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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

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버 

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조기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노인성 피부질환은 

조기의 발견이 어려우며,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

우에는 악성 질환으로 진행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흑색종(melanoma)은 이러

한 노인성 피부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중 

하나로 초기에는 모반증(nevus)과 유사한 양상

(modality)을 가진다[1]. 그러나 흑색종은 발병 초기

에 발견되기 어려우며 모반증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흑색종은 피부의 진피층에서부터 근육까지 악

성 종양이 퍼지는 질환으로서 모반증과 다르게 환부

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혈관 기형, 멜라닌 색소의 침

착 및 기형적인 형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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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악성도가 높은 악성 흑색종의 경우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으며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2,3].

Abbasi 등은 의사들이 육안으로 임상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흑색종을 판별하는 ABCD방법을 개발하

였다[4,5]. 그러나 이 방법은 병변(lesion)부위의 형태

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방식으로서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같은 영상이라도 전문의 마

다 다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Bowling 등

은 기존의 육안으로 확인하던 ABCD방법을 피부경

(dermoscopy)을 이용하여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기존의 피부경은 일반 카메라에 현미경의 

광학렌즈를 부착하는 방식으로서 질환영역을 확대

하여 볼 수 있으나 질환을 판별하는 방식은 기존의 

육안으로 판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6,7]. 함 등은 피부경 영상에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흑색종과 모반증에 대한 자동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환자 개인마다 발생하는 피부

상태와 모발, 광원들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8-12].

1. 본 논문에서는 피부영상에서 모반증과 흑색종을 

자동으로 판별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각 질환별 특징에 대

한 분석을 위하여 환자마다 발생하는 피부와 모발

에 의한 잡음들을 제안한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 

Radiomic 특징들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였다.

Radiomic 특징들 중에서 화소(pixel) 자체의 정보

를 이용한 1차 통계분석과 화소 정보를 행렬형태

로 전환하는 방법인 GLCM(Gray-Level Co-oc-

currence Matrix) 및 GLRLM(Gray Level Run

Length Matrix)을 기반으로 하여 특징을 추출하

고 이를 이용해 모반증과 흑색종간의 특징을 비교

하였다. 또한 비교된 데이터를 SVM 판별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모반증과 흑색종을 자동 분류를 시

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제안한 흑색종 질환 분류 알고리즘은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흑색종 질환 분류 방법인 ABCD방법과 육

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피부 영상의 화소 정보를 

이용하여 흑색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적용하였으

며 전체 흐름은 Fig.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된 

피부질환 데이터베이스의 영상을 이용하여 흑색종

과 모반증을 분류하고, 흑색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을 추출하기 위하여 2가지의 변환 행렬을 이용하였

다. 처음으로, 흑색종과 모반증의 피부영상에서 정상

적인 피부, 환자의 피부상태와 모발로 발생하는 잡음

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심영역인 질환 부위를 추출하

기 위한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상 

피부와 잡음으로 발생하는 특징들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획득한 관심영역에서 육안으

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화소의 유사한 정보를 활용하

기 위하여 특징 추출을 위한 변환 행렬을 생성하였

다. 생성한 행렬에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SVM을 이용하여 흑색종과 

모반증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2.2 전처리 과정

피부경 영상은 촬영하는 전문의마다 영상의 초점

과 질병의 위치가 영상 내에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

Fig. 1.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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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환자의 피부 상태와 모발로 인하여 영상에

서 질환을 제외한 다양한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잡음은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오류를 발

생시키게 되므로,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심 영역 추출을 시도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피부경 영상에 대하여 Otsu 기

법을 이용하여 이진 영상을 획득하였다. Otsu 기법

은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히스토그램에서 유

사한 값을 가지는 객체들의 집합을 추출하여 문턱치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Otsu 기법은 분할되는 

영역간의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문턱치값을 출력하

는 통계학적 방법이다. 영상에 2개의 객체가 존재한

다고 가정하면 영상의 화소 값으로 히스토그램을 생

성하였을 때, 두 개의 클래스가 형성되며, 전체 분산

은 같이 클래스 내 분산과 클래스 간의 분산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2)


   

       
 (3)

여기서, 
 는 클래스 내 분산, 

는 클래스 간 분산

을 나타내며 식 (2)와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가중치로 클래스 에 화소가 포함되는 확률, 는 클

래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2.3 관심 영역 영상 정보를 이용한 특징 추출

Otsu기법을 이용하여 이진 영상을 기반으로 잡음 

제거를 시도하였다. 잡음은 영상내의 불필요한 정보

로서 환자의 모발이나 피부 각질 등에 의하여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잡음 정보는 영상에서 질환과 비교

하여 크기 정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므로,

이러한 크기 특징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제거된 영상

을 기반으로 관심 영역 추출을 시도하였다. Otsu기

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진 영상에서 환자의 피부상

태나 모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음은 제거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잡음은 병변 부위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키며,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처

리 과정에서 획득한 이진 영상을 기반으로 잡음 제거

와 병변 부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

를 기반으로 영상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피부경으로 영상을 획득할 때 고려하지 않는 병변 

부위 이외의 모발, 정상피부, 피부각질과 같은 잡음

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에서 획득한 이진 

영상을 기반으로 구성요소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Fig.

2는 구성요소의 크기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병변의 경우 영상에서 가장 많은 화소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잡음은 병변보다 적은 구

성요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진 영상을 기반으로 잡음 정보 제거를 시도하였다.

Fig. 3(a)와 (b)는 전처리 과정에서 획득한 이진 

영상과 구성요소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

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3(b)와 같이 모발이나 

피부 각질로 나타나는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이용하여 피부경 

영상에서 병변 부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상 피부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하

는 영상 재구성을 진행하였다.

영상의 재구성은 잡음 제거를 통하여 획득한 이진

영상에서 영상의 병변 부위에 대한 경계선을 추출하

고 추출한 경계선을 기반으로 병변부위에 대한 크기

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병변 부위의 크기를 기반으로 

병변 부위에서부터 정상 피부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

였으며, 제거한 영상에서 병변 부위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특징 추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소 정보의 값을 0으로 변환하여 관심 영역을 추출

하였다. Fig. 3(c)와 (d)는 병변 부위 검출과 관심 영

역이 검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4(d)와 같이 

정상 피부의 정보가 삭제되고 영상에서 병변 부위만

Fig. 2. Comparing size of lesion region and noise region 

for nois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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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3 Radiomic 특징 추출

전문의는 임상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육안으로 피

부경 영상을 확인하여 질환을 진단하게 되며, 이러한 

주관적인 진단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는 피부경 영상에서 화소 정보를 모두 활용하고, 화

소 군집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변환 행렬을 생성하고 

특징을 추출하여 질환 분류를 시도하였다.

처음으로 영상의 관심 영역 안에서 화소 정보를 

활용한 특징 추출을 시도하였다. 화소 정보만을 이용

한 특징은 화소 고유의 정보와 화소 정보의 빈도수를 

이용하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특징들로서, 영상의 전

체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식 (4)-(7)는 병변에 대한 특징 추출에 사용

한 화소 특징에 대한 수식을 보이고 있다. 수식(4)의 

엔트로피(entropy)는 무질서도의 척도로서, 영상 내

의 픽셀들의 히스토그램들의 나타나는 빈도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수식(5) 커토시스(kurtosis)는 영

상내의 픽셀들의 분포가 특정 값에 얼마나 많이 분포

하는지를 확률분포로 알 수 있는 척도를 산출해 낸

다. 수식 (6)과 (7)은 제곱평균게급근(root mean

square)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으로 변화 

값의 크기에 대한 통계적 척도와 행렬 내의 값들의 

산포도를 알 수 있는 특징으로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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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관심 영역안의 화소 정보, 는 관심 

영역안의 화소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다음

으로 화소의 연속성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GLCM 행렬을 관심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변환하

였다. 변환한 행렬을 8x8 행렬로 생성을 시도하였으

며, 획득한 행렬을 이용하여 자가상관관계(auto-

correlation), 대비도(contrast), 유사도(dissimilarity),

균질성(homogeneity)와 같은 특징 값들에 대한 추출

을 시도하였다.

(a) (b) (c) (d)

Fig. 3. Results of region of interest extraction , (a) result of Otsu technique application, (b) result of noise removal, 

(c) result of lesion boundary line extraction, and (d) result of region of interest extraction.

Fig. 4. Matrix conversion method, (a) GLCM conversion 

method and (b) GLRLM conver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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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관심 영역 내에서 GLCM 행렬로 변환하

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 변환한 행렬을 기반으로 관

심 영역 내의 화소와 인접 화소의 밝기 값의 관계를 

평균, 대비, 상관관계, 에너지 등과 같은 통계량을 계

산하여 특징으로 사용하게 된다.

GLCM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은 영상 내의 화소의 

최소값을 지니고 있는 픽셀부터 인접한 픽셀의 값을 

비교하여 새로운 행렬을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Fig. 4(a)와 같이 1의 값을 나타내는 픽셀 옆에 동일

한 값을 지니는 픽셀이 존재할 경우 1,1 에 해당하는 

행렬에 새로운 값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새로운 행렬

을 생성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2,1에 해당하는 인

접픽셀군이 존재하게 될 경우 새로운 행렬의 2,1에 

해당하는 픽셀의 값을 1씩 증가시켜 새로운 행렬을 

생성해 나가는 방법이다. GLRLM 행렬은 GLCM과 

유사한 방법으로 픽셀 하나의 값부터 인접픽셀의 값

이 동일한 경우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행렬을 생성하

게 되며 행렬을 생성하는 방식은 Fig. 4(b)와 같다.

1값을 지니는 픽셀이 1개일 경우에는 새로운 행렬의 

1값에 해당하는 값을 증가시키며, 1값을 지니는 픽셀

이 인접픽셀까지 포함하여 3개가 연속적으로 있을 

경우 GLRLM 행렬의 해당 픽셀의 값을 증가시켜서 

새로운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변환된 GLCM 행렬은 관심 영역 내의 정

보가 영상에서 어느 한 화소와 인접 화소와의 연속성

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식 (8)-(10)은 GLCM

행렬에서 추출하는 특징에 대한 수식을 보이고 있다.

수식(8)의 대조도(contrast)는 영상 내의 화소의 대

비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으

며, 수식(9)는 상관관계(correlation)으로 영상내의 

픽셀 값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척도의 특징

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식 (10)의 동질성(homo-

geneity)에 대한 특징으로 영상의 픽셀들의 값이 얼

마나 유사한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징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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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행렬의 위치, 는 GLCM 변환 

행렬의 화소, 는 변환 전 영상의 화소 정보,  는 

행에 대한 확률,  는 열에 대한 확률, 는 의 

평균값, 는 의 평균값, 는 의 표준편차, 는 

의 표준편차이다.

다음으로 GLRLM 행렬 변환으로 획득한 8×8행렬 

내에서 SRE(Short Run Emphasis), LRE(Long Run

Emphasis), GLNU(Gray Level Non-Uniformity)와 

같은 특징들을 추출을 시도하였다. GLRLM은 GLCM

과 동일하게 관심 영역 내의 화소와 인접 화소의 밝

기 값의 관계를 새로운 행렬영역에 표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렬영역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GLCM과의 

차이점이 있다. GLRLM은 어떠한 밝기 값을 가진 

화소가 얼마나 길게 연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초점

을 둔다. GLCM과 더불어 이로 인해 이미지에 동일

한 값이 유지되는 특징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획득한 특징 값들을 SVM의 학습데이

터에 대하여 흑색종과 모반증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

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ABCD방법의 기준을 기반으

로 각각의 특징을 첨가하여 동일한 학습데이터와 시

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3.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erMIS

와 Dermquest의 공인된 흑색종 데이터 43개와 76개

의 영상에 대하여 학습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MATLAB R2017a(MathWorks)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SVM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전

처리 과정과 관심 영역 추출 과정을 통하여 기준이 

되는 특징을 추출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성

된 관심 영역을 이용하여 화소와 GLCM과 GLRLM

의 행렬 변환을 진행하였으며, 변환된 행렬에서 특징 

값을 추출하였다. Fig. 5는 SVM을 이용한 학습에 

사용된 흑색종과 모반증에 대한 영상의 일부분을 보

이고 있다. Table 1은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흑색종과 

모반증에 대한 특징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1과 같

이 흑색종과 모반증이 지니는 특징으로 인하여 화소 

정보에서 크게 보이지 않던 차이점들을 변환 행렬을 

통한 특징 값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특징 값을 이용하여 임의의 테스트 영상을 이용

하여 SVM 분류기를 통한 질환 분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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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특징에 대한 분류기의 정확도를 데이터베이

스의 흑색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검출이 이루

어진 결과를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서 

Alpha는 ABCD방법만을 이용하여 진행된 결과,

Beta는 ABCD와 화소 기반의 특징, Theta는 Beta와 

GLCM 특징, Delta는 Theta와 GLRLM특징을 모두 

적용하여 분류를 진행한 결과이다. 그림과 같이 육안

으로 확인이 어려운 화소의 미세한 정보와 인접 화소

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한 변환 행렬과 변환 행렬에

서 추출한 특징을 적용하여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피부경을 이용하여 획득한 피부질환 영상에서 흑

색종과 모반증을 구분하는 주요한 부분은 영상 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여 흑색종과 모

반증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잡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거하

지 못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병변 부위에 

대한 형태학적인 특징만을 이용한 흑색종 검출 방법

(a) (b)

Fig. 5. (a) training data of melanoma images, (b) training data of nevus images.

Table 1. Features of melanoma and nevus

Melanoma features

Pixel features GLCM features GLRLM features

Mean 0.054 A.Corr 0.0093 SRE 0.0003

STD 0.021 Cont 0.0003 LRE 0.0157

Skew 0.0003 Corr 0.0007 GLNU 0.3998

Kurt 0.0001 Clu.Pro. 0.0609 RP 0.0002

Entr 0.0519 Diss 0.0003 RLNU 1

RMS 0.058 Ener 0.0004 HGLRE 0.0081

- - Homo 0.0007 - -

Nevus features

Pixel features GLCM features GLRLM features

Mean 0.0789 A.Corr 0.0185 SRE 0.0003

STD 0.0253 Cont 0.0033 LRE 0.0154

Skew 0.0031 Corr 0.0037 GLNU 0.6486

Kurt 0.004 Clu.Pro. 0.0637 RP 0.0002

Entr 0.0067 Diss 0.0033 RLNU 1

RMS 0.0831 Ener 0.0033 HGLRE 0.0273

- - Homo 0.0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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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BCD방법은 임상적 경험에 기반을 둔 주관적인 

판단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오류 발생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과 관심 영역 추출 과정

을 통하여 정상 피부의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따른 

피부 각질 및 모발등과 같은 잡음 제거를 시도하여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Radiomic 특징을 이용

하여 영상의 화소들의 변환 행렬을 생성하고, 생성된 

변환 행렬에서 특징들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영상의 화소 정보를 활용하였다. 획득한 변환 

행렬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는 SVM의 학습데이터

의 분류 기준으로 흑색종과 모반증에 대한 질환 분류

를 시도하여 기존의 ABCD방법보다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 질환 판별에 있어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진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부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

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흑색종을 

제외한 다른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조직 검사와 같은 

침습적인 진단을 진행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

한 질환에 대한 정보와 자동 분류 알고리즘은 피부 

질환 분류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반

영하지 못한 피부경으로 영상을 획득할 때 주위의 

광원과 환자의 개별적인 피부상태와 모발 등으로 발

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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