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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충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충수 추출 방법은 복부 초음파 영

상에서 명암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Ends_in Search Stretching 기법을 적용하고,  Max-Min 이진화, 영역 레이블링, 
잡음제거, Cubic Spline 보간법을 적용하여 복부 근육의 하단 근막 부분을 추출한다.  그리고 초음파 영상에서 추출된 

근막 영역을 제거한 후,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충수를 추출한다. 제안된 방법을 초음파 영상에 적용한 결과,  
제안된 충수 추출 방법이 효율적으로  충수가 추출되는 것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extract appendix from ultrasound image automatically to avoid such 
subjectivity issue. In the process, we apply a series of image processing algorithms such as Ends_in search stretching 
for emphasizing brightness contrast and binarization, region labelling, and cubic spline interpolation for extracting 
lower bound fasicia line that is the base of extracting the appendix. Knowing that the appendix is located at the lower 
organ area below the bottom fascia line, we conduct a series of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o find the fascia line 
correctly. And then we apply  ART2 algorithm to the organ area in order to extract appendix accurately. Through 
experi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ased on the field experts' evaluations. 

키워드 : 충수, 초음파 영상, Ends_in Search Stretching, 근막,  ART2 알고리즘

Key word : Appendix, Ultrasound Image,  Ends_in Search Stretching,  Fasicia, ART2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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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충수는 6~9cm 길이의 근육질의 좁은 관으로 충양돌

기, 막창자꼬리라고도 하는 맹장 아래 끝에 위치한 가

느다란 관모양의 돌기이다[1]. 
충수 돌기염의 원인으로는 충수 점막하의 림프절 증

식과 잔류분석으로 인한 충수돌기의 폐쇄, 세균이나 바

이러스, 기생충, 이물질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잔류분

석으로 인한 충수돌기의 폐쇄가 주요 원인이다[2]. 충수 

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은 배꼽 주위의 

통증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우측 하복부의 통증, 우측 

하복부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압통, 구토와 설사 그리

고 백혈구 수의 증가와 미열 등의 발생이다. 이를 진단

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는 단순 복부 X-ray 검사와 복

부 초음파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술이 있다. 이 중

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검사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충수 돌기염

을 진단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형적

인 증상이나 특이한 신체의 소견 등이 보이지 않는 경

우, 초음파 검사의 지연 등으로 진단의 모호성이 존재

하므로 충수 돌기 절제술의 시행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천공이나 기타 합병증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발생 한다[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초음파 영상을 이용하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의료 영상 진단에 필요한 

두께, 염증의 변화량 등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단계로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충수를 추출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근막 영역 제거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근막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Ends_in Search Stre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명암도 대

비를 강조한다. Ends_in Search Stretching 기법은 명암

도 값의 분포를 펼치는 방법이다. Ends_in Search 
Stretching 기법은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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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in과 Max는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가장 어

두운 명암도와 가장 밝은 명암도에서 각각의 30%를 임

계값으로 설정한 값이고 는 원 영상의 명암도이

고, 는 스트레칭 기법이 적용된 명암도이다. 그림 

1(a)는 복부 초음파 영상이며 그림 1(b)는 Ends_in 
Search Stretching 기법이 적용된  결과 영상이다.

(a) (b)

Fig. 1 The Effect of Ends_in Search Stretching (a) Ab- 
domen Ultrasonography (b) Ends-in Search Stretching

그림 1(b)와 같이 스트레칭 기법이 적용된 영상에서 

Max-Min 이진화, 영역 레이블링 기법을 적용하여 객체

의 크기가 1500이하인 영역을 잡음으로 간주하여 제거

한 후, 근막 영역을 추출한다. 영역 레이블링 기법은 픽

셀들이 서로 다른 픽셀들과 연결되어 있는 픽셀들의 집

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 알고리

즘을 적용 한다[5]. 이진화 기법이 적용된 영상에서 영

역 레이블링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결과 영상은 그

림 2(b)와 같다.
영역 레이블링을 적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영상에서

는 복부 근막의 하단 경계선 사이가 연결되지 않는 부

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Cubic 
Spline 보간법을 적용한다. Cubic Spline 기법은 특정 

좌표를 이용하며 Spline 함수가 각각의 특정 좌표를 직

접 탐색한 후에 해당 좌표들 사이의 값을 구하고 연결

시키는 방식이다. Cubic Spline 보간법의 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1 : 2540~2545 Nov. 2015

2542

(a) (b)
Fig. 3 The Effect of Cubic Spline Interpolation (a) 
Candidate Line of the Fascia (b) Cubic Spline 
Interpolation

(a) (b)

Fig. 2  The Effect of Region Labelling and Noise Removal 
(a) Max-Min Binarization (b) Nois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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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첫 번째 조건은 각 점에서 원래의 데이터

의 값 의 곡선이 지나가야 하며, 두 번째 조건은 각 점 

에서 두 곡선의 함수 값이 같아야 하며 세 번째 조건

은 각 점에서 두 곡선의 미분 값을 같게 한다. 마지막

으로 각 점에서 두 곡선의 이차 미분값을 같게 한다

[6].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해야하며, 세 번째와 

마지막 조건은 경계선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

하는 조건이다. 근막의 하단 경계선 영상에서 Cublic 
Spline 보간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3(b)와 같다.

Ⅲ. 충수 추출

충수 후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복부 근막을 제거한 

하단 영역에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충수의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ART2 신경망은 임의의 입력 패턴에 

대해 이미 학습된 패턴을 잊지 않고 새로운 학습 패턴

을 학습할 수 있는 안정성과 적응성을 가지면서 실시간 

학습이 가능하여 저속 및 고속 학습이 가능한 알고리즘

으로, ART2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7].

단계  1.  i번째 입력 패턴을  , 신경망의 j 번째 클러스

터의 가중치를 라고 한다.

입력패턴 집합     

클러스터 집합     

  입력패턴수
  클러스터수

단계  2. 승자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새로운 입력 패턴 

에 대해 최소거리를 가지는 클러스터 을 

승자 클러스터로 선택한다. 승자 클러스터의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계 3. 입력 패턴에 대한 유사성 검증을 수행한다.  만

약 입력 패턴이 승자 클러스터의 중심반경 이내

에 있고 입력 패턴이 승자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를  조정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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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e Effect of ART2 Algorithm (a) Area below 
Fascia (b) After Applying ART2

  ∥∥
 

 ∙∥∥

여기서, ∥∥는 j번째 클러스터에 갱

신된 입력 패턴의 수이다. 만약 입력벡터와 승

자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 사이의 거리가 반경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입력 패턴은 기존

의 클러스터와는 상이한 패턴임을 의미하며 이 

입력 벡터에 대한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단계 4. 모든 입력이 제시될 때까지 단계 1에서 단계 3

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단계 5. 신경망의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가 각각 변함이 

없으면 학습을 종료 한다.
  

기존의 충수 추출 방법 [8]은 K-means Clustering 기
법을 적용하여 충수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였다. 
K-means Clustering 기법은 임의의 명암도 값으로 클러

스터링 되어, 소장 객체의 명암도와 충수에 물이 찬 경

우의 명암도를 분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승자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경계 변수와 비교하면서 소장의 객체의 명암도와 충수

에 물이 찬 경우의 명암도를 구분한 후, 충수의 후보 객

체를 추출한다. 충수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ART2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한 결과 영상은 그림 4 (b)
와 같다.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충수는 명암도가 낮은 원형 또

는 타원형의 객체이다. 따라서 충수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낮은 명암도로 분류된 영역에 침식 연산 기법을 

적용하여 미세한 잡음을 제거한 후에 영역 레이블링 기

법을 적용한다. 평균 환자들의 충수 객체 크기는 일반

적으로 3000이하의 크기를 가진다. 따라서 영역 레이블

링을 수행하여 객체가 타원 형태를 가지고 객체 크기가 

3000이하인  객체를 충수 객체로 추출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충수를 추출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을 Intel(R) Core(TM) i7-2600 CPU @ 
3.40GHz 와 4GB RAM이 장착된 PC에서 Visual Studio 
2010 C#으로 구현하여 실험하였고 구현한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Fig. 5 The Snapshot of Appendix Extraction

그림 6은 복부 초음파 영상과 충수 객체를 추출한 결

과이다. 그림 6(a)와 같은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충수를 추출한 결과는 그

림 6(b)와 같다. 
그림 7은 기존의 충수 추출 방법과 제안된 방법으로 

충수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충수 추

출 방법은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K-means Clustering 기법은 초기 명암도 값에 따라 클

러스터링 결과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

기 힘들고, 군집에 포함되지 않은 적은 수의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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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The Comparison of Appendix Extraction Results 
(a) Extraction via Previous Approach (b) Extraction via 
Proposed Method

(a) (b)

Fig. 6 Appendix Extraction Result (a) Area below Fascia 
(b) Extracting the Appendix

평균 명암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잡음이나 이상치 데

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림 7(a)와 같이 소장의 

객체가 추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에서는 유클라디

안 식으로 승자 클러스터를 선정한 후, 경계 변수와 비

교하는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림 7(b)와 같이 

충수를 추출하였다.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복부 초음파 영상을 양

자화한 후, 충수 객체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고 후보 영

역에서 충수를 추출하는데 적용된 ART2 알고리즘의 

경계 변수(vigilance parameter)는 0.1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충수 추출 방법과 제안된 충수 추출 방법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받은 20장의 복부 초음

파 영상을 대상으로 추출한 개수는  표 1과 같다.

Table. 1 The Comparison of Extraction Success Rate

Previous Approach[8] Proposed Method

Appendix 
Extraction 13 / 20 17 / 20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자가 객관적이고 효

율적으로 충수를 진단할 수 있는 전단계로 초음파 영상

에서 충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충수를 추출

하는 과정은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근막 영역의 명암도

를 강조하기 위해 Ends_in Search Stretching 기법을 적

용한 후, Max-Min 이진화, 영역 레이블링, 잡음 제거, 
Cubic Spline 보간법을 적용하여 근막의 하단 영역을 추

출하였다.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근막 하단 영역을 추

출한 후, ART2 알고리즘과 침식 연산, 영역 레이블링 

기법을 적용하여 충수를 추출하였다.
기존의 충수 추출 방법은 복부 초음파 영상에서 근막 

영역을 제거한 후,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

였다.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충수 후보 

영역을 추출한 경우에는 임의의 명암도의 값으로 클러

스터링 되어 소장 객체의 명암도와 충수 객체의 명암도

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근막 하단 영역에서 ART2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승자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경계변수와 비

교하면서 소장의 객체 명암도와 충수 명암도를 구분하

여 충수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복부 초음파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충수를 분석하기에 효율적으로 충수가 추출되는 

것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에서는 다양한 환자의 복부 초음파 영

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충수 객체를 추출하고 분

석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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