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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모닉 초음파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에 비해 조직 간의 영상 대조도와 해상도를 향상 시키고, 
경계가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진단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이 포
함하고 있는 스펙클 잡음 (speckle noise)에 의한 화질 저하는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서도 여전히 문제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스펙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스펙클 제거 (despeckling) 방법들이 연구되
었으며, 대부분의 방법들이 영상의 시각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잡음개선 
정도와 영상의 정보 손실의 상반 관계 (trade off)를 갖는다. 한편 병변 분할은 이런 잡음 제거 방법
에 따라 다른 분할 성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병변 분할을 위해서는,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병변 분할 성능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병변 분할에 효과적인 스펙클 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방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서 다양한 스펙클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필터가 병변 분할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으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 병변 
분할에 효과적인 전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필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1. 서론 

초음파는 MRI 나 CT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의료 영상 진단 방법 중 하나
이다. 많은 초음파 기술 중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
는 하모닉 초음파 영상은 기존 초음파 방식에서 사용
하는 주파수의 두 배의 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잡음
을 줄임으로써 영상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하모닉 초음파 영상은 신호의 배가 잡음
(multiplicative)의 형태로 존재하는 스펙클 잡음의 영
향을 받는다. 스펙클 잡음은 초음파의 간섭으로 생성
되어 영상에서 밝거나 어두운 점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성 및 병변 분할 성능을 떨어뜨린
다. 특히 유방 초음파에서는 진단 과정에서 병변의 
형태나 질감을 고려하기 때문에 진단 효율성 및 정확
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펙클 잡음을 제거시키는 과정
이 필수적이다. 
스펙클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Lee Filter [1]는 1980년에 적응적 
필터를 통해서 스펙클 잡음을 제거하였고, 영상에 로
그 (logarithmic) 변환을 도입하여 스펙클 잡음의 배가 
잡음 성분을 가산 잡음 (additive noise)의 형태로 변환
한 후 스펙클 잡음을 제거하는 Homomorphic Wiener 
filter 방법 [2]이 연구되었다. Speckle Reducing 

Anisotropic Diffusion (SRAD) [3]는 영상의 평활화 
(smoothing) 과정을 확산 현상으로 간주하고 경계 
(edge)를 제외한 영역에서만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 스펙클 잡음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웨이블릿 도메
인에서 영상을 분해하고 임계치를 이용해 잡음을 제
거하는Wavelet Bayes Shrinkage (WBS) 방법 [4]과 특이
점 (outlier)을 제거함으로써 평활화를 시키는 Squeeze 
Box Filter (SBF) [5], 가우시안 잡음을 추가하여 SBF를 
수행하는 Noise Enhanced Squeeze Box Filter (NESBF) [6] 
등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화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스펙클 제거 방

법들이 영상 분할의 전처리 과정에 사용될 경우, 잡
음 제거의 장점과 영상의 정보 손실의 상반 관계에 
의해 스펙클 제거방법에 따라 병변 분할 결과가 달라
지게 된다. 따라서 영상의 병변 분할 측면에서 적합
한 스펙클 제거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영상 분할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방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서 기존 

스펙클 제거 방법이 유방 병변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스
펙클 제거 방법 (NESBF, SRAD, WBS)을 적용하고, 반 
자동 영상 분할 기반 레벨 셋 (Level Set)알고리즘을 
통해서 병변의 분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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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절에서 실험에 사용된 3종류의 스펙클 
잡음 제거 필터 (NESBF, SRAD, WBS)를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영상 분할 알고리즘인 레벨 셋 방법을 소개
한다. 그리고 4 절에서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유방 
병변 분할 성능의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마
지막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스펙클 잡음 제거 필터 

2.1 Noise Enhanced Squeeze Box Filter (NESBF) 

NESBF는 심장 내막 경계 분할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처리 필터로써 [6], 먼저 입력 영상에 가
우시안 잡음을 추가하고, 잡음이 추가된 영상에서 특
이점 (outlier)을 검출한다. 그리고 특이점의 밝기 값을 
평활화 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스펙
클 잡음을 제거한다  
먼저 입력 영상을 I, 반복 (iteration) 횟수를 k, k-1

번째 반복 영상을 1−kI , 영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를 (x,y)로 정의한다. 1−kI 에 작은 분산 값을 가지는 
가우시안 잡음 η를 더해준다. 이는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한다. 

,~
11 η+= −− kk II  (1) 

여기서, η은 가우시안 잡음을 나타내고, 1

~
−kI  은 가우

시안 잡음이 추가된 영상을 나타낸다. 
잡음이 추가된 영상에서 특이점을 검출하기 위해   

이웃하는 4 개의 픽셀의 밝기 값보다 크거나 작은 점
을 찾는다. 이 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고 여기서 O는 특이점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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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을 찾은 후, 이전 반복에서의 영상으로 그 
다음 반복에서의 영상을 구성한다. 이는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kk II  (3) 

k 번째 반복 영상에서 집합 O 에 속하는 특이점의 
밝기 값은 특이점을 중심으로 NM ×  크기의 윈도우
의 평균 값을 통해서 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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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과 N은 각각 x, y방향으로의 윈도우 크기를 
나타내고, 0== nm 인 경우는 제외한다. 

NESBF 는 이처럼 특이점에서의 밝기 값을 주변 픽
셀의 평균 밝기 값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적 분산 값 (local variance value)를 
감소시켜 큰 폭의 평활화 효과를 얻는다. 

 
2.2 Speckle Reducing Anisotropic Diffusion (SRAD) 

SRAD 는 영상의 평활화를 확산 과정으로 모델링하
는 확산 필터를 적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계를 검
출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만 영상을 평활화한다 [3].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tyxIqcdiv
t
I

∇=
∂
∂  (5) 

여기서, div()는 이미지 밝기 값의 발산 (divergence) 
함수를 나타내고, c(q)는 확산 계수 (diffusion 
coefficient)를 의미한다. 그리고 t 는 확산 시간을 의미
하고, ∇ 은 t 에 따른 영상의 밝기 값의 기울기 
(gradient)를 나타낸다. 
수식 (5)에 대한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은 각각 다

음과 같다. 
),,()0;,( 0 yxIyxI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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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영상의 좌표 공간, Ω∈),( yx 을 나타내
고, Ω∂ 은Ω의 경계 지점을 의미한다. n은 Ω∂ 의 외
향 법선 벡터 (outer normal vector)이다. 수식 (5)에서 
확산 계수 )(qc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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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yxq 는 instantaneous coefficient of variation 
(ICOV)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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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식 (8)에서
 

)(0 tq 는 scale factor of speckle 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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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z 와 )](var[ tz 는 각각 동질한 영역의 평균 
밝기 값과 분산을 나타낸다. )();,( 0 tqtyxq ≈ 인 경우, 
확산 계수 )(qc 가 1 이 되어 확산이 일어난다. 반대로 

);,( tyxq )(0 tq>> 인 경우는 확산 계수가 작은 값을 가
지게 되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식 
(9)에서 IIII //|| 2∇>>∇ 를 만족하는 (x,y)는 경계점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계점에서 ICOV 의 값이 q0(t)
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는 평활화를 수
행하지 않음으로써 경계를 보존한다. 
 
2.3 Wavelet Bayes Shrinkage (WBS) 

웨이블릿 수축 (Wavelet shrinkage) 방법은 웨이블릿 
도메인에서의 계수들을 임계화 기법 (thresholding)으로 
원치 않는 주파수 성분들을 제거하여 영상의 세부 
(detail)정보를 보존하면서 스펙클 잡음을 제거시키는 
방법이다 [4]. 더욱이 WBS 의 경우 웨이블릿 세부성
분 (수평, 수직, 대각선)을 위한 임계 치를 각각의 서
브 밴드 별로 적응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1 은 WBS 를 
이용한 스펙클 제거 방법의 전체 흐름도를 도식화 한 
것이다. 

WBS 는 먼저 입력 영상에 로그 변환을 수행한 후
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 (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취하여 입력 영상을 근사 성분 (approximation)과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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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부 성분 (수평, 수직, 대각선)으로 분해한다. 이 
중 세부 성분에 대해 베이시안 과정 (Bayesian 
Processing)을 수행한다. 베이시안 과정은 베이시안 리
스크 법칙 (Bayesian risk rule)를 바탕으로 웨이블릿 서
브 밴드에 적합한 임계치를 구하고 그 값을 이용해 
불필요한 요소들을 수축하는 과정이다. 이때, 최적의 
임계치를 위해서 세부 성분 중 대각선 성분으로부터 
잡음의 분산을 구하고 웨이블릿의 각 레벨 서브 밴드
의 크기에 비례하는 스케일 파라미터와 서브 밴드의
분산 값들을 이용한다 [4]. 또한 임계화 과정에서 에
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소프트 임계화(soft 
thresholding) 방법을 수행한다 [7]. 베이시안 과정에서 
임계치 기준을 만족하는 웨이블릿 계수들은 DWT 의 
역 변환 (Inverse Discrete Wavelet Transform)과 지수 
(exponential)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최
종적으로 스펙클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획득하게 된
다. 

 
(그림 1) Wavelet Bayes Shrinkage 

3. 영상 분할 알고리즘 

본 논문은 레벨 셋 방법을 통해서 유방 하모닉 초
음파 영상에서의 병변을 분할한다. 레벨 셋 알고리즘
은 기하학적인 능동 윤곽 (active contour)방법으로, 특
히 하나의 형태를 두 개로 분리하는 경우 또는 그 반
대의 경우에서와 같이 객체의 위상 기하학적 변화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레벨 셋은 3 차원 스칼라 함수 f 가 있을 때, 이 함

수가 3 차원 공간에서 확산된다고 간주하여 f 의 변화
를 시간에 대한 편 미분 방정식과 초기 값 문제로 기
술할 수 있다.  
함수 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tyxf ±=),,( , (11) 

여기서 (x, y)는 공간상의 점의 위치, t는 시간, d는 초
기 곡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시간마다 함수 f
의 값이 0 인 집합을 구하면 2 차원 곡선의 변화를 나
타낼 수 있다. 이 때 어떤 위치의 점이 곡선 밖에 존
재하면 f 는 양수가 되고, 곡선 안에 존재하면 음수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곡선 위에 존재하는 점은 항상 
0값을 갖게 된다. 
편 미분 방정식 (레벨 셋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fbfSfV
t
f

N ∇=∇⋅+∇+
∂
∂ κ


 (12) 

여기서, NV 은 파급속도로써 곡선의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NV 값이 양수이면 초기곡

선은 팽창하고, 음수이면 수축한다. S

는 곡선에 가해

지는 외부 속도를 의미하고, fS ∇⋅


는 외부 속도를 통
해서 얻어지는 흐름의 변화 량으로 곡선의 위치 이동
과 관련이 있다. b 는 상수 (constant)로써 양의 값을 
가지면 오목한 방향으로 곡면이 움직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볼록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κ 는 곡선의 곡률
을 나타낸다. 우변은 곡률κ 에 비례하는 곡선의 움직
임을 나타내며 곡선의 평활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사용자가 초기 곡선을 설정하면 수직 방향으로 작
용하는 힘, 흐름 벡터 장에서 작용하는 힘, 그리고 곡
률을 기반으로 하는 힘에 의해 초기 곡선이 병변의 
경계까지 이동하게 되어 분할이 이루어진다. 
 
4. 실험 및 결과 

본 절에서는 스펙클 제거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원
본 영상과, 2 절에서 기술한 방법 (NESBF, SRAD, 
WBS)을 통해서 스펙클 잡음을 제거한 영상의 유방 
병변 분할 성능을 비교한다. 병변 분할 결과는 3 절에
서 기술한 레벨 셋 방법을 사용하여 1000 번의 반복으
로 획득하였다. SRAD 와 NESBF 는 각각 100 번의 반
복을 수행하였으며, NESBF 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5×5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유방 하모닉 초음파 영상으

로 해상도는 405×426 이며, 총 5 장을 사용하였다. 각 
영상에서 병변 분할 기준 윤곽은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선택하였다. 
정량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서 평균 유향 하우스도

르프 거리 (average directed Hausdorff distance) [9]를 사
용하였다. 평균 유향 하우스도르프 거리는 기준 윤곽 
위의 모든 점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윤곽까지의 최
소 거리의 평균을 나타낸다. 이 값이 작을 수록 영상 
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유방 병변 분할 성능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유향 하우스도르프 거리 값은 NESBF 가 가장 
작았다. 다시 말하면 NESBF 를 전처리 방법으로 사용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유방 병변 영역의 윤곽에 가장 
유사한 영상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1> 평균 유향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통한 

       유방 병변 분할 성능 비교 

 원본 영상 NESBF SRAD WBS 
영상 1 25.1590 8.8011 19.2692 18.8311 

영상 2 22.7140 3.1067 5.4240 19.6893 

영상 3 12.7163 6.8760 7.0343 12.1526 

영상 4 27.4669 4.1738  4.5104 19.8896 

영상 5 34.2871 1.7717  1.9919  34.2235 

 
그림 2 는 영상 2 의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유

방 병변 분할 결과이다. 여기서 붉은색은 레벨 셋을 
통한 영상 분할 결과를 나타내고, 녹색은 기준 윤곽
을 나타낸다. 표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2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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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NESBF 를 전처리 필터로 사용한 유방 병변 
분할 결과가 기준 윤곽에 가장 근접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원본 영상 (b) NESBF  

  
(c) SRAD (d) WBS 

(그림 2)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유방 병변 분할 결과  

영상 분할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되는 스펙
클 잡음 제거 방법은 병변의 경계를 보존하면서 영상 
내의 동질한 영역에서는 평활화가 잘 일어나는 방법
일 수록 효과적이다. 따라서 영상의 경계 지도 (edge 
map) 분석을 통해 병변 분류에 대한 스펙클 제거 방
법의 효용성을 살펴본다. 

 

  
(a) 원본 영상 (b) NESBF 

  
(c) SRAD (d) WBS 

(그림 3)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른 경계 지도 

그림 3 은 각각의 스펙클 제거 방법들을 유방 병변 
분할의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한 결과 영상에 케니 경
계 검출기 (Canny edge detector) [10]를 적용한 경계 지
도를 나타낸다. 그림 3 (d)는 영상 전체에 경계 정보가 
존재하는 (a)의 경우보다는 평활화 되었지만 여전히 
경계정보가 많이 남아있다. 그림 3 (b)의 경우 평활화
의 정도가 가장 강하며 그림 3 (c)보다 그림 3 (b)에서 
병변의 경계가 더 잘 보존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
다. 따라서 그림 3 (b)의 NESBF 방법이 유방 병변 분
할 성능 향상에 효과적인 전처리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ESBF가 특이점 샘플에 대해서만 평활화
를 수행하여 현재 픽셀은 보존하되 픽셀 값의 지역적 
분산은 큰 폭으로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병변 경계를 

제외한 영역에 대한 평활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변 영역 검출을 위한 평활화 과정으로 인
해 영상이 단순화되어 초음파 영상을 통한 직접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검출된 병변 경계
를 원본 영상위에 중첩시켜 표시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방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 
분할 시 전처리 과정으로 NESBF, SRAD, WBS 와 같
은 스펙클 제거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원본 영상과 비
교 했을 때, 앞의 방법들이 유방 병변 분할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스펙클 제거 방법에 따라 많은 성능 향상의 차
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이점에 대해
서만 평활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병변의 경계를 보존
하면서 병변 경계가 아닌 영역에서는 평활화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NESBF 가 주어진 영상에서 유방 병
변 분할의 성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스펙클 제거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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