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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세포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의 병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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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Parallelization of Cell Contour Extra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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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ast cell contour extraction method using CUDA parallel processing technique is presented. The

cell contour extraction is one of important processes to analyze cell information in pathology. However,

conventional sequential contour extraction methods are slow for a huge high-resolution medical image,

so they are not adequate to use in the field. We developed a parallel morphology operation algorithm

to extract cell contour more quickly. The algorithm can create an inner contour and fail to extract the

contour from the concave part of the cell. We solved these problems by subdividing the contour extraction

process into four steps: morphology operation, labeling, positioning and contour extrac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four times faster than the convention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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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다양한 의료 영상 기기들의 발전으로 

방대한 의료영상이 생산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의

료영상들은 의사들의 진단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진 의료영상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분석하는 

영상처리 기술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중 

세포 영상에서는 조직 내 세포의 수, 세포의 크기 등

으로 대표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세포의 외곽선을 검출하는 것이 필수적이

며, 이것은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contour tracing

algorithm)에 의해 가능하다.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은 경계선 추적 알고리즘

(boundary following algorithm)이라고도 하며, 영상

에서 특정한 물체의 외곽선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이

다. 외곽선을 검출하게 되면, 배경으로부터 물체를 

분리할 수 있으며, 물체의 외곽선 길이를 알 수 있으

므로 그 크기와 모양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외곽선

을 구성하는 픽셀들의 방향 정보에 따라 물체의 선분 

정보와 방향 변화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물체의 특

징 점을 찾아내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고, 물체를 

영상에 표현하거나 묘사할 경우에도 이용된다[1].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으로는 대상 영상을 관심영

역과 비관심 영역으로 분류하고, 체인코드를 생성하

여 경계선을 추출하는 방식의 간단한 경계선 추적자 

알고리즘(SBF : simple boundary follower)[2]과 

SBF의 비일관성 문제를 개선한 수정된 간단한 경계

선 추적자 알고리즘(MSBF: modified simple boun-

dary follower)[3], 8-방향성을 이용하여 외곽선을 추

적해 나가는 방사형 탐색 알고리즘(radial sweep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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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nary image (b) Serial algorithm (c) Parallel algorithm

Fig. 1. Comparison of serial and parallel algorithms.

Fig. 2. Long and short axis of cell.

Fig. 3. Parallel contour extraction procedure.

gorithm)[4]과 Theo Pavlidis 알고리즘[5]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의료영상처리 분야의 연구로는 내벽 윤

곽선을 검출하거나[6], 외곽선 추적 및 해부학적 전

문지식과 형태학을 이용한 폐 영역의 추출[7-8]과 심

장 영역의 추출[9], 외곽선 정보를 이용해 세포의 수

와 면적을 측정한 연구[10] 등이 있다.

이 알고리즘들은 매우 간단하여 적용이 용이한 장

점이 있으나, 응용 영역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가 존재하며, 순차적으로 알고리즘이 수행되기 때문

에 영상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세포나 조직의 수가 

증가하면, 실행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의료영상은 

대부분 고용량의 데이터로 순차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할 경우 실행속도 저하로 인해 현업에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알고

리즘을 병렬로 구현하면 된다. 하지만, 병렬처리 방

식으로 외곽선을 추출하면 세포 내부에 빈공간이 존

재할 경우, 그것을 내부 외곽선 형태로 추출하게 된

다. 내부 외곽선이란 객체에서 추출되는 외곽선 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외곽선을 제외한 모든 외곽선

을 의미한다. 이것은 외곽선 정보를 손실시켜 정확한 

세포의 정보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Fig. 1에 이와 같은 외곽선 추출 결과를 나타내었

다.

Fig. 1(a)는 원 영상에 대한 이진영상이고, Fig. 1

(b)는 순차처리로 외곽선을 추출한 결과이고, Fig.

1(c)는 병렬처리로 외곽선을 추출한 결과이다. 대표

적으로 Fig. 1(b)와 Fig. 1(c)의 중앙에 파란색 원으로 

표기한 세포를 보면, 순차처리 방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부 외곽선이 병렬처리 방식에서는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Fig. 1(c)와 같이 추출된 외곽선 정보를 

이용한 세포 분석 작업들 중에서 세포의 장, 단축 추

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의 A, B를 보면 

단축의 끝이 최 외곽 픽셀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내부 외곽선이 존재함으로서 세포의 정보 분석

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를 선행 연구인 세포 외곽선 추출 알

고리즘의 병렬화[11]에서 해결하였다. 제안했던 선

행 연구의 수행 절차를 Fig. 3에 나타내었고, Fig. 4에 

내부 외곽선이 제거된 외곽선 추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알고리즘은 크게 전처리 과정과 내부 외곽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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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Result imazge

Fig. 4. Result by previous study.

Fig. 5. Invalid contour extraction for concave sections.

거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전처리 작업에서는 입력영

상을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 다음, 이진 영상에 대하

여 레이블링(labeling) 작업을 수행한다. 잡음 제거를 

위해 모폴로지 연산인 열림 연산을 수행 한 후, 레이

블링 영상과의 차를 통해 레이블링된 외곽선을 추출

한다. 내부 외곽선 제거 단계는 객체별로 추출된 외

곽선의 좌표를 비교하여 각 객체의 내부 외곽선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Fig. 4에 보이듯이 선행 연구에 의해 추출된 세포 

외곽선은 병렬로 외곽선을 추출할 경우에 문제가 되

었던 내부 외곽선을 완벽하게 제거하였으나, 오목한 

구간을 포함하는 세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외곽선

을 추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ig. 5는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최대, 최소 좌표

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란색 좌표를 내부로 인식하

여 지우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고용량의 의료영상 데이터에 대해

서 병렬로 빠르게 외곽선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제안한 외곽선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3절에서는 실험 결과 및 고찰, 4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순으로 기술한다.

2. 개선된 병렬 세포 외곽선 추출
2.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제안한 병렬 세포 외곽선 추출 방법은 주어진 원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변환하고, 모폴로지 침식(ero-

sion) 연산을 적용하여 원 영상과의 차이를 통해 외

곽선을 추출한다. 추출된 외곽선은 내부와 외부의 외

곽선으로 나뉘게 되며, 레이블링 과정을 통해 내, 외

부 외곽선에 레이블을 부여한다. 부여한 레이블을 기

준으로 내, 외부 각각의 위치를 찾으며, 이 과정에서 

최상단 지점을 찾게 된다. 검출된 최상단 지점을 토

대로 모폴로지 침식 연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내, 외

부 외곽선 여부를 판별한 후, 내부 외곽선은 삭제한

다. 이러한 과정을 Fig. 6에 나타내었고, 이어지는 2.2

절부터는 상세한 외곽선 추출 과정을 설명한다.

제안한 방법은 내부 외곽선 삭제를 통해 정확한 

외곽선 추출이 가능하고, 레이블링을 제외한 전처리 

및 외곽선 추출의 모든 과정을 병렬화하여 수행시간

을 크게 단축시켰다. 병렬화의 개념은 Fig. 7에 나타

내었다.

2.2 전처리 과정

전처리는 주어진 세포영상을 단순화하기 위해 세

포영역과 배경영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원 영상

을 식 1에 의해서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하여 색을 

축소시킨 뒤, 다시 식 2에 의하여 이진 영상으로 변환

한다. Fig. 8에 전처리 결과를 나타내었다.

          

(1)

     if    ≤ 

 i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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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cessing
→ Convert to gray image

→ Convert to binary image

Morphology (Erosion)   

Contour extraction 
→ original - morphology

Labeling
→ Labeling Internal/external contour

Contour extraction 
→ outermost extraction 

by removal of internal contour

Cell position search

Fig. 6. Outline of the proposed method.

             Serial                                            Parallel

Fig. 7. Parallelization of contour extraction.

(a) Original image (b) Gray image (c) Binary image

Fig. 8. Preprocessed results.

2.3 외곽선 추출

제안한 방법에서 외곽선 추출 과정은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모폴로지 연산을 이용한 외곽선의 

추출, 둘째, 추출된 외곽선에 대한 레이블의 부여, 셋

째, 부여된 레이블을 통해 세포의 위치를 검색, 넷째,

내, 외부 외곽선의 판별과 내부 외곽선을 삭제함으로

써 최종 외곽선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에 대

한 상세 설명은 이어지는 세부 절에 기술한다.

2.3.1 모폴리지를 이용한 외곽선의 추출

모폴로지 기법은 영상에서 잡음의 영향을 제거하

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조금 복잡한 형태의 모

폴리지 기법은 영상에서 객체의 모양을 기술하는 용

도로 사용되기도 한다[12]. 모폴로지 침식 연산의 개

념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침식 연산

을 통해 획득한 침식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이를 구하

는 방법으로 외곽선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에 제시하였다.

2.3.2 레이블링

레이블링은 일반적으로 이진 영상에서 동일한 객

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객체에 고유의 

레이블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이진 영상에서는 모든 

객체를 흰색(255)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객체별로 구

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레이블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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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cept of morphology(erosion).

(a) Original image (b) Erosion image (c) Difference image

Fig. 10. Contour extraction.

Fig. 11. Cell position search.

(a) Labeling image (b) Original image

Fig. 12 Determination of internal contour.

하면 객체를 구분하거나 객체의 수를 알 수 있으며,

각 객체의 고유한 레이블을 이용해 정보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3 스텝으로 진행되는 

전통적 레이블링 기법을 사용하였으며[13], 그 결과

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단, 레이블링 알고리즘의 

특성상 순차적인 절차가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에 병

렬로 구현 시 오히려 처리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

제가 발생하므로 외곽선 추출의 다른 과정과는 달리 

병렬화를 배제하였다.

2.3.3 세포의 위치 부여

세포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부여

된 상태의 객체에 대한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각 객체는 시작점(Min Point)과 끝점(Max

poin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작점은 객체의 최소 

좌표, 끝점은 객체의 최대 좌표이다. 식 3에 의해 현 

픽셀(P)에 대한 시작점과 끝점을 추출하였고, 이 결

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또한, 시작점과 끝점이 

세포 영역이 아닌 세포 바깥 부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서 최상단 점을 찾는 과정을 추가

해야 하는데, 이것을 Fig. 11에 흰 픽셀로 나타내었

고, 최상단 점(Top Point)으로 표기하였다.

if        i f     if       i f     

(3)

2.3.4 내부외곽선 제거를 통한 최 외곽선의 추출

최종 외곽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 존재

하는 내부 외곽선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외곽선의 

내, 외부 판별이 필요함을 뜻하며, 모폴로지 연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Fig. 12(a)의 최상단 점을 Fig. 12(b)의 원본 영상

의 해당 위치와 비교해보면, 최상단 점을 기준으로 

바로 위의 픽셀이 배경(0)과 객체(255)로 나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최상단 점의 위 픽셀이 배경(0)이

면 외부, 반대로 객체(255)이면 내부 외곽선임을 판

별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식 4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것은 최상단 점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

로든 적용 가능하며, 선행 연구에서 정확한 외곽선 

추출에 실패하였던 오목한 구간이 존재하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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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arallel cell contour extraction.     

(Fig. 5)라 할지라도 해당 외곽선이 내부인지 외부인

지 식별 가능하여 정확하게 외곽선을 추출할 수 있

다.

     i f      

 i f      
(4)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 환경

제안한 병렬 세포 외곽선 추출은 Table 1에 제시

한 환경 하에서 개발 및 실험하였고, 동일한 환경 내

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래픽 카드의 버전에 따라 CUDA 프로세서가 다르

므로 이에 따른 성능의 차이는 다소 존재 할 수 있다.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Kinds Specifications

O/S Windows 7 Professional

Graphic NVIDIA Geforce GTX 650

Tools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Language C, C++, MFC, CUDA C

3.2 실험 결과

세포 영상에 대한 외곽선 추출 실험은 기존의 순

차처리 방식과 제안한 병렬처리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Fig. 13은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으로 좌측에는 원 영상,

중앙에는 모폴로지 연산을 통한 외곽선 추출 결과,

우측에는 내부 외곽선을 제거한 최종 외곽선 추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단에는 방법 간 상호 비교를 

위해서 순차 혹은 병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영상

의 정보나 세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의 최종 외곽선 추출 결과를 보면, 내부 외곽

선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정확히 세포의 외곽선을 추

출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세 개의 빨간색 원으

로 표기한 부분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목한 구간이 존재하는 세포에 대해서도 정확

하게 외곽선을 추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는 Fig. 14와  Table 2에 나타내었

다. Fig. 14의 그래프에서 x축은 수행시간을, y축은 

수행 방법을 나타내고, 범례는 외곽선 추출의 단계를 

나타낸다. Table 2에는 Fig. 14에서 보인 방법별, 단

계별 수행시간을 자세히 나타내었다. 기존의 순차처

리 방식에 비해 제안한 병렬 처리방식이 총 수행시간 

기준으로 볼 때, 4배 이상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은 동일한 크기의 영상이라도 객체의 수

가 증가할수록 더욱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세포 영상에 대해 병렬로 빠르게 

외곽선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병렬로 외곽

선을 추출할 시 문제가 되는 내부 외곽선을 제거하

고, 선행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오목 구간의 외

곽선을 추출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전 과정을 병렬화 



74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5호(2017. 5)

512 by 512 image

1024 by 1024 image

2048 by 2048 image

(a) 512 by 512 image(unit: ms)

(b) 1024 by 1024 image(unit: ms)

(c) 2048 by 2048 image(unit: ms)

Fig. 14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Table 2.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unit : ms)

step
512 by 512 1024 by 1024 2048 by 2048

Serial Parallel Serial Parallel Serial Parallel

ColorToGray 2.874 1.048 10.598 2.250 41.720 6.864

Threshold 1.160 0.508 3.912 1.238 14.750 3.026

Labeling 3.624 2.480 12.836 7.674 50.250 28.838

CellPosition 1.564 0.474 5.018 1.296 18.886 4.340

Contour 18.594 0.588 37.866 1.546 79.798 4.178

Find Adjacent 0.000 1.204 0.000 2.674 0.000 7.780

total 27.816 6.302 70.230 16.678 205.404 55.026

함으로써 기존보다 4배 이상의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는 의사의 진단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처리속도를 요구하는 의료 영상처리 분야에 필

수적인 기술로 현업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로 

사료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곽선 추출 과정에 사용

되는 레이블링 알고리즘에 대한 병렬화 연구를 진행

하여 수행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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