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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의료용 음  볼륨 데이터의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한 방법을 제안

한다. 음  상은 잡음이 심하여 필터링이 필요하다. 기존의 2차원 필터링은 인 한 슬라이

스 간 정보를 무시하고 기존의 3차원 필터링은 속도가 느리거나 잡음 제거 효과가 떨어지는 필

터를 용하 고 한 음  데이터의 샘 링 특성을 고려치 않아 균등하게 필터링 하지 않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잡음제거에 효과 인 양방향 필터를 병렬로 빠르게 처리하고 필터 

역에 따라 도우 크기를 달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공간 필터의 합산 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병렬로 빠르게 필터링하고 도우 크기는 필터 역에 따라 비례 으로 결정한다. 실험은 평균 

필터와 양방향 필터, 양방향 응 필터를 용한 음  볼륨 더링 상에서 잡음 제거와 원

본 손실 정도를 비교한다. 이 게 하여 양방향 필터링을 빠르게 수행하면서 기존 보다 균등하

게 필터링하여 잡음을 효과 으로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effective noise removal method for medical ultrasound volume 

data. Ultrasound volume data need to be filtered because it has a lot of noise. 

Conventional 2d filtering methods ignore information of adjacent layers and conventional 

3d filtering methods are slow or have simple filter that are not efficient for removing 

noise and also don`t equally operate filtering because that don`t take into account 

ultrasound` sampling character. To solve this problem, we introduce method that fast 

perform in parallel bilateral filtering that is known as good for noise removal and adjust 

proportionally window size depending on that`s position. Experiments compare noise 

removal and loss of original data among average filtered or biliteral filtered or adaptive 

biliteral filtered ultrasound volume rendering images. In this way, we can more efficiently 

and correctly remove noise of ultrasound volu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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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료 상 분야에서 3차원 음  장치는 CT나 

MRI 보다 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내부를 실시간으로 보여

 수 있다. 음  볼륨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3차원 상은 심장 질환 검사, 태아 찰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응용 역이 

차 확 되고 있다.

음  볼륨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잡음을 제거 

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필터링 기법을 이

용한다. 음  데이터 필터링은 처리나 후처리 

과정에서 용 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처리 단

계에서 2차원 필터를 사용한다[1,2]. 하지만 2차원 

필터링 기법은 한 2차원 슬라이스 내의 샘 들 

간의 계만 고려할 뿐 인 한 슬라이스들 사이의 

계는 무시하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3차

원 필터를 사용하면 개선이 가능하지만, 3차원 필

터링 기법은 음  볼륨 데이터의 크기와 연산량 

때문에 평균 필터 등 간단한 필터만 용되었다[3]. 

양방향 필터링 같은 비선형 필터링은 잡음 제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산 시간과 비

용이 많이 소요 되고 병렬처리가 어려워 잘 용

되지 않았다.

CT, MRI는 샘 링 간격이 일정한 반면, 3차원 

음  장치에서는 로 (prove)를 심으로 기 

형태로 샘 링 하므로 복셀들 사이의 샘 링 간격

이 치에 따라 달라진다. 음  신호의 발신지

에서 가까우면 샘 링 간격이 좁고 멀면 넓다. 따

라서 고정 크기 도우를 가지는 필터를 용할지

라도 실제 음  공간에서는 필터링 되는 역이 

달라진다. 하지만 기존 필터링 기법에서는 이러한 

음  데이터의 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 

크기 도우를 사용하여 필터링 하기 때문에 균등

하게 필터링 되지 못한다. 발신 지 에 가까운 

역이 먼 역보다 더 심하게 필터링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음  볼륨 데이터에 빠르게 3

차원 양방향 필터를 용하는 방법과 도우의 

치에 따라 그 크기를 조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발신 지 으로 부터의 치에 따라 도우의 크기

를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고정 도우 방식보다 균

등하게 필터링 할 수 있다. 그리고 Qingxion 

Yang이 제안한 “Real time O(1) bilateral 

filter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4] 양방향 필

터를 병렬로 빠르게 처리하 다.

필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자화된 공간 필터

의 합산 역 테이블을 만든 후 이것으로부터 구한 

PBFIC를 선형 보간하여 필터링한 결과 값을 구하

고 도우 크기는 사용자가 정의한 최  최소 

도우 크기에서 음  발신지 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합산 역 테이블을 구하는 과

정과 필터를 용하는 과정은 병렬 처리 된다. 합

산 역 테이블에서 공간 필터의 합을 구하기 때

문에 도우 크기와 상 없이 빠르게 필터링 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상의 구조는 잘 보존하면서 

잡음을 효과 으로 빠르게 제거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필터링에서 계산 비용 때문에 용하기 어려웠던 

비선형 양방향 필터링을 음  볼륨 데이터에서 

빠르게 동작하도록 용하 다. (2) 음  볼륨의 

샘 링 특성을 고려한 응 커 을 용함으로써 

기존 방법보다 균등하게 필터링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이  

연구들을 소개하고,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4 에서는 실험 결과

를 보이고 5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음  장치는 민감하기 때문에 음  데이터

에는 희고 검은 작은  형태의 잡음이 발생한다. 

이를 스페클(speckle)이라 한다[5]. 스페클을 제거

하기 한 알고리즘으로 Lee, Frost, Kuan[6,7,8] 

등이 다양한 응 필터들을 제시하 다. 이 필터들

은 조건에 따라 도우 크기가 변하는 커 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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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하지만 커 이 커지면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이 있다. Kim[9]은 간값 필터를 활용하여 

2차원 음  이미지를 필터링 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Burckhardt[10]는 간섭 상으로 인한 잡음

에 해 이론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많은 방

법들이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하여 가우시안 

가 치 평균을 사용하고 조직의 경계를 별하기 

해 라 라시안 가우시안을 사용하 다[11]. 

Evans와 Nixon[12]은 음  이미지 안에 있는 

지역  최빈값(local mode)을 이용하는 여러 간

값 필터를 사용하 다. 그러나 9×9 커 과 같이 작

은 모집단 내에서 지역  최빈값을 결정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지역  분포에 따른 최빈값을 추산하

기 한 truncated median 필터를 활용하 다. 

와 같은 필터링 방법들이 음  이미지의 품질을 

향상시켰지만 음  볼륨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데 

합하지 않다. 볼륨 데이터에 2차원 필터를 용

할 경우, 슬라이스간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 

Sun[13]은 음  볼륨 데이터에서 스페클을 이

기 하여 이방성 확산(anisotropic diffusion) 방

법을 제안하 다. 3차원 데이터에 2차원 스페클 제

거 방법을 확장하여 용한 것이지만 계산시간이 

길다. Morihisa[14]는 cone-beam CT에서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3차원 필터링 방식을 

용하 다. 상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스페클과 충

격 잡음의 향을 제거하는 데 효과 이지만 한 

계산시간이 길다. Kwon[3]은 3차원 맵 기반의 

평균 필터를 제안하 다. 빠르게 스페클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평균 필터를 사용하 기 

때문에 blur가 많이 되어 스페클이 아닌 부분까지 

제거 될 수 있다. 한 음  볼륨의 샘 링 특성

을 고려하지 않아 발신지 에서 가까운 역보다 

먼 역이 더 넓게 필터링 된다.  

 

3. 음  볼륨 데이터의 

빠른 3차원 양방향 응 필터링

이 장에서는 음  볼륨 데이터에 그 특성을 

고려한 응 커 을 용하여 빠르게 양방향 필터

링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Fig. 1]은 제안하는 방법의 처리 과정을 자세히 

보여 다.

1: Load volume data

2: Create gaussian table 

3: Create spatial filter summed area table for 

Jk(q) and Wk(q)

4: Calculate PBFIC from summed area table 

after getting window size at each kernel

5: Create filtered volume data by linear 

interpolation with PBFIC at each kerenl  

[Fig. 1] Filtering process

필터링 알고리즘은 Qingxiong Yang이 제안한 

Realtime O(1) bilateral filtering 알고리즘을 2차

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여 용하 다. 3.1에서는 

Qingxiong Yang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3.2에서는 이를 3차원으로 확장하여 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3.3에서는 3.2까지 기술한 방법에 응 

커 을 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3.1 양방향 필터의 공간 필터들로 분해

음  볼륨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양방

향 필터링을 순차 으로 계산하면 오랜 시간이 걸

린다. 하지만 병렬 처리를 통해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복수의 공간필터들로 분해된 식에서 

PBFIC를 구한 후 이를 선형보간 하여 필터링 결

과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병렬 처리 할 수 

있다.

양방향 필터는 일반 으로 공간 필터와 범  필

터 커 을 포함하며 (eq. 1)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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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1)

여기서 p는 볼륨 데이터에서 임의의 한 복셀, 

A(p)는 p와 이웃한 복셀들 q의 집합, V(p)는 p의 

도값, VB(p)=k 라 할 때, (eq. 2)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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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2)

이 때 Wk(q)와 Jk(q)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q. 3)

   (eq. 4)

양방향 필터링은 N개의 선형필터 집합으로 분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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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5)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q. 6)

여기서, JBk를 Principle Bilateral Filtered 

Image Component (PBFIC)라 한다. 그리고 실제 

용은 N보다 작은 정수 N^만큼의 범 (k∊{L0, 

... , LN^-1})에서 PBFIC를 구하며, 따라서 복셀 p

에서 V(p)∊[Lk, Lk+1]이 된다. 양방향 필터링의 결

과 값 VB(p)는 JBk(p)의 선형보간으로 구할 수 있

다.


 


   

                                      (eq. 7)

N
^이 아주 작지 않다면, N^만큼의 양자화에 의한 

오차가 Wk에 미치는 향은 아주 미미하다. 분해

된 (eq. 5)의 주 연산은 N^×2의 공간 필터에서 처

리 된다. JBk에서 선형보간을 통하여 필터링 결과

값을 구해내는 과정은 각 복셀에서 독립 으로 병

렬 처리할 수 있다.

3.2 양방향 필터의 3차원 확장

(eq. 5)에서 임의의 공간 커 과 범  커 을 가

진 양방향 필터는 Jk(q)와 Wk(q)에 한 공간 필

터 두 묶음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양방향 필터링의 

계산 복잡도는 공간 필터의 계산 복잡도에 향을 

받는다. 공간 필터링은 합산 역 테이블을 이용하

여 상수시간에 구할 수 있다[15]. 따라서 필터링을 

하기 하여 Jk(q)와 Wk(q)에 한 공간 필터의 

합산 역 테이블 2개가 필요하다. 2차원 이미지에

서는 필터링을 하기 해 2차원 합산 역 테이블

이 필요하지만, 볼륨 데이터에서는 3차원 합산 

역 테이블이 필요하다. 합산 역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쉽게 병렬 처리할 수 있다[16]. 이 논문에

서는 가장 간단하게 데이터에서 각 x, y, z축 방향 

순으로 병렬로 더해 나가는 방식을 용하 다. 이

러한 방식은 병렬 처리 라이 러리를 사용할 때 

분할하는 쓰 드 블록의 크기가 볼륨의 각 축 크

기보다 작을 경우 여러 번으로 나 어 병렬 처리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합산 역 테이블을 장

할 메모리 공간은 양자화 정도에 비례한다. 입력 

데이터의 용량을 S라고 하면 연산에 총 필요한 버

퍼 메모리 공간은 2×N^×S  이다. 따라서 양자화 

정도가 커지면 필요한 메모리 공간도 커지며 계산 

시간도 길어진다. 

3.3 양방향 필터의 응 커  용

실제 공간에서 음  샘 링 방식은 그림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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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음  좌표계는 발신지 에서 z좌표 방향으

로 멀어질수록 샘  거리가 멀어지는 동심구 형태

를 가진다. 반면에 볼륨 데이터는 데카르트 좌표계

를 가진다. 따라서 볼륨 데이터에 일정한 크기의 

도우로 필터링 할지라도, 실제 필터 역 크기는 

[Fig. 2]와 같이 z축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커지게 

된다. 단, 필터 역의 z축 방향 크기는 변하지 않

는데 z축 방향 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도우의 치에 따라서 필터 역 크기가 달라진다

면 균등하게 필터링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음  좌표계에서 z축 방향으로 멀리 있는 

역이 가까운 역보다 더 넓게 필터링 될 것이다. 

따라서 도우 크기를 그 치의 z좌표에 따라 달

리하는 방법을 용한다. z축 방향으로 시작지 과 

멀어질수록 도우 크기를 작게 하고, 가까울수록 

크게 함으로써 실제 공간에서 필터 역 크기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도우 크기는 사

용자 정의 최  최소 도우를 z좌표의 치에 따

라 선형보간하여 결정한다.

 

[Fig. 2] Ultrasound sample space and 

volume data

복셀 p에서 z좌표를 d, 사용자 정의 최 , 최소 

도우의 크기를 각각 Wmax, Wmin이라고 할 때, 

도우 크기 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





min×



  (eq. 8)

 
max ×





min×



 (eq. 9)

 
min 

max  (eq. 10)

도우와 사용자 정의 최  최소 도우의 z방

향 크기는 서로 같다. 

양방향 필터링 (eq. 1)에 있는 함수 A(p)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and

 ≤ ≤ and

  ≤ ≤ 

 (eq. 11)

공간 필터의 합은 합산 역 테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우 크기와 계산 복잡도는 서로 무 하

며 응 커 로 인한 필터링 속도 하는 발생하

지 않는다.

4. 실험 결과

실험은 Intel(R) Core i7-4790 CPU 3.60 GHz

에 DDR 16GB의 주 메모리를 갖는 시스템에서 수

행하 다. 그래픽 장치는 3GB의 비디오 메모리를 

갖는 GeForce GTX 780을 사용하 다. 병렬 라이

러리는 CUDA를 사용하 다. 각 필터의 잡음 제

거와 원본 손실정도를 확인하기 해 필터링 된 

데이터의 더링 상과 원본 데이터 더링 상

을 비교 분석하 다. 평균 필터와 양방향 응 필

터를 각각 용하여 화질과 처리시간을 측정하

다. 더링 기법은 음  볼륨 선 투사법을 이

용하 다. 실험에서 사용자 정의 최  최소 도우 

크기 비율은 각 음  볼륨 데이터가 샘 링 될 

때의 발신 각도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 양방향 필

터링에서 공간 필터 fS는 박스 필터를 이용하 고 

범  필터 fR은 가우시안 필터로 (eq. 12)과 같다. 




 은 범 필터의 가우시안 범  값이다. 실험은 

가우시안 범 의 크기는 0.1, 양자화 크기는 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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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exp










     (eq. 12)

[Fig. 3]은 태아 음  볼륨 데이터(1), [Fig. 4]

은 태아 음  볼륨 데이터(2)에서 평균 필터와 

양방향 응 필터를 용한 더링 결과이다. (a)

는 원본 데이터, (b)와 (c)는 각각 3×3×3, 5×5×5 

도우를 사용하는 평균 필터, (d)는 도우 최소 

크기가 3×3×3, 최  크기가 5.6×5.6×3인 양방향 

응 필터를 용한 것이다. (b)와 (c)의 경우 B1

과 C1에서 스페클이 제거되었지만 B2와 C2에서 

원본이 무 blur되어 원본의 손상이 심하다. 특히, 

[Fig. 4]의 C2에서 표면이 서로 붙은 것을 볼 수 

있다. (d)에서 D1을 보면 스페클이 B1수 으로 제

거 되면서 큰 손상 없이 원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평균 필터를 

용했을 때 보다 양방향 응 필터를 용했을 때 

원본 손상을 이면서 잡음을 제거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Fetus(1) ultrasound volume data rendering 

image. (a) none filtered rendering image, (b) 

3×3×3 window average filtered rendering image, 

(c) 5×5×5 window average filtered rendering 

image, (d) adaptive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Fig. 5]은 태아 음  볼륨 데이터(1)에서 양

방향 필터와 양방향 응 필터를 용한 더링 

결과이다. (a)는 원본 데이터, (b)는 3×3×3 도우

를 사용하는 양방향 필터, (c)는 5.6×5.6×5.6 도

우를 사용하는 양방향 필터, (d)는 도우의 최소 

크기가 3×3×3, 최  크기가 5.6×5.6×3인 양방향 

응 필터를 용하 다. (b)의 경우 B1는 스페클

이 가장 게 제거되었고. (c)의 경우 스페클이 가

장 지만 C2를 보면 지나치게 blur되어 있다. (d)

에서는 C1 수 으로 잡음을 제거하면서 B1 수

로 게 blur되었다. 따라서 양방향 응 필터링을 

용했을 때 일반 인 양방향 필터링을 용했을 

때 보다 균등하게 필터링하며 원본 형태를 잘 유

지시키고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Fetus(2) ultrasound volume data rendering 

image. (a) none filtered rendering image, (b) 

3×3×3 window average filtered rendering image, 

(c) 5×5×5 window average filtered rendering 

image, (d) adaptive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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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는 태아 음  볼륨 데이터(2)를 더

링 결과 상이다. (a)는 원본 데이터, (b)와 (c)는 

각각 도우 크기가 3×3×3, 5×5×5인 양방향 필터, 

(d)는 최소 도우 크기가 3×3×3. 최  도우 크

기가 5×5×5인 양방향 응 필터를 용한 것이다. 

[Fig. 3]와 마찬가지로 (b)의 경우 스페클이 게 

제거 되었고, C의 경우 C2에서 보면 blur가 지나

치게 되어 구멍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d)의 경

우 이런 원본의 큰 변형 없이 스페클이 (c)수 으

로 제거 되었다.

[Table 1]은 평균 필터링 속도를, [Table 2]은 

양방향 응 필터링 속도를 보여 다. 비록 평균 

필터링에 비해 느리고 실시간 속도는 아니지만 양

자화 크기가 8일 경우 0.1  이내로 빠르게 실행된

다. 필터링에서 연산의 부분은 합산 역 테이블

을 만드는 데 소요된다. 따라서 합산 역 테이블

을 만드는 과정을 개선하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Fig 5] Fetus(1) ultrasound volume data rendering 

image. (a) none filtered rendering image, (b) 

3×3×3 window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c) 5.6×5.6×5.6 window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d) adaptive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Fig. 6] Fetus(2) ultrasound volume data rendering 

image. (a) none filtered rendering image, (b) 

3×3×3 window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c) 5×5×5 window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d) adaptive biliteral filtered rendering 

image

[Table 1] Average Filtering Speed

Volume 

data

Volume 

data size

Kernel 

Size

Speed 

(s)

Fetus

(1)

224 × 3×3×3 0.0047

94 × 5×5×5 0.0048

110 7×7×7 0.0132

Fetus

(2)

384 × 3×3×3 0.0036

104 × 5×5×5 0.0038

48 7×7×7 0.0043

Phantom 

Fetus

256 × 3×3×3 0.0039

60 × 5×5×5 0.0038

51 7×7×7 0.0039

[Table 2] Adaptive Biliteral Filtering speed  

Volume 

data

Volume 

data size

Quantizati

on Size

Speed 

(s)

Fetus

(1)

224 × 8 0.078

94 × 16 0.179

110 32 0.440

Fetus

(2)

384 × 58 0.068

104 × 16 0.162

48 32 0.389

Phantom 

Fetus

256 × 8 0.026

60 × 16 0.059

51 32 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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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다양한 음  볼륨 데이터에서 양

자화 크기 8에서 필터링한 상 결과를 최  양자

화 크기 256에서 필터링한 상 결과와 비하여 

PSNR을 측정한 값이다. 상 처리 분야에서 일반

으로 PSNR 수치의 허용 범 는 한 복셀이 

1byte일 때, 30~50db이다[17]. 모든 데이터에서 

45db이상의 PSNR을 수치를 가지므로 양자화 범

가 8일 경우에도 충분히 정확하게 필터링 된다. 

더 정확하게 필터링하기 해 양자화의 범 를 크

게 한다면 합산 역 테이블을 만드는 시간이 비

례하게 커지기 때문에 필터링 속도는 더 느려진다.

[Table 3] PSNR of quantization size 8 by 

quantization size 255 

Data PSNR (db)

Fetus(1) 60.73

Fetus(2) 53.36

Phantom Fetus 49.59

5. 결  론

음  볼륨 데이터의 잡음을 효과 으로 빠르

게 제거하기 한 3차원 양방향 응 필터를 제안

하 다. 양자화 된 공간 필터의 3차원 합산 역 

테이블로부터 PBFIC를 구하고 이를 선형 보간하

여 구하는 방식으로 빠른 양방향 필터를 구 하

고 음  신호 시작지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커  도우 크기를 달리하여 음  볼륨의 샘  

특성을 고려한 응 필터를 구 하 다. 기존의 간

단한 필터링과 비 응 필터링을 용했을 때보다 

상을 게 왜곡하면서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양자화에 의한 필터링 정확성 손실은 

미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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