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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정보를 이용한 분류 기반 무릎 뼈 검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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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문맥 특징(context feature)과 외형 특징(appearance feature)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의료영상 내의 비슷한

외형 특징을 가지는 장기들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검출 기법들은 외형 특징 정보만을 학습하여 분류기

(classifier)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의료영상 내에 외형이 비슷한 장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출 오류가 발생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외형 특징을 이용하여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 얻은 확률 값들을 바탕으로 관심 복셀(voxel) 주변의 확률 분포 특징을 반복적으

로 학습함으로써 문맥 정보를 포함하는 분류기를 생성한다. 또한, 실험 단계(test stage)에서 ‘지역 기반 투표 방식’(region based voting 
scheme)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SKI10 무릎 관절 데이터 셋 내에서 외형

특징이 비슷한 대퇴골(femur)과 경골(tibia)을 검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외형 특징만을 이용했

던 검출 기법에 비해 개선된 검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automatically detects organs having similar appearances in medical images by learning 
both context and appearance features. Since only the appearance feature is used to learn the classifier in most existing detection 
methods, detection errors occur when the medical images include multiple organs having similar appearances. In the proposed 
method, based on the probabilities acquired by the appearance-based classifier, new classifier containing the context feature is 
created by iteratively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bability distribution around the interest voxel. Furthermore, both the 
efficiency and the accuracy are improved through ‘region based voting scheme’ in test stag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e detect femur and tibia which have similar appearance from SKI10 knee joint datase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ed the detection method only using appearance feature in aspect of overall dete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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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력 영상(좌), 외형 정보만으로 학습한 분류기를 통해 얻은 대퇴골(중) 및 경골(우)의 확률 값. 중간과 우측 영상은 0~1 사이의 확률 값을 0~255 
사이의 수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영상화 한것으로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확률을, 검은색에가까울수록낮은 확률을의미한다. 대퇴골과 외형 특징이
유사한 좌우 배경과 대퇴골과 경골이 인접한 부분 등에서 잘못된 확률분포가 나타난다.
Fig. 1. Input image(left), the probabilities of femur(middle) and tibia(right) acquired by the appearance-based classifier. The middle and right images 
have the values between 0 and 255, normalized from the probability values between 0 and 1, so the closer to white means a higher probability 
and the closer to black means a lower probability. Since the appearances of the left and right background part of femur and the adjacent part 
of tibia are similar to that of femur, wrong probabilities appear.

Ⅰ. 서 론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되는 내용 중 하나로써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종양

[1-4]
의 자동 검출이나, 각종 장기

[5,6,7]
의 세밀한 영역화를 위한 초기 검출, 장기의 특성에 맞

는 사후처리(post processing)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존 자동 기법들
[8,9]

은 의료영상 내 장기들

의 변화가 적다는 가정 하에 학습 집합(training set) 내의

영역화 레이블(label)들을 입력 영상으로 정합(registration)
한 뒤 정합된 위치를 바탕으로 검출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학습 집합 내의 모든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정합하는 것은

높은 복잡도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사람 간의 가변성

(variability)으로 인한 정합 오류에 취약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분류(classification), 

회귀(regression) 등의 관리적 학습(supervised learning) 기
법을 이용한 검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10.11.12]. 관리적 학습

기법은 주어진 학습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실험 집합(test 
set)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식별 모델(discriminative model)을
만들어 냄으로써 영상 간의 가변성에 강인하였으며, 정합

과정으로 인한 연산 시간을 크게 줄여주었다. 하지만, 대다

수의 기존 관리적 학습 기반 검출 기법들은 분류기를 생성

할 때 복셀의 밝기(intensity)와 경사도(gradient)와 같은 영

상의 외형 정보만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형

이 비슷한 장기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의료영상의 경우

장기의 분류가 잘못되거나 모호한 경계에서 오류들이 발생

하였다(그림 1). 이에 따라 밝기 분포의 모호성이나 이미지

간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영상

내 객체들의 배치와 구도와 같은 전역적인 문맥 정보를 학

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6].

본 논문에서는 문맥 특징과 외형 특징을 함께 학습함으

로써 의료영상 내의 장기들이 비슷한 외형을 가지더라도

이들을 강인하게(robust)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일차적으로 외형 특징을 이용하여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

모든 복셀에 대해 각 클래스에 포함될 확률 값을 얻어낸

뒤, 관심 복셀 주변의 확률 값들을 이용하여 문맥 특징을

추출하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 관심 복셀 주변의

확률 값 분포는 영상 내 장기들의 상대적인 위치, 구도와

같은 문맥 정보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들을 특징으로 이

용하여 생성된 분류기는 외형이 모호한 곳에서도 강인한

결과를 얻어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2절, 실험결과는 3절에

언급한다.

Ⅱ. 문맥 정보를 이용한 검출 기법

그림 2는 제안하는 기법의 학습과정과 실험과정을 보여

준다.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외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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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기법의 블록선도. 청색 타원은 입력 및 중간 결과물, 적색 사각형은 학습과 실험 과정 각각에서의 최종 결과물을 나타낸다. 상단의 그림은
반복 과정의 진행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확률 지도들과, 마지막 확률 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최종 경계상자를 보여준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The blue ellipses mean input and intermediate outputs, and the red squares are the final results 
in training and test stages. The upper part of this figure shows the updated probability maps during the iteration and the final bounding boxes 
made from the final probability map.

와 문맥 정보를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일련의 분류기를 생

성한다. 먼저, 외형 정보를 포함하는 특징들을 추출하여 외

형 분류기를 학습하며(Ⅱ.1절), 이 분류기를 통해 모든 복셀

에 대해 각 클래스에속하게 될 확률 값들을 포함하는 확률

지도(probability map)를 얻어낸다. 이후 확률 지도 내에서

관심 복셀 주변의 확률 값들을 특징으로 하여 일차 문맥

분류기를 학습한다(Ⅱ.2절). 학습된 일차 문맥 분류기를 통

해 다시 새로운 확률 지도를 얻어내고 또 다시 지도 내에서

관심 복셀 주변의 확률 값들을 특징으로 하여 이차 문맥

분류기를 생성한다. 문맥 분류기는 확률 지도의 확률 값들

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성한다. 실험 과정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획득한 일련의 분류기를 이용하여 입력 영

상을 순차적으로 분류한다. 즉, 초기에는 학습해놓은 외형

분류기로 입력영상의 모든 복셀을 분류하고 각 클래스에

포함될 확률 값들을 얻는다. 이후 확률 값으로 만들어진 관

심 복셀의 문맥 특징들을 일차 문맥 분류기로 다시 분류하

여 새로운 확률 값을 얻는다. 이 같은 작업을 마지막 문맥

분류기까지 반복하여 최종 확률 값을 얻어내며, 획득한 확

률 값이 일정 문턱치 이상인 복셀들을 모두 포함하도록만

든 경계상자를 최종 검출 결과로 한다. 그림 2의 상단에서

업데이트되는 확률 지도들과, 마지막 확률 지도를 바탕으

로 만든 최종 경계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기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실험 영상은 과 영역화(over-segmentation)
하여 이용하고 과 영역화 된 각각의 지역으로부터 일부 복

셀들을 샘플링하고 샘플링 된 복셀들의 분류 결과를 바탕

으로 해당 지역의 분류 결과를 정해주는 ‘지역 기반 투표

방식’[13] (Ⅱ.3절)을 적용한다.

1. 외형 정보만을 이용한 검출

외형 분류기를 생성하기 위해 학습 집합 내의 영상들로

부터 외형 특징을 추출한 뒤 이들을 랜덤 포레스트 기법

(random forest)[11]
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외형 특징으로는

관심 복셀을 둘러싸는 11X11X11 크기패치의 밝기 값 히

스토그램(10bin)과 복셀의 절대 좌표(x,y,z)를 연접한 13차
원의 특징 벡터를 사용한다. 그림 3(a)는 전경과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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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전경과 배경에서의 임의의 패치에 대한 밝기 값 히스토그램 예시. (b) 문맥 특징의 추출.
Fig. 3. (a) Examples of the intensity histograms of randomly selected patches from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regions. (b) The extraction 
of the context information.

서의 임의의 패치에 대한 밝기 값 히스토그램을 각각 보여

준다. 영상 내의 모든 복셀로부터 외형 특징을 추출하여 학

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각축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sampling) 된 복셀에서만 외

형 특징들을 추출하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진랜

덤포레스트 기법은 다중 클래스를 분류해 주지 못하기 때

문에 관심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를 배경으로 처리

하는 ‘1-vs-all’방식을 채택하여 클래스 개수만큼의 분류기

를 학습하였다. 따라서 학습된 분류기를 이용하여 각 복셀

을 분류할 경우 각 클래스에 속하게 될 확률 값들을 얻게

된다. 학습 기법및방식은 이하의 문맥 정보 기반의 분류기

학습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문맥 정보의 활용

그림 1과 그림 3(a)로부터 대퇴골과 경골의 외형은 상당

히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형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서도 정확한 분류를 해주기 위해 외형 분류기를 이

용하여 얻은 확률 지도 내에서 관심 복셀 주변의 확률 분포

정보를 문맥 특징으로 이용한다. 문맥 특징을 추출하기 위

해 그림 3(b)와 같이 관심 복셀로부터 주위의 26방향(2차원

영상의 경우 8방향)으로 일정한 거리 {1,2,3,5,7,10,15,20, 
30,40,…}에 있는 복셀들을샘플링(sampling)[14] 한 뒤 이들

의 확률 값(각 클래스에 대한 모든 확률 값)을 모두 연접한

벡터를 생성한다. 연접한 벡터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학습되고 문맥정보를 포함하는 문맥 분류기가 생성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대퇴골과 경골, 배경까

지 총 세 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었고 26개의 방향, 10개의

거리마다의 확률 값을 연접한 780차원의 벡터를 생성하였

다(3*26*10=780). 획득한 문맥 분류기를 이용하여 외형 분

류기로부터 얻은 확률 지도를 분류하면 새로운 확률 지도

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지도는 두번째문맥 분류기를 학습하

기 위한 문맥 특징 추출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문맥

분류기의 학습 과정은 검출 성능의 개선이 없을 때까지 반

복된다. 전체 학습 과정을 거치고 나면일련의 분류기를획

득할 수 있으며, 실험 과정에서는 입력 영상을 일련의 분류

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류한다.

3. 지역 기반 투표 방식

실험 단계에서 모든 복셀을 대상으로 분류를 실행하는

것은 효율성이떨어질뿐만 아니라, 객체 사이의 경계와 같

은 모호한 영역에 있어서 잘못된 분류 결과를 얻게 될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기반 투표 방식’(region based voting scheme, RBVS)[13]
을

이용한다. 먼저, 비관리적(unsupervised) 영역화 알고리즘

을 통해 영상을 과 영역화(over-segmentation) 시킨 후 각각

의 지역에서 일정 비율의 복셀만을 임의로 추출한다(그림

4). 이후 선택된 복셀들에 대해서만 분류를 시행하고 분류

된 값들의 평균으로 해당 지역 전체의 분류 확률을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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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RBVS[13] with RBVS[13]

Error (voxels) APP APP+CON APP APP+CON

Walls 39.8±19.8(36) 24.6±13.6(19.5) 51.8±29.8(47.5) 22.6±21.6(12)

Center 7.8±6.8(4.9) 6.2±4.6(4.9) 11.3±7.7(10.6) 6.2±6.4(3.4)

표 1. 경계상자의면 및중심위치 오차. 표내부의 값은 복셀단위오차값을 의미하며 평균±표준편차(중간값)이나타나 있다. APP는외형분류기만사용했을
때의 검출 결과를, APP+CON은 외형 및 문맥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 Localization error of walls and center of bounding box. The values in table correspond to errors(in voxels) and have form of 
Mean±Standard-deviation(Median). ‘APP’ shows the detection results when only use the appearance-based classifier, and ‘APP+CON’ shows the 
results when sequentially use the appearance-based and the context-based classifiers.

다. 이 기법은 일부 복셀에 대해서만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

에 복잡도를 크게 낮추며, 과 영역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밝기 기반의 영역화 결과에 순응한 분류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검출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4. SLIC 기법[15]에 의해 생성된 과 영역화 결과와 각 영역에서 랜덤

샘플링된 복셀들

Fig. 4. Over-segmentation result by ‘SLIC’ algorithm [15] and randomly 
sampled voxels in each segmented regions

Ⅲ.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T1 및 T2-가중치 영

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SKI10 무릎 관절 데이터 셋
[16,17] 내

에서 20개의 영상을 추출하였으며 영상 내부에서 대퇴골과

경골을 검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0개 중 10개의 데이

터를 학습 집합으로 나머지 10개를 실험 집합으로 사용하

였다. 과 영역화 결과를 얻기 위해 SLIC(simple linear iter-
ative clustering)[15]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과 영역화 된 각

각의 지역에서 5.5%의 복셀을 임의로 추출하여 분류에 사

용하였다. 또한 각 클래스에 대해 확률 값이 0.6 이상인 곳

을 포함하는 경계 상자를 만들고 이를 최종 분류결과로 하

였다.
기법의 검증을 위해 학습 과정 중첫번째로 만들어지는

외형 분류기만을 이용하여 얻은 검출 결과(APP)와 외형 분

류기 뿐 아니라 확률 값이 수렴할 때까지 얻어낸 다수의

문맥 분류기를 함께 이용하여 얻은 검출 결과(APP+CON)
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 기반 투표 방식(RBVS)을 적용하

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결과를 각각 비교하였다. 본 실험

에서는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의 적용 유무에 따라 수렴하

기까지 각각 2개와 4개의 분류기가 생성되었으며 모든 분

류기를 통과해서 나온 검출 결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
가를 위해 Cuingnet 등이 제시한 평가 방법과 같이 경계 상

자의 ‘면 위치 오류’와 ‘중심 위치 오류’를 측정
[7]
하였다. 

‘면 위치 오류’는 검출한 경계 상자와 참값(ground truth) 
경계 상자의 모든면(wall) 위치 차를 합산한 값이며, ‘중심

위치 오류’는 검출한 경계 상자의 중심 위치와 참값 경계

상자의 중심 위치 차이다.
표 1은 10개의 실험영상에 대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

하여 얻은 경계 상자의 평균 위치 오류를 보여준다. 문맥

분류기를 이용하였을 때 외형 분류기만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38.0%의면위치 오류, 20.5%의 중심 위치 오류감소

율을 나타냈으며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는

이 차이가 더커져서 각각 56%, 45%의 오류감소율을 나타

냈다.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적용하지 않

은 결과에 비해 외형 분류기만을 이용한 결과의 성능은 나

빠졌고 문맥 분류기를 모두 이용한 결과의 성능은 향상되

었다. 모든 문맥 분류기를 통과한 후의 결과를살펴보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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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맥 정보의 반복적 학습에 따른 경계 상자 위치 오류. (a) 면 위치 오류 (b) 중심 위치 오류. 반복 과정의 진행에 따라 오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할 경우(빨간색 실선) 적용하지 않았을 때(파란색 실선)와 비교하여 더 빠르게 성능이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Localization error of bounding box regarding repetitive learning of contextual information. (a) Walls position error (b) Center position error. 
It demonstrates that errors progressively decrease during the iteration and the performance with RBVS(red line) converges more faster compared 
to that without RBVS(blue line).

그림 6. 외형 특징만을 학습한 분류기(1행)와 외형 및 문맥 특징까지 학습한 분류기(2행)의 검출 결과 예시. 흰색 선은 뼈의 경계를, 청색은 대퇴골의 경계
상자를, 녹색은 경골의 경계 상자를 의미한다. 외형 특징만 이용하였을 경우 뼈의 경계와 같이 외형이 불분명한 곳에서 경계 상자가 잘 위치하지 못하지만
문맥 특징을 같이 이용하면 경계에 더 가깝게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Examples of detection results by using the classifier based on only appearance features (1st row) and the classifier based on both context 
and appearance features (2nd row). The white lines are the boundaries of the bones, and the blue and green correspond to the bounding box 
of femur and tibia respectively. The bounding box is not-well positioned in the regions which have unclear appearance, such as the boundary 
of the bone, when only use appearance features, while it is located near the boundary by using both context and appearance features.

심 위치 오류는 비슷하지만면위치 오류 값이 8% 정도감

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차적으로 분류기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검출 성능

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4번째분류기에 이르러 성능이 수

렴하는 반면, 적용하였을 시에는 2번째분류기 만에 수렴하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과시켜야 하는 분류기가 적

을수록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은 수행 속도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검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림 6은 정성적인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외형 특징만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문맥 정보를 함께 활용했을 때 상자가

참값 경계에 가깝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개선된 검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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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통한 개선된 검출 결과 (미적용 : 첫 번째, 세 번째, 적용 : 두 번째, 네 번째 )
Fig. 7. Improved detection results through ‘region based voting scheme’ (Not adopted : 1st, 3rd, Adopted : 2nd, 4th )

과를 보여준다. 과 영역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밝기

기반의 영역화 결과에 순응한 분류를 함으로써 객체의 경

계 부분에서 검출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류 기반 객체 검출 기법에서 검

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영상의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무릎 관절 영상에 적용해 본 결과

외형 정보만을 활용한 것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기반 투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주었다. 이 기법은 정밀한 객체 검

출및 영역화를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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