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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영상 및 진단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상분석과 평가를 자동

화 하려는 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진단가치가 높은 의

료영상을 얻을 수 있는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영상치의학과는 파노라마 볼 팬텀을 개발하였다. 그에 따라 볼 팬텀의 촬영영상을

분석하고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특징을 알려주는 자동화된 평가 소프트웨어의 개

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구현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의료영상 판독자의 생산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평가소프트웨어는볼팬텀촬영영상으로부터상층영역의

판단, 해상도 평가, X-선원이 입사하는 중심선 및 회전중심의 분석 기능을 제공한

다. 이 때 기존 테스트 프로그램이 가진 실행환경 제한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분석 성능을 향상시켰다.

의료영상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다양한 처리 방식과 비교하여 볼 팬텀 영상

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영상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변조전달함수(MTF)를 통한

해상도 평가 알고리즘을 서술하고, 이를 통한 상층영역 판단 기법을 제안하고 평

가한다. 촬영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X-선원의 입사 각도 등이 중심선 분석을

통해 드러나면 영상의 이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분석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딥러닝 연구를 통해 영상치의학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처리 기법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도록 한다.

주요어: Panoramic Radiograph, Ball Type Phantom, Medical Image Processing,

OpenCV, DNN

학번: 2018-2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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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치의학에서사용되는파노라마방사선촬영은구강안면영역과치아의단층면을

한 장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간단한 촬영방식과 상대적으로 적은 X 선 노출로도

전반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상진단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

이다.파노라마방사선장비를이용하여진단가치가높은의료영상을얻기위해서는

피사체의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곡면형태의 상층에 위치시켜야한다. 따라서 파

노라마방사선장비의정확한상층형태와위치를아는것은적절한영상획득을위해

필수적이다.[1]

서울대학교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특징, 특히 상층의 위

치와해상도를평가하기위하여파노라마방사선영상팬텀을제작하였다.[2]일련의

금속 볼을 성인남성의 치열궁 형태를 참고하여 배열한 파노라마 팬텀을 파노라

마방사선장비에 적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평가함으로써 장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단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 촬영영상의 평가는 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X-

선원의 입사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이어야만 분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평가와 분석은 임상 현장의 판독자가 수동으로 일일이 수행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판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의 변화를 수시로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고,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독자의 시간 당 판독수행능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동

영상평가는 영상진단 전문가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치과

파노라마영상 평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영상진단 분야에서는 영상의 분석

및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도하여, 판독과정을

1



보조하고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노라마 볼 팬텀의 촬영영상 분석 및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

는 소프트웨어의 원리와 구현에 관하여 서술한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상층의

위치,해상도뿐만아니라촬영영상결과에영향을주는 X선원의촬영각도와같이

구현된 필수 기능들의 의의를 설명한다. 구현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사용된 영상

처리 기법과 파노라마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안된 기법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나아가 의료영상처리분야가 주목하고 있는 딥러닝 기법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파노라마팬텀 영상 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영상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영상분석 기법과 딥러닝 기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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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 개괄

2.1 평가 소프트웨어의 의의 및 주요 기능

일반적인방사선의료영상의판독과마찬가지로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파노라

마 볼 팬텀을 이용한 영상 평가도 실제 임상 결과와의 연관성 및 진단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영상치의학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현

된 평가 소프트웨어는 영상치의학 진단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수행할

수있는영상평가과정을자동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영상분석및평가의자동화

는 전문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평가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노라마 볼 팬텀을 이용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가 주안점을

둔기능은크게세가지점이다.첫번째로소프트웨어는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상

층의형태와크기를평가할수있다.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피사체에서관찰하고

싶은부위가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상층에정확하게위치하지못하면진단가치가

낮은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상층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형태를 관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파노라마 볼 팬텀

촬영영상에서 각각의 팬텀의 볼을 인식하여야한다. 또한 인식된 볼이 팬텀의 어떤

위치의볼인지를파악하기위해영상의볼과파노라마볼팬텀도면의볼을매칭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식 과정에서 획득된 볼의 너비와 높이로부터 구해진 볼의

변형률과 볼의 경계면에서의 해상도 평가로부터 상층영역이 확정되고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두 번째로 촬영 영상 안의 각 볼마다의 해상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각 볼마다

평가된해상도를통해상층영역을특정할수있으며,특정영역에서의장비의분해

3



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해상도 평가를 위해서 점확산함수(PSF)와 푸리에 변환을

활용한 변조전달함수(MTF)방식을 구현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공간 주파수에 대

한 그래프를 제시하여서 전체 영상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세번째로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각촬영위치에서의 X선입사방향과각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입사된 X 선의 연장선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함께 표현하여

파노라마방사선장비가 작동되고 있는 회전중심(rotation center)을 유추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촬영과정의 이상이나 잘못된 영상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구간을

파악하고 장비의 설정변경을 위한 참고사항을 판독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기능을 구현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파노라마 볼 팬텀으로 파노라마장비의 다양한 성능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제

공한다는 목표에 맞춰 충실하게 제작되었다. 평가 소프트웨어의 작업흐름도(work

flow)는 그림 2-1과 같다. 분석할 촬영영상은 단일 영상의 경우 분석할 한 장의

파노라마 볼 팬텀 촬영영상을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였고, 초점영역인 상층을

변화시켜가면서 분석하는 멀티 슬라이스(multi slice) 분석의 경우 40여장의 볼

팬텀 촬영영상이 담겨있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노라마 볼 팬텀은

메탈 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우측면에만 볼이 식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체 영상 중 실제 볼이 촬영된 부분을 관심분석영역(ROI: Region Of Interest)으로

설정하여야지만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다.이를위해분석영역을사용자가수동

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서 정확한 영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동 지정방식은 딥러닝의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 기법을

응용한다면 분석영역의 선택이 자동화되도록 확장할 수 있다.

앞으로의 논문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요를 바탕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핵심 원리 및 고찰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촬영 영상에서 볼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인식된 볼을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을

통해 볼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분석이 오류없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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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 작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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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적용된 영상처리 원리와 구현방식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촬영 영상에서 볼의 인식을 정확히 수행되도록 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적용한

영상 전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볼 인식이 제대로 수행되었을 경우 인덱스 매

칭 과정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함께 설명한다. 이 때 인식 및 인덱스 매칭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을 함께 고찰하여 서술한다. 평

가 소프트웨어에서는 볼 인식과 인덱스 매칭이라는 두 과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잘못된 인덱스 매칭 결과가 나타나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서 사용자의 신뢰성을 높였다.

뒤이어 영상전처리 과정과 인덱스 매칭의 결과를 기반으로 파노라마방사선장

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인 상층영역 분석, 해상도 분석, 중심선 및 회전중

심 분석 기능들의 원리와 소프트웨어에서의 구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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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제작된 Matlab 분석 프로그램의 한계

파노라마 볼 팬텀을 제작한 서울대학교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볼 팬텀 제작 초

기에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기능의 구현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Matlab을 이

용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인식된

타원형볼의장축과단축의비율로써상층영역을특정하고시각화하여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볼의 인식을 위해서 우선 영상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평균 필터(average

filter)와 중앙값 필터(median filter) 등을 이용한 잡음제거(noise reduction)과정

을 거친다. 이 후 영상처리,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특화된 Matlab의 영상 처리

도구함(Image Processing Toolbox)[3]의 타원 검출(Ellipse detection method)을

이용하여 볼로 인식할 수 있는 타원영역을 검출해낸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Matlab에서 제공하는 검출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마다 다른 밝기와 영상 내의 밝기 차이를 반영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

라서배경과밝기차이가적은전경영역의볼이인식되지못하는정도가영상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인식되지 못한 볼들로 인해 상층영역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했다. 더불어 타원 형태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 볼들 또한 타원 검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해상도 검출을 위한 변조전달함수(MTF) 분석기능은 촬영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경계영역을 프로그램이 지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선분을 따라 변조

전달함수 등을 계산하도록 구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영상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따른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으며, 해상도의 결과를 재현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볼에 대해서 볼 팬텀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과정이 구현되지 않아서 테스트 프로그램은 X 선의 촬영 각도 분석과 같은

추가의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Matlab 테스트 프로그램은 실행환경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테스트 프

로그램은 Matlab 프로그램이 설치된 환경에서만 구동이 가능하였다. Matla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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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하므로 방사선 촬영장비를 사

용하는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정량적이며 재현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통하여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범용 환경에서도

특별한 라이선스 요구 없이 실행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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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소프트웨어의 구현환경 및 특징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소프트웨어는 Matlab의 실행환경 제한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윈도우 환경(Windows)에서 동작하는 범용 프로그

램으로제작되었다.구현및제작환경의여건을고려하여닷넷(.NET)프레임워크

4.6.1을 타겟 프레임워크로 하는 윈폼(Win Form) 프로그램을 C# 언어를 이용하

여 완성하였다.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환경인 닷넷 프레임워크가 설치된

어떠한 윈도 환경에서도 특별한 라이선스나 프로그램 설치 요구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기능의 신뢰성과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을 고

려하여 구현 과정에서 몇 가지 오픈소스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이 때 사용된 패키

지들은 추후 더 나은 기능으로 대체되거나 패키지 자체의 오류 발생을 고려하여

평가 소프트웨어가 패키지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였다. 패키지는 닷넷 프레임

워크에서 dll 형태의 컴파일된 코드가 프로젝트에 포함되도록 처리해주는 NuGet

방식으로 포함되었다.

촬영 영상의 인식 및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OpenCVSharp[5]이 사용

되었다.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라이브

러리인 OpenCV[4]는 이미지 프로세싱에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영상처리 프로그

램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OpenCVSharp은 닷넷 환경에서 OpenCV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로스 플랫폼 래퍼 라이브러리이다.

평가 소프트웨어가 대상으로 삼는 촬영 영상이 의료영상임을 고려할 때, 의료

영상의표준포맷인 Dicom포맷의영상을읽을수있는것이필수적이다. Dicom은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ecine)

표준으로서 디지털 영상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을 총칭한다.[6] 이미지 처리

도구함(Image Processing Toolbox)을 사용한 Matlab의 경우 특별한 처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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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om 포맷의 영상을 읽을 수 있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

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Dicom 포맷의 영상을 읽고

분석할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소프트웨어에서는 C# 라이브러리들 중

에서 Dicom 포맷의 영상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dicom-Desktop

패키지[7]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소프트웨어의 해상도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변조전달함수(MTF)를 구하는 과정

에 포함된 푸리에 변환은 그 원리와 방식이 자주 활용되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직접 구현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코드 작성을 위해

공개된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Math.Net Numerics는 과학 기술 분야에 자주 쓰

이는 수학적 계산에 대한 알고리즘을 닷넷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사용하게 해주는

패키지[8]로서 선형대수 및 확률통계의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

기능 확장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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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층영역분석을 위한 이미지 처리기법과
딥러닝 연구

3.1 파노라마 볼 팬텀 상층영역의 파악

3.1.1 분석관심영역(ROI) 지정

파노라마 볼 팬텀은 앞서 평가 소프트웨어의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메탈

볼의 간섭효과에 의한 영상 왜곡을 피하기 위해 한쪽 면에만 볼이 식립된 형태로

제작되었다.[2]따라서파노라마볼팬텀을촬영한영상에서실제메탈볼이촬영된

영역은 영상의 한쪽에 나타난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가 볼 팬텀의 볼이 식립되지

않은 면을 촬영하는 구간에서는 반대쪽 볼의 허상이 촬영되어 다른 볼과 구분되지

않는 흐린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허상 구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의 시각과 달리 영상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실제의 팬텀 볼 촬영 구간과 허상 촬영 구간을 구

분하기 쉽지 않다. 허상의 구간이 제외되지 않고 분석을 시작하면 전체 영상에

적용될 이진화의 임계값 설정과 파노라마 볼 팬텀이 인식된 이후에 시행되는 인덱

스매칭과정에서분석의정확도를크게떨어뜨리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실제 메탈 볼이 촬영된 영역을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서 평가 및 분석기능이 정확한 구간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였다.

사용자가분석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로로드한촬영영상위에서마우스로드

래그하는 방식으로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ROI 구간의 확대영상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였던 분석영역인지 재확인을 거친다.

상황에 따라 취소 및 재설정이 가능하고, 촬영 영상전체를 분석관심영역으로 지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관심영역의 사진은 원본 촬영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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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저장하여 볼 팬텀이 원본영상의 어떤 부분에 주로 촬영되는지의 정보를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이 사용자의 직접 선택에 의한 ROI를

지정하여서 파노라마방사선 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

지만,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위하여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방법을 응용한

딥러닝 방안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분석관심영역의 자동 선택 방식에 대해서

뒤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3.1.2 촬영 영상 전처리를 위한 이진화(binarization)

촬영영상으로부터분석할영역을지정하고나면팬텀볼객체를검출하기위한

영상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팬텀 볼 객체는 그 촬영의 대상이 원형인 메탈

볼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라 타원 객체로 나타나는 객체도 있다. 파노라마방사

선장비에서의 위치에 따라 변형 정도가 심해져서 직사각형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이웃한 볼과 합쳐져 원형의 볼 형태를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났다. 이상

의 이유로 팬텀 볼을 검출할 때 일반적인 영상처리에서 사용되는 원 검출 방법인

허프 변환(Hough Transfrom)알고리즘[9] 과 같은 에지 검출 방식은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영역 검출

방식을활용하여볼객체를파악하였고,이를위해서는원본촬영영상을우선이진

영상으로 바꾸는 이진화 전처리가 필요하였다.

영상의 이진처리는 영상의 픽셀 값을 두 부류로 나눠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보통객체영역과배경영역을나누기위하여흰색과검은색으로처리된

영상으로변형된다.이때이진화에서가장중요한사항은픽셀값을나누는임계값

(threshold)의 설정이다. 임계값을 기준으로 객체 영역과 배경 영역이 구분되기 때

문에 잘못된 임계값 설정은 객체 영역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픽셀값의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영상의 경우는 이 임계값 설정이 용이하지만, 픽셀값의 분포가

연속적이며 그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는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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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영상의 히스트그램 예시

3.1은 파노라마 볼 팬텀의 촬영영상 중 한 영상을 택하여 픽셀값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히스트그램을 보면 픽셀값을 양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임계값을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적 특징을 이용하여

영상의 새로운 전역 임계값(global threshold)을 제시하는 방법과 각 픽셀마다 서

로다른임계값을이용하는적응형이진화(adaptive binarization)방법을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10]

우선 새로운 최적의 전역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츠(Otsu) 알고리즘[11]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오츠 알고리즘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의 이진화에 가장 적합한 임계값을 설정한다. 영상에 나타난 픽셀값

을 2개의클래스로분류하여전경과배경으로나눌때,각클래스에속한픽셀값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임계값의 설정을 제안한다. 이는 한 클래스에 속한 픽셀값들이

가장 유사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클래스 분류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각 클래스의 분산 최소화는 두 클래스 사이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

σ2
w(t) = w0(t)σ

2
0(t) + w1(t)σ

2
1(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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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은 위에서 설명된 오츠 알고리즘의 정의를 표현한 식이다. 이 때 wi 는

임계값 t를기준으로분류한두클래스의확률로서전체픽셀값중에서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은 픽셀값의 비율이며, σi는 각 클래스에 속한 픽셀값의 분산이다. 결과

적으로 σw를 최소화하는 임계값 t를 구함으로써 이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림 3.2는 오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진화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를 임계값

을 달리한 일반적인 전역 이진화 기법과 비교한 그림이다.

(a) Global threshold = 64 (b) Global threshold = 128

(c) Global threshold = 192 (d) Otsu algorithm

그림 3.2: 전역 임계값 설정 방식에 따른 이진화 비교

단순한전역이진화방법의경우,전역임계값수치에따라이진화결과가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림 3.2에서 실험한 촬영 영상처럼 영상의 밝기가 균등하지

않은 영상의 경우 픽셀 정보 중 일부가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오츠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에 이진화의 결과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여전히 촬영영상에서 어두운 부분에 존재하던 볼 팬텀의 볼이 이진화

과정에서 픽셀값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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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적응형이진화(adaptive binarization)기법을이용하여국소임계값

(local threshold)를 통한 이진화를 수행할 수 있다. 적응형 이진화는 각 픽셀마다

서로 다른 임계값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픽셀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블

록 영역을 설정하고, 이 블록 영역 안의 픽셀 값 분포로부터 임계값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이진화에 적용되어 높은 성능을 보인다. 픽셀 값 분포로부터 임계값을 결정할 때,

단순한 산술 평균을 활용하거나 가우시안(Gaussian) 가중 평균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두 방식이 가져오는 차이는 블록의 크기 변화에 비해 이진화 결과에 미

치는영향이작았다.적응형이진화의결과를블록의크기변화와평균결정방식에

따라 비교한 결과가 그림 3.3에서 보여진다.

(a) Block Size = 11, Gaussian weighted (b) Block Size = 25, Gaussian weighted

(c) Block Size = 51, Gaussian weighted (d) Block Size = 51, arithmetic mean

그림 3.3: 적응형 이진화 방식에 따른 이진화 비교

적응형 이진화의 결과는 전역 임계값을 이용한 이진화의 경우보다 볼 팬텀의

볼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츠 알고리즘을 사용한

전역 이진화 방식에 비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적응형 이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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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은 배경 영역으로 분리된 곳에서도 전경으로 분류되어서 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어 이진화를 수행한 후 노이즈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로 적응형 이진화가 블록 크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임계값을 결정하기 때문

에 촬영영상의 상대적으로 어두운 영역에서 배경과 전경의 밝기 차이가 크기 않은

볼의 경우 전역 이진화보다 볼 영역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문제점들로인해적응형이진화방식을사용할경우어두운영역의볼팬텀의

픽셀값이 무시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석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따라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소프트웨어에서는 볼 팬텀 촬영영상의 특성

을 고려한 이진화 방식이 요구된다. 볼 팬텀을 파노라마방사선장비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팬텀의 구조와 X 선원의 입사각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상의

밝기가 층을 이루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촬영영상 전체

에 적용되는 전역 임계값을 이용한 이진화나 국소 임계값을 통한 적응형 이진화

방식보다 층을 이루는 방향으로 영상을 분할하여 각 분할 영역마다 적절한 임계값

을 설정하여 이진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3.4는 분할 영역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진화를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영역을 분할한 다음 사용한 전역 임계값 설정 방식으로는 오츠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역분할 개수가 1 개인 경우는 그림 3.2의 오츠 알고리즘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한 볼 팬텀 촬영영상의 우측 상단 영역

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영상 분할 개수를 늘려가면서 전역 이진화를 수행한 결과

처음에 인식되지 못했던 볼의 픽셀 정보가 전경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개별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특성이나 파노라마 팬텀의 촬영 위치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5개 이상의 분할개수에서는 더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사용자가눈으로인식하는것과매우유사한이진화결과를보임을확인할수

있었다. 분할영역의 수를 늘려도 특별히 분석연산에 부하를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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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ice size = 1 (b) slice size = 2

(c) slice size = 5 (d) slice size = 10

그림 3.4: 분할 영역의 개수에 따른 새롭게 제안한 전역 이진화 방식의 결과 비교

에파노라마방사선장비평가소프트웨어에서는분할영역개수를 10개로고정하여

새로운 방식의 이진화를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정리하자면파노라마볼팬텀촬영영상의경우불균일한밝기에의한서로다른

픽셀값을 보이지만 그 분포가 완전히 무작위적이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형 이진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영상

처리의 복잡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평가 소프트웨어는 촬영 영상의

픽셀값이 불균일하게 나타나는 방향을 고려하여 영상을 분할함으로써 사용자가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진화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후에 구현된 분석 기능이

정확한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장할 수 있었다.

3.1.3 파노라마 볼 팬텀의 볼 객체 인식

파노라마 볼 팬텀에 식립된 메탈 볼은 직경 2mm의 구형이지만 파노라마 영상

이 2차원으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볼은 원형이 아닌 타원형태나 변형정도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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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사각형에 가까운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영상처리과정에서 원형 객체 인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허프

변환(Hough Transform) 기법이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를 위한 볼 팬텀 영상에

서는좋은결과를보이지못하였다.영상에서나타나는볼객체의모양의불규칙성

이외에도 원으로 인식되는 노이즈의 존재, 볼 객체 간의 거리의 큰 편차 등으로

인하여 허프 그래디언트 방법(Hough gradient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도 결과

가 좋지 않았다. 그림 3.5는 대표적인 에지 검출 방식인 케니 에지 검출방식을

적용하여 파노라마 볼 팬텀 영상을 처리한 경우를 보인다.

(a) 케니 에지 검출(best) (b) 케니 에지 검출(worst)

그림 3.5: 에지 기반 검출 방식 적용 예시

케니 에지 검출 방식(Canny edge detection method)[12]은 이중 임계값을 이

용한 경계 검출방식으로서 두 임계값 사이의 픽셀값을 가진 경계는 어떤 타입의

에지와 연결되어 있는 지에 따라 경계로 판별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3.5 (a) 의 결과를 보면 팬텀의 볼 간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촬영영상의

경우 케니 에지 검출로서 볼 간 구분이 잘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림 3.5 (b)의 결과처럼 볼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노이즈의 영향이 큰 영상의

경우 캐니 에지 검출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파노라마방

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타 분석 기능을 위해서는 촬영영상에서 볼 팬텀의

볼을독립된객체로분리하고,위치및볼의높이,너비와같은객체의정보도함께

획득하여야하지만 에지검출 방식으로는 단순히 경계를 구분할 수만 있어서 평가

18



소프트웨어에서 채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영역 기반의 검출방식을 응

용하여파노라마볼팬텀의볼객체를촬영영상에서분리하였다.영역기반의객체

검출 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OpenCV에서 제공하는 레이블링(labeling) 기법을

들 수 있다.[10] 레이블링 기법은 특정한 픽셀에서 인접한 픽셀들을 연결된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객체마다 서로 다른 레이블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이 가능

하게 해준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영상의 전처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너비우선탐색(bfs) 방식으로 영역기반 검출을 하였지만, 레이블링

기법은 연속된 픽셀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므로 때로는 더 사용이

간단할수있다.인접한픽셀을정의하는방식에따라상하좌우만고려하는 4-방향

연결성 방식과 대각선영역도 함께 고려하는 8-방향 연결성 방식이 있다. 레이블링

기법을 적용한 후에 바운딩 박스로 인접영역을 표시해주면 그림 3.6과 같아진다.

그림 3.6: 레이블링 기법을 통한 영역기반 객체 검출 방식

영역기반 검출 방식을 수행할 경우 객체 영역에 대한 시작 좌표값 및 높이와

너비 정보, 그리고 해당 영역의 중심점의 좌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에지기

반 검출 방식에 비하여 더 쉽게 파노라마 볼 객체 검출을 해낼 수 있었다. 이 때

바운딩 박스로 파악된 영역에서 박스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며 박스의 너비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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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향을 고려한 장축 및 단축으로 하는 타원 객체로 볼 객체 정보를 근사하여

저장하였다. 이것은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에서는 볼 객체의 매우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하기 보다는 각 객체의 경계에서의 해상도 및 파노라마 볼

팬텀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을 통한 상층 영역 파악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역기반검출방식으로볼객체를파악할때이웃한볼객체와중첩되어두개

이상의 볼이 하나의 영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이 때 중첩된 영역을

개별 볼 객체로 분할해주지 않으면 인덱스 매칭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a) 가로방향(0.66) (b) 좌상향(0.85) (c) 세로방향(0.88) (d) 우상향(0.26)

그림 3.7: 볼 객체의 중첩 영역 분할을 위한 방향에 따른 픽셀비율 비교

중첩된 영역을 분할하는 원리는 그림 3.7과 같다. 임의로 4개의 방향의 직선을

특정한후,바운딩박스안에서직선이지나는총픽셀수에대한영역안에서직선

이 차지하는 픽셀 수의 비율을 계산한다. 만약 이 비율이 특정값 이하라면 두 개의

볼 객체가 중첩된 영역의 오목한 중첩 부분을 가리킨다고 판단하여, 이 직선을

중심으로두개의영역을분할한다.단,현재의분할방식은두개의볼영역이중첩

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분할이 가능한 방향도 임의의 4 방향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볼 중첩이나 중첩된 방향이 4 방향과 다른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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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촬영 영상과 파노라마 볼 팬텀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

파노라마 볼 팬텀의 촬영영상에서 볼 객체가 인식되고 난 후, 각 객체가 볼

팬텀의 어떤 볼과 대응되는 지 각각 인덱스를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 인덱스 매칭

과정을시행할때사람의눈으로인식할수있을만큼볼객체가충분히인식되었다

고 가정하고 매칭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그림 3.8은 파노라마 볼 팬텀의 도면이다.

그림 3.8: 파노라마 볼 팬텀의 도면

매칭 알고리즘은 인식된 볼 객체를 우선 같은 행을 구성하는 볼로 분류하여

그룹으로 묶은 뒤, 같은 열에 속할 가능성이 큰 볼을 하나씩 행 그룹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행 그룹을 통해 행(row)인덱스가 정해진 볼이 소속된 열이

결정되면 열(column) 인덱스가 확정되고 그 볼에 대한 매칭과정을 종료한다.

행 그룹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영역 기반의 객체 검출을

통해 파악된 볼 객체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list) 상태로 정보가 저장된다. 최초

과정으로 아직 행 그룹으로 구분되지 않은 볼들을 Y 좌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 때 같은 행에 속한 볼들의 Y 좌표는 조금이라도 중첩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행 그룹이 결정되지 않은 볼 중 Y좌표가 가장 작은 볼과 이 볼과

Y좌표가 중첩된 두 개의 볼을 행 선택을 위한 후보로서 선정한다. 두 개의 후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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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준으로 3개의구간으로분리하여같은행그룹에속한볼을추가해나간다.두

개의 후보 볼을 제외한 나머지 볼들을 다시 X 좌표 순서로 정렬하고, 우선 두 볼

사이의 같은 행그룹 볼을 찾아낸다. 새롭게 추가되는 볼들 역시 같은 행에 속한 볼

들의 Y 좌표 중첩가능성을 이용한다. 후보볼을 잇는 직선에 Y좌표가 중첩되면서

X좌표가 두 후보볼 사이인 볼을 찾는 것이다.

이때새롭게추가된볼을후보볼중하나로바꿔가면서볼을찾음으로써,파노

라마 볼 팬텀 촬영영상의 연속적인 기울기 변화를 성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같은행에속한볼의기울기변화는파노라마볼팬텀촬영영상이 2차원영상으로

펼쳐지는 과정 때문에 관찰되었다. 기울기 변화를 적용한 결과는 단순한 Y 좌표

중첩에 의한 행 그룹의 결정보다 정확성이 높았다. 최초의 후보볼 중 한 볼의 왼쪽

영역과 나머지 후보 볼의 오른쪽 영역에서 Y좌표가 중첩되어 같은 행으로 묶을 수

있는 볼들을 추가해주면 하나의 행 그룹의 생성을 완료할 수 있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 볼 객체를 다수의 행 그룹들로 분류한다.

행 그룹을 바탕으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우측 열부터 열에

속한 볼들을 찾아가며 인덱스 매칭을 진행한다. 각 행에 속한 볼 중에서 인덱스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가장 우측의 볼을 현재 탐색 중인 우측 열에 속한 볼로 판

단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좌측 열이 아닌 우측 열부터 인덱스 매칭을 하는 까닭은

좌측열이파노라마볼팬텀의가장자리볼을촬영한열로서영상의경계쪽에위치

하며 해당 열의 전체 볼이 촬영되지 않거나 변형되는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측 열은 좌측 열에 비하여 촬영영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더 적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였다. 단, 기준으로 삼는 우측 열이 관심 영역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체적인 열 매칭이 잘못 될 수 있어서 분석영역을 설정하는

사용자의 주의가 현재로서는 요구된다. 행 그룹을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 행의 가장 오른쪽 볼 중에서 두 개의 후보볼을 선정한다. 후보볼은 현재 지정하

려는열의볼개수에따라서중간에위치한두볼을선택한다.두볼을이은직선에

22



새롭게 추가할 볼이 중첩된다면 해당 볼을 같은 열에 속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중첩되지 않는다면 추가하려고 한 볼이 속한 행 그룹의 우측 볼을 새롭게

지정하여 중첩여부를 확인하고 열에 속한 볼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행 그룹 지정과

마찬가지로 촬영된 열의 연속적인 기울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동시

에 중간에 열이 잘못 지정된 볼이 발생하여도 인덱스 매칭의 오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소프트웨어가 미리 알고 있는 열의 개수 및 각 열에

속한 볼의 개수만큼 인덱스가 지정되면 성공적으로 전체 볼들을 파노라마 팬텀

도면에 대응하는 인덱스로 매칭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파노라마 볼 팬텀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과정은 많은 가정 위에 세워진

규칙으로구현되었음을알수있다.우선볼객체가인식되지않고생략되었을때,

인덱스 매칭할 볼이 실제 대상인 볼을 건너뛰고 대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비록 인접한 후보볼의 기울기 변화를 반영하여

오류를최소화하려고하였지만인접한후보볼이크게떨어져서지정되면계속해서

매칭이 잘못될 수 있었다. 특히 경계부의 볼 보다도 중간 영역의 볼이 연속적으로

인식되지않았을때매칭불일치의문제가더크게발생하였다.앞서언급하였듯이

열 그룹의 매칭 시작점으로 우측 상단의 점을 지정하여 파노라마 볼 팬텀 촬영영

상이 2차원으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좌측 열의 볼이 왜곡되거나 촬영 영역 밖에

위치하여서 인식이 생략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앞의 문제와 동

일한 이유로 우측 상단점이 인식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처음 분석관심영역(ROI)

을지정하는과정에서최우측상단볼영역이생략되었을경우인덱스매칭결과의

정확성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도 앞서 분석관심영역(ROI)설정의 자동화

가능성과 더불어 딥러닝을 통한 인덱스 매칭의 해결 방식을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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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층영역분석을 위한 딥러닝 연구

파노라마방사선 장비 분석 소프트웨어는 분석 기능 구현을 위한 영상 전처리

과정을 특정 규칙에 기반하여(rule-based)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동

화가 제한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분석을 위한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딥러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분석관심영역(ROI)선택을위한객체인식(object detection)방식의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 파노라마 볼 팬텀의 촬영영상에서 분석이 되는 대상은

각각의 볼이지만 이웃한 볼과 뚜렷한 형태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상층

영역에서 벗어나 흐리거나 변형된 형태로 촬영되기 때문에 개별 볼을 중심으로

분석관심영역의 지정을 자동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파노라마 볼

팬텀 촬영 영상에서 팬텀이 촬영된 영역이 공통적으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사각형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영상에서 팬텀이 촬영된 영역을 하나의 객체로

인식시켜서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 분석관심영역을 자동 선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수있었다.객체인식을위한모델로는텐서플로(Tensorflow)에서구현된 Faster

R-CNN inception v2모델을사용하였다.[14]대부분의의료영상처리처럼충분히

많은 이미지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파노라마 팬텀의 촬영영역의 유사성이 커서

딥러닝에 의한 ROI 선정의 정확성이 높았다. 그림 3.9는 32장의 트레이닝 이미지

와 8장의 테스트 이미지로 학습을 시킨 후 다양한 추가 이미지에서 파노라마 볼

팬텀영역을찾아낸결과이다.팬텀이촬영된영역이다르거나경계에가까워일부

영역이 촬영되지 않더라도 ROI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 트레이닝의 단계에

서 ROI 영역을 너무 볼에 근접시켜서 일부 볼 영역이 제외되게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허상영역을 제외하기 위한 ROI 지정 목표를 고려하여 조금 더 넓은 영

역으로 학습시키거나 최종 선정단계에서 지정된 영역을 확장하여 완료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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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OI 자동선정을 위한 객체인식 딥러닝 적용

다음으로 파노라마 볼 팬텀 촬영영상과 팬텀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 과정에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 구현된 방식에서는 인덱스 매칭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우측 상단의 볼이 인식되지 않거나 중간에 볼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매칭 결과

의 정확성이 떨어졌었다. 이것은 하나의 최초 기준점에서 시작되고 각 볼이 가진

정보가 아닌 이웃한 볼과의 관계에서 인덱스를 매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

다. 동일한 볼이 촬영된 영상에서 위치한 좌표는 일관성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분석관심영역으로 지정된 영역에서 각 볼의 위치를 전체 이미지의 크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을 때 유사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비율을 다층 퍼셉트론

을 이용한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켜서 인덱스 매칭을 시행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것은 학습과정에서 전체 이미지

크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동일한 볼의 비율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볼들이

상당히 인접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의 인덱스로 매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비율만이 아닌 인접한 볼로부터의 정보 또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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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앞서 설명한 분석관심영역(ROI) 딥러닝 기법을 통해 촬영 영역의 크기를

유사하게 선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혹은 또다른 인덱스 매칭 방식으로 이미 인덱스 매칭이 끝난 파노라마 방사

선 영상 하나를 채택한 다음, 분석하려는 영상과 특징점을 찾아 동일한 인덱스를

갖는 볼 객체를 매칭시키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상처리에서 특징

점을 기반으로 같은 대상을 찍은 두 영상을 일치시키는 기법을 영상 정합(Image

Registration)이라고 부른다. 영상 정합 처리의 경우는 올바른 특징점을 기반으로

훈련시킨 딥러닝 결과일 때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OpenCV를 활용하여 특

징점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경우 인덱스 매칭의 정확성이 낮았는데 이것은

파노라마 팬텀의 촬영영상이 모서리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정합을 이용한 인덱스 매칭을 위해서는 인식된 볼을 특징점

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방식 역시 특징점으로

지정할 때 이웃한 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파노라마볼팬텀의볼객체를인식할때두개이상의객체영역이

중첩되었을 경우 이를 분리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현재의 구현은 너무 많은 수의 볼 객체가 중첩되어 높이와 너비 비율이 특정

값 이상인 경우는 무시하였다.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볼 객체의 영상이 확산되

어 나타나는 지점으로서 상층영역에서 벗어나 있었고, 따라서 이런 경우 중첩된

객체를 모두 무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개의 객체가 중첩된

경우처럼 각각의 볼 객체가 분리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는 적절한 분할

방향을 찾아내어 볼을 분리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

로방향, 세로방향, 두 대각선 방향의 네 방향에서 중첩된 객체가 지나는 픽셀 수가

가장 적은 방향을 골라서 그 방향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중첩

된 볼들의 경우마다 이러한 기대 분할 방향이 모두 다르고, 중첩된 볼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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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크기의 객체인 상태에서 중첩된 경우에는 중첩 위치가 치우쳐서 나타나므로

이러한 단순한 방식의 분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레이블링 기법으로 중첩된 객체 영역을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잘라낸 중쳡

영역을 분할하는 방식을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잘라진 영역의 크기 및 전경과

배경의 비율은 중첩된 볼 객체의 개수를 제시해 준다. 한편 모든 픽셀 열과 행을

시험하여 전경 픽셀 수가 감소하였다 증가하는 부분을 찾는 방식은 기울어진 중첩

경계를 찾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방향을 고려하며 중첩 경계를 계산해보는

것은 너무 만은 연산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인덱스 매칭 방식의 경우처럼 다계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단순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경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이 때 중첩영역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산의 부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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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상도 분석과 X-선원의 입사특성 분석

4.1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의 해상도 평가를 위한 변조 전달

함수(MTF)

의료영상은 진단을 위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공간 해상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 해상도는 영상의 세부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영상의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15] 디지털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주로 점확산함수(PSF, Point Spread

Function)이나 변조전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통해서 표

현된다.파노라마방사선장비평가소프트웨어도디지털의료영상처리의측면에서

해상도를 대표하기 위하여 변조전달함수를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변조전달함수

(MTF)의 정의를 살펴보고, 구현 알고리즘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평가 소프트웨

어에서 변조전달함수를 파노라마 팬텀 촬영영상에 적용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평가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본다.

변조전달함수(MTF)는 이미지 처리 단계에서 원래의 피사체가 얼마나 잘 재

현되었는지의 능력 척도이다.[16, 17, 18] 입력 영상의 대비도가 이미지 처리 후의

출력에서 얼마나 잘 재현되었는지의 능력 척도를 뜻한다. 입력 영상의 대비도가

이미지 처리 후의 출력물에서 얼마만큼의 대비도로 나타났는지를 표현한다. 이 때

대비도의 정도는 공간주파수(Spatial Frequency)로 알 수 있고, 단위 길이(mm)

안에 얼마나 많은 흰색과 검정색의 선 쌍(line pair)이 들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lp/mm 단위로 나타낸다. 최소한의 재현율을 가지는 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이미지의 해상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의료

영상에서는 50%와 10%의 대비도 재현율을 가지는 공간주파수를 각각 MTF50과

MTF10으로 보여주므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도 두 값을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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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영상 처리 시스템의 해상도 파악을 위해 표준 해상도 차트를 이용하는 보통의

방식과 달리 파노라마 볼 팬텀의 촬영영상을 이용해서 해상도를 파악하려면 해상

도를 구할 기준 지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촬영영상에서

MTF50이나 MTF10처럼 특정 대비도 재현율의 공간주파수가 높은 지점들은 영

상의 품질이 높은 초점 영역이라고 가정한다면, 파노라마 볼 팬텀의 모든 인식된

볼을 변조전달함수(MTF)를 구하는 기준지점으로 삼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상층

영역을 파악하고 촬영 영상을 대표하는 MTF 값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변조전달함수의 정의에 따른 구현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으로부터

변조전달함수를 구하려는 방향을 향한 직선을 따라서 일련의 픽셀값 변화를 구

한다. 변화하는 픽셀값은 영상 처리 시스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100% 대비도

의 경계면이 흐려지는 정도를 보여주며, 양적인 해상도를 보여주는 점확산함수

(PSF)가 된다. 점확산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균일한 5 × 1 필터를 블러링 마

스크(blurring mask)로서 적용하여 존재할 수 있는 노이즈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점확산함수(PSF)를 미분하여 픽셀값의 변화율을 뜻하는 선확산함수(LSF, Line

Spread Function)를 구한다. 픽셀값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인 값이므로 연속

한 픽셀값의 차이로써 쉽게 미분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선확산함수는 변화율의

크기만을 필요로 하므로 픽셀값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정의되며 보통 값 사이의 비

교를 위해 가장 큰 값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한다. 마지막으로 선확산함수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하여서 평가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변조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변조전달함수를 구하는 기준으로 볼

팬텀영상에서인식된볼의중심점을지정한다.볼의중심으로부터볼의경계를지

나는 직선을 상정하고 이 직선을 따라가면서 정의에 따른 연산을 수행하여 해상도

값을 결정한다. 이 때 노이즈 등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고, 볼을 대표하는 변조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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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변조전달함수(MTF) 연산 단계

함수값을결정하기위해볼의중심으로부터상하좌우의 4방향MTF값을구한후

평균하여 대푯값으로 지정한다. 변조전달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리고 이 도식화를 따라서 파노라마방사선 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실제 사용자

에게변조전달함수와관련그래프를제시해주는화면은그림 4.2와같다.사용자는

치의학 진단에서 분석 가치가 큰 주요 볼들 및 직접 선택한 볼에 대한 PSF, LSF,

MTF 값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MTF10이 특정 값 이상인 볼들의 분포를

볼 수 있다.

그림 4.2: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실제 MTF 평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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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심선 및 회전중심 파악을 통한 X-선원 입사특성 분석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X-선원의 움직임은

촬영영상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

웨어는 주요 기능으로서 X-선원이 입사하는 각도를 의미하는 중심선(central ray)

과 연속된 X-선 촬영의 회전 중심(rotational center)를 파악하여 영상 판독자에게

제공한다. 중심선은 직선으로 입사하는 X-선원이 파노라마 볼 팬텀에서 지나가는

경로가 방사형으로 펼쳐진 이차원 촬영영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임으로

써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특정 영역에서 피사체가 촬영되는 각도를 유추하도록

도와준다. 인접한 중심선들은 연속된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인접한 중심선들의 교차점들은 이러한 파노라마방사선

장비의 움직임이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회전하는 지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회전중심(rotational center)이라고 부른다. 중심선과 회전중심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파노라마 볼 팬텀의 촬영영상에서 최상단의 볼들로부터 수직선을 내려 그어준

다.이수직선이지나가는경로를볼팬텀의도면으로옮겨그려줌으로써중심선의

경로를 시각화할 수 있다. 이 때 수직선이 지나는 지점을 영상의 어느 영역에서

근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

분석 소프트웨어는 서울대학교 영상치의학과를 비롯한 임상현장에서 제시한 기준

에 따라서 중심선은 촬영영상의 최상단의 볼에서 수직으로 입사하고, 그 경로는

최하단의 가장 인접한 두 볼 사이의 비율로 결정되는 점을 지난다고 가정하고 구

현되었다. 파노라마 볼 팬텀에서 최상단 볼 및 인접한 두 최하단 볼의 좌표를 각각

BT (xt, yt), BB1(xb1, yb1), BB2(xb2, yb2) 라고 한다면, 짧은 중심선을 그리기 위한

도착점(Destination Point) D1는 식 (4.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1



ratio =
xt − xb2
xb1 − xb2

D1(xd1, yd1) = (xb1 + ratio · (xb2 − xb1), yb1 + ratio · (yb2 − yb1) )

(4.1)

회전 중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짧은 중심선을 확장하여 긴 중심선을 그

려줄 필요가 있다. 길이 length로 연장된 긴 중심선의 도착점 D2의 좌표는 식(4.2)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lope =
xt − xd1
yt − yd1

D1(xd2, yd2) = (xt −
length√
1 + slope2

, yt + slope · (xd2 − xt) )
(4.2)

두식에따른중심선과회전중심을실제촬영영상에적용한파노라마방사선장

비 평가 소프트웨어 결과를 그림 4.3과 같이 보인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파노라마방사선장비의특성에따라회전중심은 ‘ㅅ’모양이거나 ‘ T ’모양을나타

낸다. 따라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중심선과 회전중심

결과로부터 평가 소프트웨어가 입사하는 X-선원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고, 장비의 이상에 따른 분석 결과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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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촬영영상 위의 중심선 (b) 볼 팬텀 도면 위의 짧은 중심선

(c) 볼 팬텀 도면 위의 긴 중심선 (d) 볼 팬텀 도면 위의 회전 중심 표현

그림 4.3: X 선원 입사특성 분석을 위한 중심선 및 회전중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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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결과 및 분석

5.1 Matlab 테스트 프로그램과 볼 인식률 비교 실험

서울대학교 영상치의학과에서 파노라마 볼 팬텀의 제작 초기에 파노라마방사

선장비 평가 기능의 구현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하였던 Matlab 프로그램과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볼 인식률 차이를 비교한다. Matlab 프

로그램과 제작된 평가 소프트웨어는 노이즈 감소를 위해 필터를 제거하는 과정은

유사하였지만, Matlab에 비하여 평가소프트웨어는 확실한 이진화 결과를 바탕으

로 하는 영역 기반 객체 검출을 통하여 볼 객체 검출과 인식률을 크게 높였다. 6

개의 테스트 영상에서 총 704개의 메탈 볼 중 인식된 볼의 개수를 비교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Matlab과 평가 소프트웨어의 볼 객체 인식률 비교

비슷한수의볼객체가인식되는경우도있지만,촬영영상의밝기가불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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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볼 객체가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이즈가 심한 경우에는 Matlab

프로그램의 경우 볼 인식률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포함하여 성능이 좋지

않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Matlab이 사용했던 이미지 처리 도구함(Image

Processing Toolbox)의 타원 검출 방식이 기본적으로 경계 기반 검출 방식인 허프

변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영상의 노이즈나 불균일한 밝기와 같은 영상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영역 분할 후 오츠 알고리즘에 의한 이진화 과정을 통하여 촬

영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식되는 정도를 높였기 때문에 Matlab

에 비하여 눈에 띄는 성능향상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2 볼 객체의 변형률과 해상도를 통한 상층 영역 비교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해상도 평가 기능을 설명하면서 변조

전달함수(MTF)의 MTF10 값이 높은 볼 객체는 파노라마방사선 장비의 초점이

맞는 상층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바가 있다. 그림 5.2에서는 기존

의Matlab프로그램에서와같이볼객체의너비와높이를통해파악한상층영역과

변조전달함수(MTF) 수치를 이용해 파악한 상층영역을 비교하였다.

(a) 볼 객체의 변형률을 통한 상층영역 (b) 변조전달함수를 통한 상층영역

그림 5.2: 볼 객체 변형률과 변조전달함수(MTF)를 통한 상층영역비교

그림 5.2의 (b)에서 표시된 영역은 MTF10의 수치가 1.3 lp/mm 이상인 볼 객

체들을 표시한 것으로서 비교에 사용된 테스트 영역에서 가장 높은 MTF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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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볼을 보인 것이다. 두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일반적으로 MTF

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상도 차트에 비하여 볼 객체의 해상도 결정 구간의

길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 MTF를 구하기 위한 직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픽셀값의 변화가 연속적인 변화에 가깝게 관찰되지 못하고, 조그만 길이의 차이나

볼 내부와 배경의 대비도 차이가 MTF 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5.2 (b)에서는 배경과의 픽셀값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해보이고 볼

객체의 크기가 작은 영역에 MTF10 수치가 높은 볼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상도와 관련된 값을 이용하여 상층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촬영영상에서 타원 형태로 나타나지 않

는볼객체들로인하여볼의변형률을이용하는방법이일관된결과를내놓지않는

경우가종종있었기때문이다.이에따라평가소프트웨어는직선을따라픽셀값의

변화율을 구하는 선확산함수(LSF)가 변조전달함수와 관련 깊은 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a) 픽셀값 변화율을 통한 상층영역 (b) 볼 변형률 구간과의 상층영역 비교

그림 5.3: 볼 객체 변형률과 픽셀값 변화율을 통한 상층영역비교

파노라마 볼 객체의 경계에서 픽셀값의 변화값이 큰 경우는 볼 객체의 경계

가 확산이 적게 이뤄지는 초점 영역이라고 추정하고 픽셀값의 변화율을 평균하여

가장 높은 볼들이 존재하는 구간을 상층영역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5.3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의 상층영역 판단이고, 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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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직접이용하는방식에비해변형률을통한상층영역판단과유사한구간을갖

는다.평가소프트웨어는두가지방식을모두시각화하여사용자가갖는상층영역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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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파노라마방사선 장비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라이선스 없는 범용

환경에서도 파노라마 팬텀에 의한 상층 영역 판단, 해상도 제공, 중심선 및 회전

중심 파악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파노라마 볼 팬텀의 볼 객체 인식을 위하여 수행

한 영역 분할에 따른 이진화는 기존의 Matlab 테스트 프로그램에 비하여 볼 객체

인식률을 크게 높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영역기반 볼 객체 인식은 손쉽게 볼

영역의정보를다른객체와구분되게획득할수있었지만볼객체가중첩되어나타

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볼 팬텀의 촬영영상과 팬텀 도면과의 인덱스

매칭은 기타 분석에 필수적인 선행 요건으로서 촬영영상 우측 상단 점을 기준으로

하는 구현 원리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간부에 볼의

인식이 생략되거나 우측 상단 점이 분석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영역 중첩과 인덱스 매칭의 문제는 딥러닝을 통한

연구 제안으로 해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해상도 제시를 위한 변조전달함수(MTF)는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지만, 볼 객

체의 경계를 통해 MTF를 구하는 것은 때때로 경계의 길이가 너무 짧은 문제로

인해오차율이크게나타났다. MTF대신픽셀값변화율의평균으로서상층영역을

특정한 결과는 기존의 볼 변형률을 통한 상층영역 판단을 수행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상도와 관련있는 값을 통해 상층영역을 나타낸

다는것이타당하다는것을보였지만,오차를줄이고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팬텀

촬영영상에 맞는 MTF 구현 기법을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성도 함께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촬영영상의 수직 입사선을 볼 팬텀

도면으로 대응시켜 중심선을 구하고, 인접한 중심선의 교차점을 통하여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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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장비의 회전중심을 보이는 것은 기대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영상 평가와 기기의 특성 분석이 자동화되며 재현성 높은 결과를 손

쉽게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파노라마방사선장비 평가 소프트웨어는 영상 판독자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딥러닝 적용과 같은 새로운 연구 기법을

앞으로 통합시켜 적용함으로써 영상치의학분야에 자동화되고 새로운 영상처리기

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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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medical imaging and diagnostics, there are increasing attempts

to automate image analysis and evaluation.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anoramic radiography equipment,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Ra-

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developed the Panorama

Phantom.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evaluation software that an-

alyzes the captured images of the ball phantom and inform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noramic equipment. The use of the software will enhance the reliability

of analysis results.

The evaluation software can determine the upper layer from the ball phan-

tom image, provide spatial resolution, detect central ray and rotational center.

It settled the limitation of execution environment and raised the overall per-

formance baseline. We propose an image processing method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images. We also describe the resolution acquisition

algorithm through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and consider the

new upper-area decision method. When the incident angle of incoming X-ray is

detected through the central ray analysis, abnormal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can be identified in advance. Furthermore, through deep learning research, new

image processing techniques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dental image research.

Keywords: Panoramic Radiograph, Ball Type Phantom, Medical Image Pro-

cessing, OpenCV, DNN

Student Number: 2018-2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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