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649

가  치값을 응용한 섬모 진동 

주 수 측정에 한 연구

김 회*, 홍 택*, 최태 *

*아주 학교 자공학과

e-mail: woody@naver.com

A Study on Measuring Ciliary Beat 

Frequency Using the Weighted Average

Young-Hoe Kim*, Young-Taek Hong*, Tae-Young Choi*

*School of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jou University

요       약

 폐나, 기 지 등의 호흡기, 기타 장기에는 매우 미세한 크기의 털 형태의 섬모라고 하는 부속기 을 

가지고 있다. 액을 이동시키고 기타 물질들을 배출할 때 유용한 역할을 하는 이 섬모들은 동기화된 

패턴으로 진동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각의 종이 가진 특성뿐만 아니라, 같은 종의 재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 다. 시약 투여 시 혹은 환경 변화에 따른 생체 반응 등과 같이 다양한 특

성  반응 연구에 이러한 섬모의 진동 주 수 (Ciliary Beat Frequency, CBF)를 이용하고 있다. 섬모

의 진동 주 수 측정에 해 몇몇 연구가 있어왔으나, 규격화되거나 표 인 방법은 아직까지 없으

며, 각각의 방법마다 잡음에 약하든지, 빠르게 움직이는 섬모의 주 수 측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비

용 시스템 필요 등의 단 들이 있다. 최근 들어 상 기술의 발달로 상을 이용한 CBF 측정 방법들

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D 카메라로 촬 한 상을 이용해서 섬모의 상에서 가  평균

을 응용한 치 값으로 섬모의 움직임을 추출, FFT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며 좀 더 다양한 

상에 용시킬 수 있는 CBF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섬모 진동 주 수(Ciliary Beat Frequency, CBF)

는 다양한 연구에 쓰이고 있다. 질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환경 변화  약 투여 시 생체 반응, 종간

의 차이 등을 측정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CBF

를 객 이고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기에 시도되었던 방법은 섬

모가 있는 조직에서 일정한 형태의 섬모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빛과 반사되는 빛들을 감 성 기계를 통해 

기 인 신호로 바꾸어, 이 신호들은 오실로스코

를 통해 모니터링 하 다[3].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

어진 결과는 섬모의 진동에 따라 빛의 발생이 일정

치 않기에 정 도가 많이 떨어졌으며, 문제  개선

을 해 이 를 이용한 방법, 빛의 양을 조 하는 

조리개 사용 등으로 측정 감도를 높 다[1][2]. 

 최근에는 CCD 카메라  PC 성능의 개선, 상처

리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상처리를 통한 섬모의 진

동 주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섬모의 상을 Grabbing Board를 사용하

여 CCD 카메라로부터 바로 PC로 입력하여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빠르고 값싼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

졌다. CCD 카메라를 이용해 섬모를 에서 은 

상을 가지고 각 블록 내에서 첫 임과 각 임

과의 각 픽셀의 그 이 벨 값 차를 구하여 모든 

차 값의 평균을 통해 CBF를 구하는 방법이 제안되

었다[3]. 하지만, 이 방법도 단순히 블록 내의 밝기 

값을 통해 융털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이기에 잡음

이 발생하거나 섬모의 빠른 움직임 처리에는 많은 

오차가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주  잡음에 한 민

감성을 극복하고 상황 변화에 해 강인한 알고리즘 

구 을 해 섬모의 윗면 상 신, 섬모의 측면의 

상을 사용했다. 섬모의 가  치 값을 이용하여 

CBF를 측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 구  방법에 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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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3장에서는 실험 결과  분석, 4장에서는 

본 방법의 효용성과 future work에 해 논의한다.

2. 섬모 진동 주 수 측정 알고리즘 구

실험 섬모의 상은 788x238 pixel 크기의 58∼80 

frame color 상으로 정확한 섬모의 움직임 분석을 

해 에서 섬모를 촬 한 상을 사용하 다. 알

고리즘 용을 해 color 상을 gray-level 상으

로 바꾸어야 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R, G, B 

값을 모두 이용하여 gray-level 상으로 바꾸는 방

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경색에 따라 가변 으로 R, 

G, B 값  하나를 gray 값으로 선택했다. 배경에 

포함된 RGB값  분포가 큰 RGB 값을 gray 값으

로 선택함으로써 배경 gray 값과 융털 gray값의 차

이를 높 다. 실험 결과 R, G, B 값을 모두 이용, 

일반 으로 사용하는 계산식을 통해 gray-level 

상으로 변환하고 histogram equalization 등의 처

리를 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잡음에도 강하며, 융털 

부분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림 1은 원 상과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얻은 gray 상들을 보여 다.

(a) 섬모의 원 상

(b) 배경색에 따라 가변 으로 R,G,B 값  하나를 

gray-level 값으로 선택한 gray 상(Blue 값 선택)

 (c) RGB 값을 이용해 식으로 계산된 gray 상

그림 1. 원 상과 gray 상들 

섬모의 세 성에 있어서는 (c) 상이 더 나아 보이

지만, 배경과의 구분에 있어서는 (b) 상이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b) 상 결과는 pixel 값에 가 치

를 곱하는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 성능 향상에 도

움을 다.

 sample 상에서 배경 gray 값은 255, 혹은 255에 

근 하는 값이고, 섬모 부분은 200 후의 값을 나

타낸다(더 어두운 부분은 세포조직임).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섬모도 털의 형태이기 때문에 배경에

서 반투과되어 올라오는 빛으로 인해 섬모의 치에

서도 가끔 gray 값이 큰 경우(배경색과 비슷)가 발

생하며, 그에 따라 Hough 변환 등의 방법을 통한 

경계선을 검출이나, 이진화를 이용한 섬모의 치 

값을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상에서 하나의 지

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지 에서 수직선에 치하는 

픽셀들을 이용하여 섬모의 상하 움직임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높이마다 다른 가 치를 픽셀의 

gray 값에 곱해주어 합하는 방법을 통해 각 임

의 섬모의 치 값을 결정하 다. 진동하는 섬모의 

최  길이는 약 80 pixel 정도로 섬모의 간 지

을 선택하 을 경우, 섬모의 움직임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수직선 방향으로 약 60pixel 정도를 계산

하 다. 가 치는 선택된 수직선 방향 쪽 pixel에 

가장 큰 가 치를 주고 수직선상의 의 부분 pixel

에는 가 치를 거의 주지 않았다. 

각 임에서의 선택된 수직선상의 계산 값은

 




   

  

            은 각 픽셀의 gray-level 값

            은 각 픽셀의 가 치

이다. gray-level 값이 255에 가까운 배경색의 경우

0*이기 때문에, 가 치의 향을 받지 않으며, 

섬모가 존재 시에 치에 따라 가 치의 향을 받음

을 알 수 있다. 잡음이 발생하더라도 수직선상에 있는 

다른 pixel들의 값들에 따라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계산된 frame 별 가 치 값들에 FFT를 용하면 

구하고자 하는 섬모의 진동 주 수를 구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그림 2는 66frame 동 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여 

각 frame별로 높이 60pixel 크기의 수직선상 pixel들

을 잘라내어 붙인 그림과 가 치 값들을 계산하여 

66개의 임을 나타낸 그래 이다. 섬모의 높낮이

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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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동 주 수 14Hz의 그림과 가 치 계산 그래

(b) 진동 주 수 8Hz의 그림과 가 치 계산 그래

그림 2. 66frame동안 선택된 수직선상 gray-level pixel 

값들을 붙인 그림과 가 치 계산을 통해 수치화한 그래

각 frame에서 잡음이 존재하더라도 60개 pixel  

잡음을 제외한 나머지 pixel들이 수직선상 치에 

따라 가 치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잡음에 강인하고 

보다 정확한 알고리즘임을 보여 다. 60frame에서 

80frame의 동 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속 

의 섬모 진동 주 수에서 뿐만 아니라, 고속의 진동 

주 수에서도 비교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다. 그림 

3은 14Hz, 8Hz의 주 수를 가지는 역의 섬모 

상 부분에 가 치 알고리즘을 용 후 FFT를 용

하여 CBF를 구한 그래 들이다. 진동 주 수가 

 올라갈수록 한 주기 당 frame 간격이 좁아지면

서 진동 주 수가 낮을 때에 비해 오차가 생길 가능

성이 있음을 그림 3의 (a)에서 찰되어진다. 그림 3

의 (b)에서는 FFT 최댓값이 다른 값들에 비해 뚜렷

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지만, 14Hz의 (a)에서는 

FFT 계산 값 13, 14의 가 치 계산 값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주 수 값이 높아짐에 

따라 크지는 않지만,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 은 상의 frame 수를 

늘림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a) 그림 2.(a)에 FFT를 용한 그래

(b) 그림 2.(b)에 FFT를 용한 그래

그림 3. 진동 주 수 계산을 한 FFT 그래

sample 상으로 66frame/sec 동 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기 쉽도록 1 간의 frame, 즉 66frame의 

결과의 그래 를 보 으며, 더 많은 임의 결과 

값을 표본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주 수 측정의 정확

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4. 논의

실험한 컴퓨터의 사양은 Pentium 4 1.8G 512RAM

이고, MATLAB을 이용하 으며, 2장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이 섬모의 실험 상은 788x238 pixel 크기

의 58frame과 66frame, 80 frame 등의 상을 이용

하여 실험을 하 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섬모의 측면 상을 이용하

여 섬모의 진동 주 수를 측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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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 다. 이는 우선 사용자에 의해 한 지 이 

선택이 되면 그 지 으로부터 로 60pixel까지의 

수직선상의 gray-level 값들에 치에 따른 가 치

를 곱해서 합을 구한다. 그 값들을 각 frame의 치 

값들로 설정 후 FFT를 취함으로써 주 수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다른 방식보다 잡음에 강하

고 정확하게 CBF를 구할 수 있었으며, 처리 시간 

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른 알고리즘보다 

빠른 편이었다. 하지만, 높은 주 수를 가지는 CBF

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frame을 

가지는 상이 필요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한 상 내에서 

원하는 지 의 CBF만을 측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가 역을 선택하는 수동  모드 다. 섬모의 역

을 자동 으로 구분하여 한 번에 상 내의 최고 

CBF값과 최  CBF값을 구하고, 상의 크기  섬

모의 크기에 따라 자동 으로 조건을 조 하며, 섬

모의 수직 움직임과 수평 움직임을 모두 찰하여, 

2차원 인 움직임을 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고

안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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