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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동맥 재술은 상동맥 조 술과 동시에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심도  검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상동맥 재술 시에는 의 착지 에 스텐트를 삽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 손상이나 열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시술자는 의 손상이나 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의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하

지만 상의 화질에 따른 문제들로 인하여 의 경로추출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의 

화질에 향을 미치는 상잡음에 한 성능평가를 하여 처리 과정으로 미디언 필터링을 실시하 고 비교 실

험을 해 소벨 에지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퍼지 에지 추출 기법의 성능을  실험하 다. 그 결과 미디언 필터링을 

용한 퍼지 에지추출 기법의 상이 잡음 제거와 신호의 검출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ABSTRACT

Coronary Intervention treatment has become the core that is the test of cardiac catheterization to conduct treatment with Coronary 

Arteriography. Operators must be careful in Coronary Intervention treatment because the stent is inserted into the point of narrowing of blood 

vessel. So, the operator must correctly recognize the path of blood vessel to deal with the problems which are damages and ruptures of blood 

vessel, and there would be some  errors of finding the path of blood vessel by bad qualify of the image. Therefore in this paper, median 

filtering is conducted by preprocessing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effect of noise of the image that affects quality of the image and 

Fuzzy Edge Extraction Techniques is tested by using Soble Edge Extraction Techniques to compare the performance with The Fuzzy Edge 

Extraction Techniques. In result, the performance, removing the noise and extracting the signal of Fuzzy Edge Extraction Techniques using 

median filtering,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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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근경색증은 상동맥에 생긴 에 의해 심장근

육에 공 되어야 할 액이 완 히 차단되어 심장근

육의 일부가 죽고 기능이 하되는 질환이다. 더욱이 

기능을 잃어버린 심장근육의 부 가 큰 경우에는 생

명까지도  할 수 있어 심근 경색증은 매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더욱이 심근경색증은 발병 

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심장근육의 기능을 되

살릴 수 없어 발생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

아야 한다. 상동맥은 착된 기간이 길수록 되살릴 

수 있는 심장근육의 양은 어지므로 심근경색증의 

진단과 치료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진단과 

치료를 해서는 에 풍선이나 스텐트를 삽입하여 

막힌 에 신선한 피를 공 해  수 있는 경피  

상동맥 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이 있다[1].

상동맥 재술은 경피  경로를 통해 상동맥의 

기시부에 카테터를 치시킨 후 조 제를 주입하면서 

상동맥의 해부학  구조를 촬 하여 진단하고 상

동맥 조 술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써 심도  

검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상동맥 재술은 조 술 후, 의 착지

에 정확히 스텐트를 삽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삽입시 

의 손상이나 열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술자

는 의 경로를 주의 깊게 찰하여야 하며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서 의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추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상의 선명

도와 화질, 환자의 요인(주변의 , 근육 등)에 따라서 

상 내 잡음의 수 이 히 차이가 나타남으로 인해 

의 경로추출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내의 배경잡음이 

의 경로추출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해서 미

디언 필터링(median filtering)을 용하기 과 용한 

후에 퍼지 에지 추출기법을 이용하여 의 경로를 추

출하 다. 한 퍼지 에지 추출기법의 성능평가를 해 

상의 에지추출에 많이 이용되는 sobel 에지 추출기법

을 용하여 비교 실험을 하 다. 

Ⅱ. 제안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상동맥 조 상을 통해 의 에

지를 추출하여 착부 를 인식한 후, 착 부 에 스텐

트를 삽입하기 해 상의 배경잡음이 의 경로추

출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한 상처리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처리과정은 그림 1 과 

같다.[6][7][8]

그림 1. 퍼지 상처리 구성도
Fig. 1 The structure of fuzzy image processing

이 상처리 과정을 세부 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단

계에서는 × 크기의 상동맥 조 상 를 

입력 받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동맥 조 상에서 미디언 

필터링을 용하 다. 미디언 필터링은  한 상의 화소

들에 하여 임의의 크기 커 을 슬라이딩하면서 오름

차순으로 커  안에 있는 화소들에 하여 순 를 악

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간에 해당하는 화소 값은 커

의 심에 응하는 출력 상의 치에 채워진다. 

심 값이 선택되기 때문에 미디언 필터의 커 이 가진 화

소의 수는 홀수개가 된다. 미디언 필터링의 기본함수는 

매우 뚜렷한 밝기를 가진 들이 그들의 이웃화소들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서 돌출되는 화소 값을 제거하는 것

으로 필터링 후의 상이 더 흐려진것을 볼 수 있다.[3]   

제안된 에지추출 기법의 성능비교 분석을 한 sobel 

에지 추출기법은 에지 추출의 가장 표 인 1차 미분 

연산자  하나로서 돌출된 화소값을 비교  평균화함

으로 잡음에 체 으로 강하며 수직과 수평 방향 에지

보다 각선 방향 에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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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 조 상에서의 에지추출에 더 합할 것으로 

단하여 비교 실험에 사용하 다. [4]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식(1)을 이용

하여 45도 마다 각 8방향의 를 세 지 으로 정하고 식

(2)와 같이 연속 인 세 지 을 나타낸다.  그 후, 식(3)와 

같이 합을 구하고 0∼255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기 하

여 평균을 취해 으로 나타낸다. 다음으로 식(4)와 같

이 각 의 원 칭성분을 구한 후에 같이 나타내

고 이를 식(5), 식(6)의 맘다니(Mamdani) 추론방법을 이

용하여 상을 비퍼지화한다. 

 sin           (1)


sin                (2)


 

  




                             (3)

                         (4)

 







∥
∥

∥ ∥ 


                    (5)

 
  




 





∥ ∥

 ≤ ∞      (6)

그림 2. 퍼지 추론 시스템
Fig. 2 fuzzy inference system

퍼지 상처리기법은 상 처리를 표하고 이해하

는 퍼지 집합과 같은 모든 근 방식의 집합체이다. 퍼지 

상처리는 퍼지화(fuzzification), 소속 함수 값의 변경

(modification of membership values), 상의 비퍼지화

(defuzzification)와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 퍼지화와 비

퍼지화는 퍼지 기법과 상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단

계이다. 퍼지 상 처리의 주요 능력은 소속 함수 값을 

변경하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상 데이터는 한 퍼

지 기법으로 소속 함수 값을 수정하여 그 이 벨에서 

소속 함수 퍼지화로 변환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이 벨 0과 255사이에 있는 

상을 분석하기 해 의 값을 토 로 입력 상과 8

비트로 양자화(quantization)된 비퍼지화 후의 출력 상

의 계를 소속 함수 값으로 그림 3(a)와 같이 나타낸다. 

퍼지 집합은 각 변수의 농도를 나타내기 한 것이다. 이

러한 설정은 언어  변수인 블랙과 에지로 나타난다. 입

력과 출력에 련된 퍼지 집합에 한 채택된 소속 함수

는 그림 3(b)와 같다.

(a)

(b)

그림 3. 소속 함수
(a) 입력함수 (b) 출력함수
Fig. 3 Membership functions

(a) Membership function of input 

(b) Membership function of output

퍼지규칙을 구 하기 해 용된 기능인 “and”와 

"or" 오퍼 이터는 각각 최소  최  기능을 한다.  맘다

니 방법은 비퍼지화의 차로서 선택되고 이는 입력 데

이터를 각각의 추론 규칙을 용하여 얻은 퍼지 집합의 

추가 기능을 통해 나타낸다. 시스템의 출력은 소속 함수

의 결과에 따라 계산된다. 출력에서 두 가지 소속 함수의 

값은 흑색과 상의 에지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었다. 

추론 규칙은 8개의 이웃한 그 이 벨 화소의 가

치가 블랙인지 는 화이트인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규

칙의 장 은 상에서 직  처리하여 모든 에지를 추출

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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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le State Output

1 
 &   &   is White   is Black edge

2   &   &   is White   is Black edge

3   &   &   is White   is Black edge

4   &   &   is White   is Black edge

5   &   &   &    is White  edge

(b)

그림 4. 각각의 의 5규칙

(a) 5x5 로  마스크 (b) 퍼지 규칙
Fig. 4  each another 5 rules of 

(a) Floating mask 5x5 (b) Fuzzy Rule

처리된 상의 모든 화소는 각 화소의 이웃화소를 분

석하는 것이다. 각 화소의 상태는 모두 그 이 벨을 스

캔할 수 있는 그림 4(a)와 같이 5x5 마스크를 사용하여 결

정된다. 그리고 그림 4(b)처럼 5개의 규칙은 의 칭

인 라인을 다루며 경계값의 기  이상일 경우에만 체크 

는 마스크의 화소를 심으로 하여 에지로 체크한다. 

결과 상은 블랙과 화이트의 역을 구분하는데 기

여한다. 퍼지 구조의 측면에서, 입력 그 이는 0∼255의 

그 이 명암 분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비퍼지화에 따라 퍼지 추론 시스템 

(Fuzzy Inference System)의 출력은 0∼1사이에서 값이 

다시 제공된다. 그리고 블랙과 에지로 감지된다. 제안된 

실험의 결과 상은, 의 칭인 성분의 차가 0～10사

이의 그 이 벨 값은 블랙임을 의미하고 11∼255사이

의 그 이 벨 값은 에지임을 의미한다.

Ⅲ.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착 부 에 스텐트를 삽입하기 

해 상 내의 배경잡음이 의 경로추출에 미치는 

향을 비교 평가하기 해 실제 환자의  조 상

을 토 로 성능을 평가하 고, 그 결과 각각의 방법에

서 출력된 상은 그림 5과 같다. 그림 5에서 원 상(그

림 5(a))은 × 크기로 변환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그림 5(b)는 원 상을 미디언 필터링을 시행한 

상으로 매우 뚜렷한 밝기를 가진 들이 그들의 이웃화

소들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서 돌출되는 화소 값을 제거

하는 것으로 필터링 후의 상이 더 흐려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c)는 미디언 필터링을 시행하지 않고 sobel 

기법을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한 상으로 배경 잡음 

등의 이유로 거의 부분의 이 에지가 끊겨 나타

나며, 그림 5(d)는 미디언 필터링을 시행한 상에 

sobel 기법을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한 상으로 배경 

잡음 이 많이 어들었으나 부분의 의 에지가 

끊겨 나타난다. 

그림 5(e)는 미디언 필터링을 시행하지 않고 fuzzy 기

법을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한 상으로 잡음의 향으

로 인해 을 깨끗하게 표 되지 못하고  내에 잡

음이 나타난다. 의 일부분은 끊겨 나타나지만 에지

를 잘 표 한다. 그림 5(f)는 최종 으로 미디언 필터링

을 시행한 상에 fuzzy 기법을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한 

상이다. 배경 잡음  내 잡음이 고 미디언 필터

링을 하지 않은 상에 비해 이 선명히 보이지만 

이 일부분 끊겨 나타난다.  

 그림 5의 (c)～(f) 상에 한 에지의 표   배경과 

 내 잡음을 비교 평가하기 해 각각의 상에서 에

지의 픽셀 수, 배경 잡음   내 잡음의 픽셀 수를 각

각 구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검출 성능의 평가 방법은 총 픽셀 수(


), 에지의 픽

셀 수(


)와 배경 잡음의 픽셀 수(


)   내 잡

음의 픽셀 수(


)를 배경 잡음에 한 에지의 백분율






×과  내 잡음에 한 에지의 백분율






×를 산출한 후 평가하여 표 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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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5.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상 처리 결과
(a) 원 상 (b) 미디언 필터 상 (c) 소벨 상 

(d) 미디언 필터 처리된 소벨 상 (e) 퍼지처리 상 
(f) 미디언 필터 처리된 퍼지 상

Fig. 5 The proposed algorithm, the result of 
processing by the image. (a) original image 

(b) median filtering image (c) sobel without median 
image (d) sobel with median image (e) fuzzy without 

median image (f) fuzzy with median image

표 1의 결과에서 원 상의 검출된 에지의 픽셀수는 

실제 임상에서  상처리 작업을 하는 문가의 도

움을 받아 에지의 픽셀수를 계산하 고 복수개의 픽셀

이 에지를 구성할 경우, 하나의 에지만을 선택하 다. 결

과 으로 sobel 에지 추출 기법은 평균 약 77.5%의 검출 

성능과 배경잡음에 한 SNR이 평균 2.39를 나타내었

고, 반면에 fuzzy 에지 추출 기법은 평균 95.4%의 검출성

능과 배경잡음의 SNR이 평균11.05 을 나타내어 fuzzy 에

지 추출 기법과 미디언 필터에 의해 상의 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표 1. 검출 성능 평가결과
Table. 1 Results of detection performances

Case original sobel fuzzy

median filtering unused used unused used

pixel 230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edge 16173 12450 12630 15303 15557

back ground noise · 8013 3900 1799 1144

blood vessel noise · 2166 1821 101 17

detect rate · 76.98 78.09 94.62 96.19

back ground SNR · 1.55 3.24 8.51 13.60

blood vessel SNR · 5.75 6.94 151.51 915.12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동맥 조 상의 효과 인 잡음 

제거를 통해 의 에지를 추출하고 스텐트의 삽입 경

로를 시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실제 환자의 

상을 토 로 각각의 실험 평가를 한 결과, 미디언 필터링

을 이용한 fuzzy 에지 추출에서의 에지픽셀 수가 96.19%

의 검출 성능을 보 다. 

기존에 심근 경색증의 치료를 해 시행되는 상동

맥 재술에서는 환자의 구조와 시술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스텐트의 종류가 다양하여 합한 스텐트를 

선택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술자의 경험에 

의해서만 스텐트가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

하거나 정상 인  구조가 아닌 경우 스텐트의 삽입

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환자의 생명이 험해지거나 

경제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된 기법을  조 상에 용하면 험부담도 이

고, 보다 안정 인 시술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은 상 내에 포함된 잡음을 효과 으

로 제거하여 배경 상보다  상을 강화시키는 알

고리즘 개발하여야 한다. 한 퍼지처리기법을 용할 

시에는 각방향의 평균을 이용한 검출방법의 특징인 복

수의 신호 굵기를 하나의 신호로 나타내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의 착부 를 검출하고 착율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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