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23 December 2015, Revised 31 December 2015, Accepted 14 January 2016
* Corresponding Author Jeawon Park(E-mail:bbacki1@naver.com, Tel:+82-2-817-0994)
Graduate School of Software, Soongsil University, Seoul 06978,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6.20.2.359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2 : 359~366 Feb. 2016

방사선 치료시 배경분리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젼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박기용·최재현·박제원*

Studies of vision monitoring system using a background separation 
algorithm during radiotherapy

Kiyong Park · Jaehyun Choi · Jeawon Park*

Graduate School of Software, Soongsil University, Seoul 06978, Korea

요  약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을 최소화 하고 종양 부위에 정확한 방사선을 집중해서 조사하여 국
소 종양 제어율(Local Tumor Rate)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기에는 치료사들이 직접 환자
의 움직임을 감지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치료사들의 피로가 가중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또한 웹카메라를 이용
하여 기준영상과 갱신되는 영상의 차분값을 계산하여 그 결과가 기준값을 초과하면 움직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
는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환자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토모치료기의 치료베드 
이동시 변화되는 배경을 환자와 가려낼 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지수가중치(α) 
필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정량화 하고 환자와 치료환경의 배경이미지를 분리하여 치료중 환자의 움직임만
을 감지하여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ABSTRACT 

The normal tissue in radiation therapy, to minimize radiation, it is most important to maximize local tumor control 
rates in intensive research the exact dose to the tumor sites. Therefore, the initial, therapist accuracy of detecting 
movement of the patient fatigue therapist has been a problem that is weighted down directly. Also, by using a web 
camera, a difference value between the image to be updated to the reference image is calculated, if the result exceeds 
the reference value, using the system for determining the motion has occurred. However, this system, it is not possible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movement of the patient, the background is changed when moving the treatment bed in the 
co-therapeutic device was not able to sift the patient. In this paper, using a alpah(α) filter index is an attempt to solve 
these limitations points, quantifies the movement of the patient, by separating a background image of the patient and 
treatment environment, and movement of the patient during treatment It senses only,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problems due to patient movement.

키워드 : 비전 시스템, 배경전경 분리기법, 모션 감지, 영역 분리 기법

Key word : Vision System, Background Subtraction, Motion Monioring, Separat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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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노년 인구의 증가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전 세계 암 발병률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양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장비의 혁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그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을 최소화 하고 종양이 발생한 부

위에 정확한 방사선을 집중해서 조사하여 국소 종양 제

어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 그러나 방

사선 치료 시 환자의 움직임은 위험 요소 중 하나인데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환자의 자세가 동일하게 유지

하는 정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 관리자는  

1.0mm 이내로 오차범위를 줄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발생한 움직임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남겨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여러 곳에서 영상처리를 기반으로 웹카메라 

또는 CCD카메라를 이용해 움직임의 양을 자동으로 검

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ROI 영역 내에서 전체픽셀대비 움직인%량을 측정해서 

환자의 움직임의 정도만을 판단하다 보니 환자의 어느 

부위가 몇 mm 움직였는지는 알 수 가 없고 헬리컬 토모

테라피의 특성인 치료베드가 함께 움직일 때 변화하는 

배경이미지와 환자의 움직임을 분리할 수가 없어 미세

한 배경의 변화에도 반응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1.2. 연구의 기대효과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기존에는 방사선 치료시 비젼

을 이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

로 Reference difference mode(RDM)  방식과 Sequential 
difference mode(SDM) 방식을 사용하여 왔으나 RDM 
방식은 환자의 움직임 외에 배경화면 또는 토모테라피 

장비의 미세한 움직임의 변화에 반응하여 움직임비율

(%)에 영향을 주므로 오류가 날 확률이 있다[2]. 그리고 

SDM 방식의 경우 환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검출하

기 힘들며, 작고 미세한 움직임은 검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RDM, SDM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지수가중치(α) 필터

를 이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정량화 하고 환자와 치료

환경의 배경이미지를 분리하여 치료중 환자의 움직임

만을 감지하여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안한 시스템의 반복

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였으며 최적의 지수가중치(α)
값을 알기 위한 실험과 최적의 치료베드의 속도를 알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여 최적의 수치 값들을 얻음으로써 

방사선 치료시 치료베드가 이동하여도 획득된 실시간 

영상에서 환자와 배경화면을 분리하여 환자의 움직임

만을 검출 할 수 있었다. 

Ⅱ. 관련연구

2.1. 에지검출 이용한 움직임 검출 방법

사람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한 에지검출

방법에서 에지란 화소의 밝기(화소값)가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하는 구간 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으

로 수치값이 변화하는 점 또는 집합을 말한다. 즉 이진

화(Binary) 영상에서 각 픽셀을 0∼255 의 화소값으로 

표현할시 두 영역간의 경계선에 인접하는 점들로 이미

지에서 화소값의 연속되지 않은 값들로 분포되어 표현

된다. 이렇게 에지에 포함되는 화소들을 정의하고 검출

하는 과정을 에지 검출 또는 에지 추출이라고 한다. 에
지를 검출 하는 방법 중 컨벌루션 연산을 통해 계산되

는 방법들은 미분값을 이용한 것이다. Sobel 연산자는 

가장 보편화 되고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 중의 하나로 

수평, 수직 에지보다는 대각선 방향의 에지에 더욱 강

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연산자는 화소들 중에 마스크

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픽셀 간의 

밝기 변화율을 이용해 특정 사물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에지 부분을 더욱 강조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3].

2.2. 스테레오 비젼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 방법

스테레오 비젼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의 장점은 두 개

의 영상을 통해 얻은 카메라와 물체사이의 거리 정보를 

사용해 사람의 크기 정도와 물체의 움직임과 사람보다 

작거나 혹은 큰 물체의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기존의 상관 기법과 2D 영상 정합들의 성능

은 배경노이즈나 배경과의 차이의 정도 등에 영향을 많

이 받았고 출력데이터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스테레

오 비젼시스템에서는 3차원적인 관점에서 오브젝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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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목표영상의 

분리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물체를 인식

하고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준 이미지와 현

재 실시간으로 좌, 우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간 픽셀(pixel)영역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좌, 우 두 대의 카메라의 영상에 있는 목표의 위치 X,Y
좌표를 추출한다. 카메라가 같은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추출된 좌, 우 카메라의 X,Y좌표는 거리에 따라서 일정

하게 차이가 난다. 각 거리별로 픽셀 차이값을 계산하

면 실시간 거리를 알 수 있는 공식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카메라간의 수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검출

된 위치좌표에 따라 스테레오 카메라를 제어함으로써 

목표영상에 대한 주시각과 FOV(field of view)를 함께 

제어하게 된다. 그 후 현재 입력된 좌, 우 카메라 영상의 

좌표값에 따라 동작하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세팅값과 

팬 또는 틸트 이동 각을 이용하여 추적영상까지의 거리 

정보를 산출한다[4].

Ⅲ. 본 론

3.1. 개요

본 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을 준

비를 하고 토모테라피 장비와 통신을 통해 방사선 조사

시작과 함께 영상처리 인식부분이 동작한다. 그리고 환

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의 움직임에 대

해 설정해 놓은 임계값(Threshold)을 기준으로 환자의 

움직임 여부를 판단한다. 

3.2. 시스템의 구성

Fig. 1 System diagram

3.2. 디바이스 파트

본 시스템은 한 개 이상의 CMOS 이미지센서와 자동

과 수동모드가 조절되는 초점렌즈, USB 또는 Ethernet 
인터페이스를 가진 웹카메라로 Logitech HD Powercam 
C920이 사용되었다. 이 카메라는 USB3.0 에도 호환가

능하며 1500만 화소, 1920 * 1080 해상도 지원, 내장마

이크 장착, Carl Zeiss Lens를 사용하였고 외부전원이 

공급되는 USB 연장케이블을 사용하여 치료실 밖의 영

상처리PC와 연결되어 실시간 영상을 제공한다. 두 번

째로 CCD 이미지센서와 수동으로 빛의 밝기(노출)조
절과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줌 기능, 
Ethernet 인터페이스를 가진 CCD카메라로 모델은 

Basler A640-80gm 이며 29mm * 29mm * 42mm의 외

형과 30frame/sec의 촬영 속도, 640 * 480 Progressive 
Scan 해상도를 가진다. 

Fig. 2 The parts of a device

이 카메라는 USB카메라 달리 Ethernet케이블로 동

작하기에 별도의 외부전원이 장착된 USB 연장케이블

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실 밖의 영상처리PC와 연결되어 

실시간 영상을 제공한다. 그림 2는 AVGPM의 영상취

득부분(Image acquisition part)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종류의 이미지센서를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3. 지수알고리즘

배경이미지와 환자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수

가중치(α)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수알고리

즘 방식을 개발하였다. 먼저 기존의 방식은 환자의 움

직임 정보는 직전 시퀀스에서 생성된 참조 영상 Ir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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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 시퀀스에서 취득한 명암도 영상 Iinput(t)와의 

차영상 Idiff_abs_reference(t)의 각 픽셀 값에 대하여 문

턱값 δmotion을 넘어서는 픽셀을 움직임으로 검출함으

로써 얻을 수 있다. 결과물인 움직임 영상 Imoving(t)는 

아래의 그림 3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5].

Fig. 3 algorithm

아래의 도식화된 지수가중치(α) 알고리즘을 설명하

면 차영상에서 임계값(Threshold) 이상인 픽셀 위치를 

검출한 후, 검출된 위치의 픽셀값을 갱신한다. 

α가 0.9일 때, 검출된 위치의 픽셀값은 이전 시퀀스

의 배경영상의 픽셀값 90 %와 현재 시퀀스의 영상의 픽

셀값 10% 를 합한 값이다. 검출되지 않은 픽셀값은 갱

신하지 않은 채로 남기고, 배경 영상이 완성되면 다음 

시퀀스의 배경차이의 검출을 위한 참고영상으로 사용

된다[6]. 참조영상 Iref(t)는 직전 시퀀스에서 생성되는

데 Iinput(t-1)과 Iinput(t-2)두 이전 영상의 차영상 Idiff_ 
abs_input(t-1)의 각 픽셀의 차분에 대하여 임계값

(Threshold) δbinary을 넘어서는 픽셀을 검출하여 움직

임 영역을 파악하고, 움직임이 없는 영역의 픽셀에만 

기존의 참조영상 Iref(t-1)와 입력영상 Iinput(t-1)을 인

자로 그림 3에 적용하여 생성한 영상이다. 

지수가중치(α) 필터를 사용하여 생성된 참조영상은 

앞에서 언급한 RDM 방식과 SDM 방식에서 사용되는 

참조영상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진다. α는 갱신율로 

참조영상의 갱신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참조영상을 이용

한 차영상의 결과에 있어 작은 움직임 또는 변화에 대

한 민감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α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경우 RDM방법의 결

과를, 0에 가까울수록 SDM방법의 결과의 성격을 가지

게 된다. 적절한 α값이 적용되어 생성된 참조영상은 치

료 중 취득영상 내 토모테라피 치료베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Gantry의 움직임을 참조영상에 반영함

으로써 환자의 호흡, 움직임만을 추출 할 수 있다. 

Fig. 4 Alpha difference mode algorithm
 

생성한 참조영상 Iref(t)는 다음의 시퀀스에서 참조영

상으로서 사용하며 참조영상의 초기화는 Control board
로부터 방사선 조사가 활성화 되었다는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 취득한 영상으로 이루어진다. 사용된 임계값

(Treshold)는 δmotion은 카메라 센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jitter noise의 최대값에 약간의 마진을 더한 값으로 정

의된다. 또한 차분연산 이용되는 전, 후 입력영상에 

Gaussian Blurring을 적용하여 jitter noise에 의한 차분영

상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7]. 이렇게 얻은 결과 영상 

Imoving(t)는 움직임이 있는 참(255)화소와 움직임이 없

는 거짓(0)화소로 나뉘어진다. 유효한 움직임의 여부는 

영상의 전체영역 또는 관심영역 내에 픽셀의 수와 1값을 

가지는 픽셀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임계값(Threshold)을 

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보를 발생시킨다.

Ⅳ. 실험 및 평가

4.1. 현장실험

제안하는 시스템의 적절한 지수가중치(α) 값 조사 및 

성능 평가는 자체제작 무빙 팬텀을 그림 5는 무빙 팬텀

의 구성도와 실제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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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onents of the experimenal moving phantom

무빙 팬텀은 인체의 흉부 외형을 가진 팬텀과 서보 

모터 (CSM-1012, Rockwell Samsung, USA)에 의하여 

제어되는 수레, 서보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PC(i5CPU, 
8G Ram, SDD )및 소프트웨어(LabVIEW, National 
Instrument, USA)와 모터드라이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된 모델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다[8].

4.2. 실험 시나리오

1) 사람의 흉부를 컨셉으로 한 무빙팬텀을 가지고 속도

별로 움직이며 본 시스템이 각 모드로 촬영하며 데이

터를 얻는다. 
2) 먼저 본 시스템의 반복성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

드는 동일한 속도로 무빙팬텀을 동작시키고 CMOS
이미지 센서를 가진 USB 카메라를 이용해 RDM 방
식으로 10회 동작하여 데이터를 획득한다. (단, 2번째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은 무빙패턴의 모터의 동작과 

제어가 최대 허용치 기준 내에서 일정하게 동작 된다

는 가정을 한다. )
3) 2번째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영상취득 부분의 반복

성 검증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실험한다.
4) 5가지 속도로 무빙팬텀을 동작하여 본 시스템의 각 

모드(RDM, SDM, ADM) 방식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여 움직임비율(%)을 얻어내고 이와 함

께 알람 여부도 함께 기록한다. 만약 2번째 실험에서 

반복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

증을 다시 한다. 
5) 무빙팬텀의 속도가 느리게 움직일 경우에서 부터 속

도가 빠르게 움직여 배경이미지의 변화가 클 때 

RDM, SDM, ADM 방식 중 더욱 정확하게 환자의 

움직임만을 감지한 최적의 속도와 알고리즘을 데이

터를 통해 확인한다. 
6) ADM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방사선 치

료 시 움직이는 최대속도로 비어있는 치료베드를 동

작시키고 서로 다른 α값(0<α<1)을 적용하여 전체 영

상의 픽셀수와 발생하는 움직임 픽셀의 수를 데이터

화 한다. 또한 α값이 환자의 움직임 감지성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료베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α값이 움직임을 가지는 무빙팬

텀에 의한 영상의 변화를 감지가 가능한지 실험한다. 
7) 앞의 실험을 통해 최적의 α값과 치료베드의 속도를 

찾아내어 ADM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4.3. 실험 결과

차분영상의 이진화(Binary)를 위한 임계값(Threshold)
은 토모테라피 치료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약 1분) 입력 받은 프레임과 직전 프레임과의 

차분영상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든 픽셀에 대하여 각 픽

셀이 가지는 밝기 값의 최대 변량에 약간의 마진을 더

한 값으로써 설정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얻어낸 임

계값(Threshold)은 각 픽셀이 가질 수 있는 최대변량(0
∼255)의 약 6%로써 이는 치료기 환경 하에서 영상 센

서가 가질 수 있는 잡음을 무시할 수 있는 값이다.  방사

선 치료실의 경우 모든 면이 철근 콘크리트로 차폐되어 

있고 조명과 온도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외부

적인 환경변화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치료베드

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상 내 겐트리의 확대 / 
축소와 같은 변화를 검출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호흡, 
움직임을 민감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참조영상 생성 요

소인 α의 적절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치료베드의 이

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상 내 겐트리 변화를 검출하

지 않는 α값을 얻기 위하여 비어있는 치료베드가 이동

하는 상황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서로 다른 α값을 적

용하여 전체 영상의 픽셀수와 발생하는 움직임 픽셀의 

수를 그 결과로 수집, 분석하였다.  이때 치료베드의 이

동속도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치

료베드 이동속도이다. 또한 α값이 환자의 움직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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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STD Mean Error

RDM
Moving (%) 9.78 9.77 9.76 9.78 9.79 9.77 9.76 9.78 9.79 9.77 0.010657 9.775 0.03%

Table. 1 The verification of input section datas 

성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료베드가 고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α값이 움직임을 가지는 

팬텀에 의한 영상의 변화를 감지해 내는 성능을 평가하

였다[9]. 마지막으로 위의 두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바

탕으로 최적의 α값을 설정하고, 실제 환자치료계획을 

적용한 상황에서 다양한 움직임의 무빙 팬텀의 움직임 

추출 결과를 확인하였다. 적절한 파라미터값의 설정을 

위하여 본 시스템을 2개월간 일원동 삼성병원의 토모테

라피 치료실 환경에 적용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환자의 방서선치료 환경에서의 움직임 픽셀 비율

의 변화를 관찰 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파

리미터 값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본 시스템의 데이

터 입력부인 비젼카메라의 반복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위해 무빙팬텀의 속도를 0.5cm/s로 일정

하게 동작시키면서 RDM방식으로 움직임의 비율(%)을 

10회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표준편차, 평균, 오차비율

을 계산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장비가 일

정한 환경 안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면 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표준편차 0.01, 평균오차 0.03% 로 아주 

정밀한 반복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

째 실험을 위한 전제조건을 확보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적절한 α값을 찾기 위하여 토모테라피 치료베드를 일

정한 속도로 구동하며 α값을 0.8∼1까지 변경을 해보면

서 움직임 비율(%)를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치료베드의 

동일 속도에 대비하여 α값 변화에 따른 움직임비율(%)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임계값의 이동속도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최대속도로 설정하였다. 
그림 6 은 α가 1의 값을 가질 경우 지속적으로 움직임 

픽셀이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

우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검출되는 움직임 양이 줄어드

는 것을 보여준다. 추출된 결과는 α값이 0.90이하의 값

을 가질 때 치료베드의 이동에 의한 영상의 변화를 감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낮은 α값은 임계값의 이

동에 의한 영상의 변화 감지를 둔감하게 만든다.

Fig. 6 Moving rate by changed index(%)

이는 곧 동시에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변화

를 감지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 

중 검출된 결과값에 대하여 저주파필터를 사용하여 잡

음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각각의 검출

결과에 피크치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α값

이 감소함에 따라 검출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의 α값은 치료베드의 움직임으로 인한 움직임만을 배

제할 수 있는 최대의 α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

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실험에 근거하여 α값

은 0.85∼0.90사이의 값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세 번

째로 적절한 치료베드의 속도를 찾기 위해 α값을 0.9로 

일정하게 적용하고 토모테라피 치료베드를 이동거리

를 초당 0.2cm∼1cm 까지 변경해 보면서 움직임비율

(%)를 확인하였다. 그림 7은 동일한 α값에 대비하여 치

료베드의 속도변화에 따른 움직임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α값은 첫 번째 실험에서 얻어낸 최적환 값

을 적용하였다.
그림 7은 치료베드의 속도가 0.3cm/s 이하 값을 가질 

경우 초당 이동거리가 0.3cm 이상의 속도를 가지는 경

우 보다 안정된 모니터링과 설정한 Limit(%) 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치료베드의 초당 

속도가 0.3cm/s 이하의 값을 가질 때 치료베드의 이동에 

의한 영상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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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ving rate by the speed of therapeutic bandages 
(%)

그러나 0.3cm/s 이상의 속도는 임계값의 이동에 의한 

영상의 변화 감지를 둔감하게 만든다. 이는 곧 동시에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실험과 같이 실험 중 

검출된 결과값에 대하여 저주파필터를 사용하여 잡음

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각각의 검출결

과에 피크치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치료베

드의 속도값이 감소함에 따라 검출율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위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의 치료베드의 속도값은 환자의 움직임

만을 배제할 수 있는 0.3cm/s 이하의 속도값을 사용함

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상황을 감시

한 결과, 일반적으로 환자는 호흡에 있어 머리 쪽에서 

0.8%, 발쪽에서 0.25%∼0.3%의 최대 움직임 픽셀을 발

생시켰다. 이는 팬텀의 0.3cm이동의 상황에서 발생하

는 움직임 픽셀의 비율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에 

약간의 마진을 더한 머리 쪽 0.85 % 발쪽 0.35% 를 임

상실험에 적용하였다.

Ⅴ. 결 론

우리는 CMOS이미지 센서와 CCD이미지 센서를 이

용한 일반적인 웹 카메라와 CCD카메라를 이용해 마이

크로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비디오 영상 기반 

환자 감시 체계를 개발하였다.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해 토모테라피 치료기의 빔 상태에 동기화 하고 기

존의 RDM방식과 SDM방식의 알고리즘에서 착안하여 

지수가중치(α) 필터를 적용한 ADM 방식을 개발하였

다.  이를 통해 배경화면의 분리를 통해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에 대해 더욱 정확한 환자의 감시를 수행하였으

며, 이러한 자동화시스템으로 방사선 치료중 환자 감시 

소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종양외의 방사선 피폭오

류와 방사선 치료사의 업무적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

었다. 본 시스템은 치료실의 구조적인 변경 등을 필요

로 하지 않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

다. 이 시스템은 실제 임상실험을 통해 의료 환경에서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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