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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동맥 내 막 두께는 심 계 질환의 험인자와 상 성이 높으므로 경동맥 내 막 상 분석을 통

해 심 계 질환의 1차 검진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내 막 상에서 이상지질

증의 진단지표가 될 수 있는 특징벡터 추출 방법을 제안하 으며, 패턴기반, 함수기반의 분류모델 생

성과 평가를 통해 추출된 진단 지표가 이상지질 증 분류에 합함을 검증하 다. 

1. 서론

  

  경동맥은 총경동맥(CCA: Common Cartiod Artery), 경

동맥 팽 부(Bulb), 내경동맥(ICA: Internal Carotiod 

Artery), 외경동맥(ECA: External Carotid Artery)으로 구

성된다. 경동맥의 내 막 두께는 내경동맥이나 경동맥 팽

부 보다는 경동맥의 팽 부의 근 부 10mm 부 의 far 

wall 총경동맥 부 이며, 내막은 도가 높은 띠 모양이

며, 막은 내막과 외막 사이의 명도가 낮은 띠모양을 하

고 있다. 외막은 체로 가장 밝은 화소 값을 가지며 막 

아래의 명도가 높고 두꺼운 부분에 해당한다. 한, 내막

은 3층 에서 가장 얇고 막과의 명도가 유사하여 내막

의 두께 검출이 어렵다. 따라서 일반 으로 내막과 막을 

포함하여 내 막 두께를 측정하며 경동맥 내 막 두께의 

증가는 고 압, 고콜 스테롤 증, 당뇨 등의 형 인 심

계질환의 험 인자들과 연 되어 있고 심 계 질

환과도 독립 인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1],[2],[3]. 

  음  상을 이용한 경동맥 내 막 두께 측정은 비침

습  진단법으로 1차 방 검진법으로 추진되고 있고[4] 

많은 연구들에서 경동맥 내 막 두께의 증가는 심 계

질환의 진단 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내막/ 막/외막의 경동맥 음  

상에서 이상지질 증 질환 진단을 해서, 가능한 모든 

인자들을 추출하고 여러 분류모델을 이용하여 진단 인자 

 질환 측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제안한 진단 인자 추

출  분류평가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1) 교신 자 (yhshin@ynu.ac.kr)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음  상으로부터 경동맥 

진단 인자 획득을 해, ROI(Region Of Interest) 

상 선택  잡음 제거, 경동맥의 기본 인 특징벡터

와 계산에 의한 특징벡터 추출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추출된 모든 특징벡터들을 훈련  테스트 

셋으로 구분하여 분류모델을 생성, 평가한다. 

(그림 1) 진단인자 추출  분류모델 생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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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동맥 상에서의 이상지질 증 진단인자(특

징벡터) 추출   

  경동맥 음  상처리는 총경동맥이 팽 부로 이행하

는 부 에서 최소한 10mm 근 부에서 최소 10mm 이상

의 길이가 되도록 ROI를 선택한 후에, 가우시안 노이즈 

필터를 이용하여 스페클 잡음을 제거하여[6] 총경동맥 내

막 두께의 평균값을 구한다. 상 의 원 벽에서 

 내강과 내막 경계면으로부터 막과 외막의 경계면까

지의 거리를 내 막 두께로 정의하고 심 도상 최고치를 

보이는 R 형의 피크 시 에서 내 막 두께를 측정한다

[7]. 

(그림 2) 경동맥 내 막 두께 측정부

  총경동맥 부 의 경동맥 내 막 상으로부터 진단 인

자인 특징벡터 추출 단계는 (그림 3)이며, 다음과 같이 8

단계로 추출한다.

(그림 3) 특징벡터 추출단계 

① 경동맥 내 막 상에서 '+', '+' 마커 부분을 ROI로 

정의하여 64×100 pixel의 ROI 상을 획득한다.

② 각 픽셀을 0~25528 숫자로 표기한다.

③ 세로  단 로 변동추이를 그래 화 시킨다.

④ 체 100 세로 의 데이터 에서 30 세로 을 임의 

샘 링 한다.

⑤ 임의 샘 링된 30세로 에서 V2-V1를 계산한다.

⑥  값의 가우시안 통계분포에서 1시그마 내의 것을 

표성으로 추출한다.

⑦ (그림 4)와 같이 4개의 특징벡터를 추출하고 평균값

을 계산한다.

⑧ 기본 특징벡터로부터 계산을 통해 18개의 나머지 특

징벡터를 추출하여 평균치를 구한다.  

(그림 4) 내 막 상의 4개 기본 특징벡터 

  경동맥 상에서 추출된 모든 22개 기본/계산된 특징벡

터들은 <표 1>과 같다.

특징벡터 인덱스 설명

기본

특징벡터

V1

V2

V3

V4

내막 시작점

외막 시작점

V1과 V2사이의 최대점

V1과 V2사이의 최소점

계산된

특징벡터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3

V14

V15

V16

V17

V18

V19

V20

V21

V22

V1과 V2사이의 거리

벡터 V5의 면적

V3 값

V1과 V3사이의 거리

벡터 V8의 면적

V4 값

V1과 V4사이의 거리

벡터 V11의 면적

V1과V3의 기울기

V3과 V4의 기울기

V1과 V2의 기울기

V3-V1

V3-V4

V1과 V4의 표준편차

V1과 V4의 분산

V1과 V4의 왜도(Skewness)

V1과 V4의 첨도(Kurtosis)

V1과 V4의 적률(Kurtosis)

<표 1> 추출된 22개 특징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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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동맥 특징벡터 평가를 한 분류모델 

  경동맥 내 막 특징벡터가 이상지질 증의 진단 지표가 

될 수 있는 인자인지를 별하기 해서 데이터마이닝의 

표 인 분류기법들을 용하여 평가한다. 상 분류 기

법은 패턴기반, 함수기반 모델을 생성하여 비교한다. Java 

Weka[8]의 SVM[9]  신경망인 MLP 

(MultilayerPerceptron)[10], 연  분류 기법인 

CMAR(classification based on multiple class-association 

rules)[11], 그리고 출 패턴 기반의 분류모델인 

JEP-classifier (jumping emerging patterns)[12] 등이 사

용되었다. SVM의 경우에는 RBF(Radial Basis Function)

을 이용한 SMO(Sequential Minimal Optimization) 알고리

즘을 용하고, MLP 역시 RBF 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생성하 으며, CMAR의 경우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

도 임계값은 각각 0.4, 0.7로 설정하 고 데이터베이스 커

버리지는 5% 유의성 기 값과 자유도 1에서의 3.75로 설

정하 다. JEP-classifier의 경우, 최소 성장률은 무한 , 

최소 지지도는 5%로 하 다. 웹 환경에서 구 된 로토

타입은 (그림 5)이다.

(그림 5) 내 막 진단지표 평가를 한 분류모델 

4. 실험  평가

  <표 1>의 22개 특징벡터에 해서 모든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는 교차 검증법(10 fold cross-validation)을 

용하 으며, 정 도(precision), 재 율(recall), 한 정 도

와 재 율의 조화평균인 F-measure을 이상지질 증과 정

상의 두 클래스별로 측정하 다. 한 4개 분류모델의 종

합 인 정확도와 에러율을 비교하 다. 

  <표 2>  (그림 5)의 정확도 평가 결과 SMO 알고리

즘을 용한 SVM이 알고리즘이 다른 분류 모델 보다 좋

은 성능을 보 으며, MLP의 경우도 패턴 기반 분류모델

인 CMAR  JEP 보다는 질환 진단을 한 합한 모델

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분류 결과를 보 다.

분류기 Precision Recall F-measure Class

SVM
0.99

0.974

0.979

0.987

0.984

0.981

Dyslipid

Normal

NNs
0.981

0.969

0.986

0.959

0.983

0.964

Dyslipid

Normal

CMAR
0.93

0.91

0.906

0.903

0.933

0.906

Dyslipid

Normal

JEP
0.952

0.899

0.912

0.945

0.931

0.921

Dyslipid

Normal

<표 2> 분류모델의 3가지 지표에 한 평가 결과 

(그림 6) 분류모델에 한 정확도  에러율 평가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경동맥 음  상의 처리에서부터 

이상지질 증의 진단지표가 될 수 있는 22개 특징벡터를 

추출하 다. 한 추출된 특징벡터가 질환 진단에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해 패턴기반과 함수기반의 분류모델에 

용하 다. 분류모델의 로토타입 구 과 실험을 통해 

모든 특징벡터는 이상지질 증을 1차 으로 진단이 가능

함을 보 고, 특히 SVM과 MLP 모델을 용했을 때 가

장 높은 정확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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