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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ray를 기반으로 하는 장 폐색 진단 방법은 검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적 진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프 변환과 PCM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장폐색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X-ray 장폐색 영상에서 ROI 영역을 추출한 후, 허프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ROI 영역에서 직

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직선을 이용하여 공기 액체층의 형태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대장 폐색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

출된 ROI 영역을 PCM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ROI 영역을 양자화 한다. 양자화된 ROI 영역 중에서 대장 폐색의 특

징이 포함된 클러스터의 그룹을 선정하고, 선정된 클러스터의 그룹에서 객체를 탐색하여 소장 장폐색 영역을 추출한

다. 장폐색 환자의 X-ray 영상 30개를 대상으로 PCM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결과, PCM의 초기 클러스터의 수를 4개
로 설정한 경우가 장폐색 검출 성능이 우수하였고 TPR은 81.47%로 나타났다.

ABSTRACT

Intestinal obstruction diagnosis method based on X-ray can affect objective diagnosis because it includes subjective 
factors of the examiner. Therefore, in this paper, a detection method of Intestinal Obstruction from X-Ray image using 
Hough transform and PCM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uses Hough transform to detect straight lines from the 
extracted ROI of the intestinal obstruction X-Ray image and bowel obstruction is extracted by using air fluid level’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detected by the straight lines. Then, ROI is quantized by applying PCM clustering algorithm 
to the extracted ROI. From the quantized ROI, cluster group that includes bowel obstruction’s characteristic is selected 
and small bowel regions are extracted by using object search from the selected cluster group. The proposed method of 
using PCM is applied to 30 X-Ray images of intestinal obstruction patients and setting the initial cluster number of PCM 
to 4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detection and the TPR was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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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 폐색 이란 장의 일부분이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

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장 폐색을 진단하는 방법

으로는 X-ray 촬영 영상을 이용한 진단, 복부 청진, CT
촬영 영상을 이용한 진단이 있다. 복부 청진은 진단 비

용이 저렴한 반면 정확한 진단이 힘들지만 X-ray촬영 

영상과 CT촬영 영상을 이용한 진단은 정확한 장 폐색 

진단이 가능하다. CT 촬영은 촬영을 위한 절차가 복잡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X-ray 촬영은 절차가 간

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장 폐색이 발병한 환자의 X-ray 
영상을 관찰했을 때, 장 내용물의 아래쪽이 수평적으로 

직선을 이루고 있는 공기액체층(air-fluid level)이 관찰

된다[1,2]. 공기액체층은 대장 폐색 영역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지만 소장 폐색 영역의 경우에는 공기액체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 폐색 환자의 

X-ray 영상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공기액체층의 형태학

적 특징을 이용하여 장 폐색 후보 영역을 검출할 경우에

는 장 폐색 환자의 X-ray영상에서 관찰되는 형태학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장 폐색 영역은 검출할 수 

있지만 특징이 뚜렷하지 못한 소장 폐색 영역은 검출하

지 못한다. 따라서 PCM(Possibilistic C-Means)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장폐색에서 소장 영역도 함께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장폐색 X-ray 영상

신체를 촬영한 X-ray 영상에서 폐의 영역은 영상의 

상단에 위치하며 낮은 명암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 영역은 왼쪽 폐 하단에 위치하며 위 내부의공

기층으로 인하여 형태학적으로 밑 부분이 평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골반 영역은 신체 하단 영역에 위

치하며 명암도가 상대적으로 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장 영역은 폐 영역과 골반 영역 사이에 존재한다. 장 

폐색 영역이 포함된 X-ray 영상은 그림 1과 같다.
장폐색의 원인을 크게 구분하면 장관이 기계적으로 

막힌 경우와 장관의 운동이 마비된 경우로 구분된다. 
장관이 기계적으로 막힌 경우는, 장의 통과 장애가 일

어나서 발생한다. 주로 개복수술 후에 장의 유착이 생긴 

경우, 대장암 등으로 장관이 막힌 경우, 탈장이 심하고 

오래되어 장관이 막힌 경우, 장중첩이 일어난 경우, 장
관의 일부가 꼬여 매듭을 이루는 경우가 해당된다[3].

Fig. 1 X-ray Image of Intestinal Obstruction

Ⅲ. 제안한 장폐색 추출 방법

3.1.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추출

장 폐색 영역이 존재하는 장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

정하기 위해서 폐의 말단 영역과 골반의 상단 영역을 추

출하고 그 사이의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한다. 
X-ray 영상에서 폐는 영상의 상단 부분에 위치하며 상

대적으로 낮은 명암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

기 위해서 평균 이진화를 적용하여 그림 2(b)와 같이 이

진화한다. 평균 이진화가 적용된 영상에서 영상의 상단 

부분에서 검은 픽셀에 대한 수평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다. 폐의 하단 부분에서는 다시 명암도가 밝아진다는 특

징을 이용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에서의 최댓값을 기

준으로 히스토그램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골을 탐색하

고 폐의 말단 부분으로 설정한다. 
골반은 허리의 하단 부분에 위치하며 X-ray 영상에서

는 밝은 명암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이

용하기 위하여 허리 영역을 추출한다. 허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신체를 분리해 신체의 윤곽선을 추출

하고 추출된 윤곽선에서 영상의 중앙을 기준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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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을 허리 영역으로 설정한다. 배경과 신체 영역

을 분리하기 위해서 오츠(Otsu)의 이진화 기법을 적용

한다. 오츠(Otsu)의 이진화 기법은 회색조인 X-ray 영상

에서 최적의 임계치를 찾아내기 위해 히스토그램이 쌍

봉의 형태를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4]. 

(a) Original X-Ray

  

(b) Binarziation
Fig. 2 Image Binarization of Lung Region to Extract the 
Ileus Area 

(a) Waist Area (b) Pelvic Area
Fig. 3 ROI Area Extraction

오츠의 이진화 기법이 적용된 영상에서 영상 외곽에

서 중앙으로 픽셀을 탐색하여 처음으로 만난 픽셀을 신

체의 윤곽선으로 설정한다. 신체의 윤곽선이 추출된 영

상에서 영상의 X축 중앙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픽셀

이 탐색된 곳을 허리로 설정한다. 그림 3(b)는 허리 영역

의 추출된 결과 영상이며 붉은 선은 허리 영역을 의미한

다. 허리 하단에 존재하는 골반 영역의 윤곽선을 추출하

기 위하여 Canny Edge Detection을 X-ray 원 영상에 적

용하여 영상의 윤곽선을 추출한다[2,3]. 윤곽선이 추출

된 영상에서 허리 영역을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하는 윤

곽선들 중에서 원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골반 영역

으로 설정한다. 그림 3(c)은 Canny Edge Detection이 적

용된 영상에서 골반 영역을 추출한 영상이며 푸른 선은 

골반 영역이다.

3.2. 허프 변환 기반 대장 폐색 특징 추출

허프 변환(Hough transform)은 영상의 특징을 검출하

는 기법으로 영상처리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법이다. 허
프 변환은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도형들은 검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대장 폐색 

환자의 X-ray 영상에서 나타나는 공기액체층의 아래쪽

이 수평적으로 평평하다는 형태학적 특징을 이용하기 

위하여 허프 변환을 적용한다. X-ray 영상에서 직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Canny edge dtector를 이용하여 에지

를 추출한 후에 허프 변환 기법을 적용한다. 직선을 검

출하기 위하여 추출된 각 에지들의 (x,y)좌표점을 지나

는 직선을 식(1)을 이용하여 (θ,r)좌표 평면상의 곡선으

로 변환한다. 

    (1)

θ는 각 에지들의 (x, y)좌표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

선이 이루는 각도이고, r은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이

다. x는 x절편이고, y는 y절편이다. 그림 4는 (x, y) 좌표

평면상에서 r과 θ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r and θ on the Coordinate Plane

식 (1)을 이용하여 각 에지들을 지나는 직선을 (r, θ)
좌표평면상의 곡선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

적인 직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θ의 범위를 87~93으로 제

한하여 나타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r, θ)좌표평면에서는 추출된 에지들의 한 점을 지나

는 여러 각도의 직선이 하나의 Sin곡선으로 표현된다. 
(r, θ)좌표 평면상에 그려진 n개의 Sin곡선이 한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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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그 점을 (x, y)좌표 평면으로 변환했을 때 나타나는 

직선이 n개의 에지를 지난다. 따라서 한 점을 지나는 Sin
곡선의 수 n이 임계치 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 점을 식 (2)
을 이용하여 (x, y)좌표 평면으로 변환한다. 식 (2), (3)에
서 H는 영상의 폭이고, W는 영상의 너비이다. 그림 6은 

허프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직선을 검출한 결과이다.


 



   (2)


 



   (3)

허프 변환 기법이 적용된 ROI 영역에서 장폐색 특징

이 있는 객체들을 분리한다. 분리된 장폐색 특징이 있는 

아래 경계영역에서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에지들의 길

이를 구한다. 구한 에지들의 길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후에 평균 길이보다 작은 에지들은 잡음으로 간주하여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대장 폐색을 추출한다. 

Fig. 6 Result Image of Applying Hough Transform

3.3. PCM을 이용한 소장 폐색 특징 추출

소장 폐색 영역은 형태학적인 특징은 명확하지 않지

만 대장 폐색 영역과 유사한 명암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

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하여 원 X-ray 영상에서 

픽셀 값들이 유사한 명암도를 가진 픽셀들을 PCM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군집화 한다. 그리고 군집화 된 클러스

터들에서 추출한 공기액체층의 형태학적 특징이 포함

된 클러스터 그룹을 탐색하여 소장 폐색 영역을 추출한

다. PCM 알고리즘은 클러스터의 개수 설정에 민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형도(typicality)를 사용하는 클러스터

링 기법이다[7,8]. PCM Clustering 기법은 다음과 같다. 
PCM 알고리즘에서는 각 포인트가 클러스터에 속하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소속도가 아닌 전형성(typicality)
를 사용한다. PCM의 목적 함수는 식 (4)와 같다. 

 





  






 
  









 (4)

식 (4)에서 두 번째 항은 모든   값이 0이 되는 경우

에 목적 함수가 최소화되는 자명해(trivial solution)을 제

거하기 위해 첨가된 항이다. 식 (4)에서 c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m은 전형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1.5로 

설정하며 는 k 번째 데이터 포인트와 i번째 클러스터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는 k번째 데이터 포인

트가 I번째 클러스터에 소속되는 전형도를 나타내며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식 (5)는 한 데이터 포인트와 하나의 클러스터 중심 

사이의 거리만을 고려한다. 는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값들의 무게 중심을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식 (6)
과 같이 계산한다. 

 



















(6)

PCM Clustering 기법은 Sum-to-One 조건을 제거함

으로써 민감성을 줄일 수 있다. 식 (7)은 식 (4)과 같이 

서로 독립적인 c개 값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5 Image Converted to a Curve on the Coordinat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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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 (6)에서 도출된 전형도 값(
)이 이전에 학습된 값

(
 )보다 작으면 재학습을 시도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장폐색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Intel® Core™ i7-6700HQ CPU @ 2.60GHz 프로세서와 

8.00GB RAM이 장착된 PC 상에서 Visual Studio 2017 
C#으로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은 장폐색 환자의 

X-ray 영상 30개를 대상으로 PCM 클러스터링을 적용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장폐색 환자의 X-ray 영상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비정량적이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PCM 클러스터의 초기 설정에 따른 

장폐색 추출 결과를 표 1로 나타내었다.

Table. 1 Extraction of Intestinal Obstruction for the 
Number of Clusters 

PCM 
Number of clusters

2 3 4

Number of extractions 12 22 26

표 1에서와 같이 PCM 클러스터링에서 초기 클러스

터의 수를 4개로 설정하는 것이 장폐색 추출에 효과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클러스터의 수가 2인 경우

에는 명암 대비가 낮은 장폐색 영역이 다른 영역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3개인 경우에는 일부 장 

폐색의 특징이 다른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

하였다(그림 7). 

(a) Ileus Area (b) 2 Clusters (c) 3 Clusters (d) 4 Clusters
Fig. 7 Extraction Results of Intestinal Obstru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PCM Clusters

(a) PCM-based Quantization (b) Applying Hough Transform
Fig. 8 Feature Results Extracted by Applying Hough 
Transform

PCM을 적용하여 양자화된 영상의 클러스터 중에서 

허프 변환을 적용하여 검출된 대장 폐색의 형태학적 특

징을 포함하는 클러스터 그룹을 탐색하고 탐색된 클러

스터에 속하는 영역을 소장 폐색 영역으로 추출한 결과

는 그림 8과 같다. 
PCM의 초기 클러스터의 수에 따라 식 (8)과 같은 

TPR(True Positive Rate)을 적용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TPR은 실제 장폐색 영역으로 추출한 비율을 의미한다.




  (8)

식 (8)에서 TP(True Positive)는 장폐색 영역을 장폐색 

영역으로 추출한 수치이다. TN(True Negative)은 장폐

색이 아닌 영역이 장폐색이 아닌 영역으로 추출된 수치

이다. FN(False Negative)은 장폐색 영역이 장폐색이 아

닌 영역으로 추출된 수치이다. FP(False Positive)는 장폐

색이 아닌 영역이 장폐색 영역으로 추출된 수치이다.

Table. 2 TPR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CM 
Clusters

2 3 4

TPR 52.19% 65.45% 81.47%

PCM에서 4개의 클러스터의 수를 설정한 것이 다른 

경우보다 추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그리고 장폐색 영역이 추출되지 않은 경우는 

PCM은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무게 중심을 구하기 때문

에 장폐색 영역과 그 외 영역 간의 명암도 차이가 명확

히 구분되지 않아서 장폐색 특징 영역이 군집화하는 과

정에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분산되어 분류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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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이다,

Ⅴ. 결론 및 향후 개선 방향

본 논문에서는 장폐색 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PCM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장폐색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장폐색 X-Ray 영상

에서 ROI 영역을 추출한 후, 허프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ROI 영역에서 직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직선을 이용하

여 공기액체층의 형태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대장 폐색

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ROI 영역을 PCM 클러스

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ROI 영역을 양자화 하였다. PCM
으로 양자화된 클러스터들 중에서 대장 폐색의 특징이 

포함된 클러스터의 그룹을 선정하고, 선정된 클러스터

의 그룹에서 객체를 탐색하여 소장 폐색 영역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PCM 클러스터링 기법은 초기 

클러스터 수에 따라 장폐색 추출 성능이 달라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초기 클러스터의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각

각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초기 클러스터의 수가 4개로 

설정한 경우가 30개의 영상 중에서 26개가 추출되었다. 
추출되지 않은 4개의 경우는 일부 장폐색 특징들이 다

른 영역과의 명암 대비가 매우 낮아서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되거나 장폐색 특징 간의 명암 대비가 높아서 장폐

색 특징들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분산된 경우이다.
향후의 연구과제는 장폐색 추출에 적용되는 PCM 클

러스터링 기법을 딥 기반 다층 PCM 클러스터링 기법으

로 확장하여 명암 대비가 높거나 낮은 장폐색 X-Ray 영
상에서도 추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장폐색 영역과 그 

외 영역 간의 명암 대비를 높일 수 있는 퍼지 스트레칭 

기법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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