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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음파 영상은 다른 의료 진단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

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초음파 영상은 획득 방법에 따라 화질이 차이가 난다. 고식적 초음

파 영상에 비해 두 배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하모닉 영상은 대조도나 해상도가 향상되고, 영상 내 

잡음이 감소한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병변의 특징을 육안으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단 결과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영상의 획득 

방법의 차이에 따른 진단 성능의 차이를 컴퓨터를 이용한 병변 분류 성능을 통해서 비교했다. 이를 

위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획득한 영상에서 병변의 형태 및 질감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

변을 분류하는 시스템 구성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하모닉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분류 

방법이 고식적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서 6% 정확성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진단용 초음파 영상은 컴퓨터 단층 촬영 (CT)이나 
자기 공명 영상 (MRI)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실시간 데이터 획득으로 인해 의료 진단 분야

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고식적 초음파 영상은 인체에 짧은 펄스

를 송신했을 때 조직에 반사되어 탐촉자로 되돌아오

는 신호를 처리하여 획득한다 [1]. 하모닉 초음파 영
상은 펄스가 조직 안으로 투과하면서 비선형 왜곡현

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한 처음 주파수의 정수 배
의 주파수 성분에서 신호를 받아 획득한다. [2]. 하모

닉 초음파 영상은 고식적 초음파 영상에 비해 해상도

가 개선되고 잡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

했을 때 병변도 잘 구분되고 진단 시 좀 더 정확하다

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3]. 
이러한 초음파 영상을 통한 진단 시 분류시스템을 

진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기계마다 영상

의 잡음, 대조도 등이 다르고 판단하는 사람의 경험 
등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양

의 특징을 수학적인 수치로 정량화한 분류시스템이 
이용된다 [4]. 전체 분류시스템은 먼저 입력 영상에서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을 획득한다. 여기

서 관심 영역은 병변이 된다. 그 병변에서 특징을 추
출한 다음 결과로 얻게 된 수치를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구별하는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실제로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여 분류시스템을 만들

었을 때 육안으로 진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모닉 초
음파 영상이 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 절에서 조직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 대

해서 기술하고, 3 절은 두 절로 나누어 3.1 절은 특징 
추출에 대해, 3.2 절은 특징 분류에 쓰인 분류기인 서
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5]에 
대해 설명하고 4 절에서는 하모닉 초음파와 고식적 
초음파 영상으로 각각 분류시스템을 만들어 그 성능

을 비교하고 마지막 5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하모닉 초음파 영상 

하모닉 초음파 검사 [2]는 초음파 신호가 인체를 통
과하면서 일어나는 비선형 왜곡 현상을 기반으로 한
다. 처음에는 파동이 단일 주파수인 상태였다가 조직 
안으로 침투하면서 왜곡이 일어나고 처음 주파수의 
정수 배인 주파수 성분이 생성된다. 이러한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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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닉 주파수라 한다. 초음파가 몸 안쪽으로 좀 더 
진행하면 더 많은 왜곡이 생기면서 하모닉 주파수도 
증가한다.   
일반적인 고식적 초음파 검사에서 초음파는 탐촉자

의 표면에서 생성되어 몸 안쪽으로 이동할수록 강도

가 약해진다. 이에 반해 하모닉 초음파는 조직 안에

서 생성되어 몸 속의 어느 깊이까지 강도가 세지다가 
다시 약해진다 [2].  

하모닉 영상의 장점은 일반적인 고식적 초음파에 
비해 파장이 짧아 축 방향의 해상도가 향상된다. 그
리고 높은 주파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측면 해상도

가 나아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진폭으로 인해 
다중산란 시 에코의 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잡음이 
줄어든다 [1], [2].  
그림 1 은 실제 고식적 초음파 영상과 하모닉 초음

파 영상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상

에서 종양 부위를 두 배로 확대하여 오른쪽 상단에 
다시 나타냈다. 확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하모닉 
초음파 영상의 경우에 해상도가 개선되고 조직간의 
대조도가 뚜렷하여 병변이 눈에 잘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고식적 초음파 영상 

(b)하모닉 초음파 영상 

(그림 1) 고식적 초음파 영상과 하모닉 초음파 영상

의 예 

 
3. 병변의 특징 추출 및 분류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의 전체 프레임워크

(framework)는 그림 2 와 같다. 고식적 초음파 영상과 

하모닉 초음파 영상을 각각 분류시스템의 입력으로 
넣고 분류 결과를 비교한다. 분류시스템은 초음파 영
상에서 ROI 를 얻고 ROI 에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 분
류기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ROI 는 수동 
분할을 통해서 획득하였고, ROI 영역에서 병변의 특
징을 추출했다. 특징 추출과 특징 분류 방법에 대해

서는 3.1 절과 3.2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Feature extraction Feature extraction

Lesion classification Lesion classification 

Benign Malignant Benign Malignant

Comparison of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ROI acquisitionROI acquisition

Acquisition of conventional 
ultrasound image

Acquisition of harmonic 
ultrasound image

Hepatic lesion

 

(그림 2) 초음파 영상 별 분류시스템 비교 실험의 

프레임워크 

 
3.1 특징 추출 

병변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특징은 크게 질감 특
징 (texture feature)과 형태 특징 (shape feature)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질감 특징으로는, 병변의 밝기 값의

평균 (mean grayness) [6], 한 픽셀의 밝기 값과 그 픽
셀로부터 특정 거리와 방향에 있는 픽셀의 밝기 값의 
분포를 행렬로 나타내는 그레이 레벨 동시발생 행렬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7], 한 픽셀의 밝기 값
과 특정 거리와 방향에 있는 픽셀의 밝기 값의 차이

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후 분산을 구하는 차분 히
스토그램 분산 (difference histogram variation) [7], 단위

면적당 에지의 개수를 나타내는 에지 밀도 (edge 
density) [7], 데이터의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왜
도 (skewness) [8], 같은 밝기 값을 가지는 연속적인 이
미지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레이 레벨 작용길이 
(gray-level run length) [7], 후방 에코 증강을 나타내는 
후방 음영 증강 (posterior enhancement) [8], 병변이 얼
마만큼 눈에 잘 띄는지를 나타내는 병변의 명확도 
(lesion conspicuity) [8]를 사용하였다. 형태 특징으로는 
병변의 불규칙성과 관련된 재그 개수 (jag count) [9], 
병변의 오목한 불규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컨벡스 
헐 뎁스(convex hull depth) [6], 병변의 소엽 (lobule)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엽화 개수 (lobulation count) [6], 병
변의 경계에서의 밝기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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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edge strength) [10], 병변의 첨예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그모이드 곡선 접합의 기울기 (slope of a 
sigmoidal curve fitting) [6], 주변 외륜의 존재 (presence 
of peripheral rim) [8]을 사용하였다. 

 
3.2 병변 분류 

SVM [5]은 두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들간의 
거리인 여백 (margin)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 
(hyperplane)을 결정함으로써, 두 클레스를 분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진 분류기이다. 
이 때 가까운 샘플들을 서포트 벡터라 한다. 

먼저 훈련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1 NN ttX xx  (1)

여기서 ix 는 i 번째 훈련 샘플의 특징 벡터, it 는 i 번

째 훈련 샘플의 라벨, N 은 전체 훈련 샘플의 개수이

다. 초평면의 최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수식 (2)에서 두 번째 항은 초평면으로부터 
잘못된 쪽에 위치한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여유변수 (slack variable)  를 바탕으로 한 패널티 항

으로, 여백을 최대화하는 첫 번째 항에 추가를 함으

로써 선형 분리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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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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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는 초평면의 법선 벡터, b 는 편향, C 는 상수

이다. 위의 문제를 Lagrange 승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를 Lagrange 함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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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ge 함수를 최적화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Karush-Kuhn-Tucker 조건을 만족한다. 

,0
),,,,(

1




 


N

i
iii t

bL
xw

w

w



 (5)

,0
),,,,(

1




 


N

i
ii tb

bL


w
 (6)

.0
),,,,(





ii

i

C
bL




w
 (7)

 
위 식을 다시 쌍대 문제 (dual problem)를 써서 다음과 
같이 변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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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데이터에 대해 입력공간을 더 높은 고차원 

특징공간으로 매핑함으로써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

도록 만들 수 있다. 수식 (5)를 다음과 같이 매핑 함
수 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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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매핑 함수의 내적을 커널 함수라고 하며 다음

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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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ji xxxx   (11)

SVM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커널 함수는 다항식 
(polynomial), 방사 기저 함수 (radial basis function), 하
이퍼볼릭 탄젠트 (hyperbolic tangent) 커널 3 가지가 있
다. 이 중에서 논문에서 사용한 방사 기저 함수 커널 
식은 다음과 같다. 

).2/||||exp(),( 2 ii xxxx   (12)

 
4. 실험 및 결과 

본 절에서는 하모닉 초음파 영상과 고식적 초음파 
영상으로 각각 간 병변 분류시스템을 만들어 그 결과

를 비교한다. 사용된 영상은 하모닉 초음파 영상과 
고식적 초음파 영상에서 각각 양성종양 50 케이스, 악
성종양 50 케이스로, 영상의 종류별로 100 케이스씩 
실험하였다. 병변의 경계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

을 바탕으로 획득하였고 악성과 양성종양으로 구분하

기 위해 쓰인 특징은 3.1 절에서 설명한 질감 및 형태 
특징으로 23 차원이다. 분류기는 3.2 절에서 설명한 방
사 기저 함수 커널을 기반으로 한 SVM 이다. SVM 파
라미터는 각각의 영상에서 최대의 성능을 보이는 값
을 선택하였으며 훈련과 테스트 방법은 100 케이스에 
대해 k 배 교차 검증 (k-fold cross validation) [11] 를 적
용하였다. k 배 교차 검증은 먼저 전체 샘플을 k 그룹

으로 나누고 k-1 그룹을 훈련 집합으로 나머지 한 그
룹을 테스트 집합으로 사용한다. 모든 그룹이 한 번
씩 테스트 집합으로 쓰일 때까지 이 과정을 k 번 반
복하고 각각의 결과를 평균을 내는 방법이다. 실험에

서는 k 값으로 10 을 사용했다.  
성능 측정은 정확도 (accuracy), 재현율 (recall), 정

밀도 (precision)를 사용하였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FNFPTNTP

TNTP




Accuracy , (13)

FNTP

TP


Recall , (14)

FPTN

TP


Precision , (15)

여기서 TP 는 실제 종양을 종양으로 판단한 것의 개
수, TN 은 종양이 아닌 것을 종양이라고 판단한 것의 
개수, FN 은 실제 종양을 종양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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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 FP 는 종양이 아닌 것을 종양이라고 판단한 
것의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도는 전체 개수 
중에서 종양을 종양으로, 종양이 아닌 것을 종양이 
아닌 것으로 맞게 판단할 확률이고, 재현율은 실제 

종양 중에서 종양이라고 판단할 확률, 정밀도는 종양

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 실제 종양의 확률을 의미하며 

이 값들이 클수록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영상의 종류에 따른 간 병변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영상의 종류에 따른 간 병변 분류 시스템의 성능 

비교 

고식적 Accuracy Recall Precision 
양성 종양 0.82 0.87 
악성 종양 

85% 
0.88 0.83 

하모닉 Accuracy Recall Precision 
양성 종양 0.92 0.90 
악성 종양 

91% 
0.90 0.92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식적 초음파 영상

에 비해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서 더 높은 정확도, 재

현율, 정밀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즉, 하모닉 초음

파 영상을 사용한 간 병변 분류시스템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해낼 확률이 높았다. 이는 하모닉 
초음파 영상이 고식적 초음파 영상에 비해 두 배의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해상도가 개선되고 잡음이 줄
어들어 조직간의 대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양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영상의 종류가 간 병변 분류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하모

닉 초음파 영상과 고식적 초음파 영상으로 각각 간 
병변 분류시스템을 구성하여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

인지 분류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육안으로 진단 
시 하모닉 초음파 영상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모닉 초음파 영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간 병변 분류시스템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결
론적으로 하모닉 초음파 영상이 간 병변 분류시스템

에서도 고식적 초음파 영상보다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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