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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차원 X-ray 상을 이용하여 3차원 상을 얻기 한 처리 과정으로 2차원 X-ray 
상에서 원하는  상을 분할하기 한 능동  퇴골 분할 기법에 해 제안하고 구 하 다.

X-ray 상의 주된 화질 하 요인인 잡음을 제거하고 에지  밝기 검출을 통하여 정확하고 빠른  

상 분할 기법을 구 하 고 퇴골 상을 통해 검증하 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2차원 X-ray 상

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구 하는데 필요한  상을 획득하 다.

1. 서론

   3차원 상의 경우 2차원 상과 다르게 구체 인 시

각 정보를 달하는데 용이하며, 게임  문화 산업 역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3차원 상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

키기 해 3차원 의료 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1]. 하지만 재 3차원 상을 이용하는 의료 장비들

의 경우 여러 장의 2차원 상을 촬 한 뒤 후처리 과정

을 통해 3차원 상으로 변환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한 여러 장의 2차원 상 획득을 한 다량의 방사능 노

출  수술 시간 증가 등의 문제 이 있다[2]. 이러한 문

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최소한의 2차원 

X-ray 상을 이용하여 3차원 상을 얻기 한 처리 

과정으로 능동   상 분할 기법을 제안하고 구 하

다. 

2. 2차원 X-ray 상 분할

   최소한의 2차원 상을 이용하여 정확한 3차원 의료 

상을 획득하기 해서는 2차원 상의 정확한 분할이 

필요하다. 골  정복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C-arm과 같

은 DR(Digital Radiography)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2차원  

X-ray 상은 8bit 그 이 벨 상으로 피부조직과 각

종 근･골격들의 표 에 한계가 있으며, 장비에서의 내･외

인 요소들로 인한 잡음이 포함되어 원하는 정확한  

상을 구분하기 어렵다. 한, 같은 의 경우에도 방향

에 따라 다른 밝기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상을 분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ray 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상의 밝기와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의 분할을 수행하 다.

  그림 1은 원하는 역의 정확한  상 획득을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2차원 X-ray 상 분할 기법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 2차원 X-ray 상 분할 기법 블록 다이어그램

  본 논문에서는 골  정복 수술  정복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퇴골 를 로 들어 구 하고 검증하

다. 퇴골을 촬 한 2차원 X-ray 상은 피부조직과 무

릎, 골반 등의 각종 근･골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정

확한 골  정복 수술  독을 해 필요한 퇴골 역

만을 분할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다.

  먼  원 상과 스무딩(smoothing) 필터를 용한 상

의 차 상을 생성하여 퇴골체와 피부조직을 략 으

로 구분 지어 다. 그리고 2차원 X-ray 상 분할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생성된 차 상

의 퇴골 상을 수직이 되도록 회  시켜주고, 퇴골 

- 323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주변 역을 심 역(region of interest, ROI)으로 지정

한다.

  X-ray 상의 경우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결과 상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정확한 에지 검출이 필요하여, 

잡음에 해 민감한 특성을 갖는 X-ray 상의 에지 검

출에 합한 캐니 에지 검출기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에지 검출기의 경우 잡음에 해 매우 민감한 특성을 지

니고 있는데 캐니 에지 검출기의 경우 실제 모든 에지를 

탐지하면서도 탐지된 에지와 실제 에지의 차이를 최소화

하며 각 에지에 하여 단일한 응답을 가진다[2]. 한  

조직과는 달리 비교  에지가 선명하고 짧게 나타나는 근

육조직을 분할하기 하여 간값 필터링을 병행하여 

용하 다.

  상의 회 과 심 역이 설정된 그림 2의 (a) 상에서 

캐니 에지 검출기를 용시킨 상이 (b) 상이다. 략

인 퇴골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          (b)          (c)         (d)

(그림 2) 2D X-ray 분할 기법 과정

(a) 심 역 상  (b) 캐니 에지 상 

(c) 밝기 검출 상  (d) 닫힘 연산 상

  캐니 에지 검출기만을 이용할 경우 국부 으로 에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DR장비를 통해 획득한 

X-ray 상의 평균 밝기 값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밝기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해서 에

지뿐만 아니라 밝기 검출을 동시에 이용하 다. 

  밝기 검출에 필요한 최 의 임계값(threshold)은 여러 

장의 X-ray 상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상 체의 밝

기 특성  심 역의 평균 밝기 값 등을 계산하여 도출

하 다. 이 게 도출한 임계값을 통해서 이진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그림 2의 (c) 상은 이진화 과정을 거친 밝기 

검출 결과 상이다.

  그림 2의 (d) 상은 촬 된 퇴부 2차원 X-ray 상에

서 에지  밝기 검출을 통해 얻어낸 두 상을 논리합 

연산과 닫힘 연산을 용시켜 분할한 퇴골 상을 보여

다. 

 

(a) 원 상      (b) 결과 상

(그림 3) 분할된 퇴골 상

  마지막으로 분할된 퇴골 상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해 상의 회   심 역을 해제하여 그림 3의 원 

상 (a)와 분할된 퇴골을 합친 결과 상 (b)를 비교해 

보았다. 두 상을 비교하기 해서 퇴골 상의 크기를 

픽셀 값으로 비교했을 때 1∼3pixel의 오차로, 오차가 거

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2차원 X-ray 

상에서 원하는 역의  상을 정확히 분할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3. 결론  기 효과

   본 논문에서는 2차원 X-ray 상을 이용하여 3차원 

상을 얻기 한 처리 과정으로, 2차원 X-ray 상의 

주된 화질 하 요소인 잡음을 제거하고 에지  밝기 검

출을 통해서 능동   상 분할 기법을 구 하 다. 구

 결과 1∼3pixel 범 의 오차로 빠르고 정확한 분할 

상을 얻을 수 있었다.

  한 구 된 상 분할 기법을 통해 획득한 2차원  

상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X-ray 상으로 3차원 상 모

델링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량의 X-ray 상을 필요

로 하는 골  정복 수술에서,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X-ray 촬 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을 

여 의료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 역

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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