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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안 논문에서는 의료영상 이미지를 입력받아 병변 추출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의료영상 이미지의 병

변을 추출하기 위해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특징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벡터 유사도를 

이용해 입력 영상과 병변이미지를 정합하고 병변을 추출한다.  벡터 유사도 정합을 통해 빠르게 병변을 도출할 수 

있다. 국소적인 특징점 쌍으로부터 방향 벡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국소적인 특징만을 나타내지만 두 영

상 간에 존재하는 다른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전역적인 특징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병

변 정합 오류율은 평균 1.02%, 처리속도는  특징점 강도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가 향상됨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lgorithm that can extract lesion by inputting a medical image. Feature points are 
extracted  using SIFT algorithm to extract genetic training of medical image.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the feature 
points, the input image and that raining image are matched using vector similarity and the lesion is extracted. The 
vector similarity match can quickly lead to lesions. Since the direction vector is generated from the local feature point 
pair, the direction itself only shows the local feature, but it has the advantage of compar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other vectors existing between the two images and expanding to the global featur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lesion matching error rate is 1.02% and the processing speed is improved by about 40% compared to the case of not 
using the feature point intensi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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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FHD, UHD등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 분야에

서도 고해상도의 메디컬 이미지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인식은 영상을 이용하여 객체 검출 및 추적, 객체

인식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영상인식 방법은 템플릿 정

합(template matching), 특징 정합(feature matching) 등

으로 나눌 수 있고, 특징 정합은 영상에서 객체가 갖는 

구별되는 특징을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이다[1,2]. 

의료영상 생성은 영상인식의 한 응용분야로 급속한 

하드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 샘플데이터를 기반으로 병변 영상을 정합

해 이상 징후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또한 영상기반 병

변 특징점 생성 방법은 특징점 추출, 특징 묘사, 특징 

정합, 영상 병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징점 추출은 

Difference of Gaussian 영상 이용방법[3], FAST방법

[4], SURF방법[5]등이 있다. 

이 가운데  FAST 방법과 SURF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수행속도가 빠르다. 또한 SIFT는 영상의 특징 

묘사 방법으로 묘사자(descriptor)가 사용되고 있다. 

특징 정합 방법으로는 최근방 정합(nearest neighbor 

matching)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방 법은 특징 정합에 많

은 시간이 요구된다[6]. 그러나 기존방식의 특징점들은 

영상의 이동이나 회전, 크기의 변화, 밝기 값의 변화 등 

이미지의 유사변환에 변화하지 않아 특징 정합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안방식은 

의료영상 생성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징 정합 단계에

서 처리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특징 정합 

시 처리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영상을 기준으로 

병변 특징 강도 정보를 이용한다. 즉 추출된 특징점들

에 대한 특징 강도를 사전에 계산하고 특징이 강한 특

성을 가진 병변을 선별하여 특징 정합에 사용한다[7]. 

병변 특징 강도가 큰 특징점들은 병변을 위한 샘플과 

정합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병변 특성을 검출

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징점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처리

시간을 기존 방식에 비해 감소시킴으로 고해상도의 의

료영상 이미지 처리에 효율적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디지털영상에서 특

징점 추출과 특징점 묘사 및 정합 기법에 대해 설명한

다. 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료영상을 기준

으로 병변 특징 강도 정보를 활용한 의료영상에서의 병

변 정합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실험 및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인증과 무결성 검증을 위한 여

러 데이터 은닉 기술들이 제안되어졌는데, 강인성 워터

마킹보다는 주로 연성 워터마킹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8,9]. 연성 워터마킹으로 삽입된 은닉 데이터는 작은 

조작에도 손상되기 쉬우므로 위변조 여부 판별에 쉽게 

응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2.1  특징점 추출

특징 기반 영상 인식에서는 크기 변화, 회전, 이동

에불변하는 특징점들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5,6]. 제안 논문에서 불변 특징 기반의 파노라마 생

성 방법은 그림 1과 그림 2를 기반으로  계산 시간과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헤시안 행렬(Hessian matrix)

에 기반한 SURF 알고리즘[9]을 사용한다. 영상의 각 

점  에서 스케일(scale) 에서 헤시안 행렬 

 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에서  는 영상의 각 점 p에서 가우스 2

차미분 


와 영상과의 컨벌루션이다. 

과 도 유사하게 동작한다.  SURF특징점 추출 

필터로 y방향과 xy방향의 2차 가우스 미분은 그림 1 과 

같다[9].  

det                      (2)

그림 2는 그림 1을 단순화 필터로 사용해  공간 필터

를 나타낼 수 있으며 고속 처리를 위해서 그림 2와 근사

화하여 적분 영상을 이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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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gaussian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s in 
y-direction and xy-direction

Fig. 2 Approximations thereof using box filters

2.2. 특징점 묘사 및 정합

추출된 특징점들은 정합을 위해 특징 묘사자

(descriptor)[10]인 SIFT[1-4]로 특징을 특징벡터로 표현 

된다. 벡터로 표현된 특징점 주위에 대해 영상의 기울

기(gradient)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다. 방향 불변 특징을 

얻기 위해 묘사자의 좌표와 기울기 방향들은 특징점의 

방향에 대해 상대적인 회전을 구한다. 이들을 4개의 영

역으로 나눈 후 방향 히스토그램에 따라 누적시켜 방향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두 영상 간의 이동, 회전, 크기변

화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특징점들의 정합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두 영상 간의 각 특징점들의 정합은 

최근방 정합(nearest neighbor matching)[9]으로 수행되

는데, 최근방은 불변 묘사자 벡터들간의 유클리드 거리

가 최소인 특징점을 의미한다. 새롭게 추가된 의료영상

을 표준영상과 결합해 질병정보를  추출하여 병변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정합 단계를 거친다. 1차 정

합에서는 영상간의 모든 특징점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

이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최근방 비정합법(nearest 

neighbor ratio matching strategy)[1,2]을 적용하여 정합 

결과를 얻는다. 1차 정합의 결과는 전체 특징점들은 비

정합점(outlier)이 존재하므로 정합점(inlier)을 선정하

는 2차 정합을 진행하게 된다. 1차 정합 결과 전체에 대

해 정합점을 선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므

로 RANSAC 알고리즘[10,11]을 이용한다. RANSAC은 

비정합점(outlier)에 매우 둔감한 장점을 가지지만, 정합

점의 개수에 비해 비정합점 개수의 비율이 너무 크면 

정합에 실패한다. 또한 기존의 outlier 제거 단계에 쓰이

는 RANSAC 알고리즘은 대응점 집합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정하여 대응 품질을 높이는 알고

리즘이다. RANSAC은 데이터 집합에 포함된 outlier의 

수와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로 consensus가 높은 데이터

를 추정한다. 그러나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방식 탓에 

같은 데이터 집합에서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

고 outlier의 수에 따라 검증 횟수가 늘어나 처리 시간이 

정확도와 비례한다는 단점이 있다. 2차 정합의 결과는 

두 영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객체 간에 서로 대응되

는 특징점들이다. 이들 대응점들에 대해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투영 변환 행렬(perspective transformation 

matrix)인 (식 3)과 같이 정합 파라미터 

를 구한다. 구해진 투영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의료 영

상을 생성한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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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징점 강도를 이용한 의료이미지 기반 

병변 정합 알고리즘

이진화는 입력된 영상을 흰색과 검정색의 두 가지 색

상으로 표현하여 물체와 배경을 분리해 내는 기법으

로 그림 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임계값을 가

지는 Single threshold와 2개 이상의 임계값을 가지는 

Multi-threshold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Single 

threshold를 이용하여 전체 이미지를 이진화하는 Global 

threshold와 전체 영상을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서 각 블

록마다 하나의 임계값을 사용하는 Local threshold 기법

으로 나눌 수 있다[3].

Fig. 3 Binar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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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hreshold에서는 임계값이 영상 전체에 대하

여 적용되는 전역적 값이기 때문에 임계값을 어떻게 결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진화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Global 방법의 경우 알고리즘 자체가 간단하며, 단순한 

영상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잡영이 심한 

영상이나, 전경과 배경간의 명암 변화가 있는 영상에서

는 효율이 떨어진다. 히스토그램에서 peak와 valley가 

분명한 이미지에서 잘 작동되며, 다시 말해 히스토그램

이 bimodal이나 multimodal을 보일 때 좋은 성능을 보

인다. 반면에 히스토그램이 unimodal형태이거나 그에 

가까운 분포를 보일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반복선

택법의 경우 대략적인 임계 값에서 출발하여 점차 반복

적으로 이 추정 값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임계값의 

처음 추정치를 선정한다. 제안방식은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합

할 수 있는 벡터 유사도 기법을 제안한다. 입력된 의료

영상에서 특징점 추출을 위해 SIFT알고리즘을 이용해 

의료영상의 이동, 회전, 크기 변형에 강인한 특징점을 

효과적인 추출이 가능하다. 벡터는 제안 방식의 전체적

인 이미지 처리를 위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Image process for proposed scheme

그림 4와 같이 입력이미지에서 추출한 병변 특징과 

병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병변이미지 특징을 정합

해 병변을 추출하여 판별한다. 병변은 특징점 쌍들로 

생성된 병변 특징 유사도를 이용한다. SIFT알고리즘에 

의해 질의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은 이미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참조 영상의 특징점들과 쌍을 이루게 되고 

이들 특징점 쌍을 연결하는 방향 벡터를 생성한다. 제

안논문에서 병변이미지 정합 시 추출된 방향 벡터들은 

유사한 방향과 크기를 갖게 된다고 가정한다. 제안 논

문에서는 이진화 분류기법을 이용해 정상 이미지와 병

변징후 의료영상 이미지를 정합한다.

3.1. 특징점 추출 

정상 의료영상 이미지와 병변징후를 갖는 영상사이

의 특징점들의 정합에서 특징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합에 필요한 처리시간은 길어진다. 따라서 제안논문

에서는 영상이미지의 병변 특징점들 중에서 특징 강도 

정보(feature strength information)를 계산하여 강도가 

약한 특징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정합의 처리 속도를 향

상시킨다. 또한 고속 정합 알고리즘은 계산량을 줄이

기 위해 탐색 영역에 포함되는 특정한 패턴들의 몇몇 

탐색 점들만 조사하여 특징점 벡터를 찾기 때문에 국

부적인(local minima problem) 탐색을 하게 되거나 일

부 탐색 점들을 블록 정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므로 복

원된 영상의 화질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제안 논문에서 사용되는 특징강도 S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det det max
   




   
      

          (4)

위 주어진 는 영상의 각 점 에서 (식 2)의 값에 

영상에서 (식 2)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고 , 는 가

우스 분포 함수로 가우스 필터로 사용된다. 가우스 필

터는 각 특징점에 적용해 주변의 특징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값을 나타내게 되며 특징점 중에서 특징 

강도 의 값이 작으면 제거하게 된다. 

3.2. 특징점 정합

특징점 정합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

는 가장 가까운 두 특징점들 간의 거리의 비율을 이용

한다. 이 비율은 (식 5)를 이용해 특징 벡터 간의 유클

리디안 거리로 특징벡터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나타

낸다. 

 ∥  ∥
∥  ∥

                              (5)

SIFT 특징 벡터는 128차원의 특징 값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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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두 SIFT 특징 벡터간의 유사도는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 는 

질의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 q의 특징 벡터,  은 

참조 영상의 특징점들 중에서 와 가장 유사한 특징 

벡터, 는 참조 영상의 특징점들 중에서 와 두 번

째로 유사한 특징 벡터를 나타낸다. (식 5)에서 r이 작을

수록 질의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점이 참조 영상에서 추

출된 최적합 특징점과의 거리가 차 순위의 특징점간의 

거리에 비하여 훨씬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적합 특징점과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음 단계는 대응되는 두 특징점들 간의 기하학적 거리를 

제한하여 잘못 짝 지워진 특징점 쌍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참조 영상과 질의 영상은 시차를 두고 획득

되기 때문에 두 영상 간에는 위치 및 회전 변형이 발생

하지만, 영상을 획득할 때 적절한 제어를 통해 이러한 

변형을 최소화하거나 전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변형을 

보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형을 완전

하게 해소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 위치에서 발생하는 특

징점이 참조 영상과 질의 영상에서 약간의 위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입력 이미지와 참조이미지가 위치 변화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

치 변화를 고려해 (식 6)과 같이 대응되는 두 특징점 간

의 최대 유클리디안 거리를 임계값 이내에 제한한다. 

   
     

                  (6)

병변 특징점 정합을 통해 입력영상의 특징점들과 일

대일로 대응되는 참조 영상의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두 영상이 서로 동일한 특징값을 갖게 되면 추출 벡터

의 길이와 방향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추출한 방향 벡터

들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인식한다.  

 

Fig. 5 Feature point extraction based similarity

두 영상간의 유사도와 두 벡터간의 유사도가 임계값 

보다 큰 벡터 쌍의 개수로 표현한다. 그림 5는 두 영

상간의 유사도를  이용한 특징값 기반 정합이미지 추출 

결과이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환경

제안 논문에서 의료영상을 기준으로 병변 정합에서  

병변의 특징 강도를 이용한 정합 속도 향상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320×240 크기 수골 영상을 기준으로 실험

하였다.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Table. 1 Type of medical image, resolution and bit depth

Division Contents

CPU
Processor
Memory
Tool 
Number of Images

Intel 
processor 3.4Ghz 64bit
32GB
MS Visual Studio2015
8

영상처리를 위해 입력값으로 5×5 크기의 마스크내

의 검은 픽셀들의 그레이 값을 이용한다. 두 장의 영상

에 대해 SURF 알고리즘으로 특징점들을 구한 후 특징 

강도 정보를 적용한 결과이다. 두 영상에 대해 특징 강

도를 이용하지 않은 SURF 알고리즘의 결과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은 

SURF 알고리즘에 비해 추출된 특징점 수가 적지만 1차 

정합된 특징점의 수가 많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정

합에 사용된 특징점들이 더 크게 기여했음을 나타낸다. 

추출된 특징점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 정합 처리 시간이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feature points and 
the time cost of matching process for Fig. 4 & Fig. 5

Processing 
Method

number of 
feature points

(Number)

number of 
feature point 
after first 1st 

matching

process time 
after 1st 
matching

SURF
3,088
2,994 34% 1.81sec

Proposed 
Method

2,414
1,781 37% 1.0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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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는 특징점 추출과 특징점 정합과 정합 실행

시간을 SURF와 특징점 정합을 이용한 제안 방식을 비

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 제안 방식은 정합 시간이 SURF

보다 0.7ms 빠름을 보였다. 그림 6은 각 입력이미지들

에 대한 페이로드와 입력 시간, 이미지 정합 인증 시간

을 비교한 결과이다. 

Fig. 6 Simulation result 

이미지 처리에 대한 영상 에 따라 동일 오류율은 평

균 1.02%로 나타났고 각 영상의 표준편차는 1.22%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제안 논문에서는 특징 기반 영상 정합에서 특징 강도

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URF 알고리즘으로  

특징점들을 추출한 후, 특징 강도 정보를 계산하여 특

징 강도가 강한 특징점들을 선택하여 특징 정합에 사용

하였다. 특징점 강도를 높이기 위해 특징점 쌍간의 기

하학적 거리 제한을 통해 대응하는 특징점 쌍을 효과적

으로 추출하였다. 영상 이미지의 병변에서 추출된 국소

적인 특징점 쌍으로부터 방향 벡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병변의 국소적인 특징만을 나타낸다. 또한 두 영상간에 

존재하는 다른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함으로 전역

적인 특징으로 확장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기

존 방식들과 비교해 병변 정합 오류율은 평균 1.02% 향

상되었다. 특징 강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특징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

었다. 실험에서 320×240 크기의 수골 x-ray 영상에 대

해 제안한 방법은 특징 강도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0% 이상 처리 속도의 향상을 보였다. 앞으

로 제안한 특징 강도 정보를 의료영상데이터를 기준으

로 다양한 영상 정합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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