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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 영상을 기반으로 관심 영역의 자동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

에서 병변부위를 검출하기 위해 세그먼테이션, 특징 추출 및 참조 이미지 매칭을 이용한다. 추출된 영역은 참조 DB
에서 일치하는 병변 이미지를 검색하고, 일치된 결과는 칼만 필터 기반의 적합성 피드백을 이용해 병변을 자동 추출

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왼손 x-ray 입력 영상을 기반으로 성장판을 추출하기 위해 왼손 이미지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이것은 다중 스케일 해시안 행렬 기반의 세션화를 이용해 후보 영역을 생성 한다. 그 결과, 제안 알고리즘은 관심영역 

분할 단계에서는 0.02초로 빠른 분할이 가능하였고, 분할 영상을 기준으로 ROI 추출시 평균 0.53, 강화 단계에서는 

0.49초로 매우 정확한 이미지 분할이 가능한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ic extraction algorithm of region of interest(ROI) based on medical x-ray images. 
The proposed algorithm uses segmentation, feature extraction, and reference image matching to detect lesion sites in the 
input image. The extracted region is searched for matching lesion images in the reference DB, and the matched results 
are automatically extracted using the Kalman filter based fitness feedback. The proposed algorithm is extracts the contour 
of the left hand image for extract growth plate based on the left x-ray input image. It creates a candidate region using 
multi scale Hessian-matrix based sessionization. As a result, the proposed algorithm was able to split rapidly in 0.02 
seconds during the ROI segmentation phase, also when extracting ROI based on segmented image 0.53, the reinforcement 
phase was able to perform very accurate image segmentation in 0.49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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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아에게 성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고, 성장과 관

련된 여러 진단과 치료의 경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들 중 의료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골 연령

을 측정하는 것이다[1-3]. 골 연령의 진행 정도는 소아

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종 성

인 신장의 예측에 사용되고, 지금까지 신장의 성숙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사진을 가장 많이 

이용해 뼈의 모양을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에 사

용되는 방사선 튜브가 정확히 중앙에 있지 않고 손과 

상완이 서술한 대로 놓여 있지 않으면 척골(ulna)과 같

은 특정 뼈의 모양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방법들은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

고, 판정 값의 재연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시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판독자

의 숙련도에 따라 판정 속도에 차이와 값에 오차가 발

생하게 되어 신뢰성은 더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최근 의료기술 응용 뿐 아니라, 의료영상에서 기관이

나 암 부위 등의 추출 및 분할이나 영상 정합, 영상 검색 

등 전반적인 의료영상 분석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기계학습이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의료영상에

서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전문가 지식을 데이터베이스

에서 찾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소

아․청소년의 성장을 예측하고 골 연령을 객관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CAD 기반의 골 연령 자동예측 알고리

즘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안 논문은 성장을 오차 없이 

판독할 수 있도록 입력 영상에서 관심영역을 검출하고 

특징을 추출하여 참조 이미지와 매핑을 수행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방사선 이미지의 특징을 고려해 제안 

논문에서는 이진화 영상처리를 이용해 관심영역을 추

출하고 정확한 매칭 값을 추출하기 위해 칼만 필터 기

반의 적합성 피드백을 이용해 관심영역 추출의 정확도

를 보장한다. 또한 빠른 추출을 보장하기 위해 분할 단

계를 수행하며 강화단계를 통해 빠른 매칭의 학습 능력

을 지원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방사선 영상분석과 

영상처리, 골 연령 판독기술에 대해 정리하고 3장에서

는 제안방법인 고속 이진화 영상처리를 이용한 관심영

역 추출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 알

고리즘에 대한 평가와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

향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2.1. 방사선 영상 분석과 영상처리[4]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의학 진료 분야에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와 연동

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획득된 영

상은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되고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

고, 영상 손실의 위험 없이 웹 기반 기술을 이용해 병원 

간의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대용량의 환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환자 방사선 선량을 줄이

면서 높은 동적 범위를 가지는 영상을 제공한다. 진단

과정에서 디지털 영상은 패닝(panning), 확대, 회색조의 

역전(inverting) 기능, 거리, 각도의 측정 기능 및 윈도윙

(windowing)기능 들을 제공한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법

은 크게 CR(Computed Radiography)과 DR(Digital 
Radiography)로 구분된다. CR 시스템은 저장성 인광체

를 포함하는 영상판(image plate)과 검출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반면에, DR 시스템은 X선을 직접적 

검출과정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검출에 사용되는 X선 변환물질에 따라서 직접방식

(direct conversion)과 간접방식(indirect conversion)으
로 나누어진다. 방사선 투과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는 농도(density), 대조도(contrast) 그리고 투과도계 

식별도(resolution)를 들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영상 시스

템 중 DR 시스템을 활용한 진단 및 판독 측면에 개인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 방법으로서 영상의 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병

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2. TW3(Tanner-Whitehouse 3) 법[3]

TW3 법은 왼손 수골 x-ray 이미지에서 13곳의 성장

판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것들의 합으로 골 성숙점수를 

계산해 골 연령을 측정한다. 측정된 골 연령은 향후 성

장 정도를 판정하고 성인키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

된다. 이 방법은 Tanner와 Whitehouse에 의해 1945년부

터 1958년까지 2564명의 영국의 중류층 소아들을 대상

으로 개발되었다. 처음 개발된 TW1 법은 손과 손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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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골 성숙도에 따라 각각 8단계 혹은 9단계로 구분

하고, 각 단계마다 1 ~ 8점 혹은 1 ~ 9점의 일정한 점수

를 할당한 후 이를 합하여 골 성숙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뼈 부위에 따라서 골 성숙도가 다르

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여 개

발된 TW2 법은 성별과 뼈 부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단

계별 점수를 부여하고 골 성숙 점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골 성숙점수는 골 연령 표를 통해서 골 연령

을 측정하고 예측키 공식을 통해서 성인키를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는 TW3 
법은 1990년대 유럽과 북미 소아 자료를 추가하여 개발

한 것으로, 이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겨난 조기 성숙

과 신장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골 성

숙점수를 산출시 사용하는 뼈의 개수를 20개에서 13개
로 감소시켜 검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TW3 측정에 이

용될 부위는 요골과 척골을 포함한 13개 손뼈로 그림 1
과 같다.

1. Radius
2. Ulna 
3. 1th Metacarpal
4. 3th Metacarpal
5. 5th Metacarpal
6. 1th Proximal phalanx
7. 3th Proximal phalanx
8. 5th Proximal phalanx
9. 3th Middle phalanx
10. 5th Middle phalanx
11. 1th Distal phalanx
12. 3th Distal phalanx
13. 5th Distal phalanx

Fig. 1 Bone in the left hand used in the TW3 method

13개 뼈 부위는 화골 핵의 유무와 골 단부와 골간 단

부의 길이와 형태변화, 돌기의 생성유무, 덮힘(capping)
과 융합(fusion) 현상을 포함한 각 부위의 단계별 발달 

과정에 따라서 척골은 A ~9H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뼈는 A ~ I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화골 핵이 없는 

단계이며, I등급(척골의 경우, H등급)은 관절이 완전 성

장하여 골간 단부와 융합되는 단계이다. 골 성숙점수는 

0 ~ 1000점의 분포를 가지며, 0점은 측정에 이용되는 

모든 뼈의 화골 핵이 보이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1000
점은 모든 뼈의 관절들이 골간 단부와 완전히 융합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1000점은 골 성숙이 완료되는 

성인 골 성숙 점수를 의미한다.

Ⅲ. 고속 이진화 영상처리를 이용한 관심영역 
추출 알고리즘

3.1.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왼손 수골 x-ray영상을 

이용해 신호 처리 기법인 웨이블릿 변환으로부터 세그

먼테이션, 특징 추출 및 템플릿 매칭을 이용해 관심영

역의 부위를 검출하고, 셀 영상 검색 기법을 이용해 검

출 부위의 영상과 유사한 영상들을 TW3-Ref 데이터베

이스와 매핑 한다. 매핑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칼만 필

터 기반의 적합성 피드백을 이용해 성장판을 기반으로 

한 골 연령 정밀 분석 및 자동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Fig. 2 System flow

3.2. 영상 분석 알고리즘

입력 영상의 윤곽선에서 관심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경계선을 검출한다. X-ray 영상은 영상대비 잡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골의 경계는 유지하면서 수골 내

외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비등방성 확산 필터를 적

용한다[5-7]. 비등방성 확산 필터는 영상의 기울기 값에 

따라 영상을 부드럽게 할 것인지 입력 영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함으로 수골의 경계선과 같은 주요 

정보를 유지하면서 잡음을 제거해주는 필터로 식 1을 

사용한다. 

   ∇ ∇∙∇∆

║∇║ 


║∇║




  (1)

식 1에서 div(·)는 발산(divergence) 연산자, △와▽는 

각각 기울기와 라플라시안을 의미한다. 는 시

간 t에서 좌표의 확산 계수로 보통 영상의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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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함수가 사용되고, 기울기가 높은 경계선 정보를 유

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는 에지의 민감도를 조절하

는 상수이다. 와 반복횟수에 따른 비등방성 확산 필터

링의 결과로 비등방성 확산 필터를 적용한 결과로 k값
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잡음이 제거되지만 영상

이 많이 다듬어 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림 3은 값의 변

화에 따라 추출되는 영상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 3 Results of filter application

제안 논문에서는 수골 방사선 영상의 효과적인 증강

을 위하여 저주파 및 고주파 성분으로 분리한 후에 각

각을 별도로 처리 하였다. 저주파 성분 영상과 고주파 

성분 영상은 식 2에 의해 획득되었다.

   ∙








 

 

 

 

  

            (2)

저주파 성분 영상 분리 시 고주파 차단 필터링을 사

용해 처리대상의 영상성분 중 저주파 성분을 유지하고,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필터 커널을 이용해 결과 영상 

을 획득한다. 필터 커널의 선정은 TW3에서 판별하는 

13곳으로 TW3-Ref DB에 저장된 참조이미지를 필터 

커널로 사용하고 커널의 크기 M×N이 적절히 선정되도

록 한다. 이때 필터 커널은 손뼈 중 성장 판을 판별하기 

위한 역할로 저주파 성분이 분리된 영상에서 손뼈와 

성장 판을 구분하는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저주

파 성분 영상을 분리 하였다. 이때 위해 픽셀의 density
의 분포를 정의하는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는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임

계값은 수골과 성장 판을 구분하는 경계 값(T)이 된다. 
식 3과 같이 새로운 임계값은 산정하고 임계값 번호가 

미리 설정한 값 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는 임

계값  을 이용하여 두 영역을 분리했을 때 각 영역

의 밝기 값 평균인   의 산술평균이며 초기 임계

값 은 밝기 값 80으로 설정한다. Local 잡음을 계수 

g()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심 픽셀 와 주위 N개의 픽

셀들 사이의 호환성을 분석하였다. 픽셀의 호환성을 나

타내는 는 식 4의 퍼지 멤버십 함수에 의해 결정되었

다. 식 3에서 중심픽셀 의 잡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역 A에 속하는 주변 픽셀들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 평균을 취함으로서 다음 식 5와 같이 결정

되었다.

 

                    (3)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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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만약 중심필셀 의 비 균질 영역에 속한다면, 는 

작은 값을 가질 것이며, 가 균질한 영역에 속한다면 

는 큰 값을 가질 것이다. 즉 가 클수록 주변 픽셀과

의 호환도가 높다. 즉 잡음이 적다는 의미이다.

3.3. TW3-ref DB 매핑 알고리즘

입력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이미지는 참조 이미지와 

영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TW3-Ref DB의 골 연령 점

수를 매핑해서 가져오기 위해 추출이미지를 변환해줘

야 한다. 제안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의 뼈 경계선과 

TW3-ref DB영상의 골 경계선을 매핑하기 위해 챔버 거

리와 변환 방법을 사용한다[8-11]. 영상 정합 기법은 경

계선 검출 영상으로부터 특정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으

로 추출된 영상을 거리영상으로 변환한다. 식 6은 거리

영상을 나타낸 것으로 픽셀 값은 픽셀의 위치가 입력영

상에서 경계선이면 0이고 경계선이 아니면 가장 인접한 

경계선인 픽셀과의 거리로 정한다. 즉 입력 영상의 경

계선 픽셀이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멀수

록 255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합도 측정

을 위해 입력영상의 거리영상으로 변환하고 경계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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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장해 정합정도를 측정한다. 이 때 거리평균 픽셀 

값을 위해 식 7 경계선 거리를 이용한다. LP는 픽셀 위

치이고 골 연령은 TW3-ref DB에 저장된 골 등급(점수)
이 된다. 

   

  



   (6)

 



  



∙      (7)

그림 4는 입력영상에서 경계선 픽셀위치가 일치하면 

경계선 거리는 0이 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칭정도가 

멀어지는 것을 실험한 것이다. 

Fig. 4 Border distance calculation of image

TW3-ref DB와 입력영상의 오류 값을 최소화하고 정

합위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영상의 확대도()와 회

전각(), 이동거리()의 이용한다.









 







         (8)

는 x, y방향의 확대도 변수로 0.5~1.5배의 범위

로 중간 값 1.0배로 설정한다. 는 x, y방향의 이동

변수로 –50~50의 범위로 중간 값 0으로 설정하고 

는 회전각으로 –5°~5°로 중간 값 0°로 설정한다. 

Ⅳ.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에서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추출영역을 확보한 이미지와 매핑 해 정확도를 향상 시

켰고, 반복 수행을 통해 재현율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또한 이미지 처리를 위한 빠른 알고리즘 처

리 시간을 기반으로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텔 i7-6700 CPU 3.4GHz의 32GB 
RAM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평가 지표로는 정확률(), 
재현율() 그리고 처리시간()을 사용하였다. 정확률

은 얼마나 올바르게 영역이 검출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재현율은 얼마나 검출된 영역이 올바른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처리시간은 골 연령까지 자동 계산 시간을 검출

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을 측정하기 위해 식 9을 이용해 

실험 결과를 측정한다. 











 



  





                   (9)

식에서 true positive는 정확하게 검출된 관심영역의 

픽셀수를 의미하고 false positive는 검출되지 못한 관심

영역, false negative는 관심영역이 검출은 되었지만 정

확히 검출되지 못한 경우이다. 는 계산된 이미지, 은 

전체 측정 횟수이다. 

Age Group Y4-7 Y8-10 Y11-15 Y16-18

Average boundary 0.9269 0.9264 0.9795 0.9095

Table. 1 Average boundary results of age group 

이 식을 이용해 기존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되었던 히

스토그램 방식과 제안 방식을 비교 실험하기 위해 영상

을 수집하고 연령을 그룹화하고 평균 경계선 추출을 실

험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est item
Histogram Proposed

G1 G2 G3 G4 G1 G2 G3 G4

Precision( ,%) 94.3 93.1 89.4 87.3 97.5 98.7 97.3 94.8

Recall( ,%) 83.1 73.2 82.3 71.3 93.3 92.3 96.7 96.2

Processing time
( ,㎲) 0.66 0.49 0.52 0.48 0.52 0.43 0.44 0.32

Table. 2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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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실험 결과 히스토그램방식과 제안 알고리즘

을 이용해 수집 영상을 실험하는데 문제없이 영상 손뼈 

추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W3법을 기반으로 주어진 영상에서 골 연령 측정을 위

해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기존 참조 이미지와 비교해 추

출 이미지의 정확도를 판별하였다. 참조 이미지의 대상

이 너무 많아 실험을 위해 표 2와 같이 연령별 그룹을 

만들어 평균을 구하고 실험하였다. 제안 논문에서는 기

존 히스토그램 기법과 비교해 정확률과 재현율 그리고 

처리시간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표 2와 같이 기존 히

스토그램을 이용했을 때보다 제안 기법은 각 그룹별에

서 우수한 성능으로 관심영역을 추출했고 처리시간 또

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림 5를 보면 제안 

기법을 이용하면 기존 방법보다 관심영역 추출에 걸리

는 시간이 약 20%가량 빠르게 처리됨을 알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에서 관심영역에 대한 추출 

이미지 전처리를 통해 참조 이미지와 비교해 보다 정확

한 매칭 값을 찾고자 한다. 이에 기존에 사용되는 히스

토그램 방식에 비해 관심영역 추출의 정확성과 동일 이

미지에서 관심영역 추출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높이기

기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입력 영상을 

기반으로 윤곽선을 추출하고 다중 스케일 해시안 행렬 

기반의 세선화를 이용해 후보 영역을 생성 후 알고리즘

의 성능 분석 결과 분할 단계에서는 0.02초로 분할이 가

능하고 분할 영상을 기준으로 관심영역 추출 시 평균 

0.53초, 강화 단계에서는 0.49초로 매우 정확한 이미지 

분할이 가능한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x-ray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스토그램 방식보

다 제안방식은 평균 처리시간이 20%정도 향상된 것으

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제안 알고리즘은 향후 의료분야의 특

성을 고려해 재현성 및 정확성의 성능을 향상시켜 의료

영상처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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