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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whether the CT images of hepatic lesions could be analyzed by computer-aided 
diagnosis (CAD) tool. We retrospectively reanalyzed 14 liver CT images (10 hepatocellular cancers and 4 benign 
liver lesions; patients who presented with hepatic masses). The hepatic lesions on CT were segmented by 
rectangular ROI technique and the morphologic features were extracted and quantitated using fractal texture 
analysis. The contrast enhancement of hepatic lesions was also quantified and added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The best discriminating function combining the textural features and the values of contrast enhancement of the 
lesions was created using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Textural feature analysis showed moderate accuracy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hepatic lesions, bu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mbining textural analysis and contrast 
enhancement value resulted in improved diagnostic accuracy, but further stud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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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 경

 간의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간암의 감별진단은 매우 요

한데(1), 컴퓨터단층촬 상에서의 병변의 모양  조 제의 

조 증강의 패턴이나 정도가 진단에 요한 역할을 해왔다

(2). 자들은 컴퓨터진단시스템(CAD: computer aided 

diagnosis)의 용이 간 병변의 상진단에 도움이 되는지

를 알아보았다.

II. 방 법

 음   컴퓨터단층촬 에서 간병변이 의심되어간 컴퓨

터단층촬 (조 증강)을 시행한 후 수술이나 생검 는 추

찰로 확진된 환자 14명(10명:악성종양, 4명:양성병변)의 

상자료를 분석하 다. 상을 컴퓨터분석 소 트웨어

(Image-J)를 이용하여 병변의 경계를 분리한 후

(Rectangular ROI), 상의 texture 특성들을 fractal 

analysis algorithm을 이용하여 수치화하였다.  Texture 특성

값을 바탕으로 간 병변의 감별진단을 시도하 다. 한 이

게 얻어진 형태학 인 특성값들을 조 증강 상에서 병

변의 조 증강 정도를 수치화한 값들과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를 이용하여 얻어진 감별식을 이용하

여 결합한 후, 결합된 라미터 수치에 의하여 간 병변이 

감별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1) CT 상에서 이미지 선택(Rectangular ROI)

III. 결 과

  간병변의 컴퓨터단층촬  상에서 형태학 인 

라미터들만으로는 감별진단의 정확성이 높지 않았다. 

조 증강 상에서의 조 증강 수치를 결합하 을 때 

진단의 정확성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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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ractal 분석에 의한 Texture값 수치화

(그림 3) Fractal 분석에 의한 감별능력

IV. 결 론

 간병변의 컴퓨터단층촬  상의 형태학 인 특성  조

증강 상에서의 조 증강 정도를 컴퓨터분석시스템을 이

용하여 수치화한 후 결합시켜 간병변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수 있었다.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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