도 (Light source uniformity)

그림 14.(a)는 광원 측정용 반사판으로 조사되는 LED 환형 광원의 영상과 광 분포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광원 균일도의 최적화를 통해 영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원 영상의 전체 균일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을 도출하였

다. 전체 광원의 균일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위하여 히스토그램 분석뿐만 아니라

식 11과 같이 광원 영상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을 계산하였다.

     (식 11)

변동계수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서 광원의 분산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광원영상 전체의 변동계수는 11.6%, 히스토그램에서의 영상의 밝기 폭은

125로 계산되었다. 최적의 광원 균일도를 갖는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영상 중앙을

기준으로 600×480의 해상도를 갖는 관심영역을 재설정하였다. 재설정된 관심영역의

변동계수는 4.3%로 전보다 개선되었으며, 히스토그램의 영상 밝기 범위는 60으로

52% 감소하였다. 그림 14와 15는 각각 전체 영역과 관심영역의 광원 균일도와 히스토

그램을 보여준다.

광 균일도 해상도 변동계수 밝기 폭 (최대 256)

전체영역 1296*966 11.6% 125

관심영역 600*480 4.3% 60

표 6. 전체영역과 관심영역의 광 균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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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 전체 광원 영상, (b) 밝기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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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관심 영역의 광원 영상, (b) 밝기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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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혈관강조영상

 

그림 16. 백색광과 근적외선의 손목혈관영상 비교: (a) 손목의 백색광 혈관영상, (b)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했을 때의 히스토그램, (c) 근적외선 혈관영상, (d) 히스토그램  

그림 16.(a)는 가시광 CCD센서를 통해 획득한 백색광 손목을, 그림 16.(b)는 근적

외선 CCD센서를 통해 획득한 동일한 손목의 근적외선 영상을 보여준다. 백색광 영상

은 낮은 투과 깊이와 혈관과 주변 조직 간의 낮은 콘트라스트 차이로 인해 혈관의 식

별이 어려운 반면, 근적외선 영상은 높은 투과 깊이와 높은 콘트라스트 차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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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뿐만 아니라 표면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미세 혈관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두

영상의 그레이레벨 히스토그램을 비교해보면, 광원의 밝기 및 콘트라스트 차이에 의

해 백색광 영상이 어두운 쪽 스케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근적외선 영상은 비교적

밝은 스케일에 집중된 가우시안 형태를 보인다.

그림 17은 콘트라스트가 개선된 혈관강조영상을 보여준다. 근적외선 영상에 비해

선명하고 두꺼운 정맥은 더 크고 어둡게 강조되어 있으며 미세한 혈관 또한 상대적으

로 선명해졌다. 전체적으로 히스토그램의 수직 성분이 줄어듦과 동시에 수평 범위로

넓게 분산되면서 어두운 혈관 성분은 더 어둡게, 밝은 주변 조직은 더 밝게 확장되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7. 혈관강조 결과영상: (a) 근적외선 영상과 (b) 히스토그램

4.3 혈관패턴추출

그림 18는 그림 16.(c)의 근적외선 영상에서 추출된 혈관패턴으로 이진화를 통해

혈관과 주변조직으로 이분하여 혈관분포를 표현하였다. 혈관강조영상과 비교하여 일

부 미세 혈관들의 형태 정보가 생략되었지만 대다수 혈관의 혈관분포를 표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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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추출된 혈관패턴 영상

4.4 영사(Projection)

추출된 혈관패턴이 프로젝터를 통해 왜곡 없이 피부표면에 영사될 수 있도록, 그

림 19와 같이 카메라의 작동거리로부터 동일 위치에 임의의 표적을 설치하여 카메라

영상 영역과 프로젝터의 영사 영역을 일치시켰다.

그림 19. (a) 카메라 작동거리에 위치한 표적, (b) 카메라 영역과 영사 영역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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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에서 영상획득 및 영사를 위한 카메라 작동거리는 240㎜, 최대 면적은 약

80 × 65 ㎟ 로 측정되었으며 손목 가장자리의 곡률에 의한 영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목의 평면부위로 영역을 제한하였다. 혈관패턴의 시각적 콘트라스트를 극대

화하기 위하여 그림 20과 같이 황색 컬러맵을 적용하여 피부표면에 영사하였다.

그림 20. 혈관-피부표면에 영사된 혈관패턴

    

4.5 LSCI(Laser Speckle Contrast Index) 혈류영상

4.5.1 혈관팬텀 실험

움직이는 산란 물질에 대한 레이저 스펙클 패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관과

혈류를 모사하는 에폭시 팬텀을 제작하였다. 혈관 주변조직의 산란 성질을 모방하기

위해 이산화티타늄을 혼합하였으며 실리콘 튜브를 삽입한 후 경화시켜 혈관을 모사하

였다. 경화된 팬텀은 그림 21과 같이 연동펌프(PP-150D, 풍림, 한국)를 연결한 후 실

리콘 튜브를 통해 우유분말과 물 혼합액을 순환시켜 혈류에 의한 산란 변화를 모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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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팬텀을 이용한 레이저 스펙클 측정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단위 영역의 LSC를 비교하여 혼합액의 상대적인 속도를 가

늠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표현을 위해여 컬러매핑을 적용, 움직임이 빠를수록 붉은

색, 느릴수록 푸른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2는 우유분말과 물의 혼합액이 펌프에서

의해서 순환하지 않을 때와 순환할 때의 영상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2.(a)와 (c)의

근적외선 영상은 육안으로 차이가 없지만 그림 22.(b)와 (d)의 LSCI 영상을 통해 혼

합액의 움직임에 따른 스펙클 패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4.5.2 LSCI 영상

앞의 실험을 토대로 손목의 LSCI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22의 근적외선 영상

과 LSCI 영상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두꺼운 혈관을 중심으로 혈류의 움직임이 검

출되고 있으며 미세한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혈류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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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혈류 변화에 따른 결과영상: 혼합액이 순환하지 않을 때의 근적외

선 영상(a)과 LSCI(b), 혼합액이 순환할 때의 근적외선 영상(c)과 LSCI(d)

그림 23. 손목부위의 혈관-혈류 영상: (a) 근적외선 영상, (b) L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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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산속도 비교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출력하기까지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과

정은 그림 24와 같다. CCD를 통해 검출되는 영상신호를 검출하여 실시간 영상 스트

리밍이 가능하며. 이때 시시각각 전송되는 Raw 데이터를 불러들여 매트릭스 형태로

재구성하여 영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재구성된 영상은 목적에 따라 정해놓은 영상

처리방법을 거친 후 출력되기 때문에 영상의 실시간 출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 한 프레임 당 소요되는 연산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24. 영상 획득부터 출력까지의 시스템 플로 차트

  

재현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움직이는 물체(손)을 대상으로 매 프레임 마다 소요

되는 연산시간을 30프레임 측정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혈관강조를 위한

영상처리에 소모된 시간은 약 15.63㎳로 Frame rate으로 환산할 경우, 시스템 카메라

의 최대 속도인 31fps를 상회하기 때문에 시간지연 없이 실시간 출력이 가능하다. 혈

관패턴추출 과정과 LSCI 영상의 소요시간은 각각 187.37㎳, 449.25㎳로 비교적 시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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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발생하며 Frame rate으로 환산할 경우 약 5fps, 2fps의 속도를 갖기 때문에 육안

으로 확인 시 비연속적인 영상으로 나타난다.

영상처리과정 평균 소요시간 (ms) Frame Rate 환산 (fps)

혈관강조 15.63 (±0.03) 64.0

혈관패턴추출 187.37 (±0.28) 5.3

LSCI 449.25 (±9.54) 2.2

표 7. 영상처리 연산에 소요되는 평균 연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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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영사 시스템에 초점을 둔 ‘혈관-혈류정보 검출 시스템’ 개발을 목표에

두고 진행된 연구로, 크게 근적외선 영상기법을 이용한 혈관검출에 대한 연구, 레이저

스펙클 신호 분석을 통한 혈류검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재구성한 정보를 시차 없이

제공 가능한 영사기법에 대한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혈관패턴검출은 최적의 투과도를 갖는 근적외선을 통해 획득한 혈관영상을 기반으

로 형태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로 피하혈관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 보다 개선된 정

보를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예비실험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혈관검출

알고리즘들을 적용, 비교하였으며, 실시간 영상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시스템 및

연구 환경에 가장 적합한 Liukui의 알고리즘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파라미터를 본 연

구목표에 맞도록 최적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혈관패턴이 실제 혈관보다 두껍게 표현되거나, 미세한 혈관들

이 일부 검출되지 않는 점, 그림자 등에 혈관으로 인식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패턴검출을 위한 알고리즘과 광학계 개선을 통해 본 시스템의 혈관패턴 검출능력 향

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레이저 스펙클 영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혈류의 움직임에 따라 산란된 레이저 스펙

클 패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량적, 가시적으로 혈류의 상대적인 운동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 비록 생체조직의 광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펙클 신호의 구체적인

생체정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세혈관 등에 따른 관류영상에 의해 스팩클

영상 내에서 혈관의 정확한 형태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텀 연구를 통해

LSCI 혈류 영상을 재구성함으로써 혈관의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Inter i7 CPU와 16GB 메모리로 구성된 고성능 컴퓨

팅 환경을 구축하고 영상처리 과정별로 한 프레임의 연산을 위해 요구되는 소요시간

을 비교해본 결과 혈관패턴검출과 LSCI 영상 구성에서 저조한 Frame rate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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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영상처리속도에도 불구하고 혈관 및 혈류 정보를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

었으나 추후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위해 GPU 등의 병렬 컴퓨팅을 통한 데이터 처리

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작거리 240㎜에 위치한 관심 영역의 혈관 정보를 검출과 동시에 영사 가능한 검

출-영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예비실험 및 시스템 평가를 통해 크기나 위상 차이 없

이 카메라 영상과 동일한 영역에 영사됨을 확인하였다. 비록 사용한 레이저 프로젝터

와 카메라-렌즈의 시야각이 달라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광축을 완전히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렌즈교체와 프로젝터 개조를 통해 시야각을 일치시킨다면 레이저 프

로젝터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동작거리에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기대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영사 기술을 위하여 영사 부위의 곡률, 영사 각도에 따른 왜

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앞서 기술하였던 실시간 데이터처리 기법과 영사기법의 부족한 부분은 제시한 방법

을 토대로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영사기반의 실시간 진단 기술

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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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Real-time Vein and Blood Flow Detection

System Based on Projection Technique

Park, Jihoon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vein and blood flow detection system

focused on real-time image process and projection technique.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detecting vein pattern using near infrared image, imaging

the relative blood flow from laser speckle image, projection with minimal parallax.

Morphological access was tried to detect vein pattern from near infrared image

and laser speckle image was analyzed in order to visualize the relative blood flow.

Finally, extracted vein pattern was projected on the surface with minimal spatial

parallax for user convenience.

In order to evaluate quantitative system performance; beam profile of light

source, spatial parallax and computation time for image processing were measured

and analyzed and then we show the feasibility of vein and blood flow detection

after system optimization.


Key words : real-time, projection, vein, blood flow, near infrared, imaging, laser

speckle, image proces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