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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다 해상도 분석을 이용한 X-선 유방 촬영 영상에서의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 검출에 관한 연구

X-선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방암

의 초기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X-선 유방 촬영술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이상

소견으로 종괴를 들 수 있는데, 종괴는 종종 유선 조직에 부분적으로 덮여진 형태

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출이 어렵다. 최근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 시 검출하지 못

하는 종양이 자동 검출 시스템에서 검출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컴퓨터 진단 보조(CAD, Computer Aided Diagnosis) 시스템은 방사선과 전

문의들이 간과하기 쉬운 병변 의심 영역을 판독 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방사

선 전문의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해상도 상에 나타나는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검출하는

방법을 구현 하였다. 이를 위해 훈련 데이터에 대해 다 해상도 분석과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하여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으로 의심되는 영역

을 검출하였고, 검출된 영역의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49 개의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한 후 이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용한 특징 파라미터를 선

택하였다. 선택된 특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추정한 후 이

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악성 유방의 소견인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분

류하였다.

본 논문의 검출결과를 J 레벨, J-1 레벨에서 FROC(free respons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훈련 데이터의 J 레벨, J-1레벨

의 해상도에서 TPF(True Positive Fraction)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False

Positive) 는 0.9 와 1 이었고, TPF 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1.5 와 1.6

이었다.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J 레벨과 J-1 레벨의 해상도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는 0.8 과 1, TPF 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1.3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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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이는 Cheng 등이 J 레벨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약 1.4 ,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약 2.1인 연구 결과 보다 우수한

결과이다.

핵심되는 말 : X-선 유방 촬영술, 유방암,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다 해상도 분

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F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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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유방암은 여성에게는 가장 흔한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빈도가 증가

하여 2000년 통계에는 위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미국의 경우 1991년의 Wallis

에 의하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여 년 150,000 명에 이르고 약 45,000 명이 유방암

으로 사망하며 실제 여성 10명중 1명꼴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1].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X-선을 이용한 유방 촬영술, 초음파 유방 촬

영술, 유선조영술, 유방자기공명영상검사, PET(position emission tomography)

scan 등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며 기본적인 방법이 X-선 유방 촬영술 이다[1]. 대

부분의 유방암은 원인 없이 발생하여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

기 발견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X-선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검진은 암이 촉진

되는 시기보다 2년 일찍 조기 유방암을 발견해 준다는 보고가 있다[2]. X-선 유방

촬영술의 영상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이상 소견으로 종괴와 석회화를 볼 수 있

다. 이들은 모양이나, 분포 상태, 경계선등이 악성 유방암과 양성 유방암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므로. 유방 촬영상에 나타난 이상 소견의 특징들을 관찰하여 유

방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해 악성 혹은 양성의 판독이 이루어진다[3]. 그러나 숙련

된 유방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하여 판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육안에 의한

판독에 대해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영상

처리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 진단(CAD, Computer Aided Diagnosis)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방암의 진단에 있어서의 컴퓨터 보조 진단은 판독의

사에게 참고 의견(second opinion)과 의중 판독(double reading)을 제시하여 판독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아 2001년에는 일부 상용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받아 판독의의 보조 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6].

컴퓨터 보조 진단에서 유방암의 이상 소견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악성

유방암의 종괴와 석회화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의 자동적 추출과 양성, 악성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X-선 유방 촬영 영상에서 나타나는 종괴와 석회화가 서로 다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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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각 소견의 특징에 맞추어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다.

종괴가 있는 병변을 검출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크게 bilateral image

subtraction과 single image segmentation 두 가지로 나뉜다. bilateral image

subtraction 방법은 양쪽 유방은 해부학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유

방 촬영술에 나타난 양쪽 유방의 비대칭성을 비교하여 병변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Tabar[14] 와 Windsberg[15] 등은 양쪽 유방 영상에서 같은 해부학적 조직을 가

지는 영역을 제거하고 나머지 영역의 비 대칭성을 관찰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Giger[13] 등은 유두를 기준으로 두 영상의 Correlation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추출

하고 두 영상의 비 대칭성을 이용하여 종괴를 포함한 병변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Yin[16] 등은 nonlinear bilateral subtraction을 이용하여 종괴를 검출하고 크기, 경

계선등을 기준으로 악성, 양성을 이용하여 병변을 구분하였다. 두 번째 연구 방법

인 single image segmentation은 양쪽 유방의 X-선 유방 촬영 영상 중 각각의 영

상에서 종괴를 포함한 병변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악성 유방암의

특징인 침상 돌기를 보이는 종괴를 포함하는 병변과 양성 유방암의 특징인 명확

한 경계선을 보이는 종괴 검출에 이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Lai[17] 등은 메디안 필

터 와 탬플릿 매칭을 이용한 검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Brazakoviz[18] 등은 fuzzy

pyramid linking 과 다 해상도 분석을 이용하여 악성 유방암의 병변과 양성 유방

암의 병변을 분류하였으며, Kegelmeyer[7] 등은 Laws 텍스쳐와 ALOE(Analysis

Local Oriented Edge)를 이용하여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검출하였다.

Youssry[8] 등은 병변 가능 영역을 추출 한 후 COM(Co-occurrence Matrix)를 이

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뉴로-퍼지 모델을 이용하여 병변을 분류하였으며, Liu[9]

는 linear phase nonseparable 2-D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다 해상도 분석을 사

용하여 ALOE, 평균, 분산 등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진 결정 트리 구조를 이용하

여 병변을 분류 하여 FROC(free-respons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로 검

출 결과를 분석하였다. Kinnard[10] 등은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후보 영역을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평균과 분산을 비롯한

통계적인 특징, 텍스쳐 등을 이용한 신경망회로로써 실제 병변을 분류하고 FROC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Kupinski[11]등은 병변에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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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병변과 병변 외 지역의 확률 분포 변화를 이용한 Probabilistic Segment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병변 가능 영역을 찾고 이를 일반적인 영역 검출법에 의한

병변 검출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X-선 유방 촬영 영상에서 악성 유방암의 병변을 검출하되 검출된 병변의

TP(True Positive)율은 높이고 영상 당 평균 FP(False Positive)은 낮추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다 해상도

분석을 이용하여 병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각종 영상 처리 시 빠른 데이터 계

산과 속도 향상을 시도하였다. 또한 병변의 검출 방법으로 실험값을 임계 값으로

선택하는 대신 병변 영역과 병변 외 영역의 확률 분포를 이용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임계 값을 선택하고, 추출된 임계

값 을 이용하여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 검출을 위한 병변 예상 영역을 추출하였

다. 병변 예상 영역으로부터 실제 병변 지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로부

터 통계, 텍스쳐, ALOE(Analysis Local Oriented Edge)를 포함한 49 개의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병변을 대표하는 적절한 특징

파라미터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병변의 특징 파라미터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

형을 사용하여 병변 예상 영역으로부터 병변과 병변 외 영역을 분류하고, 테스트

데이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FROC(free respons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을 이용하여 분류 결과에 대한 TPF(True Positive Fraction)와

FP(False Positive) per image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다 해상도 분석을 통한

TP(True Positive)율은 높이되 영상 당 평균 FP(False Positive)는 낮추는 병변

검출 방법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병변을 추출하기 위해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와 X-선 유방

촬영술에 나타나는 병변의 특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다 해상도 분석과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한 병변 예상 영역 검출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검출

된 병변 예상 영역으로부터 추출한 특징 파라미터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 실제 X-선 유방 촬영 영상으로 구성된 훈련 데이터 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을 소개하고 병변 분류 결과를 FROC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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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장장장장 XXXX----선선선선 유유유유방방방방 촬촬촬촬영영영영술술술술

2222....1111 XXXX----선선선선 유유유유방방방방 촬촬촬촬영영영영술술술술의의의의 역역역역사사사사

X-선 유방촬영술은 1913년 베를린 대학의 외과의사인 Albert Salomon 이 일반

X-선 촬영 장치를 유방검사에 이용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그러나 유방은 다른 기

관과 달리 매우 유사한 음영의 연조직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높은 대조도의 촬영

이 요구되므로 일반 X-선 촬영기를 유방 촬영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했

다. 이후 1965년 프랑스의 Charles Gros 에 의해 전압과 전류 등을 변화시킨 최초

의 유방 촬영 전용 장치가 개발 되었으며 1970년에 Dupont 사에서 증감지-필름을

이용한 X-선 유방 촬영 장치를 소개하였다. 2000년에는 전자 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의 인가를 받은 디지털 유방촬영 장치가 개발 되었

고 디지털 유방촬영 장치를 통해 생성된 디지털 유방 촬영 영상은 2000년 11월부

터는 고성능 모니터를 통한 직접 판독도 허용되었다[1,3].

2222....2222 XXXX----선선선선 유유유유방방방방 촬촬촬촬영영영영술술술술내내내내 유유유유방방방방암암암암의의의의 특특특특징징징징

2222....2222....1111 유유유유방방방방의의의의 해해해해부부부부학학학학적적적적 구구구구조조조조와와와와 유유유유방방방방촬촬촬촬영영영영 영영영영상상상상

그림 2.1 은 기본적인 유방해부와 조직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유방은 크게 지방

으로 구성된 피하층(subcutaneous layer)과 유선엽 결합 조직의 유선층(mammary

layer) 그리고 유선후층(retromammary layer)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방

암은 유관과 유엽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3,4]. 그림 2.2 는 X-선 유방 촬영술

을 이용하여 유방을 촬영하였을 때 보이는 구조를 보인 것이다. 그림2.2 에서 보

듯이 유방내의 조직들이 촬영 영상에서 매우 유사한 음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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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엽유소엽유소엽유소엽

유소엽내유소엽내유소엽내유소엽내 유세관유세관유세관유세관

유소엽유소엽유소엽유소엽

유소엽내유소엽내유소엽내유소엽내 유세관유세관유세관유세관

유소엽유소엽유소엽유소엽

유소엽내유소엽내유소엽내유소엽내 유세관유세관유세관유세관

그림 2.1 : 기본적인 유방해부와 조직구조

대흉근

지방

유방실질

대흉근

지방

유방실질

그림 2.2 : X-선 유방촬영술에서 보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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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 유유유유방방방방 촬촬촬촬영영영영 영영영영상상상상에에에에 나나나나타타타타난난난난 유유유유방방방방암암암암의의의의 특특특특징징징징

X-선 유방 촬영 영상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유방암 소견으로 종괴를 볼 수 있

다. 종괴는 그 모양이나 경계선 또는 크기 및 성분에 따라 유방 방사선과 전문의

에 의해 양성과 악성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보통의 양성 병변에 해당하는 종괴는

모양이 둥글고 경계가 명확하며 유동성이 있는 반면 악성 병변에 해당하는 종괴

는 모양이 불규칙하여 방사형을 띄고 가장자리 경계가 불명확하며 고정되어 있다.

그림 2.3은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나는 종괴의 모양과 경계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

는데 종괴를 자동적으로 검출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35].

그림 2.3 : 종괴의 모양과 경계

표 2.1 : 유방 촬영상의 종괴의 특징 소견

유방 촬영상의 특징 소견 악성 병변

종괴 모양 유방 실질 왜곡형은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종괴 음영 주로 비 균등

종괴 경계 불명확

침상 소견 주로 방사형을 이룸

X-선 Attenuation 주변 조직에 비해 높은 밀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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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은 X-선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나는 악성 유방암의 병변의 특징으로, 자

동으로 병변을 분류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특징들을 나타낸 것이다[1].

2222....2222....3333.... 침침침침상상상상 돌돌돌돌기기기기를를를를 보보보보이이이이는는는는 병병병병변변변변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나는 종괴와 관련된 악성 유방암의 소견은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a lesion with spiculated border)[그림 2.4(a)],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

(a mass with spiculated border), 미세분엽양 종괴(a mass with

microlobulation)[5] 등이 있다. 그림 2.4(a)의 타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침상 돌기

를 보이는 병변을 보인 것이며 (b)는 양성으로 판정된 종괴를 나타낸 영상이다.

악성 유방암의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은 방사형의 모양과 불분명한 경계선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나 양성 유방암의 종괴는 명확한 경계선과 모양을 보임을 알

수 있다[8,9,35].

(a) 악성 유방암인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b) 양성 유방암의 종괴

그림 2.4 :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난 다양한 종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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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침침침침상상상상 돌돌돌돌기기기기를를를를 보보보보이이이이는는는는 병병병병변변변변 검검검검출출출출

본 장에서는 X-선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검출하

기 위하여 다 해상도 분석과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333....1111 다다다다 해해해해상상상상도도도도 분분분분석석석석

1983년 P. J. Burt 등에 의해 소개된 다 해상도 분석은 신호 또는 영상의 해상도

를 변화시키면서 고 주파수 성분과 저 주파수 성분으로 신호 또는 영상을 분리하

고, 각 해상도에 나타난 각 주파수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19, 20]. 다 해상도

분석은 해상도가 변화해도 신호 또는 영상의 특징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데이터

압축 등에 이용 할 수 있으며, 각 해상도에서의 고 주파수와 저 주파수 성분을 쉽

게 분리해서 볼 수 있어 신호나 영상의 특징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다.

3333....1111....1111 분분분분석석석석

다 해상도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영상의 해상도를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영상의 스케일을 변화 시키는 것이다.

44×

22

NN ×

22×
11×

NN × Level J (base)

Level J-1

Level 2

Level 1

Level 0(apex)

.
.
.
.

44×

22

NN ×

22×
11×

NN × Level J (base)

Level J-1

Level 2

Level 1

Level 0(apex)

.
.
.
.

그림 3.1 : 피라미드 영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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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은 J 레벨의 영상을 J-1, J-2,.....,0 의 레벨까지 변화시켜 얻는 영상을 파

라미드 구조화 시킨 것이다. J 레벨의  ×  영상이 레벨이 변화함에 따라 영

상의 해상도가 

× 


씩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는 다 해상도 분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레벨 J 의 입력 영상에 대하여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 시키고 이를 

로 다운샘플링 함으로써 J-1 레벨의 가우시안

영상을 얻고, 이를 2배로 업 샘플링 한 후 레벨 J의 영상에 대하여 빼기를 하여 J

레벨의 라플라시안 영상을 얻는다.

Level J
입력 영상

Level J-1
가우시안 피라미드 생성

Level J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생성

저역 통과
필터

2↓

2↑

-
+Level J

입력 영상

Level J-1
가우시안 피라미드 생성

Level J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생성

저역 통과
필터

2↓

2↑

-
+

그림 3.2 : 다 해상도 분석의 시스템 흐름도

1) 가우시안 피라미드

J 레벨의 영상이 입력되면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한 저역 통과 필터를 거침으로써

저 주파수 성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얻어진 저 주파수 성분의 영상은 다운 샘

플링 단계를 거쳐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레벨 J-1 영상()을 생성한다.

① 가우시안 커널


 



    (3-1)

     (3-2)

식 (3-1) 은 길이 5 의 1-D 가우시안 커널을 나타낸 것이며, 식 (3-2)는 1-D 커

널을 이용해서 2-D 가우시안 커널을 표현한 것이다. 가우시안 커널의 각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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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를 이

용하여 만족하는 커널 계수를 구성 할 수 있다[25]. 그림 3.3 은 파라미터

a 에 따른 다양한 가우시안 커널을 보여준 것으로 a = 0.4 일때 가장 가우

시안 형태와 가까운 커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 : 파라미터 a 에 따른 다양한 가우시안 커널

② 가우시안 피라미드 생성

  









   

           

(3-3)

식 (3-3) 은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표현한 식으로 J 레벨의 입력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J-1 레벨의 가우시안 영상은 다음 레벨의 입력 영상이 되고,

가우시안 커널과 다운 샘플링을 거쳐 J-2 레벨의 가우시안 영상을 출력하는 과

정을 반복함으로써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생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2)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는 입력 영상의 고 주파수 성분만을 추출한 것으로, 저 주파

수 성분인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영상을 확장 시킨 후 입력 영상과의 차이를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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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식 (3-4) 는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표현한 식이다.

원원원원 영상영상영상영상

(a) 가우시안 피라미드

(b)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0l

0g

1g

2g

1l 2l

원원원원 영상영상영상영상

(a) 가우시안 피라미드

(b)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0l

0g

1g

2g

1l 2l

그림 3.4 : 다 해상도 분석영상

그림 3.4 는 다 해상도 분석을 통해 생성된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영상(a) 과

라플라시안 피라미드의 영상(b) 을 보여준 것으로 해상도가 변하여도 각 레벨의

히스토그램 특성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3333....1111....2222 복복복복원원원원

분석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가우시안 피라미드와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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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원 영상으로의 복원이 가능하다. 그림 3.5 는 다 해상도 복원의 과정을 나타

낸 것으로 J-1 레벨의 가우시안 영상을 확장하여 J 레벨의 라플라시안 영상과 더

함으로써 J 레벨의 원 영상을 복원 할 수 있다. 그림 3.6 은 J-3 레벨까지 분석된

가우시안과 라플라시안 영상들을 이용하여 J 레벨의 영상을 복원하는 예이다.

Level J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Level J

복원

2↑

+

Level J-1
가우시안 피라미드

Level J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Level J

복원

2↑

+

Level J-1
가우시안 피라미드

그림 3.5 : 다 해상도 복원의 시스템 흐름도

0l

0g

1g

2g

1l

2l

확장

++++

확장

++++

확장

++++

원 영상

0l

0g

1g

2g

1l

2l

확장

++++++++

확장

++++++++

확장

++++++++

원 영상

그림 3.6 : 다 해상도 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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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1111....3333 적적적적용용용용

디지털화 된 X-선 유방촬영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약  × 에서

 ×  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이는데 약  ×  크기의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시 많은 계산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성능의 시스템 사양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 해상도 분석은 영상의 해상도가 변해도 영상의 특징을 일정하게 유지

하기 때문에,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난 병변의 특징이 변하지 않으면서 빠른 영상

처리가 가능한 해상도를 찾을 수 있다. 표 3-1 은  × 의 영상을 다 해상

도 분석을 이용하였을 경우 각 레벨에서의 데이터 처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3.1 : 다 해상도 분석 시 데이터 처리량

침상 돌기를 가지는 병변의 특징은 2.2.3에서 언급하였듯이 방사형의 모양과 불분

명한 경계선을 가진다[8,9]. 그러나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다 해상도 분석을

이용하여 해상도를 낮추면 경계선이 좀더 뚜렷해짐으로써 방사형의 모양을 가지

는 침상 돌기들 역시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9].

그림 3.7 은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다 해상도 분석을 통하여 얻는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영상을 보인 것으로 J 레벨의 불분명한 경계선과 침상 돌기의 모습[그

림 3.7 (a)]이 레벨을 변화시킨 그림 3.7 (b), (c)에서 좀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 해상도 분석의 레벨을 변화 시켜 가우시안 영상을 얻는

것은 일정 레벨을 지나면 영상의 고주파수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제거되어 병변

의 중요한 특징인 방사형의 돌기가 제거될 수도 있다. 이는 Lee[26] 등에 의해 지

적된 것으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특징이 유지되는 분석 레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 해상도 분석 레벨 데이터 처리량

J 35,000,000

J-1 8,750,000

J-2 2,1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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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다 해상도 분석을 이용한 침상 돌기를 가지는 병변의 영상

다 해상도 분석 시 사용한 가우시안 커널은 그림 3.3에서 보았듯이 가우시안 형

태와 가장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a = 0.4 의 커널을 사용한다[그림 3.8][19].

.

    
    
    
    
    

(a) 가우시안 커널의 계수

(b)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한 2-D 저역 통과 필터

그림 3.8 : a=0.4 의 가우시안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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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 HHHHiiiissssttttooooggggrrrraaaammmm SSSSppppeeeecccciiiiffffiiiiccccaaaattttiiiioooonnnn

Histogram 은 [0 ~ L-1] 범위의 픽셀 값을 가지는 영상의 픽셀 분포를 알기 위

해 사용한다. 반대로 영상의 Histogram 분포의 형태를 수학적인 식에 의하여 임

의로 변형한 후 원 영상의 픽셀 값을 바꾸기도 한다. Histogram Equalization은

원 영상의 히스토그램 확률 밀도 함수를 자신의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 바꿈으로

써 새로운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이며 Histogram

Specification은 원 영상의 히스토그램 확률밀도를 구한 후 이를 주어진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픽셀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Histogram

Equalization 과 Histogram Specification 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거나 어두운 경

우처럼 픽셀 분포가 한곳으로 몰려 있는 영상에 대해 높을 대조도를 얻을 수 있

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한다[20].

3333....2222....1111 기기기기본본본본 원원원원리리리리

히스토그램은 영상의 픽셀 분포를 알기 위해 사용한다. 그림 3.9 는 다양한 대조

도를 가지는 영상과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3.9 의 (a),

(b), (c) 의 영상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영상으로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

포 또한 한곳으로 몰려 있어 대조도가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9

의 (d) 는 대조도가 높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0 ~ L-1] 범

위의 픽셀 값 전 구간에 걸쳐 고르게 분포 되어 있어 영상의 세부 구조가 분명하

게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9의 (a), (b), (c) 영상과 같이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한곳으로 몰려있어 대조도가 낮은 영상을 (d) 의 영상처럼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변형시켜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되 히스토그램 분포를 균일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10 과 식 (3-4) 는 Histogram Specification 적용 시 사용하는 N(μ,

σ)의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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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다양한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

그림 3.10 :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3-4)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따르는 Histogram Specification 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입력 영상의 픽셀 값  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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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 영상의 픽셀 값  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우시안 분포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로 매핑하기 위해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를 구한다.

    
  



  

    

3)  를 기준으로 하여 입력 영상의 픽셀 값 를 출력 영상의  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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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입력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

(b)    ; 가우시안 분포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

(c)  를 기준으로 한 (a) 와 (b) 의 매핑

그림 3.11 : Histogram Specification 매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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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은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는 Histogram Specification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3.10 의 (c) 와 같이  를 기준으로 입

력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와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매핑 함으로써 출력 영

상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가우시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3333....2222....2222 적적적적용용용용

유방은 다른 기관과 달리 매우 유사한 음영의 연조직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높은

대조도의 촬영이 요구되므로 X-선 유방 촬영술은 이러한 유방의 특징을 고려하

여 유방 내부의 조직들이 영상에 잘 나타나도록 고안된 특수 촬영 장치이다[1,3].

X-선 유방 촬영 영상은 종괴 등을 포함한 병변이 높은 픽셀 값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9,10] 일부 병변은 훈련된 유방 방사선과 전문의조차 병변과 주변조

직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병변과 병변 외 지역의 대조도가 낮

다[7].

실제 병변을 포함한 영상[그림 3.12 (a)]의 히스토그램 분포[그림 3.12 (b)]를 보

면 픽셀 값의 분포가 한곳으로 몰려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2 (c) 는

(a) 영상을 가우시안 확률 밀도 분포를 따르는 Histogram Specification을 적용했

을 때 결과 영상이다. 병변의 불분명한 경계선과 낮은 대조도로 인하여 병변과 주

변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웠으나 변환 후 대조도가 높아져 육안으로 병변의

형태를 구분 할 수 있으며 변환 영상의 확률 분포 또한 가우시안의 형태로 바뀌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2 (d)].

Histogram Specification의 적용으로 인하여 병변과 병변 외 조직의 대조도를 높

임으로써 병변의 검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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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Histogram Specification 적용 예

3333....3333 MMMMaaaaxxxxiiiimmmmuuuummmm LLLLiiiikkkkeeeelllliiiihhhhoooooooodddd SSSSeeeeggggmmmmeeeennnnttttaaaattttiiiioooonnnn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 은 병변의 검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과

정으로 주변조직과의 대조도가 낮은 유방 촬영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그리고 정

확하게 병변으로 추정되는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Kinnard등

이 X-선 유방 촬영 영상의 양성과 악성 종양을 구별하기 위한 연구의 한 과정으

로 제시한 것으로[10,11], 확률 분포에 의해 최적의 Decision Threshold룰을 결정

하기 위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Segmentation를 결합한 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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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3333....3333....1111 SSSSeeeeggggmmmmeeeennnnttttaaaattttiiiioooonnnn

Segmentation 은 영상으로부터 특정 물체를 추출하는 영상 처리 기법으로, 추출하

고자 하는 물체와 배경을 구별 짓는 특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Segmentation 기법은 임계 값을 적용한 Segmentation 이다. 그림 3.13

의 (a) 는 배경과 물체로 이루어진 영상이며 (b)는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

를 나타낸다. 배경과 물체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각각 다른 분포를 보이므로 두 분

포 사이의 값을 임계 값으로 하여, 임계 값보다 작은 픽셀 값은 배경으로 간주하

여 물체를 추출 할 수 있다(식3-5). 그림 3.13 (c) 는 임계 값을 적용하여 물체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임계임계임계임계 값값값값

(c)(c)(c)(c)

임계임계임계임계 값값값값

(c)(c)(c)(c)

그림 3.13 : 히스토그램 분포와 Segmentation

   



    가 임계값 보다작을때
       가임계값 보다크거나 같을 때 (3-5)

영상으로부터 원하는 물체를 추출하기 위한 임계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추출하

고자 하는 물체와 배경의 픽셀 값의 분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4 의 (a)

는 각 영상에서 배경의 히스토그램 분포와 추출하고자 하는 물체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분리시켜 나타낸 것이고 (b)의 영상은 두 분포를 중첩시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4의 첫 번째 열의 히스토그램 분포는 배경의 분포와 물체의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겹쳐지는 부분이 매우 적다. 배경과 물체의 분리를 위한 최적의 임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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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Threshold)은 두 히스토그램 분포가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적은 곳의 값

을 임계 값으로 선택 하여, 배경을 물체로 혹은 물체를 배경으로 잘못 분류하는

Segmentation 에러를 가장 적게 하는 값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열의 히스토그램

분포에서 물체와 배경 분류를 위한 가장 최적의 임계 값(Optimal Threshold)은 두

분포 사이의 오목한 부분(Conventional Threshold)으로 설정 할 수 있다.

Segmentation 에러 또한 최소한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배 경 의 분 포
물 체 의 분 포

S e g m e n ta t io n  에 러

배 경 의 분 포
물 체 의 분 포

S e g m e n ta t io n  에 러

그림 3.14 최적의 임계 값 설정을 위한 히스토그램 분포 분석의 예

그림 3.14의 두 번째 열의 히스토그램 분포는 대부분의 Segmentation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 최적의 임계 값(Optimal Threshold)을 찾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다. 배경과 물체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구분 할 수 있는 오목한 부분(Conventional

Threshold)을 발견 할 수 없기 때문에 Segmentation 에러를 가장 적게 하는 임계

값을 찾는 작업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21]. 그림 3.14 의 여러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Segmentation을 위해서는 물체와 배경을 구분하되

Segmentation 에러는 최소로 하는 최적의 임계 값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3333....3333....2222 MMMMaaaaxxxxiiiimmmmuuuummmm LLLLiiiikkkkeeeelllliiiihhhhoooooooodddd EEEEssssttttiiiimmmmaaaattttiiiioooonnn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은 N(μ, σ) 의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고 서

로 독립적인 집단들이 있을 때, 집단들의 데이터를 분류하되 에러가 가장 적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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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Maximum Likelihood 를 찾는 방법이다[22].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는 n 개의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이들 데이터 분포

의 분류를 위한 Maximum Likelihood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가우시안을 따르는 n 개의 데이터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가 있다.

      ....      

2) n 개의 데이터 분류를 위한 Likelihood ,    를 구하기 위해 각 확률 밀

도 함수를 곱한다. .

    
  



  

3) Likelihood 와 같은 의미로, 로그를 취한 각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더하

여 Log-likelihood ,     를 구할 수 있다.

     
  



   

4) log likelihood를 최대로 하는 값을 Maximum Likelihood 로 설정한다. 미분

이 0 이 되는 지점을 찾기도 한다.

      

  

     

그림 3.15 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c) 의 그림

은 Log likelihood 값을 최대로 하는 값을 보여준다. 최대 값 혹은 미분이 0인 값

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분류함으로써 분류에 따른 에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1 zp )(2 zp )(zpn

(a)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가지는 n 개의 데이터 분포

)(1 zp )(2 zp )(zpn

(a)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가지는 n 개의 데이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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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ikelihood

Likelihood estimation

(b) Likelihood

Likelihood estimation

(c) Log likelihood 와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c) Log likelihood 와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그림 3.15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과정

3333....3333....3333 MMMMaaaaxxxxiiiimmmmuuuummmm LLLLiiiikkkkeeeelllliiiihhhhoooooooodddd SSSSeeeeggggmmmmeeeennnnttttaaaattttiiiioooonnnn

X-선 유방 촬영 영상에서 병변을 포함하는 영상은 크게 병변과 병변 외 조직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병변의 검출 시 병변의 확률 밀도 함수와 병변 외 조직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Maximum Likelihood를 선택하고 이를 최적의 임계 값(Optimal

Threshold)으로 설정하여 병변을 추출하는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

과정을 적용 할 수 있다[그림 3.16][10].

Likelihood

zzzz

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
=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TTTT
zzzz

)( zp

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

TTTT

)(zp주변조직
)(zp병변

(a) 병변과 주변조직의 확률 밀도 분포 (b) (a) 분포의 Likelihood

Likelihood

zzzz

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
=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TTTT
zzzz

)( zp

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

TTTT

)(zp주변조직
)(zp병변

zzzz

)( zp

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Optimal Threshold

TTTT

)(zp주변조직
)(zp병변

(a) 병변과 주변조직의 확률 밀도 분포 (b) (a) 분포의 Likelihood

그림 3.16 : 이상적인 경우의 병변과 주변 조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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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은 병변을 포함한 영상과 그 영상의 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7의 (b)에서 보인 것처럼 히스토그램 분포로부터 사전에 병변

혹은 병변 외 조직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없다.

그림 3.17 : 병변과 주변 조직을 포함한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

그러므로 이들의 확률 밀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0~L-1] 픽셀 값의 범위를

가지는 영상에서 동적으로 임계 값을 변화 시켜 병변과 주변조직을 분리하고

이들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계산한다. 각각의 임계 값 마다 추출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n 개의 데이터 분류로 간주하여,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에 따라 최상의 임계 값을 찾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른다.

1) [0 ~ L-1] 픽셀 값의 범위를 갖는 영상에서 L-1의 임계 값(t)을 시작으로 하여

영상에 (식 3-6) 과 (식 3-7)을 각각 적용 한다.

   



    가 임계값 보다작을때
      가 임계 값 보다 크거나 같을 때 (3-6)

 



   가 임계값 보다작을때
  가임계값 보다크거나 같을 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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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의 (a) 는 영상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포함한 영상이며 (b)는 식

(3-6)을 적용한 것으로 임계 값이 2500 일 때 이 보다 큰 영역을 병변 영역으로

가정하고, (c) 의 영상은 식 (3-7)을 적용한 것으로 2500 보다 작은 영역을 병변

외 영역으로 가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19 은 같은 방법으로 임계 값이 2300

일 때 병변과 병변 외 영역의 예상 영상이다.

(a)(a)

(b) (c)(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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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b) 병변 예상 영역 (c) 병변 외 영역의 예상 영역

그림 3.18 : 임계 값(2500)을 적용한 병변의 영상 예Ⅰ

(a) (b)(a) (b)

(a) 병변 예상 영상 (b) 병변 외 영역의 예상 영상

그림 3.19 : 임계 값(2300)을 적용한 병변의 영상 예 Ⅱ

2) 임계 값(t) 적용 시 생성된 병변 예상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병변   와

병변 외 영역 예상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주변조직  를 구한다.

3) 해당 임계 값(t)에서의 병변 예상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병변   와 병변 외

영역예상 영역의 확률 밀도 함수(주변조직  를 이용하여 Log likelihood

적용한다.

  병변   × 주변조직  

     병변      주변조직   

4) 임계 값(t)을 일정 간격으로 감소 시켜 1)~3)를 반복 하여 각 임계 값(t)

에서의 Log likelihood를 구한다.

5) 각 임계 값으로부터 생성된 Log likelihood를 더한다. 그림 3.19 는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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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ikelihood를 보여준다.

    
  



  

)( TPLog Maximum Likelihood )( TPLog Maximum Likelihood 

그림 3.20 : Log likelihood의 Maximum Likelihood

6) Maximum Likelihood 값을 선택한다.

Maximum Likelihood =     

Maximum Likelihood Change =  
   




Babbs[9,11] 등이 침상돌기를 병변의 영상에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임계 값으로 Log Likelihood 의 최대

변화량을 선택하여 병변을 검출하였음을 보였다. 이는 병변과 병변 외 영역은

대조도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므로 병변과 병변 외 영역의 임계 값을 적용

하려면 Log Likelihood 의 변화가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값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3.21 의 (a) 는 실제 병변 영역을 나타냈으며 (b) 영상은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하여 선택한 최적의 임계 값으로부터 병변이 있는

영상에서 병변 예상 영역을 최종적으로 검출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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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 (b)

(a) 실제 병변 영역 (b) 검출된 병변 예상 영역

그림 3.21 :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하여 검출한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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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침침침침상상상상 돌돌돌돌기기기기를를를를 보보보보이이이이는는는는 병병병병변변변변의의의의 특특특특징징징징

파파파파라라라라미미미미터터터터 추추추추출출출출 및및및및 분분분분류류류류

X-선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은 침상 돌기로 인해 방

사형의 모양을 가지며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비 균질적인 조직

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변 조직에 비해 높은 픽셀 값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8,9].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 GCM(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 ALOE(Analysis Local Oriented Edge), Law's

texture, 분산, 평균, 엔트로피 등이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침

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

나, 현재까지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만의 절대적인 특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GCM, ALOE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11,27]. 병변을 대표하는 특징은 병변과 주변 조직을 분류

하거나 혹은 악성 병변과 양성 병변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병변

의 특징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병변 예상 지

역으로부터 검출된 영역의 크기, 텍스쳐, ALOE, 통계 등 49 개의 특징 파라미터

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병변의 검출에 있어 유

용한 특징 파라미터를 선별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 과정을 설명한다.

4444....1111 텍텍텍텍스스스스쳐쳐쳐쳐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특특특특징징징징 추추추추출출출출

텍스처란 물체의 구성 요소나 표면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에서는

단일 픽셀 보다는 물체를 구성하는 픽셀의 집합으로서 의미가 있는 값 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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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다양한 텍스쳐

그림 4-1 은 규칙적인 표면의 특징을 가진 영상들로 두 영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영상의 특징을 텍스쳐를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은 비 균질적이며 엔트로피가 정상 조직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7~11,27]. 이에 통계적인 패턴을 이용한 방법인

GCM(Graylevel Co-occurrence Matrix)을 이용하여 방향에 따른 엔트로피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텍스쳐 특징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4444....1111....1111 GGGGrrrraaaayyyylllleeeevvvveeeellll CCCCoooo----ooooccccccccuuuurrrrrrrreeeennnncccceeee MMMMaaaattttrrrriiiixxxx

GCM(Graylevel Co-occurrence Matrix)은 영상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통계 적

인 패턴을 ∘, ∘, ∘, ∘ 의 방향에서 측정하여 이의 정보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해당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에너지, 엔트로피, 대조도, 균질도 등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23]. Co-occurrence Matrix 를 나타내는     는 영상 I를 구성

하는 픽셀 값들 중 픽셀 값 i 와 픽셀 값 j 가 거리 d 에 인접하여 발생하는 빈도

로 구성된다(식4-1).

                         (4-1)

그림 4.2 는 ∘, ∘방향으로 같은 픽셀 값이 인접하는 경우가 빈번한 특징을 가

진 4×4 영상(a) 을 이용하여 거리 d=1 일 때 ∘, ∘, ∘방향의 GCM을 구성

하는 예를 보인 것이다. ∘, ∘ 방향의 매트릭스가 ∘ 방향보다 큰 값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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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GCM 의 예

(식 4-1)에 의해 생성된 GCM은 (식 4-2)와 같이 정규화 하여 각 방향에서 7개

의 텍스처 특징과 모든 방향의 평균으로 구성된 7개의 특징을 얻을 수 있다(식

4-3 ~ 4-8).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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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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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AAAAnnnnaaaallllyyyyssssiiiissss LLLLooooccccaaaallll OOOOrrrriiiieeeennnntttteeeedddd EEEEddddggggeeee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특특특특징징징징 추추추추출출출출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과 정상 조직의 가장 특징적인 구분은 병변의 가장 자리

에 발생하는 돌기(spicule)다. 일반적으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돌기는 병변

의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정상 조직은 유두(nipple)을 향해

일정한 방향으로 방사한다[7,9].

(a) (b)(a) (b)

(a)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b) 정상 조직

그림 4.3 : 유방 촬영 영상에서 조직의 방사 형태의 예

S

N

W E

E           N            W        S       E

정상 조직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픽
셀

수

(a) (b)

S

N

W E

S

N

W E

E           N            W        S       E

정상 조직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픽
셀

수

E           N            W        S       E

정상 조직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픽
셀

수

(a) (b)

(a) 방사 방향 (b) 방사 방향의 분산

그림 4.4 : 병변과 정상 조직의 방사 방향

그림 4.3 은 X-선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과 정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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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방사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병변 영상인 (a) 는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는

형태임에 반해 정상 조직은 한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4 의

(a) 는 이러한 방사 방향을 일반화 시켜 보여주고, (b)는 방사 방향을 측정한 후

각 방향에 따른 분산을 보여준 것으로 병변의 분산은 일정함에 비해 정상 조직의

분산은 일정 방향에서 두드러짐을 확인 할 수 있다[7,9]. 추출된 병변 예상 영역의

방사 방향에 따른 분산을 추출하는 ALOE(Analysis Local Oriented Edge)는 (식

4-9) 와 같이 계산 한다.

     
  



       
  픽셀범위  ∼   

       
 
 

    는 한점에서  방향으로의 변화 값
  후보영역에서의  히스토그램
     


 

 

   


 범위  의 픽셀 수

   



 (식 4-9)

4444....3333 기기기기타타타타 특특특특징징징징 추추추추출출출출

X-선 유방 촬영 영상에 나타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중 일부 병변은 주변

조직에 비해 밝은 값을 가지는 픽셀들이 모여, 병변 지역의 평균은 높고 분산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13]. 그리고 양성 유방암의 종괴는 둥근 모양이나 악성 병변

에 해당하는 종괴는 모양이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그림 2.3][1]. 이에 침상 돌기

를 보이는 병변의 특징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인 특징과 병변의 형태에 따

른 특징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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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1111 통통통통계계계계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특특특특징징징징

병변을 포함한 영상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병변 예상 영역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였다(식 4-10)(식 4-11).

 

        은 전체데이타 수     는 픽셀 값

   
        

 (식4-10)

 

         은 병변예상지역데이타 수     는 픽셀 값

   
         

 (식4-11)

히스토그램 분포의 형태에 따른 특징의 유무를 알기 위해 병변을 포함한 전체

영상과 병변 예상 영역의 Skewness 와 Kurtosis를 각각 추출하였다. Skweness

는 분포의 비 대칭도를 측정하며, Kurtosis 는 분포의 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식 4-12)(식 4-13).

 








  







  


 








  







  


(식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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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13)

4444....3333....2222 병병병병변변변변의의의의 형형형형태태태태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특특특특징징징징

병변 예상 영역의 둥근 정도를 측정하는 Roundness 와 밀집 도를 측정하는

Compactness , 그리고 가로 비와 세로 비를 알 수 있는 Aspect Ratio 를 측정하

여 형태의 특징을 추출하였다(식 4.13 ~ 4.15).

  ×
× 

(식 4-13)

 
  
 

  는 병변 예상 지역의 면적 (식 4-14)

    
 

(식 4-15)

4444....4444 로로로로지지지지스스스스틱틱틱틱 회회회회귀귀귀귀 분분분분석석석석을을을을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병병병병변변변변 분분분분류류류류

보건, 의학 분야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빈번히 사용된다. 보건, 의학 분야

에서 다 변량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질병의 발

생과 가장 연관이 깊은 위험 인자(Risk Factor)가 무엇인지 추정하고자 하기 때문

이다[30] 질병의 위험 인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교차비와 비교위험도를 측정하는 단 변량 분석 방법이 있으나, 질병의 위

험 인자가 단일 인자일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복합적이므로 다 요인적인 인

자를 변수로 하여 질병의 유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을 의학 연구 자료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병변 예상 영역으로부터 추출한 다양한 특징 파라미터들 중 병변과 관

련 깊은 특징 파라미터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선별하고, 로지스틱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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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여 병변 예상 영역을 병변과 병변 외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SPSS의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서를 이용하였다.

4444....4444....1111 로로로로지지지지스스스스틱틱틱틱 회회회회귀귀귀귀 모모모모형형형형

성공, 실패등과 같이 반응범주의 개수가 두개(binary)인 자료들을 연속형의 특징들

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형이 로지스틱회귀모형이다. 특

징 파라미터  가 주어졌을 때 반응변수가 병변일 경우의 확률을

    로 병변 외 영역일 경우의 확률을     로 나타내면 로지스틱회귀

모형은 (식 4-20)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20)

따라서 특징 파라미터  가 주어졌을 때 검출된 병병 예상 영역이 병변

일 경우의 사후 확률은 (식 4-21)로 표현할 수 있다.

     
   

, (단       ) (식 4-21)

4444....4444....2222 병병병병변변변변을을을을 대대대대표표표표하하하하는는는는 특특특특징징징징 파파파파라라라라미미미미터터터터 선선선선별별별별

여러 가지 추출 방법으로 추출한 특징 파라미터 들이 실제로 모두 병변을 대표하

는 특징 파라미터인가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 시 판별 변수의 선택을 통해 결정한

다. 판별 변수의 선택과정은 제공되는 특징 파라미터들이 병변과 병변 외 지역을

분류하기 위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다른 특징 파라미터들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

의미 있는 지를 알아보고, 중복되거나 병변을 대표하는 특징 파라미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특징 파라미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특징 파라미터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의미 있는 특징 파라미터의 선택과 제거를 반복하면서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중요한 특징 파라미터를 하나씩 추가로 선택하면서

이미 선택된 특징 파라미터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 매 단계마다 검토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 시 선택되는 특징 파라미터들 사이의 최적 결

합을 찾는 데에 매우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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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및및및및 실실실실험험험험

본 장에서는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검출 방법 적용에 사용한 X-선 유방 촬

영 영상들과 병변의 검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5555....1111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준준준준비비비비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X-선 유방 촬영 영상 분석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Digital Database for Screening Mammography(DDSM)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DDSM 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versity of South Florida,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에 의해 설립,

유지되는 증례 DB로, 유방암과 관련된 질병의 검출과, 진단, 교육 또는 훈련을 보

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의 연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 2,500 개

의 증례를 포함하고 각 증례는 환자 정보,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에 근거한 유방 밀도와 병적 평가, 병변의 위치 및 소견을 제공한다. 주로 백인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며 각 영상에 대해서는 악성 병변은 최소한 한번 이상

의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고 양성 병변은 어떤 수단으로도 악성이 아님

이 감별되었다. 각 영상은 필름 형태의 유방 촬영 영상을 HOWTEK 스캐너를 이

용하여 픽셀 당 공간 해상도  로 디지털 화 된 영상이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영상은 12 bit 이며 Lossless JPEG 으로 압축된 Big Endian Encoding 이고,

해상도는  ×  에서  ×  로 다양하다[33]. 본 연구를 위해

DDSM에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훈련 데이터 와 테

스트 데이터 볼륨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데이터 볼륨의 총 68 케이스로부터 160개

의 X-선 유방 촬영 영상을 선택하였다.

5555....1111....1111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습습습습득득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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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DSM 으로부터 제공되는 Decompressed 모듈을 이용하여 Lossless JPEG

압축 영상을 RAW 영상으로 변환하고 영상의 Big Endian Encoding을 Little

Endian Encoding 으로 바꾸었다. X-선 유방 촬영 영상의 해상도가 약

 × 의 대용량 영상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병변의 검출을 위한 연구에

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ROI(Region of Interest)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표

5.1은 훈련 데이터 와 테스트 데이터의 데이터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130 개의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포함한 영상과 30 개의 정상 영상으로부터 130개의

병변을 포함한 ROI 영상과 321 개의 정상 혹은 병변 외 영역의 영상을 임의로 추

출하였다. ROI 영상의 해상도는  ×  이며 병변의 사이즈가 클 경우

 ×  로 ROI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영상의 침상 돌기

를 보이는 병변의 크기는 약 4 mm 에서 약 5 cm 까지 다양하다.

표 5.1 데이터 구성

5555....2222 실실실실험험험험 결결결결과과과과 분분분분석석석석

실험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예상 지역을 검출하는

과정과 검출된 예상 지역의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이를 병변과 병변 외 지역

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 과정을

검증하고, 실험 결과와 검증 결과를 FROC(free response operating characteristic)

를 이용하여 각각의 TPF(True Positivie Fraction)과 영상 당 평균 FP(False

Positive)를 분석하였다. 그림 5.1 은 본 연구에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을 검출

하기 위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Total

병변 영상 95 35 130

정상 영상 246 75 321

Total 341 110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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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검출 과정

5555....2222....1111 병병병병변변변변 예예예예상상상상 영영영영역역역역 검검검검출출출출 결결결결과과과과

병변 예상 영역 검출 과정에서는 다 해상도 분석을 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레벨

을 찾고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 과정을 통해 병변 예상 영역을 검출

하고자 하였다. 병변을 포함한 영상을 다 해상도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

야 할 사항은 병변의 크기이다. 표 5.2 은 병변 의 크기가 5mm 일 때 다 해상도

분석 시 병변의 크기 변화와 영상에서 나타나는 픽셀 수를 나타낸 것이다. J 레벨

에서 228 픽셀 수를 가지는 병변의 영상이 J-3 레벨에서는 28 픽셀로 감소하므로,

5mm 와 같은 작은 크기의 병변에 대해서도 검출이 가능한 분석 레벨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분석 레벨을 J, J-1, J-2 그리고 J-3 레벨로 나누어 병

변 예상 영역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실험에서 J 레벨의 영상은 ×의

해상도를 가지며 J-1 레벨은 

× 

, J-2 레벨은 


× 


그리고 J-3 레벨은



× 

의 해상도를 갖는다.

표 5.2 다 해상도 분석 상의 병변의 크기

다 해상도 분석 레벨 병변의 지름 영상의 지름(픽셀 수)

J 레벨 5 mm 228
J-1 레벨 2.5 mm 114

J-2 레벨 1.25 mm 57

J-3 레벨 0.625 mm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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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훈련 데이터를 이용한 병변 예상 영역 검출 결과

표 5.3 는 훈련 데이터에 병변 예상 영역 검출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검출된 데이

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검출된 병변 예상 영역이 실제 병변과 일치된 것은 병

변 영역이라 하고, 실제 병변이 아닌 영역을 병변 예상 영역으로 검출한 결과는

병변 외 영역이라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J 레벨, J-1 레벨과 J-2 레벨에서 모든

병변 영역이 병변 예상 영역으로 검출 되었으나 J-3 레벨에서는 검출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레벨이 변화하면서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다 해상도

분석 시 병변의 크기를 고려하여 레벨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훈련 데이터

의 병변 영역은 95개이나, J 레벨과 J-1, J-2 레벨에서 95개 이상의 병변 영역이

검출 된 이유는 실제 병변이 균일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 개의 병변이

여러 개의 병변으로 분리되어 검출기 때문이다.

다 해상도 분석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다 해상도 분석을 적용

하여 생성된 가우시안 피라미드 영상에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특징을 유

지하는 분석 레벨을 찾는 것이다. 그림 5.2 은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

만을 적용하여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 영역을 검출한 뒤 다 해상도 분석 레벨

을 변화시켜 나타나는 병변의 형태를 보인 것으로, 병변의 중요한 특징인 돌기의

형태를 다 해상도 상에서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a)의 영상은 J 레벨의 해상도 분

석이며 (b)는 J-1 레벨, (c) 의 영상은 J-2 레벨, (d) 는 J-3 레벨, (e) 는 J-4 레벨

을 보인 것으로 병변의 특징인 돌기의 형태가 (c), (d), (e) 영상에서 점점 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병변 예상 지역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 영상이 다 해

상도 분석 시 생성되는 저 주파수 성분의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영상으로 돌기의

형태와 같은 고 주파수 성분이 레벨이 변화함에 따라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

다 해상도 분석 레벨 J 레벨 J-1 레벨 J-2 레벨 J-3 레벨

병변 영역 108 108 108 89

병변 외 영역 648 654 650 583

Total 756 762 758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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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가우시안 피라미드에 나타나는 영상은 스무드

(smooth) 하게 나타나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Roundness가

증가 하는 등 병변의 특징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표 5.4].

(a)  ×

(b) 

× 


(c) 

× 


(d) 

× 


(e) 

× 


그림 5.2 : 다 해상도 상에 나타난 침상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돌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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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그림 5.2 영상의 특징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변 예상 영역의 검출을 위해 J 레벨, J-1 레벨과 J-2 레벨

을 선택하였다. Liu[9] 등이 다 해상도 분석의 J-1 의 레벨을 이용하였고,

Mudigonda[28] 등은 J-3 레벨을 선택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 해상도

분석을 이용한 병변의 검출 레벨이 기존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다 해상도 분석을 적용 한 후 각 분석 레벨에서 병변 후보 영역의 검출을 위해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를 적용하면 그림 5.3(a) 과 같은 Log

Likelihood 를 얻고 병변의 검출을 위한 Maximum Likelihood Change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림 5.3(b) 는 Maximum Likelihood Change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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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대

그림 5.3 : 침상 돌기를 포함한 영상의 Log Maximum Likelihood

∘엔트로피 Roundness

J-1 레벨 10.58352 0.47961165

J-2 레벨 10.47788 0.4873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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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s[9,11] 등은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한 연구에서 병변 외

조직의 영상에서의 Maximum Likelihood Change 가 병변을 포함한 영상의

Maximum Likelihood Change 보다 훨씬 큰 연구 결과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Maximum Likelihood Change 에 있어 병변 영상과 병변 외 영

역의 영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적용하기에 앞서 Histogram Specification 과정을 거쳐 병변을 포

함한 영상과 정상 조직의 영상의 대조도를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①①①①

②②②②

①①①①

②②②②

그림 5.4 : J-2 레벨에서 검출된 병변 예상 영역

그림 5.4 는 J-2 레벨에서 검출된 병변 예상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의 ① 은

실제 병변이 검출된 것이며, ② 는 병변 외 영역이 검출 된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변 예상 영역의 검출 방법에 의해 검출된 영역이 DDSM

으로부터 확인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한 병변 영역에 포함되거나 일치하면 실제

병변 영역을 검출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5555....2222....2222 침침침침상상상상 돌돌돌돌기기기기를를를를 보보보보이이이이는는는는 병병병병변변변변 검검검검출출출출 및및및및 FFFFRRRROOOOCCCC 분분분분석석석석

검출된 병변 예상 영역으로부터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이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병변과 병변 외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제 병변을 검출하고자

하였다. 표 5.5는 로지틱 회귀 모형 추정 시 각 해상도에서 선별된 특징 파라미터

를 나타낸 것이다. Naga[27] 등은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은 불균일한 특징을 가

져 균일도가 낮고 엔트로피가 높음을 보였으며 Kegelmeyer[7] 등과 Liu[9]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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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의 돌기를 측정하는 ALOE를 주요 특징 파라미터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J

레벨에서는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특징인 Homogeneity 와 엔트로피, 그리고

ALOE 와 형태 특징인 Aspect Ratio 가 병변을 대표하는 특징 파라미터로 선별되

었다. J-1 레벨과 J-2 레벨은 GCM ∘ASM을 제외하고 공통으로 Roundness,

GCM ∘ Entropy, GCM ∘Entropy, ALOE가 선택되었는데 J 레벨에 비해 병

변의 특징인 돌기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형태 특징인 Roundness 가 중요한 특징

파라미터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훈련 데이터의 각 해상도에서 선별된 특징 파라미터

각 해상도 레벨에서 선별된 특징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추정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식 5-1), (식 5-2) 그리고 (식 5-3)과 같다. (식 5-1)은 J 레벨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며 (식 5-2)는 J-1 레벨, (식 5-3)은 J-2 레벨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다.


 
 

  ∘ ∘

 

(식5-1)


 
 

   ∙ ∘

∘ 

(식5-2)


    
    

   ∘ ∘

   

(식5-3)

다 해상도
분석 레벨

J 레벨 J-1 레벨 J-2 레벨

선별된
특징

� GCM ∘Entropy

� GCM 평균 Entropy

� GCM ∘Homogeneity

� Aspect Ratio
� ALOE

� Roundness

� GCM ∘ Entropy

� GCM ∘Entropy

� GCM ∘ASM

� ALOE

� Roundness

� GCM ∘ Entropy

� GCM ∘Entropy

� A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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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데이터의 각 해상도 레벨에서 얻어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테스

트 데이터의 병변 예상 영역에 적용하여 사후 확률, 즉 병변 가능치를 계산하였다.

병변 가능치는 [0~1] 의 범위를 갖는 값으로써 특정 임계 값을 기준으로 임계 값

보다 크면 병변으로, 임계 값보다 작으면 병변 외 영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수치이

다. 유방 촬영 영상에서의 병변 검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FROC(free response operating characteristic)에 나타난 TPF와 영상 당 평균 FP

를 이용하여 성능을 보인다. FROC 는 병변의 분류 기준이 되는 임계 값 [0~1] 사

이의 모든 값에 대하여 TPF와 영상 당 평균 FP를 계산해서 만들어 내는 곡선이

다[32,36].

     


실제  병변  분류  병변
실제 병변분류 병변   실제 병변분류 정상 

    
총영상수  실제  정상  분류  병변총영상수

TPF 는 실제 병변의 검출율을 보인 것이며 영상 당 평균 FP는 실험에 사용한 영

상 당 발생하는 평균 오진율을 나타낸 것으로, TPF는 1에 가까울수록 영상 당 평

균 FP는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검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5는 본 검출 방법을 훈련 데이터에 적용시켰을 때의 FROC 이다. J 레벨,

J-1 레벨과 J-2 레벨에서 병변 분류를 위한 최적의 로지스틱 판별분석을 추출하

고, 임계 값을 변화 시켜 병변과 병변 외 영역으로 분류한 뒤 각 임계 값에 해당

하는 TPF와 영상 당 평균 FP를 계산하였다. J 레벨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는 약 0.9 이며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약 1.5 다. 또

한 J-1 레벨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는 약 1,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1.6 이며 J-2 레벨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는 약 1,9,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3.2의 결과를 보였다[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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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데이타 - F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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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훈련 데이터 의 FROC

테스트 데이타 - FR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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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 테스트 데이터 의 FROC

훈련 데이터에 적용한 병변 검출 결과를 분석한 FROC를 통해 본 연구의 병변

검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한 후 테스트 데이터에 병변 검출 모델을 적용하고 다

해상도 분석을 위해 J, J-1 레벨과 J-2 레벨 각각에서 TPF와 영상 당 평균 FP를

계산하였다. 그림 5.6 은 테스트 데이터 에 적용하였을 때의 FROC를 나타낸 것

으로 J 레벨의 해상도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는 약 0.8,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1.3 이다. 그리고 J-1 레벨의 해상도에서 TPF이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1,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1.3 이

며 J-2 레벨의 해상도에서는 TPF이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2, TP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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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2.6를 보였다. Liu[9] 등이 J-1 레벨의 다 해상도

분석과 ALOE, 이진 결정 트리를 이용하여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가 약 1.8,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가 약 2.2 의 검출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병변의 검출을 위한 특징을 다양하게 추출하여

각 해상도 레벨에 맞는 최적화 된 특징 파라미터를 사용함으로써 J 레벨과 J-1 레

벨에서 TPF 와 FP per image 율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heng[36] 등이 J

레벨에서 GCM 과 퍼지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병변을 검출한 연구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약 1.4 , TPF가 100% 영상 당 평균 FP 는 약 2.1

의 연구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 퍼지 신경회로망과 같은 복잡한 분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변의 특징을 다양하게 추출함으로써 TPF 와 영상 당

평균 FP를 높였음을 확일 할 수 있다[표 5.6]. 본 연구의 J-2 레벨의 결과 또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 가 2 로 병변 검출을 위한 가능성이 있는 분

석 레벨임을 제시하였다.

표 5.6 훈련 데이터의 FROC 분석 결과

표 5.7 테스트 데이터의 FROC 분석 결과

해상도 레벨
FP per image

TPF 90% TPF 100%

Liu등의 연구 J-1 1.8 2.2

Cheng등의 연구 J 1.4 2.1

본 연구
J
J-1
J-2

0.8
1
2

1.3
1.3
2.6

해상도 레벨
FP per image

TPF 90% TPF 100%

J 0.8 1.3

J-1 1 1.3

J-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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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DDSM에서 제공되는 X-선 유방 촬영 영상을 사용하여 침상 돌기

를 보이는 병변을 검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의

검출 방법은 다 해상도 상에서 병변의 특징을 분석하고 병변의 검출이 가능한 분

석 레벨을 찾음으로써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출 시간은 줄이고자 하였다. 또

한 기존의 연구 방법이 병변 예상 영역 검출 시 실험 값을 이용하였던 것과 달리

병변, 병변 외 영역의 확률 밀도를 이용한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을

사용하여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병변 예상 영역의 검출 후 병변과 병

변 외 영역으로의 분류를 위해 Analysis Local Oriented Edge, 통계, 텍스쳐, 형태

적 특징 등 다양한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특징 파라미터를 선별하는 과정

으로 다 변량 분석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검출된 병변 예

상 영역을 추정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병변과 병변 외 영역으로 분류

하고 FROC로 분류 결과를 분석 하였다. FROC 분석 결과 J 레벨과 J-1 레벨에서

TPF가 9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0.8 과 1이며 TPF가 100% 일 때 영상 당

평균 FP는 각각 1.3을 보였으며 이는 Cheng등의 타 연구에 비해 TPF는 높이 되

영상 당 평균 FP는 낮추는 방법임을 보였다.

침상 돌기를 보이는 병변은 악성 유방암의 대표적인 병변으로 컴퓨터 보조 진단

시 이들 병변의 정확한 검출이 핵심이다. 본 연구의 병변 검출 결과 병변의 핵 부

분에 대한 검출은 성공적이나 돌기에 대한 검출은 문제점을 보였다. 그러므로 돌

기의 정확한 검출에 대한 연구와 보다 많은 임상 데이터의 적용이 필요하고 ROI

영상이 아닌 전체 영상에 적용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외에

퍼지 신경회로망 등의 분류방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 해상도 분석을 통한 침상 돌기의 검출 방법은 병변 검출

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출 시간을 줄이는 모델을 제시하여 컴퓨터 보조 진단의 연

구 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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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A SSSSttttuuuuddddyyyy oooonnnn tttthhhheeee DDDDeeeetttteeeeccccttttiiiioooonnnn ooooffff LLLLeeeessssiiiioooonnnnssss wwwwiiiitttthhhh

SSSSppppiiiiccccuuuullllaaaatttteeeedddd BBBBoooorrrrddddeeeerrrr iiiinnnn DDDDiiiiggggiiiittttaaaallll MMMMaaaammmmmmmmooooggggrrrraaaammmmssss

uuuussssiiiinnnngggg MMMMuuuullllttttiiiirrrreeeessssoooolllluuuuttttiiiioooonnnn AAAAnnnnaaaallllyyyyssssiiiissss

Jo, Jeong-Jin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X-ray mammography is currently the best technique in the screening and

diagnosis of breast cancer and it is proved to be usefu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Masses are one of the signs that has to be detected in

X-ray mammograms. But masses can be hard to detect because, due to the

projection, they are often partially covered by glandular tissue. Recent work

has shown that many of the tumors that are missed by radiologists can be

detected by a system that automatically detects masses. A computer aided

diagnosis(CAD) system that prompts suspicious regions can draw the

attention of the radiologist to a tumor they might otherwise overlook.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a method to detect lesions with spiculated

border using multiresolution analysis in mammograms. At first ste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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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for lesion area is segmented from the training grup by

multiresolution analysis and maximum likelihood segmentation. And 49

feature parameters extracted from segmented candidate for lesion areas,

after that, important features which are concerned with a lesion with

spiculated border are selec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nally, for the

test group, we separate lesion with spiculated border and normal tissue

using logistic discrimination made of selected features.

The performance of the classification for each analysis level was evaluated

by the curve of a free-respons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FROC). In

the training group, the number of FP(false positive) per image is 0.9 and 1

for level J and J-1 when TPF(true positive fraction) is 90%. The number of

FP per image is 1.5 and 1.6 for level J and J-1 when TPF is 100%. For

the test group, when TPF is 90%, the achieved number of FP per image is

0.8 and 1 for leve J and J-1. When TPF is 100%, that of FP per image is

1.3 for level J and J-1. This result is superior to that of Cheng who

achieved the number of FP is 1.4 when TPF is 90% and that of FP is 2.1

when TPF is 100% at level J for the test group.

Key words : X-ray mammography, Breast cancer, Lesions with spiculated

border, Multiresolu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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