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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선 상은 소량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진단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지만 이나 근

육 도가 비슷한 구조물을 구분하는데 있어 주  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상을 보며 병변의 유

무를 진단 할 때에도 정상조직과 병변조직과의 농도차이가 확연하게 들어나지 않은 경우에 환자의 상

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x선 촬 상의 문제 이 있기에 미세한 농도의 차이를 보다 확

실히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리가 요구된다. 특히 유선조  촬 의 경우 주변의 연부조직과 

유선의 도차이를 극 화시키기 해 조 제를 유선으로 주입하여 상을 얻는데, 미세한 병변을 놓

치지 않고 객 으로 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 상 처리 알고리즘의 향을 분석하 다. 

1. 서론

   젖샘 을 통한 젖샘 조  상은 미세 석회나 병변을 

찰하기 해서는 상이 선명하고 상의 질이 우수해

야 진단에 합하기 때문에 상의 질을 더욱 우수하게 

하기 해 다양한 상처리를 통하여 상을 개선하 다. 

유선 촬 시 젖샘 을 따라서 조 제가 방사상으로 주입

되어 보여 지게 되는데, 젖샘 은 미세하고 주입되는 압력

이 무 강하면 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젖샘 을 이용

하는 유선촬 은 상이 주변 연부조직에 가려 병변의 

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상처리를 하여 보다 선

명한 유선의 상과 주  연부조직 없이 유선만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하여 병변진단을 쉽게 할 수 있다.

2. 방법

   연구에 사용된 상은 267×136 pixel의 크기를 가진 

RGB 16비트 TIFF 일의 상이다. 이 게 얻어진 유  

조 촬  상을 가지고 2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화질

개선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로 평균처리 기반 상처리 알

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두 번째로 가우시안 필터링 기반 

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화질개선 실험을 시행하

다.

평균처리란 기  화소 주변의 근방화소들을 참조하여 평

균값으로 기  화소 값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평균처리에 

의한 background feature는 20, 40, 60, 80, 100 픽셀의 

도우를 사용하여 비교하 다. 

원본 상의 각각의 화소 값에서 평균처리를 한 상의 각

각의 화소 값을 빼주는 차 연산을 한 이후 샤 닝 처리과

정을 통해 유선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하 다. 

샤 닝처리란 상의 세세한 부분을 강조/ 상 비 효과

를 가지게 하는 처리방법이다. 사용되는 마스크의 심에

는 양의 값 바깥 경계는 음의 값을 가지게 한다. 도우는 

3*3 pixel을 2회 처리하 다. 

(그림 1) 유 조 술 상

두 번째 실험으로 가우시안 필터링 기반 상처리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가우시안 필터링에 의한 변환

은 sigma 값을 5, 10, 15, 20, 25의 값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원본 상에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이용하여 블러링된 상

의 각 화소 값을 차 연산 한 후, 샤 닝 처리를 하 고 히

스토그램 평활화를 이용해 빈약한 명암 값 분포를 조 해

주었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란 빈약한 명암값 분포를 가진 

상을 처리하여 일정한 분포를 가진 히스토그램으로 생

성하는 처리방법이다.

상처리는 매트랩 소 트웨어 로그램(Matlab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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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Works, Natick, MA, USA)을 이용하여 코딩 후, 분

석하 다.

3. 결과

   평균처리기반 알고리즘은 먼 , 원본 상에서 평균처

리를 통해 블러링을 하여 배경 상을 생성하 다. 이 후, 

원본 상과의 차연산을 통해 얻어진 상은 원본 상에 

비해 연부조직은 어둡게 유선조직은 밝게 나타남으로써 

선명한 구분이 가능해지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샤 닝 

처리를 통해 feature width별 유선조직의 차이를 확인하

다.

(a) feature width = 20 

(b) feature width = 40

(c) feature width = 60

(d) feature width = 80

(e) feature width = 100

(그림 2) 각 feature width별 

평균처리기반 알고리즘 결과

가우시안 필터링처리기반 알고리즘은 먼 , 가우시안 필터

링 처리를 통해 배경 상을 생성하 다. 이 후, 원본 상

과의 차연산을 통해 얻어진 상은 원본 상에 비해 연부

조직은 어둡게 유선조직은 밝게 나타남으로써 선명한 구

분이 가능해지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샤 닝 처리와 히

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해 명암값 재분포하여 연부조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선명한 유선 상을 얻을 수 있었다.

(a) sigma = 5

(b) sigma = 10

(c) sigma = 15 

(d) sigma = 20

(e) sigma = 25

(그림 3) 각 sigma 별 가우시안 

필터링처리기반 알고리즘 결과

4. 고찰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을 개선하여 진단하는데 더 좋은 

상을 얻기 해 유 조 상을 가지고 평균처리 기반

의 알고리즘과 가우시안필터링 처리기반의 알고리즘의 

상처리 기법을 이용해 진단 상 비교 실험을 하 다. 본 

연구에서 평균처리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상은 유

선의 조직을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잘 나타내었다. 가우

시안필터링 처리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상은 연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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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유선은 더욱더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시행된 상처리는 상의 개선된 정도를 진

단평가 하지 못하 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객 인 

상개선정도를 진단평가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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