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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장질환을 방하기 하여 정기 인 검진을 통한 심장 운동기능 분석과 찰이 요하며, 심장 기능의 

분석은 좌심실의 수동윤곽분할을 통하여 류량과 심박구출률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심장 

단축 자기공명 상에서 좌심실을 자동분할하기 한 연구에 하여 설명한다. 측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심장기능 분석을 자동화하기 한 자동 기 을 추출한 후에, 그래  탐색을 통하여 복잡한 심장 구조와 

다양한 촬 환경에 용할 수 있는 좌심실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동 기  추

출 알고리즘의 성능은 86.8%로 나타났고, 진행 인 그래  탐색 알고리즘도 유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 서론

  최근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장 질환  그

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  지 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로 나타났다. 한 보험회사의 심장질환 련 손해율은 5

년 사이 3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심장 질환을 방하는 데는 정기 인 검진을 통해 심장 

기능을 분석하고 찰하는 것이 요하다. 심장 기능의 분

석은 이완기와 수축기 사이의 류량  심박 구출률의 

계산을 통한 심장 운동능력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장 

기능 분석에 사용되는 이완기와 수축기 상은 자기공명 

상, 컴퓨터 단층촬 , 음  상, X선 상 등의 기술

을 통해 얻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심장 단축 자기공명 상에서 심실의 분

할을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사용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측자와 측 회차에 

따른 오차를 이고자 한다. 이를 하여 그래  탐색에 

기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 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

과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하여 요약하겠다. 

2. 련연구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좌심실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는 형 인 상 분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1], 그래  

기반 분할 방법[2], 동  윤곽 모델을 이용한 방법[3], 

벨셋 기반 알고리즘[4] 등이 있다. 

  형 인 상 분할 기술을 이용하는 역확장 기법 알

고리즘이나 임계치 결정에 의한 이진화 알고리즘 등은 섬

유 지주근육이나 유두형 근육 등을 별하는데 유용하지

만,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직 과 경험에 의존하여 기 와 

정  상에서의 좌심실 분할 성능이 좋지 못하다.

  그래  기반 분할 알고리즘은 반 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심장 외부구조에 의한 간섭을 받기 쉽고 복잡

한 섬유지주근이나 유두형 근육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동  윤곽 모델이나 벨셋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비

가 낮은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기 윤곽선 설

정에 따라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가 난다.

3. 그래  탐색 기반 심실 자동 분할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들의 

장 을 취합하여 그래  탐색 기반 자동 심실 분할을 목

표로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처리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고, (1) 자동 기  추출, (2) 상 왜곡 보정, (3) 

그래  탐색 기반 심실 분할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자동 기  추출

  자동 기  추출 과정에서는 수축기와 이완기의 상 

차이를 이용하여 기 을 추출하고, 기  의 과정

을 통하여 검출된 기 을 신뢰성을 향상하 다.

3.1.1 기  자동 추출 알고리즘

  기  자동 추출 알고리즘은 좌심실 역의 원형성과 

동일 상에 속하는 이완기-수축기 간의 심장 역 상

의 차이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먼 , 이완기 상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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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 상의 동일 상의 이미지 별한 후, 동일 상에

서의 이완기-수축기 차 상과 차 상의 상을 이용

해 좌심실 내부의 임의 좌표 검출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림 1) 그래  탐색 기반 심실 분할

Step.1 이완기와 수축기 상의 동일 상 이미지 별

  심장 자기공명 상에서 동일 상에서 촬 된 이완기와 

수축기 상은 심장 주변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이완기와 수축기 간의 상 동일성 여부를 

별하기 해 심장 이외의 주변구조 유사성을 이용한다.

  N개의 이완기 상과 M개의 수축기 상에 한 유사

도를 구하여 n×m 행렬을 생성한다. 다음 식을 사용해 유

사도 행렬을 구한다.

  











max
 

   수식에 의해 생성되는 행렬은 <표 1>과 같이 유사

도가 높은 이미지 들이 각선을 따라 연속 으로 나타

난다. 이 각선을 이루는 이미지 을 동일 상에서 촬

된 이미지로 결정한다.

<표 1> 유사도 행렬의 

EX35941
69.48  64.27  59.48  56.51  54.76  52.82  51.53  49.61
82.55  70.64  64.25  59.92  57.08  54.58  53.15  50.98
70.44  82.55  69.84  63.62  59.52  55.69  54.07  51.72
64.40  69.97  83.19  70.27  64.07  58.59  56.20  53.59
60.17  63.62  70.47  84.53  71.42  63.43  59.72  56.08
57.91  60.05  64.79  71.66  83.54  68.91  63.20  58.16
55.31  56.40  59.28  64.22  69.72  83.97  70.48  61.92
53.51  54.50  56.59  60.31  63.98  71.19  84.56  66.79
51.26  52.12  53.92  56.55  58.48  62.31  67.21  84.78

Step.2 차 상 을 통한 내부 좌표 검출

  Step.1에서 구한 이완기-수축기 간의 차 상을 구하고 

상을 하여 심장 역에 포함되는 을 추출한다(그

림 2 참조). 기 을 추출하는 방법은 상에서 에지 

정보를 추출하고, 검출된 에지에서 원 형상에 가장 근 한 

형태를 검출하여 그 심 을 기 으로 사용한다.

  <표 2>를 참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좌표들은 

좌심실의 원형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확장 

알고리즘의 기 으로 사용가능한 역에 치한다.

<표 2> 10개 데이터셋에 한 자동 기  추출 결과 

Data set Coordinate Hit Data set Coordinate Hit 

39541 142 : 131 ○ 39529 109 : 132 ×

36192 129 : 134 ○ 41448 134 : 119 ○

36398 132 : 131 ○ 37669 129 : 121 ○

36884 140 : 127 ○ 39453 137 : 118 ○

37470 122 : 131 ○ 41530 128 : 127 ○

(그림 2) 이완기  수축기 과 차 상 

3.1.2 자동 기   알고리즘

  3.1.1 에서 제안한 자동 기  추출 알고리즘은 부

분의 경우 좌심실 내부의 역의 좌표를 추출해 내지만, 

략 인 좌표만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에 비해 

역의 크기가 작아지는 기 나 정 에 가까운 상의 좌

심실 역에 해서는 추출된 좌표를 그 로 사용하기 힘

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알고리즘에 Noel et 

al.[5]의 기   방식을 변형 용하여 알고리즘의 신

뢰성을 제고했다.

  Noel et al.의 기   방식에서는 이  상에서 

구분된 좌심실 역의 무게 심  치를 심으로 11x11 

도우를 설정한다. 이  상의 무게 심 과의 거리와 

이  상의 좌심실 역의 밝기값 평균과의 차이를 이용

하여 각 픽셀의 에 지값을 계산하고, 최소 에 지 값을 

가진 좌표를 다음 상의 기 으로 사용한다. 알고리즘

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1 분할 기 을 이용하여 기 좌심실 역 획득

  최 로 입력된 기 을 이용해 역확장 기법을 이용

하여 기 좌심실 역을 추출한다. 4방향으로 근  픽셀

을 탐색해 나가면서 근 한 픽셀로 이동할 때 밝기값 하

락율이 3% 이하일 경우 동일한 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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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극좌표 상에서의 밝기값 변화량 데이터 

Step.2 코일 치에 따른 상 왜곡 보정

  Step.1에서 구한 기 좌심실 역을 이용해 코일 치

에 따른 상 왜곡을 보정한다. 상 왜곡에는 Lee et 

al.[6]의 코일 치에 따른 왜곡 보상 방법을 이용하며, 왜

곡 보상 알고리즘에 해서는 다음 3.2 에서 설명한다.

Step.3 보정 상에서 2차 좌심실 역 획득

  Step.2에서 왜곡을 보정한 이미지에 해 Step.1의 과정

을 통해 2차 좌심실 역을 획득한다. 역확장 알고리즘

의 확장 방향과 밝기값 하락률은 Step.1과 동일하다.

Step.4 2차 좌심실 역을 이용해 역확장 기  

  Noel et al.의 기   알고리즘을 이용해 다음 

상의 역확장 기 을 설정한다. 이  상의 좌심실 

역 무게 심 으로부터 11x11크기의 도우를 설정하고, 

도우 내의 픽셀들의 밝기와 이  상의 밝기값 평균(μ

Prev)과 표 편차(σPrev), 무게 심 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식에 따라 각 픽셀의 에 지 E(p)을 계산하고, 최소

값을 갖는 픽셀을 다음 상의 기 으로 설정한다. 

  Noel et al.에서 제안한 기   방식을 용할 경

우 최  상에 한 기 을 사용자가 직  입력해 주

어야 한다. 하지만 3.1.1 의 자동 기  추출 알고리즘에

서 획득한 좌심실 역 내부의 좌표를 사용하면 이러한 

측자 간섭을 여 오입력에 의한 오류를 일 수 있다.

3.2 상 왜곡 보정

  자기공명 상은 촬 시에 코일 치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 등에 의한 신호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왜곡은 알고

리즘의 좌심실 역 분할 결과에 향을 미친다. 

  Lee et al.에서는 이  단계에서 추측한 좌심실 역 데

이터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을 통한 3차원 평면 F(X,Y)을 

추정하고, 좌심실 역의 무게 심 에 해 정규화 

F'(X,Y) = F(X,Y)/F(Cx,Cy)를 수행한다. 그리고 원 상 

IMG1에 해 다음과 같이 의해 코일에 의한 왜곡 특성을 

보정한 상을 취득한다.

  ′ 
  본 논문에서도 상 왜곡 보정은 Lee et al. 의 왜곡 보

정 방식을 사용한다. 왜곡보정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 원영상       (b) 보정영상

(그림 3) 왜곡 보정에 의한 밝기값 로 일 변화 

3.3 그래  탐색 기반 심실 분할

3.3.1 기  좌심실 정보 획득

  의 자동 기  추출  기   알고리즘과 

역확장 기법을 이용해 좌심실 역의 략 인 정보를 획

득한다. 이 단계에서 획득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자기공명 상에서의 좌심실의 치와 무게 심

 좌심실의 략 인 형상과 반지름

 밝기값 평균과 표 편차 등의 통계량

  획득한 정보는 코일 치에 따른 왜곡 보정, 좌심실 

역의 극좌표 매핑, 그래  기반 알고리즘 수행, 극좌표 

상 기반 알고리즘 수행 등에 이용된다.

3.3.2 기  좌심실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좌심실 치를 이용해 Region of Interest 역을 설정

하고, 무게 심 을 원 으로 극좌표 상을 생성한다. 정

한 좌심실 역 구분에 사용되는 상은 이 단계에서 

생성하는 극좌표 상이다. 이 단계에서의 좌심실 역의 

분할은 그래  기반 동  로그래 을 이용한 최소비용 

경로탐색 방식을 통해 수행된다.

3.3.3 그래  탐색 기반 좌심실 분할

  의 역 확장 기법을 통해 구한 심실 내부 역을 기

반으로 생성한 극좌표 상에서 수평방향 밝기 변화량을 

이용해 심실 내벽을 검출했다. 좌심실 내부에서 심근 역

으로 이동할 때 밝기값이 격히 하락하는 특징을 이용해 

최소 비용을 갖는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심실 내벽을 

분할하 다. 분할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1 극좌표 상에서 후 픽셀 밝기값 변화량 계산

  극좌표 상에서 후 픽셀의 밝기값 변화량 데이터(경

사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변화량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생성하 다.

 

  (그림 4)는 상기 방법에 의한 경사도 이미지로, 밝기가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밝은 픽셀에서 어두운 픽셀로 변

하는 부분이다.

Step.2 변화량 데이터에서 세로방향으로 최소 비용 경

로 탐색

  Step.1에서 생성된 경사도 이미지에 동  탐색 기법을 

사용하여 최소 비용 경로를 찾는다. 경사도 이미지의 각 

픽셀을 단  노드로, 각 노드의 명암도 값을 노드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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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다. 그리고 픽셀간의 거리는 각각의 노드를 잇는 

단  경로의 비용으로 정의한다.

  상의 최상단과 최하단을 잇는 최소비용 경로를 구하

기 해 경사도 이미지를 이용하여 아래 수식으로 모델링

되는 경로 비용 행렬 Pmap(x,y)을 구한다.

min



 ×








   

  Pmap(x,y)는 각 노드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최소 비용

을 나타내는 행렬이고, IMGdiff는 1에서 생성된 경사도 이

미지의 픽셀의 밝기값이다. w는 바로  픽셀에 한 가

치를 주기 해 사용했고, 각선과 수직의 비율에 따라 

1/√2로 결정하 다. 경로 비용 행렬의 최하단에서 최소값

을 갖는 좌표로부터 그 좌표까지 도달하기 해 방문한 

노드들을 역탐색하여 좌심실 내벽을 분할한다.

4. 실험 결과  향후 연구 방향

4.1 자동 기  추출 알고리즘 성능 평가

  38개의 데이터 셋에 해 자동 기  알고리즘을 용

한 결과 33개(86.8%)의 데이터 셋에 해 좌심실 내부에 

치하여 역 확장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는 기 이 

추출되었다. 자동 기  추출 알고리즘은 좌심실의 원형

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원형성이 떨어지는 좌심실에 

한 추정 결과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부분의 정상 으로 원형의 심장 자기공명 상

에 해서는 유효한 좌표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자동 

기  추출 알고리즘에서 획득한 좌표를 Noel et al.의 

기   방식에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수동으로 a좌표

를 입력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2 그래  탐색을 통한 좌심실 분할 성능 평가

  (그림 5)은 극좌표 상을 생성한 후에 그래  탐색 방

법을 통하여 좌심실 분할을 수행한 결과 상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좌심실을 분할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재까지 연구된 알고리즘

의 결과는 최소비용 경로탐색에 의한 심실내벽 추출 과정

에 의존 이다. 최소비용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체로 섬

유지주근이나 유두형 근육이 거의 찰되지 않는 기

상의 분할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 기 상을 분할할 때 

역확장 기법이나 임계치 결정법을 통한 좌심실 분할시 

좌심실의 역을 한정해 주는 방안으로 의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4.3 향후 연구 방향

  그래  탐색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심실 내벽 분할의 정

확도를 향상하고, 좌심실 분할 알고리즘에 한 다양한 

근방법을 고려하여 복잡한 심장구조를 반 하기 힘든 그

(그림 5) 최소비용 경로탐색 알고리즘 결과 상

래  탐색 알고리즘의 단 을 보완한다. 분할된 좌심실 

역을 부분 복셀소를 고려하여 심장 내 과 류량을 구해 

심장 운동능력 분석 알고리즘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 

한 추출된 내벽 정보를 이용하여 심근 역을 식별하고 

용하여 좌심실 역의 분할 정 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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