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의 밝기값과 기울기 정보를 이용한 

MR 영상에서 전립선 자동 분할

장유진O 조현희 홍헬렌

서울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yuin.jang@swu.ac.kr, hhjo@swu.ac.kr, hlhong@swu.ac.kr

Automatic Segmentation of the Prostate in MR Images

using Image Intensity and Gradient Information

Yujin JangO  Hyun Hee Jo, Helen Hong

Division of Multimedia Engineering, Seoul Women's University

1. 서론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에서 전립선 부위

를 추출하여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립선 부위를 자동으로 분할하는 선처리는 

필수적이다[1]. 기존의 MR 영상에서 전립선을 분할하는 기법을 살펴보면 밝기값 정보를 기반으로 한 

방법과 기울기 정보를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P.D.Alien 등[2]은 밝기값을 이용한 화

소 분포 분류법(voxel classification)을 사용하여 전립선을 분할하였다. Peyer Zwiggelaa 등[3]은 극좌

표 변환(polar transform)을 적용하여 영상을 변환한 후, 변환된 밝기값 정보를 캐니 에지 검출(canny 

edge detection)을 적용하여 전립선을 분할하였다. Valerie Duay 등[4]은 레벨-셋(level-set) 속도함수

로 변형하는 아틀라스(atlas) 기반으로 분할방법을 제안하여 전립선 부위를 분할하였다. 기존 제안방법

의 경우, 영상의 밝기값 또는 기울기 정보를 사용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MR 영상에서 전립선 부위와 같

이 주변조직과 유사한 밝기값을 가지는 경우 정확하게 분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울기와 밝기값 분포 정보를 고려하여 전립선 객체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제안한 방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선을 생성한다. 방사선은 

분할 하고자 하는 객체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방향과 과 수직방향으로 수선을 그려서 표현 했을 때 0° 

에서부터 360° 까지 15도 간격으로 회전하면서 총 24개의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이 때, 방사선의 시작

위치와 길이를 산정함으로써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둘째, 방사선에서 얻은 프로파일을 기울기 기

준으로 경계점 후보들을 정렬하고 정렬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때, 산정한 프로파일 내

에서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벨(sobel) 마스크[5]를 사용한다. 이는 주변 잡음의 영향력을 이차적

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앙값 차이(central difference)를 측정하지 않고 소벨 마스크를 사용한다. 셋

째, 우선순위에 따른 객체의 밝기값 분포 정보를 고려한 경계점을 추출한다. 밝기값 분포 정보는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밝기값이 객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밝기값을 갖으면 객체의 경계점으로 추출하고, 갖지 

않으면 다음 우선순위를 갖는 후보 픽셀의 밝기값을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경계점을 B-스플라인

으로 보간 함으로써 경계점의 추출 오류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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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실험은 2.40GHz CPU와 2.0GB 메모리를 장착한 PC에서 수행하였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FLTK를 사용하였고, 영상 분할을 위한 프로그래밍은 C++로 개발하였다. 실험데이터는 MR 촬영을 통하

여 획득한 전립선 데이터 4개를 사용하였고, 영상의 픽셀크기는0.29x0.29mm2 또는 3.12x3.12mm2 이

며, 슬라이스 간 간격은 4.0 또는 3.9 이다. MR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25개의 슬라이스로 구성된다. 결

과 분석을 위하여 육안평가와 정확성 평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육안평가를 위하여 제안한 방법으로 전립선 부위를 분할한 2차원 결과와 3차원 표면렌더링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3차원 표면렌더링은 마칭큐브 기법을 적용한 표면모델링[6]과 렌더링[7]을 통하여 나

타내었다. 제안방법을 통해 분할한 결과 주변조직과 유사한 밝기값이 있는 부위도 정확하게 분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확성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가 수동 분할한 결과와 본 제안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 간 평균거

리차이 측정과 중복지역비율 측정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 평균거리차이와 표준편차는 각각 1.09mm, 

±0.20mm 측정 되었고, 중복지역비율은 0.92  =Ω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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