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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망막혈관 영상에서(retinal image) 혈관의 모양 또는 생성변화를 효과적으로 검진하기 위해서 망막혈관을 자동적으로 분리하는 

영상분할 기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 주로 망막혈관영상의 잡음을 억제하고 또한 혈관의 명암대비도

(contrast)를 증가시키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혈관의 국부적인 화소값의 변화, 방향성을 판별하여 혈관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왔으며 최근에는 합성곱 신경망(CNN) 딥러닝 학습모델을 활용한 망막혈관 분리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고 있다. 

키워드: 당뇨망막병증(DR: Diabetic Retinopathy), 망막혈관(Retinal Blood Vessel), 영상강화(Image Enhancement), 

형태학적 영상처리(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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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당뇨망막병증(DR: Diabetic Retinopathy)은 주로 만성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병되며 주로 망막의 미세혈관들의 기하학적인 모양 

변화 또는 새로운 미세혈관들의 생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3대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1]. 따라서 특히 당뇨병 환자의 망막혈관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에

서, 망막혈관의 지름 및 꼬임 형태 변화 그리고 미세동맥류

(microaneurysm)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 과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 망막혈관 영상을 획득한 다음에 혈관에 속한 

영상 영역을 배경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분리하는 영상분할(image 

segmentation)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고 있다. 망막혈관 자동검출을 

위한 영상분할 알고리즘은, 우선적으로 영상 잡음의 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우시언 필터를 포함한 저주파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망막혈관 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을 

증가시키는 전처리 과정과[2, 3] 또한 망막혈관 영상 영역과 주위 

배경 사이의 명암 대비의(contrast) 차이를 강화시키는 전처리 과정이 

포함된다[4]. 일반적으로 망막혈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안저 컬러영상

(retinal fundus) 촬영기법이 사용되며,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반사광으로 인한 optic disc 영역이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망막혈관 영역검출을 위해서 안배(optic cup) 영역을 제거하는 영상 

전처리 기법도 활용된다[5].

II. Image Segmentation for Extracting Retinal 

Blood Vessels

2.1 Retinal Blood Segmentation by Detecting Local 

Gradients in Image Intensity

망막혈관 영상에서 혈관 영역과 주위영역의 명암대비도의 차이를 

증가시킨 다음에, 혈관이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비등방확산 필터를(anisotropic diffusion filter)를 적용하

여 혈관의 중심 화소에서 8개의 방향으로 명암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혈관영역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optical disc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태학적 영상 마스크 처리(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기법이 전처리 과정에 포함된다[6-7].

2.2 Retinal Blood Segmentation by Utilizing Morphological 

Features in Retinal Blood Vessels

망막혈관 영상에 Top-Hat 형태학적 연산자를 적용하여 혈관 명암

대비도를 증가시키고 가우시언 저주파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영상의 잡음을 억제한다. 최종적으로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과 DRIVE(Digital Retinal Images for Vessel 

Extraction) 훈련 데이터의 학습을 통하여 혈관영역과 비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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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기법이 사용된다[4].

2.3 Retinal Blood Segmentation b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Deep Learning Model 

최근에 망막혈관 영상의 명암대비도와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킨 

다음에, 합성곱(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딥러닝 모델을 활용

하여 망막혈관 영역을 자동적으로 판별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8]. 제시된 알고리즘들에서는 최소한 2개 층 이상의 합성곱 

모델이 활용되며, 망막혈관 영역에 속한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영상을 patch 형태로 인위적으로 분할하고 주어진 마스크 

또는 레이블 영상으로 훈련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딥러닝 모델을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큰 혈관, 미세혈관 및 배경 영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기의 patch들이 설정된다. 

III. Conclusions

망막혈관 영상에서 망막혈관을 자동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주로 

망막혈관의 국부적인 화소 값의 밝기도 변화를 판별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망막영상을 일정한 크기의 patch 영역으로 

해석한 합성곱 딥러닝 학습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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