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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ultrasound telemedicine,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size of the data by compressing the ultrasound

image when sending it. Ultrasound images can be divided into image context and other information consisting of

patient ID, date, and several letters. Between them, ultrasound context is very important information for diagnosis

and should be securely preserved as much as possible. In several previous papers, ultrasound compression methods

were proposed to compress ultrasound context and other information into different compression parameters. This

ultrasound compression method minimized the loss of ultrasound context while greatly compressing other infor-

mation. This paper proposed the method of automatic segmentation of ultrasound contex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previously described ultrasound compression method. This algorithm was designed to robust for various ultra-

sound device and to enable real-time operation to maintain the benefits of ultrasound imaging machine. The operation

time of extracting ultrasound context through the proposed segmentation method was measured, and it took 311.11

ms. In order to optimize the algorithm, the ultrasound context was segmented with down sampled input image. When

the resolution of the input image was reduced by half, the computational time was 126.84 ms. When the resolution

was reduced by one-third, it took 45.83 ms to segment the ultrasound context. As a result, we verified through exper-

iments that the proposed method works in real time.

Key words: Ultrasound context segmentation, Ultrasound image compression, Tele-ultrasound, Mean

squared error, Elapsed time

I. 서 론

초음파는 CT나 MRI에 비하여 저렴하며 간편하게 촬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음파는 CT나 MRI와 달리

신체 장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초

음파 장치는 시간에 따른 모든 초음파 이미지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파일의 크기가 다른 이미지 장치에 비하여

큰 경향이 있다. 의료 영상장치의 이미지 파일의 크기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1].

(1)

초음파 장치는 식 (1)에서 number of frames이 다른 영상장

치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이미지의 해상도(Row * columns)

의 증가가 전체 파일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원거

리에 전송하여 진료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한 원격 진료 또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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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2]. 그러나 대부분의 원격 초

음파 연구는 초음파 프로브의 작동을 원거리에서 수행하기

위한 기계 장치 및 조작 방법에 대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3-8].

그러나 원격진료에서 중요한 영상 데이터의 손실 없이 이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9]. 의료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도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까지 원격초음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이미지의 압축이 필수적이다. 

원격 초음파에서는 정지 초음파 영상 뿐만 아니라 동영상

또한 전송해야 한다. 이는 전송된 초음파 영상을 판독하는

의료기관의 전문가가 정지 영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장 초음파의 경

우 심장 판막의 움직임 등을 알기 위하여 동영상이 필수적

이다[10]. 또한 초음파 영상 장치에서는 초음파 프로브를 움

직여 원하는 부위의 이미지를 얻어야 한다. 이때 검사자는

초음파 프로브의 움직임에 따른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

해가며 원하는 부위의 이미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동영상을 압축하는 여러 가지 범용적인 방법들이 있

으나 초음파 진단에 필수적인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압

축 방법에 대한 연구는 폭 넓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기존

의 초음파 압축 연구들은 정지한 초음파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11-13]. 그러나 초음파 이

미지 한 장을 압축하여도 진단에 사용되는 초음파 이미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파일 크기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한

계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초음파 압축 및 복원을 할

때 압축률이나 이미지 손상 정도만을 측정하여 실시간 압축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였다. 종합하면 원격초음

파의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시

간으로 적용 가능한 압축 및 복원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S.M. Hosseinin는 초음파 이미지를 초음파 영역과 기타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다른 압축방법으로 처리

하는 초음파 압축 방법을 제안하였다[12]. 즉 초음파 영역은 진

단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

이는 압축방법을 적용하고 초음파 이외의 영역은 손실이 있

더라도 높은 압축률의 압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초

음파 영역과 초음파 이외의 영역을 나누어 다른 압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초음파를 촬영할 때 초음파 이미지 영역은 계속

해서 변해 가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자동 추출

방법이 필요하다. 초음파 영역을 실제 보다 좁게 추출하면

진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실제

보다 너무 넓게 추출하면 진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손실이 적은 압축 방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압축률이 떨어

지게 된다. 

본 논문은 실시간 이미지 압축 및 복원에 기여하기 위하

여 자동 초음파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초음파 영역과 주변

영역은 초음파 이미지를 영상화 할 때 각각 생성되어 하나

의 이미지로 합쳐진다. 따라서 초음파 영역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이미 구별될 수 있는 정보이지만 다음의 이유에 의

하여 다시 추출되어야 한다. 환자에게서 얻은 초음파 이미

지는 최종적으로 외부 모니터에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때 BMP와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으로 변경된다. 초음

파 영역을 구분하려면 초음파 영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이

미지와 다른 파일에 저장하거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이미지 포맷을 정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병원의 규모

나 진단 목적에 따라 다양한 초음파 장비가 사용되므로 모

든 장비의 이미지를 함께 처리할 범용적인 초음파 영역 추

출 방법이 필요하다. 여러 회사가 일관된 이미지 포맷으로

새롭게 변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과 같이 기존 초음파 이미지에서 초음파 영역을 다시

추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음파와 같은 영상 진단에서 과

거에 얻은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를 비교하는 일은 아주 중

요하여 빈번하게 수행된다. 초음파 영역 정보가 누락된 과

거의 초음파 이미지를 앞서 설명한 압축 방법으로 새롭게

압축하여 저장하기 위해서 초음파 영역이 다시 추출될 필요

가 있다[12].

II. 연구 방법

1. Ultrasound Image Segmentation

그림 1은 논문 작성자의 복부 초음파 이미지이다. 초음파

이미지 위에 점선으로 초음파 영역을 표시하였다. 초음파 이

미지는 크게 진단에 중요한 초음파 영역과 텍스트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초음파 영역은 여

러 가지 스캔 환경에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그

림 1(a)는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이미지에 대한 초음파 영

역을 표시하며 convex 프로브를 통해 얻은 이미지이다. (b)

는 구조물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확대한 이미지

이다. 이러한 다양한 초음파 영역의 형태를 추출하기 위하

여 일반적인 초음파 추출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블

록도이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제조사의 초음파 장치에 적

용 가능하도록 edge 추출 방법을 활용하였고 실시간 추출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입력 초음파 이미지는 처음으로

가우스 필터를 통하여 smoothing 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Smoothing 된 이미지는 edge 검출기를 통하여 모든 edge가 찾

아지게 된다. 이때 찾아지는 edge 검출기는 background에

서 이미지 밝기가 증가하는 상승 edge와 background로 이

미지 밝기가 감소하는 하강 edge를 모두 찾는다. 찾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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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는 closed loop finding 과정을 통하여 닫힌 loop인지

검출하게 된다. 그림 1과 같이 초음파 영역은 닫힌 loop 형

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검출된 edge 중 후보가 되는 영

역을 줄일 수 있다. 닫힌 loop를 구할 때 동시에 loop의 넓

이를 정밀하게 계산하게 된다. 각 닫힌 loop의 넓이 중 가장 큰

것이 초음파 영역이기 때문에 넓이로 정렬하여 가장 넓은

영역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2개 이상의 비슷한 넓이의 영

역이 있으면 함께 초음파 영역으로 간주하여 초음파 장치의

dual view, quad view에 대처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최

종 loop를 0과 1로 구성된 마스크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초음파 영역이 검출되게 된다. 이 중 edge 검출 과정

과 닫힌 loop 검출 과정은 본 논문에서 특별히 초음파 이미

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후 자세히 설명

하겠다.

그림 1. 복부 초음파 이미지 (a) convex 프로브로 촬영한 복부 초음파 이미지 (b) 확대 이미지

Fig. 1. Abdomen ultrasound image (a) abdominal ultrasound image using convex probe (b) magnifi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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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는 edge 검출 과정을 설명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제안하는 edge 검출 방법은 상승 edge와 하강 edge를 동

시에 찾게 된다. 일반적인 edge 검출 방법과 다른 점은 초

음파 이미지에서 작은 크기의 edge 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의 edge만 찾는 점이다. 그림 3는 background

의 두께가 2 pixel이상이고 object의 두께가 3 pixel 이상을

edge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그림 3(a)와 같이 입력 이미지의 한

pixel을 이전 pixel과 비교하여 background보다 커지면 상

승 edge이고 이전 pixel보다 현재 pixel이 background까

지 작아지면 하강 edge이다. 이 때 설정한 값만큼 background

가 지난 2 pixel 이상 반복되었고 background 보다 큰 값

이 3 pixel 이상 반복되어야 상승 edge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강 edge도 background 이상의 값이 3

pixel 이상 반복되다가 background가 2 pixel 이상 반복

되어야 하강 edge로 인정된다. 그림 3(b)는 찾아진 edge의

두께가 얇아 최종적으로 edge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설

명한다. Background는 2 pixel 만큼 반복되지만 background

이상의 값이 2 pixel만 반복되어 상승 edge로 인정되지 않

는다.

그림 4는 닫힌 loop 검출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1에서 점

선으로 표현한 초음파 영역을 보면 초음파 영역은 닫힌 형

태이다. 초음파 영역은 닫힌 loop이므로 모든 loop 중 닫힌

형태만 남기면 error를 크게 줄일 수 있다. (a)는 closed loop

finding을 설명한다. 검은색 box는 현재 단계에 선택된 임

의의 pixel이다. 미리 설정된 searching range에서 선택된

pixel 이외의 다른 pixel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pixel이

있다면 그 pixel을 중심으로 searching range를 옮기고 또

다른 pixel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이전에 찾은 모든 pixel은

buffer에 저장되어 새로운 pixel만을 찾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searching range가 edge line을 따라가면서 옮

겨지게 된다. 만약 처음 찾게 된 pixel위치에 searching range

가 돌아가게 되면 이를 닫힌 loop로 판별하게 된다. 즉 loop

를 따라 가면서 loop가 끊어져 있는지 확인하여 닫힌 loop

인지 확인한다. 닫힌 loop로 찾아진 모든 경로는 구분된 다른

buffer에 저장하여 새로운 target을 찾을 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속도를 높이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한편 (b)는 끊어져

있어 열린 loop의 경우를 설명한다. Loop를 찾아가다가 더

이상 진행할 pixel이 없으며 처음 시작한 최초의 pixel에 도

달하지 못 하였을 때 이는 닫힌 loop가 아니기 때문에 찾고

자 하는 후보에서 제거한다. 

그림 2. 초음파 영역 추출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ultrasound context segmentation

그림 3. Edge 검출 과정 (a) edge 검출 성공 (b) edge 검출 실패 

Fig. 3. Edge detection process (a) Success of edge detection (b) Failure of edg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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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 최적화

그림 5는 초음파 영역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를

최적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입력 영상을 down sampling

하여 크기가 작은 이미지로 만들고 resize 된 이미지에 초

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마스크 이미지를 얻는

다. 이 후 본래의 크기로 돌리기 위하여 up sampling을 적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image resampling 방법으로 cubic

interpolation을 사용하였다. Resampling으로 인하여 결과

마스크의 error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morphology 방법인

closing 과정을 추가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3*3 십자가 형

태 kernel을 structure element를 선택하였다. Closing은

dilation으로 마스크 이미지를 증가시킨 후 Erosion으로 본

래 크기로 돌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closing 단계를 통하여

0과 1 이외의 값들을 가질 수 있으므로 thresholding을 통

해 0 이상의 모든 값을 1로 만들어서 최종 결과를 얻었다.

3. 평가 방법

각 결과 마스크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초음파 영역의 이미지와 마스크를 통해 얻

어진 초음파 영역 이미지를 MSE (Mean Squared Error)

로 비교하였다.

MSE = , (2)

식 (2)에서 Yi는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밝기를 의미하며

는 변경된 이미지의 각 픽셀의 밝기를 의미한다. 즉 MSE

는 두 이미지의 모든 픽셀 차이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제

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얻어진 초음파 영역 이

미지와 연구자가 직접 각 이미지마다 초음파 영역을 그려서

얻은 초음파 영역 이미지가 동일하면 MSE는 0이 되고

MSE의 값이 클수록 두 이미지의 차이가 크게 된다. 실험에 사

용된 초음파 이미지는 8 bit gray scale로 두 이미지가 완

전히 다르다면 MSE는 255의 제곱인 65025가 될 것이다.

알고리즘 최적화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카드 지

수로 각 마스크의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 (3)

식 (3)은 추출된 초음파 영역 마스크들의 유사도를 평가하

기 위하여 마스크들의 공통된 영역을 두 마스크의 전체 영

역으로 나눈다. 즉 두 마스크가 완전히 동일하면 1의 값을

갖고, 완전히 달라 겹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으면 0의 값을

1

n
--- Ys Ŷi–( )

2

i 1=

n

∑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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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losed Loop Finding (a) Closed Loop 검출 성공 (b) Closed Loop 검출 실패

Fig. 4. Closed loop detection process (a) Success of closed loop detection (b) Failure of closed loop detection

그림 5. 최적화를 위한 블록도Block Diagram

Fig. 5. Block diagram of optim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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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최적화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림

7(b)와 같이 최적화 없이 얻어진 마스크와 각 resampling

rate로 처리하여 얻어진 마스크를 비교하였다.

4. 실험 환경

삼성 메디슨의 RS80A를 이용하여 논문 작성자에게서 복

부 초음파 중 간 이미지와 small part 중 갑상선 이미지를

얻었다. 복부 초음파는 convex 프로브와 linear 프로브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는 convex 프로브에서 linear 프로브로

초음파 이미지 영역이 크게 변할 때 초음파 영역 추출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이며 표 1의 test set 1에 해당한다. 한편

convex 프로브와 다른 형태의 초음파 영역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linear 프로브를 사용하였으며 임상적으로 linear 프

로브를 많이 사용하는 갑상선을 선택하였다. 표 1은 초음파

이미지를 저장하는 환경을 설명한다. 초음파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하여 이미지 확

대, 이미지 영역 변경, depth 변경 등을 수행하며 이미지를

저장하였다.

초음파 장치에서 아무 처리도 거치지 않은 raw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캡쳐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캡쳐 프로그램은

30 Hz로 반복해가며 화면에 출력되는 이미지를 손실 없이

저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하여 direct-x의 capture

API를 이용하였으며 손실이 없도록 메모리 영역을 그대로

binary file로 저장하였다. 저장되는 한 frame의 크기는

1920 * 1080 * 8 bit이다. 본 논문은 초음파 영상의 color

mode를 제외한 B mode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의 밝기를 gray scale 즉 0~255 값을 가지는 unsigned

char로 저장하였다. 모든 code는 c++로 작성하였으며 간단

한 UI를 위하여 QT5를 사용하였다. 파일 생성 및 저장의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큰 파일로 모든 frame을 저

장하였다. 너무 큰 크기의 파일 생성을 막기 위하여 한 파

일의 크기가 1 GByte가 넘으면 자동으로 파일을 새로 생

성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캡쳐가 종료된 후 저장된 하

나의 큰 파일을 각 frame의 이미지로 나누어 저장하는 작

업을 하였다. 

초음파 영역 추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Intel Core i7-

6700HQ (3.50 GHz) CPU와 16 GB Ram을 가진 컴퓨터를 사

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스크탑 정도의 성능

이다. 의료 영상을 처리할 때에는 고성능 컴퓨터가 사용되

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

하여 범용적인 성능의 데스크탑으로 연산 시간을 측정하였다.

5. 실험 방법

표 1의 각 test set 대로 저장된 모든 초음파 이미지를 그

림 2의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마스크 이

미지를 얻었다.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은 c++를 사용하

여 구현하였다. Smoothing을 위한 가우스 필터는 OpenCV

로 구현하였으며 다른 모든 과정은 open source를 사용하

지 않고 직접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초음파 이미지에서 초음파 영역을 실시간으로

자동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력 이미지에서 초음

파 영역을 추출하여 마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전 과정의 소

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최적화를 위하여 제안한 그림

5의 과정도 연산 시간을 측정하는 범위에 포함시켜 실시간

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추출된 초음파 영역의 정확도

그림 6은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얻어진 초

표 1. 실험 데이터 저장 환경

Table 1. Test Set

Test Set No Probe Image Numbers* (frames) Elapsed Time (second) Target Sequence

1 Convex→Linear 199 6.63 Liver Probe change

2 Convex 365 12.17 Liver Depth change

3 Convex 119 3.97 Liver Zoom in

4 Convex 150 5.0 Liver Zoom out

5 Convex 206 6.87 Liver Change view area**

6 Linear 121 4.03 Thyroid Depth change (down)

7 Linear 201 6.7 Thyroid Step Zoom In/Out***

8 Linear 201 6.7 Thyroid Depth change (up)

*Number of frames for saved image

**Changing ultrasound context area

***Gradually zooming in or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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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영역 이미지의 정확도를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6에서

가로 축은 해상도를 낮추는 비율을 의미하고 세로 축은

MSE를 의미한다. MSE를 구하기 위하여 각 이미지마다 수

동으로 얻은 초음파 영역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를 비교하였

다.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MSE는 0으로 reference

이미지와 알고리즘의 결과 이미지가 완전히 같았다. 1.5의

비율로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는 경우 MSE는 2.14±0.68로

error가 약간 증가하였다. 1/2로 해상도를 낮추는 경우 MSE는

0.39±0.44이었고 2.5의 비율로 해상도를 낮추는 경우는

1.23±0.75 이었다. 마지막으로 1/3으로 해상도를 낮추는 경

우 MSE는 1.36±1.00이었다. 최적화를 위하여 입력의 해상

도를 작게 할수록 error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경우

MSE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자동으로 추출된 그림 7(b)와 수동으로 그려진 그림 1(a)의

초음파 영역은 초음파 윗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

위치는 convex 프로브의 굴곡을 초음파 영상에 표현한 부

분으로 아무런 영상 정보가 없다. 그림 6에서 최적화를 적

용하지 않은 경우 MSE가 0이 나온 것은 프로브 굴곡에 의

한 차이가 추출된 초음파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

한다.

2. 초음파 영역 추출 시간 및 추출 error

그림 7(a)는 측정된 초음파 영역 추출 시간을 표현한다.

그림 7(a)에서 가로 축은 해상도를 낮추는 비율을 의미하며

세로 축은 초음파 영역 추출 수행 시간을 의미한다. 모든 test

set의 평균 추출 시간을 점으로 나타내었고, 표준 편차를 수

직 bar로 나타내었다. 원본 이미지에서 초음파 영역을 추출

하는데 걸린 시간은 393.21±93.53 ms이었고 1/2로 해상도

를 낮춰서 초음파 영역을 추출한 후 본래의 해상도로 복원

하는데 걸린 시간은 126.63±8.33 ms이었다. 마지막으로 1/3로

해상도를 낮추면 총 44.79±2.89 ms가 걸렸다. 만약 30 Hz의

frame per second를 가지는 초음파 영상의 모든 frame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연산 시간이

33.3 ms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초음파 영역은 모

든 frame 마다 변화하지 않고 표 1과 같은 event가 발생

해야 변화된다. 따라서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은 사람

이나 초음파 기계장치가 event를 발생시켰을 때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정도의 지연 시간 내에 완료되면 충

분히 활용 가능하다. Z. Liu는 지연 시간을 변경해가며 시

각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control (확대, 선택, 선택 취

소 등) 하여 의미 있는 응답시간을 찾았다[14]. 그는 사람들

이 위와 같은 control을 한 이후 프로그램이 500 ms 이내

에 반응하면 프로그램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S.K. Card는 사람이 패턴을 인지하는 등의

perceptual fusion을 수행하는 경우 visual feedback으로

100 ms을 제시하였다[15].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은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인 387.78±86.39 ms은

500 ms 이내의 값으로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1/2로 resampling을 하여 최적화하였을

때 연산 시간은 126.84±7.10 ms로 사용자의 인지 시간인

100 ms와 거의 같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초음파 영역 추

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자동 추출된 초음파 영역 mask와 수동으로 선택한 초음파 영역의 비교 (Mean squared error)

Fig. 6. Comparison of the ultrasound context masking image with manually selected ultrasound context image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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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b)를 통하여 알고리즘 최적화가 초음파 영역을 추

출하는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b)에서

가로 축은 해상도를 낮추는 비율을 의미하고 세로 축은 최

적화를 진행하기 전 초음파 영역 마스크와 최적화 이후 마

스크 사이의 자카드 지수를 의미한다. 1/2로 해상도를 낮추는

경우 자카드 지수는 0.999±0.023 이었고, 1/3으로 낮추는

경우 0.998±0.023으로 error가 약간 증가하였다. 최적화를

진행하여도 전체 자카드 지수는 0.99 이상으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졌다. 그림 7(a)와 (b)를 종합하면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

하여 초음파 이미지 영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

었다.

그림 7(d)와 7(f)는 7(b)에 비하여 추출된 초음파 영역이

넓다. 또한 최적화 과정에서 closing을 적용할 때 dilation

이후 erosion 되는 영역을 조금 작게 하면 실제 초음파 영

역보다 항상 넓은 영역의 마스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서

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초음파 영역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초음파 영역보다 넓은 마스크 이미지

는 환자들 진단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림 7. (a) Resize ratio 변화에 따른 연산 시간 (b) Resize ratio 변화에 따른 error (Jaccard Index) 

Fig. 7. (a) Elapsed time depending on resized ratio (b) Segmentation error depending on resize ratio (Jaccar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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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 데이터 크기

그림 8은 초음파 전체 이미지에서 초음파 영역과 그 외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

리즘을 통하여 각 영역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8(a)는

전체 이미지 pixel에서 각 영역의 pixel을 나타낸다. 입력

이미지의 가로는 1920 pixel이고 세로는 1080 pixel이므로

전체는 2073600 pixel이다. 초음파 영역은 388143 pixel

이었고 그 외의 영역은 1685457 pixel을 차지하였다. 즉 초

음파 영역은 18.72%를 위치적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한 RS80A는 초음파 이외의 영역이 대부분 검은색

이므로 그림 8(b)와 같이 실제 데이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그

래프를 그렸을 때 그 결과가 역전되게 되었다. 전체 데이터의

크기 2520 Kbyte에서 초음파 영역이 차지하는 크기는 1687.54

Kbyte이였다. 한편 초음파 이외의 영역은 338.06 Kbyte의

데이터 크기를 가졌다.

초음파 영역이 전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초음파

이미지 장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환경

과 달리 초음파 이미지 촬영을 할 때 여러 영상들을 저장하

게 된다. 많은 초음파 장치 들이 저장된 영상의 대표 이미

지들을 thumbnail로 표현하고 있다. Thumbnail은 초음파

이외의 영역에 그려지므로 초음파 영역에 비하여 초음파 이

외의 영역의 데이터 크기가 더욱 커질 것이다.

3. 자동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의 활용 방안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은

초음파 압축에 활용될 수 있다. 자동으로 추출된 초음파 영

역과 그 외에 다른 영역을 각각 다른 방법의 압축 방법으로

처리하면 진단에 필요한 정보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향후에는 본 논문이 제

안한 자동 초음파 영역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초음파 영상

에 최적화된 압축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할 계획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자동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총 연산시간과 error를 측정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체 연산시간은 500 ms 이하로 원

격초음파에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초음파 영역

추출 알고리즘은 error가 거의 없이 정확하게 초음파 영역

만을 추출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영역은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 20% 이하를 차지하므로 초음파 이외의 영

역과 분리하여 압축할 때 데이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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