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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CT 영상의 형태학적 정보 및 Spline 보간법을 이용한 폐 및

기관지 분할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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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and Airway Segmentation using Morphology Information and 
Spline Interpolation in Lung C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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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흉부 CT 영상에서 폐 흉벽에 결절 및 폐혈관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폐 정보의 손실 없이 폐와 기관지를 분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마스크 영상의 활용은 폐 및 기관지 분할에서 시간 단축 및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한 폐 흉벽과 밝

기값이 같은 결절을 찾아 제거 하는 방법은 좌·우측폐의 외곽 영상을 2진 영상으로 변환하고, 형태학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가능 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거된 부분의 외곽선 연결은 거리가 고려된 최적 화소 추가와 3차 Spline 보간법을 적용하였다. Matlab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 문제점이 보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lgorithm that extracts the airway and lung without loss of information in spite of the pulmonary 
vessel and nodules of the chest wall in the chest CT images. We use a mask imag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to 
save processing time of airway and lung segmentation. In the second step, by converting left and right lungs to binary image 
using the morphological information, we have removed the solitary pulmonary nodule to identify the value of the threshold lung 
and the chest wall. The last step is to connect the outer shell of the lung with cubic Spline interpolation by adding the perfect 
pixel and computing the distance of the removed part. Experimental results using Matlab ver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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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단층촬영(X-ray Computed Tomography, CT) 영
상의 이미지 분석과 세분화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 진단은

의학 진단 및 치료에 사용 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 영상 분

야에서 이미지 분석과 시각화는 진단 및 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 영상

처리 및 3차원 가시화 기법은 의학 연구, 교육 및 외과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있다. 
많이 연구된 의료 영상 분야는 뇌, 간, 폐 및 기관지 분야

등 이 있다. 이 중 폐 분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폐의 내부는 대부분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 CT 이미지에 어

둡게 나타난다. 그리고 폐의 밀도는 가슴벽, 종격 및 격막으

로 둘러싸여 있다
[1,2].  그래서 간단하고, 높은 효율을 갖는

폐의 분할은 쉽지 않다. 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자동 폐 분

할은 폐 질환의 치료, 의료 장치와 약물 기반의 진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존의 폐 분할 방법으로는 지식기반을 활용(Fuzzy set)[3], 

롤링 볼 알고리즘
[4],  최적 임계값 기법을 적용한 방법

[5,12] 
등이 있다. 그 중 지식기반(Fuzzy set) 분할은 특정 환자 모

델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 있지만, 폐 분할의 정확도를 지식

에 의존 하는 단점이 있다. 롤링 볼 알고리즘은 폐 결절의

외부 경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폐의 안쪽 경계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단면 영상에서만 적용되는 등 단점이 내

포되어 있다. 최적 임계값 기법은 수행 속도는 빠르나, 폐
결절 등이 폐 외곽에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 
기관지 자동 분할의 기존 연구에는 영역성장법(region 

growing)[6,7], 형태학적 연산
[8], 하이브리드 방법(hybrid 

method)[9-12] 등이 있다. 영역성장법을 사용한 기관지 분할

은 짧은 수행 시간이 소요 되나, 폐로 영역 누출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형태학적 연산의 알고리즘과 하이브리

드 방법은 많은 수행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환자에게 적용

하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폐 흉벽에 폐

결절 및 폐 혈관이 포함되면, 폐 흉벽으로 인식되어 폐의

정보가 손실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흉부 CT에서 폐 흉벽에 결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폐의 영역을 자동으로 분할할 수 있는 알고

리즘과 3차원 분기 기반 영역성장법을 적용한 기관지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마스

크 영상을 활용하여 빠른 수행속도로 폐 및 기관지 분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스크 영상은 흉부 CT에서 가장 면

적이 넓은 부분이며, 내부는 모두 영상의 가장 밝은 값으로

채운다. 둘째는, 폐 흉벽에 폐결절의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로 형태학적 정보, 즉, 폐 외곽의 기울기 정보를 활용하

여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폐 결절 부분을 폐 외곽에

서 제거하고, 제거된 부분에 거리가 고려된 최적의 화소값

을 추가하여, 3차 스플라인 보간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폐 흉벽에 결절 등이 포함

되어 있어도, 폐 정보의 손실 없이 폐를 분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할된 폐 및 기관지 영상에서 3차원 분기 기반 영

역성장법으로 기관지를 분할하였다.  
본 논문은 2장 기존의 폐 및 기관기 분할 방법과 문제점

분석, 3장 제안한 방법의 폐 및 기관지를 분할, 4장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및 고찰, 5장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기존의 연구

1. Otsu 알고리즘

주어진 영상이 L단계의 그레이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각 레벨의 화소 개수를 로 하면 전체 화소의 수는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레

벨이 나타날 확률은  ,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임계값  보다 큰 레벨을 갖고 있는 화소

집합과 낮은 레벨을 갖고 있는 화소 집합으로 전체 화소들

을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클래스로 구분해서 나타내

면, 각 클래스에서 화소가 나타날 확률과 각 클래스의 평균

은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P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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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흉부 CT 영상 (a) 원 영상 (b) Otsu’s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 (c) 2차원 역 영역성장법 적용결과
Fig. 1. Chest CT Image (a) Original Image (b) Otsu's algorithm to applied image (c) inverse region growing method to appli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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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 번째 클래스()의 평균값,  첫 번째 클

래스()의 평균값, 
  

 

  이다.

따라서 각 클래스간 분산값은 아래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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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임계값을 각 클래스 편차 차를 최대화 되도록 결

정하면, 클래스 간의 편차 차는 다음과 같다.


 


 

 (7)

즉, Otsu 알고리즘의 임계값은 나눈 클래스간의 평균값

차이를 최대화 시키는 값 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

해진 를 기준으로 값보다 큰 레벨과작은 레벨로 나누어

영상을 이진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2차원 역 영역성장법을 이용한 폐와 기관지의
분할 알고리즘

흉부 CT에서 밝기값 기반의 Otsu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폐와 흉부 영역의 경계값을 구한다. 그 다음 관심영역 외부

에 자동으로씨앗점을설정한다. 이 때, CT 단면 영상의 (0, 
0) 좌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화소를탐색하여 임계값보다

밝기값이 큰 화소를 만나면 그 화소를 씨앗점으로 설정한

다. 영역성장법을 적용하여 씨앗점과 밝기값이 비슷한 흉

부 영역을 분할하고, 분할 결과에 역 연산을 수행하여 폐

내부의홀과 폐 경계의왜곡없이 폐와 기관지를 분할하는

방법이다.
그림 1은 원 영상에 2차원 역 영역성장법을 적용한 결과

를 나태낸것이다. 그림 1(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씨앗점

은 CT단면 영상의 (0, 0) 좌표에설정한다. 이 좌표는 최적

임계값 기법에 의해 설정된 임계값보다항상작은 값을 가

지는 공기 영역이다.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2차원 역영역성장법을 적용한 폐와 기관지의 분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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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기존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 (a,b) 원 영상 (c,d) Otsu’s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 (e,f) 2차원 역영역성장법 적용결과
Fig. 2. Result of applying the conventional method (a) Original Image (b) Otsu's algorithm to applied image (c) inverse region growing method 
to applied  image

전의 연구인 지식기반을 활용(Fuzzy set), 롤링 볼 알고리

즘, 최적 임계값 기법을 적용한 방법 보다 짧은 수행 시간과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안이 필요하다. 첫째는 수행 속도 측면 이

다. 기존 방법은 역 연산의씨앗점을 (0,0)좌표에서 시작하

였다. 그 결과 그림 1-(c)에 보인 것처럼 (0,0)좌표에서 흉부

좌표 점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는 역 연산의씨앗점을 흉부 좌표 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 단계인 Otsu’s 알고리즘 적용 후 레이블링을

실시하면 폐 영역 중 가장 큰 그룹을 찾을 수 있다. 즉,  
(0,0)좌표에서 흉부 좌표 점까지 소요시간 만큼단축 된다. 
둘째는 정확도 측면 이다. 여기서 정확도란폐 및 기관지

정보의 손실없이 폐 및 기관지를 분할 하는 것을 말한다. 
흉부 CT에는 정상적인 폐뿐만 아니라, 폐 흉벽에 결절 및

폐 혈관이 포함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 기존의 방법

을 적용하면 그림 2의 (c)와 같이 폐결절을 폐 부분이 아닌

흉부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 흉벽에 폐결절을 찾아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을 연결하

면 된다. 그 결과 기존의 단점이 보완된 정확한 폐 및 기관

지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기존의 방법

[7]
으로 Matlab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폐 흉벽의 폐 결절을 폐

흉부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Ⅲ. 제안된 폐 및 기관지 분할 알고리즘

1. 형태학적 정보, Spline 보간법 및 최소거리를
적용한 폐 분할

폐, 기관지 및 폐혈관 분할의 정확도는 흉부 CT 영상에

서 주변의 구조물을 세밀하게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상인 흉부 CT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있

으며, 진행 순서는 흉부 CT에서 폐와 기관지 분할, 기관지

분할 그리고 폐혈관을 분할 순 이다. 본 논문에서는 폐와

그림 3. 폐 및 기관지 분할 순서도
Fig. 3.  Airway and lung segmenta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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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4. 흉부 영상 획득 방법 (a) 원본 영상, (b)마스크 영상, (C) 흉부 영상, (d) 2차원 영역성장법 적용 결과
Fig. 4. Obtain method of Chest image (a) Original image, (b) Mask image, (c) Chest image (d)Region growing method to applied  image

(a) (b) (C) 

그림 5. 폐 흉벽 이미지 획득 (a) 역영역성장법 적용 결과 (b) 손상된 폐 영상 (c) 폐 흉벽의 2진 영상
Fig. 5. Obtained Lung breastwork Image (a)  Applied inverse region growing method (b) losted lung image,(c) Binary image of Lung breastwork

기관지 분할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통해 이뤄진다. 첫째

는 마스크 영상을 활용하여 흉부 CT에서 흉부 영역만을 분

리하다. 이 방법은 전체 흉부 CT 영상에서 최적 임계값과

2차의 영역성장법을 적용 하였다. 둘째는 폐 흉벽에 붙어있

는 폐 결절과 폐 혈관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폐의

형태학적 정보를 활용하면 찾을 수 있다. 셋째는앞단계에

서 제거된 폐 결절 및 폐 혈관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3차의 spline 보간법으로 제거된 영역을 연결 할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된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1단계) 마스크 영상과 2차원 영역성장법 적용
흉부 CT에서 마스크 영상을 이용하면 흉부 이외의잡음

을 제거할 수 있다. 마스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 영상

에 최적 임계값, 3차원 레이블링과 2차의 영역 성장법을 사

용하면 된다. 흉부 CT의 전체 영상에 최적 임계값을 적용

하면 그림 4 (b)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모든 영상에

3차원 레이블링을 한다. 그리고 레이블링된 값 중에서 면적

이 가장 큰 부분을 찾아, 외곽의 내부를 가장 밝은 값(이진

영상에서는 1)으로 채워마스크 영상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앞 단계에서 구한 흉부 영상(그림 4(c))을 2차원 영역성장

법으로 적용한다. 
그림 4 (d)는 흉부 영상에서 2차원 영역성장법을 적용하

여 얻은 결과이다. 이 영상은 향후 그림 4(c)영상과 차감

연산을 통하여 폐 및 기관지 분할에 이용된다.  

2단계) 폐 흉벽에 붙어있는 폐 결절 제거
폐 흉벽에 폐 결절이 붙어 있는 흉부 CT는 기존의 방법

을 적용하면 손실된 폐 영상을얻게 된다. 그 이유는 폐 결

절이 폐 흉벽과 밝기값이 같기 때문이다. 그림 5 (a)는 폐

결절이 포함된 영상이다. 그림 5(b)는 흉부영상과 그림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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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폐의 형태학적 정보 특성
Fig. 6. Characteristics of the morphology of the lung 

의 영상을 차감연산한 결과이다. 그림 5(b)의 원으로 표시

된 부분은 정보가 손실된 폐 영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폐 흉벽에 붙어있는 폐 결절을 찾아 제거해

야 한다. 폐 결절의 포함 유무는 형태학적 정보를 활용하면

알 수 있다.  
폐의 형태학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의 외곽을 먼

저 구해야 한다. 폐의 외곽의 2진 영상은 Matlab bwperim( 
)함수를 사용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림 5(c)는 bwperim( 
)함수를 사용하여 폐 외곽의 2진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폐의 형태학적 정보 특성을

나타낸것이다.  좌측폐와 우측폐의 각 구간별기울기 정보

를 활용하면 폐 결절의 유무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좌측 폐는 3부분으로 나눠지며 기울기 정보는 1

구간은 1사분면, 2구간은 3~4분면, 3구간은 2사분면의 각

도 정보를 활용 하였다. 그리고 우측 폐도 3부분으로 분류

했으며, 1구간은 2사분면, 2구간은 1~4분면, 3구간은 4사분

면의 각도 정보를 활용 하였다. 폐 외곽의 기울기 각도가

분류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폐 흉벽에 붙어있는

폐 결절이다. 형태학 정보를 활용하여 찾은 폐 결절을 제거

한다.

3단계) 제거된 폐 흉벽 연결
앞단계에서 제거된 폐 결절 부분은 폐 외곽에서끊기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제거된 폐 외곽을 연결하는 것이다. 
3차의 Spline 보간법은 끊긴 폐 외곽 연결에 유용한 함수

이다. 하지만 끊긴 구간이 길면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끊긴 폐 외곽의 거리를 고려하여 최적의 화

소점을첨가하였다. 그리고 첨가된 화소점이 포함된 폐 외

곽을 3차의 Spline 보간법으로 연결하였다. 
식 (8)과 (9)는 각각 최단거리를 계산과 3차의 Spline 보

간법식 이다.

   


  (8)




 (9)

폐 흉벽에 폐 결절이발견되면 폐 결절과 연결되어 있는

폐 외곽을 제거하고,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화소점을 추가

   

(a) (b) 

Fig. 7. 폐 흉벽에서 폐 결절 제거 (a) 폐 흉벽에서 결절 분리 (b) 폐 결절
분리 후 흉부 영상

Fig. 7. Remove of solitary pulmonary nodules in Lung breastwork (a) 
Removed nodule in Lung breastwork (b) Chest image after  Removed 
n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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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8. 기관기 분할 (a) 원 영상, (a) 영역성장법 적용 결과 (c) 폐 및 기관지 영상 (b) 기관지 영상
Fig. 8. Airway Segmentation (a,e) Original image, (b,f) Region growing method to applied  image ,(c,g) Image of lung and airway
       (d,f) Image of Airway

한뒤, 3차 Splone 보간법으로 연결한다. 그림 7은 우측 폐

의 2곳에서 폐 흉벽의 결절이 확인되어 제거하였고, 페 외

곽의 거리를 고려하여 각각 2개의 화소와 1개의 화소를첨

가 및 3차 Spline 보간법으로 연결된 폐 영상을 나타낸것이

다. 

2. 3차원 영역성장법을 적용한 기관지 분할

기관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관지는 처음

에는 폐 와 분리되어 있으나, 용골(기관기의 첫 번재 분기

점)이후폐 속에 들어가게 된다. 둘째, 폐와 유사한 밝기값

을 가지므로 밝기값에 기반을 둔 영역성장법을 사용하는

경우, 폐와 함께분할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기관지 분할은 고정 임계값 기법을 적용 보다는 가

변 임계값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영역성장법과 가변 임계값

기법을 적용하여 기관지를 분할하였다.
기관기 분할 순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 용골영상까지 폐

와 기관지 영상에서 폐 영상을 차감하여 분할하고, 그 이후

부터는 식 (10)의 지역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가변적 임

계값으로 기관지를 폐로부터 분리 하였다. 

  (10)

 여기서, 는 가변 임계값이며, 는 분산, m은 평균을

의미하며, a=25, b=1.45 값을 적용하였다. 
그림 8(c,g)는 원 영상(a,e)과 영역성장법으로 구한 영상

(b,f)을 차감 하여 폐와 기관지를 분할하였다. 그림 8(d)는
분할된 폐와 기관지(c,g)로부터 폐 영상을 차감하여 기관

지를 분할 한 것이다. 
그림 8(h)와 같이 기관지가 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 (10)의 가변적 임계값을 적용하면 기관지를

폐로부터 분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폐 및 기관지 영상으로

부터 기관지만을 분리 할 수 있다. 폐 분할은 폐 및 기관지

영상에서 기관지 영상을 차감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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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c-4)

(d-1) (d-2) (d-3) (d-4)

그림 9. 폐 및 기관지 분할 (a) 원영상, (b) 역 영역 성장법 적용 결과 , (c) 기존의 방법 적용 결과 , (c) 제안된 방법 적용 결과
Fig. 9. Segmentation of Lung and Airway (a) Original image, (b) Application of inverse region growing method, (c) Application of conven-
tional method. (d) application of proposed method 

Ⅳ. 시뮬레이션 및 고찰

프로그램은 Matlab2011R 버전과 실험 데이터는 Quad 
-Core 3.4GHz와 8GB 메모리를 장착한 PC에서 수행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폐 흉벽에 폐 결절이 포함되

어 있는 CT와 정상적인 CT 두 가지 이다. 폐 흉벽에 폐

결절이 포함되어 CT의 해상도는 512×512이고, 슬라이스

수는 82장, 화소 크기는 0.68×0.68, 슬라이스 두께는 5mm
이며, 정상적인 CT의 해상도는 512×512이고, 슬라이스 수

는 260장, 화소 크기는 0.66×0.66, 슬라이스 두께는 1mm 
이다. 
시뮬레이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흉부 CT 영상

에서 폐와 기관지 분할이다. 폐 및 기관지 분할을 위하여

matlab에서 CT 영상을 읽는다. 그리고 2차의 영역 성장법

적용과 마스크 영상을 활용하면 흉부 영역을 분리한다. 그
다음 3차원 영역 성장법을 적용하면 폐와 기관지 영역이

분할된다. 2단계는 형태학 정보를 활용하여 폐 흉벽의 결절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폐 외곽를 matlab bwp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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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0. 정상의 흉부 CT (a) 원 영상 (b) 영역성장법 적용 결과 (c) 폐와 기관지 영상 (d) 3차원 영상
Fig. 10. Chest CT of Normal  (a)  Original image,(b) Applied region growing method,(c) image of Lung and Airway,(d) 3D image

(1번) (23번) (32번) (35번) (44번)

그림 11. 기관기 분할 과정
Fig. 11. Airway Segmentation Process

( )함수를 사용하여 구한다. 그림 6과 같이 좌∙우 폐의 기

울기 조건을 확인하여 폐 결절 부위를 찾아낸다. 탐색결과

폐 결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단계에서 종료하고, 폐 결

절이 존재하면 폐 결절을 제거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제거된 영역에 최적의 화소를첨가하고 3차
의 Spline 보간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림 9는 폐 흉벽에 폐 결절이 포함된 흉부 CT이다.  그
림 9 (b)는 마스크 영상과 2차원 영역성장법을 적용한 것이

다. 그림 9(b-2),(b-3)의 표시된 부분은 폐 흉벽과 밝기값이

같아 폐 흉으로 인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그
림 9(c-2),(c-3)의 표시된 것처럼 폐 정보가 손실된 영상을

얻게 된다. 그림 9(d-2),(d-3)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정확도가 높은 폐 및 기관지 분리를 나타낸것이다. 여기

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폐 정보의 손실이 없는 것을말한

다. 
그림 10은 폐 흉벽에 폐 결절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의

흉부 CT이다. 이 경우는 폐 흉벽에 폐 결절이 없으므로 기

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 모두 같은 결과를얻었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시간이 단축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은 그림 9와 10의 결과에 대한 실행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0,0)에서 대각선으로 증가하면서

씨앗점을 결정하고 영역성장법을 적용하지만 제안된 방법

은 matlab의 bwlable(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큰 레이블링

된 임의의 부분부터 영역성장법을 수행하므로 수행 속도가

빠름을 확인 할 수 있다.  수행 속도가 기존의 방법보다 빠

른 이유는 영역성장법을 적용하기 위한 씨앗점 검색 시간

의 단축과 bwlable( ) 함수의 사용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1. 수행 시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runing time

구 분
수행 시간 비 고

기존의 방법[7] 제안된 방법

폐 결절이 포함된 흉부 CT 46.4 sec 30.41 sec 82장

정상의 흉부 CT 134.82 sec 94.7 sec 260장

그림 11은 3차원 영역성장법과 가변 임계값 기법을 적용

하여 기관지 분할을 나타낸 것이다.  1번 영상은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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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영상이며, 23번 영상은 첫 번째 분기점(용골)을 이

며, 32번 영상은 두 번째 분기점, 35번 영상은 세 번째 분기

점, 44번 영상은 네 번째 분기점이다.  
그림 12는 위에서 설명한 폐 및 기관지 분할 영상에서

기관지 분할 영상을 차감하여 폐 영상을 3차원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12. 3차원 기관지 및 폐 분할 영상
Fig. 12. 3D image of Segmented Airway and Lung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흉부 CT에서 폐 흉벽에 결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폐의 영역을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알고

리즘과 3차원 분기 기반 영역성장법을 적용하여 기관지 분

할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이 방법은 마스크 영상을 활용

한 폐 및 기관지 분할, 폐의 형태학적 정보를 이용한 폐 흉

벽의 폐 결절검색및 제거, 제거된 폐 외곽 부분은 거리가

고려된 최적의 화소 추가 및 3차 스플라인 보간법으로 연결

하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은 폐 흉벽에 결절이 포함된 흉부

CT와 정상적인 흉부 CT 모두에서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

었고, 시간적 측면에서도 빠른 수행 속도를 보였다. 향후
연구는 폐 면적과 변화율 등을 활용한 폐 질환 진단 알고리

즘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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