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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포단위에서 혈관 생성과정 관찰 시 사용되는 광학현미경 영상은 광원의 특성으로 인해 부분

적으로 영상이 밝거나 혹은 어둡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혈관 영상에서의 혈관 분석을 어렵게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신 혈관 생성 영상에서 명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혈관 추출 및 정량화 
기법을 제안한다. 불균형 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문턱치화 방법을 사용하고, 잡음 및 혈
관 내 틈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학적 연산 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 명도가 어두운 지역에서 
배경 잡음이 없고, 영역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혈관을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혈관 영
역에서 골격화와 혈관 세그먼트에 기반하여 두께, 길이, 넓이를 정량화함으로써 혈관 분석 시 현미

경에 탑재되어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타 모르프보다 정확한 정량화 결과를 얻었다.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도약 연구지원 사업과 지식경제부와 한국 산업 기술 진흥원의 전략 기술인

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1. 서론 
신 혈관생성(angiogenesis)으로 알려진 혈관의 

성장 과정의 불균형은 면역체계에 이상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신 혈관생성이 종양의 성장과 억제에 대한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면서[2] 영상 분석 기술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신 혈관영상 획득 시, 광원의 특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영상이 밝거나 혹은 어둡게 
나타나는 명도 불균형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추후 전경 영역과 배경 영역의 분리를 위해 

사용되는 문턱치화(thresholding) 적용 시 잡음과 

혈관 내 틈새 현상을 생겨 혈관의 정확한 정량 

분석을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의 혈관 추출에 관한 

연구는 추출에 있어서 명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2,3].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대한 명도 

불균형 현상을 지닌 신 혈관생성 영상에서의 혈관 

추출 및 정량화 방법을 제시한다. 

 

2. 혈관 영역 추출 
2.1 명도 불균형 해결을 위한 지역적 문턱치화 

영상의 배경 영역과 전경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문턱치화 방법으로는 전역적인 방법과 지역적인 
방법이 있으나, 명도 불균형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소 또는 영역에 따라 다른 임계값을 

설정하는 지역적 문턱치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방법 중 선명도가 떨어지는 

영상에서 다른 지역적 방법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Sauvola 방법을 사용한다. Sauvola 의 방법은 

화소 x 에 대한 임계치값 T(x)를 중심으로 하는 크기 

w*w 인 윈도우 내의 이웃 화소들의 명도 분포로부터 

식 1 에 의해 결정한다. 이 식에서 m(x)와 s(x)는 

각각 윈도우 내 화소들의 명도 평균 및 표준편차, 

R 은 s(x)의 범위이다. k 는 사용자 지정 상수로써 

입력 영상이 초점이 흐릴수록 작은 값으로 지정하고, 

거친 영상 즉, 잡음이 많을수록 큰 값으로 지정해야 

잡음을 줄일 수 있다[4]. 

( )( ) ( ) 1 1s xT x m x k
R

⎡ ⎤⎛ ⎞= + −⎜ ⎟⎢ ⎥⎝ ⎠⎣ ⎦
     식 1 

 
2.2 형태학적 연산에 기반한 혈관 추출 

Sauvola 문턱치화 결과, 혈관 영역은 추출하였으나 

배경 영역의 잡음과 혈관 내 틈새를 가지고 있다. 잡

음과 혈관 내 틈새는 추후 혈관 골격화 과정에서 잔

가지 및 루프로 나타나 잘못된 정량화 결과를 초래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형

태학적 연산을 사용한다. 첫 째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개체를 구별하는 연결 영역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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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component labeling) 방법을 수행한 후 

개체 크기에 기반하여 현재 개체가 혈관 영역인지 제

거해야 할 잡음인지 결정한다. 두 번째로 혈관 내 틈

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영상 팽창(dilation)과 영상 침

식(erosion) 기법을 사용한다. 
 

3. 혈관 정량화 
혈관 생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추출한 혈관 영역 

영상에서 혈관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얻어야 한다. 
혈관 구조를 해석하여 정량화 하기 위해서 선의 구조 
해석에 불가결한 처리로 인식되고 있는 골격화 
과정을 거친다[5].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선화 기법을 사용하여 골격화 하였다. 
또한 혈관 특성을 정량적으로 추출하는데 필요한 
지표로서 분기점의 수, 길이, 반지름 그리고 넓이를 
정의하였다. 혈관 분석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타 

모르프에서는 혈관의 최대 두께를 초과하는 접합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점과 구별하여 노드로 정의하며, 

세그먼트 영역과 노드 영역을 구별하여 별도로 

넓이를 구한다[6]. 그림 3 의 (b)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노드 영역을 볼 수 있으며, 세그먼트의 

일부분이 노드에 속함으로써 세그먼트의 넓이 또는 

길이가 축소 측정될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혈관의 정량적 특성들은 혈관 
세그먼트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골격화 
영상에서 분기점을 구하고, 분기점을 기반으로 
세그먼트로 구분한다. 혈관 분기점은 골격화 
영상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가지가 만나는 
지점으로 정의되며, 혈관 길이는 혈관 골격 영상에서 
세그먼트의 한 쪽 끝에서 다른 한 쪽까지 이르는 
거리로 정의된다. 혈관 반지름은 혈관 세그먼트의 
길이가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혈관 골격의 기울기에 
수직 방향으로 혈관벽까지의 거리이다.  

 
(a)               (b) 

(그림 3) 혈관 세그먼트 정의 비교: (a)분기점에 기반 
(b)분기점과 노드에 기반 

 
4. 실험 결과 
그림 4 의 (a), (b), (c)에서 지역적 방법과 전역적 방법

의 차이를 볼 수 있다. (b)와 같이 전역적 방법으로는 
추출 불가능했던 명도 불균형한 지역에서의 혈관 영
역이 (c)에서는 추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학적 
연산 과정 후 잡음과 틈새가 제거된 혈관 추출 결과

를 그림 5 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b)는 (a)의 골격

화 영상이며, (c)는 형태학적 연산을 수행하지 않은 그
림 4 의 (c)에 대한 골격화 영상이다. 그림 5 의 (b)에
비해 (c)는 요철과 잔가지로 인해 원본 영상의 형태 
구조를 표현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형태학적 연산 
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전문가에 의해 수동으로 측정된 결과와 

제안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의 평균값들을 비교하였

으며, 각 값들의 오차는 1 ㎛ 미만이었다. 

 
(a)              (b)              (c)  

(그림 4) 필터링 결과: (a)원본영상 (b)Otsu 문턱치화 

(c) Sauvola 문턱치화  
 

 
 (a)               (b)             (c)  

(그림 5) 형태학적 연산결과: (a)형태학적 연산처리 결과 

(b) 형태학적 연산처리 후 골격화 

(c) 형태학적 처리 없이 골격화 
 

<표 1> 혈관 영상의 정량화 결과 

 전문가의 

측정 

제안한 

방법 
오차

분기점(수) 4 4 0 
혈관 길이 평균값(㎛) 3.91 3.82 0.09 
혈관 반지름 평균값(㎛) 0.78 0.61 0.17 
혈관 넓이 평균값(㎛ 2) 4.80 5.50 -0.70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한 명도로 인한 혈관 추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문턱치화 방법을 
적용하였고, 잡음 제거와 혈관 내 틈 제거 과정을 
통해 선명한 혈관 추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혈관 세그먼트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분기점을 
기반으로 혈관을 분할함으로써 기존 소프트웨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보다 
정확한 혈관 정량화를 위하여 윤곽선의 작은 요철로 
인한 잔가지 생성으로 분기점의 개수가 실제 수 보다 
더 많이 측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격화 
방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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