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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활용을 위한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측정 데이터의 
GUI 시스템 구현

Implementing Graphic User Interface System for Microwave Radiometry Data to 
Utilize Breast Cancer Diagnosis

신 승 원*․김 경 섭†․이 정 환**․한 종 삼***․허 규 학***

(Seung-Won Shin․Kyeong-Seop Kim․Jeong-Whan Lee․Jong-Sam Han․Kyou-Hak Heo)

Abstract  – In this study, a novel Graphic User Interface (GUI) software development system is suggest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diagnose breast cancer with utilizing 3～4.2 GHz microwave radiometric data. The estimated inner and 

surface temperature values on the patient’s right and left breast in terms of microwave radiometry are visualized in HSV 

color mapping space and their relevant contour regions and lines are depicted by Marching Square graphic algorithm. 

Also the database system is implemented in terms of patient and diagnostic module to support the medical decisions 

concerning the breast cancer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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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Microwave Radiometer)는 

온도  이상의 상태에 있는 물체에서 발산되는 일정한 

주 수 역의 자기에 지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온

도  이상의 상태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기에 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특히 에 지를 완벽하게 흡수하는 흑체 

(Black body)는 랑크 복사 법칙 (Planck’s Radiation Law)

에 따라 모든 주 수 역의 자기에 지 (단 :watts/(㎡

㎐ rad))를 발산한다[1]. 여기서 주 수 역에 따라 흑체가 

발산하는 에 지의 세기는 각각 다르다. 인체의 경우, 외

선 역의 에 지가 가장 많이 발산되고 마이크로  역의 

자기에 지는 부분 생체조직 내부에 흡수가 되고 일부

분의 미약한 크기의 에 지가 생체조직을 통하여 피부로 

달된다. 이 때 피부표면에서 발산되는 에 지의 크기는 인

체를 구성하는 근육, , 지방 등의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2].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는 인체의 피부 표면에서 발산되

는 1～6 GHz 역의 미량의 자기에 지를 비침습 인 방

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조직 내부의 평균온도

를 추정할 수 있다.

재 암이나 종양의 진단에 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방사선 촬 , 컴퓨터 단층 촬  는 자기공명 상장치를 

이용하여, 암이나 종양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증식되었을 

때 주 의 정상조직과 이상조직의 형상의 차이를 상의 명

암도 차이로서 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정한 크기로 증식되지 않은 기 상태의 이상조직의 경우 

정상조직과의 형상 차이가 어서 상의 명암도 차이를 이

용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암이나 종양의 조기 진단에 효

과 으로 활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라

디오미터를 의학 으로 응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진단에 활용하기 

하여 단일 매질로 구성된 유방 모방자 (Phantom)를 구성하

여 마이크로  역의 에 지를 측정하여 온도를 추정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하여 유방암

의 진단에 도움을  수 있는 GUI (Graphic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방 내

부조직의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방 체의 온도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컬러 매핑 기법과 등고선 기법을 용한 가

시화를 통하여 유방암의 진단에 도움을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구 하고자 한다. 한 환자 정보  진단 정

보를 장하고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 하여 각

각의 환자에 한 진단 정보를 편리하게 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결과 으로, 마이크로  라디오미

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설

계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환자 정보 

 측정 데이터의 장  리를 하여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설계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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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유방암 진단을 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응용

재 유방암의 의학  진단 방법으로서 보편 으로 활용

되고 있는 방법은 유방암 방사선촬 기 (Mammography) 

는 음  (Ultrasound) 상촬 기를 이용하여 유방의 

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진단 방법은 

유방 내에 발생한 종양부 가 일정한 크기로 증식된 후, 주

의 정상조직과 이상조직의 형상 차이를 상의 명암도 차

이로 별하는 형태학 인 소견을 기반으로 진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방법은 보통 직경 1㎝ 이상의 크기로 

증식되지 않은 기 상태의 종양의 경우 정상조직과의 형상 

차이가 어서 상의 명암도 차이를 이용한 종양의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유방암의 조기 진단에는 활용하기 힘들며, 오

진율이 높다. 한 방사선 촬 의 경우 방사능의 피폭에 

한 향이 있으며, 환자의 유방을 압착하여 촬 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일시 인 고통과 불편이 수반된다. 이와는 

조 으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 

방법은 유방 내부에 존재하는 종양부 와 정상부 에서 발

산되는 미약한 크기의 자기에 지를 측정하여 유방 내부

조직의 온도를 추정하고 그 차이를 활용하여 유방암을 진단

하는 방법이다. 종양조직은 발생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종

양세포의 사량이 정상조직보다 활발하고, 종양세포 주 로 

액의 유입량이 증가하여 주 의 정상세포보다 많은 열이 

발생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주변의 정상조직보다 자기 

에 지가 더 많이 방출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정상조직과 종양조직의 온

도분포의 차이를 도출하여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재 유

방암 진단 라미터 도출과 연 하여 필요한 해상도에 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 으로 직경 1㎝ 이하의 크

기를 가지는 기상태의 종양에서도 온도분포의 차이를 이

용하여 정상조직과 종양조직을 구분하려는 임상실험이 진행

되고 있다. 결과 으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한 유

방암의 진단 방법은 유방의 일정한 치에 마이크로  라디

오미터의 수신 안테나를 하여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방 체의 온도 분포를 추정하

는 과정을 통하여 종양의 유무를 진단하게 되어서 방사능의 

피폭 향이 없고 인체에 비침습 인 진단 방법으로 간주된

다[5]. 

2.2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시스템 구성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는 마이크로  역의 에 지를 수

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이용하여 에 지를 측정하고, 이를 

기  부하 신호와 비교하여 생체조직 내부의 온도를 추정한

다. 그림 1은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

여주는데, 스 치 1은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입력 신호와 일

정한 온도 값을 갖는 기  부하 신호를 상호 교환 하여 입

력 신호를 변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스 치 2는 잡음과 고

정 감쇄기가 발생하는 기  온도 부하와 기  부하의 차이

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 치 3은 Dicke 스 치로

서 스 치가 닫혔을 때는 기  부하 신호가 입력되고, 스

치가 열렸을 때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마이크로  역의 

생체 신호가 입력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Isolator 1은 스 치 3이 손실 상태(low-loss state) 가 될 

때 기  부하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Isolator 2

는 첫 번째 RF (Radio Frequency) 증폭기에 반향 되는 신

호를 차단하며, Isolator 3은 첫 번째 RF 증폭기의 출력과 

역 통과 필터 (Band-pass filter) 입력을 일정한 부하로 

정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5].

그림 1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microwave radiometer 

system

따라서 그림 1에 주어진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시스템의 

수신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자기에 지 신호는 수신 안

테나와 생체조직 사이에서 정의된 자기에 지 달 가

치 함수를 반 하여 일정한 생체조직의 내부 평균온도를 추

정하게 된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라

디오미터 유방암 진단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 다[6].

그림 2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유방암 진단 시스템의 구성

도

Fig. 2 A diagram of microwave radiometer system for 

breast cancer diagnosis

여기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진단기는 러시아 RES사

의 RTM-01-RES 라디오미터를 이용하 다. 이 진단기는 

물체로부터 발산되는 3～4.2 GHz 역의 자기에 지를 안

테나를 이용하여 비침습 인 방법으로 수신하고 이를 온도 

값으로 추정하는 장치이다. 여기서 정확한 온도값을 추정하

기 하여 32℃와 38℃의 온도를 가지는 온수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온도가 온수의 온도와 일치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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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달 가 치 함수의 계수를 변경하는 보정 (Calibration) 

과정을 수행한다.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유방암 진단 시스템은 다음과 같

이 5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을 거쳐 유방암 종양의 존재 여부

를 단하게 된다.

ⅰ) 환자 정보 입력 는 선택

ⅱ) 환자에 한 진단 정보 입력

ⅲ) 왼쪽과 오른쪽 유방  림 의 온도 측정

ⅳ) 왼쪽  오른쪽 유방 체에 한 내부 온도 표

ⅴ) 측정된 온도 그래   진단을 한 정보 표시.

환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환자의 간략한 신상정보를 입

력하고, 진단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환자의 상태 등을 입력한다. 온도 

측정 단계에서는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진단기를 이용하여 

양쪽 유방의 내부조직 온도를 측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유방 

체에 한 내부조직의 온도 분포가 등고선을 포함한 그래

픽으로 표 된다. 마지막 단계로 양쪽 유방의 내부 온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된 온도를 그래 로 표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왼쪽과 오른쪽 유방의 서로 응

되는 측정 부 의 온도 값의 차이가 큰 부 를 비정상 인 

온도 분포 역으로 해석하고 그 부 에 유방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단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과정을 수

행하기 한 GUI 화면 구성이 필요하다.

2.3 유방 내부 온도 데이터의 표

그림 3은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방 

내부조직의 자기에 지를 측정하는 치를 보여 다[7]. 

그림 3 유방암 진단을 한 자기에 지 측정 치

Fig. 3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energy for breast 

cancer diagnosis by microwave radiometer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유방암 진단 시스템은 유방 내부

조직의 자기에 지를 측정하여 온도를 추정하게 되는데, 

유방 내부조직의 모든 치에 한 자기에 지를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특정한 9개의 치를 설

정하여 유방 내부조직의 자기에 지를 측정하고, 이를 기

으로 유방 내부조직 체의 온도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다음의 식 (1)과 (2)는 9개의 온도 데이터를 이용

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치의 온도를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

낸다.

 


 






  




(1)

    


(2)

여기에서, 는 번째 치의 온도를 나타내고, 는 번

째 치의 가 치 계수를 나타낸다. 한 와 는 자기

에 지를 측정하여 도출한 번째 입력 온도의 치 좌표를 

나타내고, 와 는 온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치 좌표를 

나타낸다. 은 가 치 계수를 한 조정인자로서, 실험 으

로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식 (1)과 (2)를 통하여 추정된 유방 내부조직에 한 온도 

분포의 변화를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내기 하여 일정한 간

격을 가지는 등고 역으로 표 하고자 하 다. 그림 4는 

추정된 유방 내부조직에 한 온도 분포를 등고 역으로 

표 한 를 보여 다.

그림 4 등고 역으로 표 된 유방 내부의 온도 분포의 

Fig. 4 An example of visualization of the contour region for 

the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breast

등고 역으로 표 된 유방 내부조직의 온도 분포를 좀 

더 알기 쉽게 표 하기 하여 컬러 매핑 (color mapping)

을 용하여 온도분포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컬러 상처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컬러 공간들  

HSV 컬러 공간을 이용하여 온도 분포에 따른 컬러값을 결

정하고자 하 다. 원통 (Cylinder)의 형태를 가지는 HSV 컬

러 공간에서, 원통의 회  각도와 지름, 높이는 각각 색상 

(Hue), 채도 (Saturation)  명도 (Value)를 나타낸다. 즉 

원통의 회  각도를 변화시키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온도 분포에 따라 회  각도에 변화를 주어 

컬러값을 결정하고자 하 다. 그림 5는 HSV 컬러 공간을 

나타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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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SV 컬러 공간

Fig. 5 The HSV color space

다음의 식 (3)은 온도 분포에 따라 색상의 회  각도를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3)

여기에서, 는 유방 내부조직의 체 역에 한 온도

의 최솟값을, 는 최댓값을 나타낸다. 그림 6은 컬러 매핑

을 용하여 표 한 유방 내부조직의 온도 분포에 한 등

고 역의 를 보여 다.

그림 6 컬러 매핑을 용한 유방 내부조직의 등고 온도 분

포

Fig. 6 Pseudo-color mapping for the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breasts

한, 온도 분포에 한 등고 역의 경계선을 표 하기 

하여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 (Marching Square algorithm)

을 용하여 등고선을 표 하고자 하 다. 그래픽 처리 기

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은 일정한 역

에서의 모서리의 가 치와 참조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계선의 

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간값을 이용하여 선을 구성함

으로써 2차원 평면에서 경계선을 나타내는 등고선을 구성하

는 알고리즘이다[9]. 본 연구에서는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을 

용하기 하여 ×  역을 설정하고, 각각의 역에 하

여 가 치를 설정하 다. 그림 7은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에 

용되는 ×  역과 그에 한 각각의 가 치를 보여 다.

그림 7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에서 설정되는 ×  역  

가 치

Fig. 7 A ×  region and weights in Marching Square 

algorithm

한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은 미리 정의된 총 16가지의 

경우에 따라 경계선을 그리는 치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설정된 ×  역에 부여된 각각의 가 치와 추정

된 온도 분포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경계값의 참조 데이터를 

이용하 다. 그림 8은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16가지 경우에 따른 등고선의 치를 나타낸다.

그림 8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에 용되는 16가지 경우에 따

른 등고선의 치

Fig. 8 16 Contour line positions by marching square 

algorithm

이와 같이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은 일정한 역에서의 가

치와 참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계선의 치를 도출하고 

연결하게 된다. 그림 9의 (a)와 (b)는 마칭 스퀘어 알고리즘

을 용하여 유방 내부조직에 한 온도 분포의 등고선을 

가시화한 결과를 보여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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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9 등고선으로 가시화한 유방 내부 역의 온도 분포의 

Fig. 9 Visualization of the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breast using contour line

2.4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유방암 진단 시스템에서 환자 정

보  측정 결과를 효율 으로 장하고 리하기 하여 

Microsoft Access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표 

1 ～ 3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를 보여 다.

표 1 환자 정보 테이블 구조

Table 1 Table structure for patient information

PID PName PBirth

PAge PGender PAddress

PPhone PCellphone PGP

표 2 진단 정보 테이블 구조

Table 2 Table structure for diagnostic information

PID MedHist Notes Diagnosis

Clinic Ultrasound Mammogram Biopsy

Histology HormonalDrug LBreastPain RBreastPain

CFamHist LumpOutside BreastOper FirstPregnancy

FirstBirth NumPregnancy NumBirth MensPeriod

Day Ovul Weight Height

BreastDiam BMI Constitution BodyTemp

표 3 측정 온도 테이블 구조

Table 3 Table structure for the measured data

PID T1 T2 L0

L1 L2 L3 L4

L5 L6 L7 L8

L9 R0 R1 R2

R3 R4 R5 R6

R7 R8 R9

데이터베이스는 환자 정보를 장하고 리하는 환자 정

보 테이블과 각각의 환자에 한 진단 정보를 장하고 

리하는 진단 정보 테이블, 각각의 환자에 한 유방 내부조

직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장하는 측정 온도 테이블로 

구성된다. 한 각각의 환자마다 유일하게 부여되는 ID를 

기본 키 (Primary key)로 설정하여 진단 정보와 측정 결과

의 장  리가 용이하도록 하 다. 표 1에서 ‘PID’는 처

음 환자 정보를 등록했을 때 유일하게 부여되며 데이터베이

스 내에서 기본 키로 활용되는 환자의 ID를 나타내고, 

‘PName’와 ‘PBirth’는 각각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PGender’와 ‘PAddress’는 각각 환자의 성별과 주소를, 

‘PPhone’과 ‘PCellphone’은 환자의 연락처를 나타내고, ‘PGP’

는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이름을 나타낸다.

표 2에서 ‘MedHist’와 ‘Notes’는 각각 환자의 병력과 환자

에 한 간략한 내용을, ‘Diagnosis’와 ‘Clinic’은 진단명과 진

단 결과를 나타내고, ‘Ultrasound’, ‘Mammogram’, ‘Biopsy’ 

 ‘Histology’는 각각 음  검사, 방사선 촬  검사, 생검 

검사  조직학  검사 결과를 나타낸다. 한 

‘HormonalDrug’, ‘LBreastPain’, ‘RBreastPain’, ‘CFamHist’, 

‘LumpOutside’는 각각 호르몬 약물의 투여 경험, 왼쪽 가슴 

통증의 경험, 오른쪽 가슴 통증의 경험, 암에 한 가족력, 

가슴 부 에서의 멍울이나 혹의 유무를 나타내고, 

‘BreastOper’는 가슴 수술의 유무를, ‘FirstPregnancy’는 첫 

임신으로 출산을 하 는지에 한 정보를 나타낸다. 

‘FirstBirth’, ‘NumPregnancy’, ‘NumBirth’는 각각 첫 임신의 

나이, 임신 횟수, 출산 횟수를 나타내고, ‘MensPeriod’, 

‘Day’, ‘Ovul’은 각각 생리 주기와 생리 날짜, 배란일을 나타

내며, ‘Weight’, ‘Height’, ‘BreastDiam’, ‘BMI’, ‘Constitution’, 

‘BodyTemp’은 각각 몸무게, 키, 가슴의 크기, 체질량지수, 

체질, 체온을 나타낸다. 

표 3에서 T1과 T2는 환자 가슴의 심 치에서 측정하

는 기  온도를 나타내고, Li는 왼쪽 유방에서 측정하는 9 

부 와 림 의 측정 치에 따른 온도를, Ri는 오른쪽 유방

에서 측정하는 9 부 와 림 의 측정 치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다.

3. 결  과

3.1 GUI 시스템 구

유방암 진단 활용을 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데이터

의 GUI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Microsoft 사의 

Windows 7을 기본 운 체제로 사용하는 Intel Core i7 CPU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 고, Microsoft 사의 Visual 

Studio 2010을 이용하여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림 10은 

구 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데이터의 GUI 시스템을 보

여 다. 그림 10의 (a)는 GUI 시스템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기화면으로서, 왼쪽의 5개의 버튼들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을 한 5단계

의 과정을 순서 로 수행하도록 구 되었다. 그림 10의 (b)

는 환자 정보 리 화면으로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환

자 정보의 검색, 등록, 수정  삭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구 되었다. 그림 10의 (c)는 진단 정보 등록 화면으로서 역

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선택된 환자에 한 진단 정보

들을 입력  장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구 되었다. 그

림 10의 (d)는 유방 내부 온도 측정 화면으로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진단기에서 측정된 유방 내부 온도와 피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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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0 구 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측정 데이터 가시화 GUI 시스템:

(a) 기화면, (b) 환자 정보 리 화면, (c) 진단 정보 등록 화면, (d) 유방 내부 온도 측정 화면, (e) 유방 내부 체 

역의 온도 분포 구성 화면, (f) 온도 그래  화면

Fig. 10 Implemented GUI system for interfacing Microwave radiometry data

를 차례 로 측정하고 표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측정 결과

를 장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구 되었다. 그림 10의 (e)

는 유방 체의 온도 분포를 표 하는 화면으로서, 측정된 

유방 내부조직의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방 내부 체의 

온도 분포를 등고선과 컬러 매핑을 이용하여 표 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그림 10의 (f)는 측정된 양쪽 유방의 내부조직

의 온도 데이터를 그래 로 표 하여 양쪽 유방 사이의 온

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4. 결  론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유방암의 

조기 진단이 매우 요한데, 재 유방암의 의학  진단에 

리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촬 이나 음  상 촬  기

법은 일정한 크기 이하의 종양에 해서는 효과 으로 용

하기 힘든 단 이 있다. 그에 비하여 마이크로  라디오미

터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 방법은 유방 내부에서 발산되는 

미약한 크기의 자기에 지를 측정하여 유방 내부조직의 

온도를 추정하고 그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인체에 무

해하고 비침습 인 유방암의 진단이 가능하며 작은 크기의 

종양부 도 효과 으로 별할 수 있으므로, 유방암의 조기 

진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하여 본 연구

에서는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한 유방암의 진단에 

도움을  수 있는 GUI 시스템을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우선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하여 측정

된 유방 내부조직의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방 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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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분포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컬러 매핑과 등고선 기법

을 용하여 가시화하 다. 두 번째로 환자 정보와 진단 정

보  측정 결과를 장하고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의 환자에 한 진단 정보를 편리하

게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진단을 

한 과정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 하고 유방 내부의 온도 

분포를 구 한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용하

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유방암 진단을 한 GUI 시

스템을 구 하 다. 추후에는 구 된 GUI 시스템에 하여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마이크로  라디오

미터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 방법과 재 보편 으로 활용되

고 있는 유방암 진단 방법을 비교하기 한 임상 실험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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