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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기울기 정보 및 최대 빈도수를 이용한 카테터 자동 분할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분할하고자 하는 카테터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영상의 

대조대비를 높이기 위한 밝기값 스트레칭을 수행한다. 둘째, 카테터 후보 경계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카

테터 방향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를 영상에 적용한다. 셋째, 카테터 후보 경계점에서 기울기가 크고 

최대 빈도수 직경을 갖는 카테터 경계점을 추출하고 이들을 선형 보간하여 최종 카테터 경계를 분할한

다. 제안 방법의 평가를 위하여 육안 평가 및 전문가가 수동 분할한 결과와 본 제안방법을 적용하여 얻

은 중복 영역 비율과 평균 거리 차이를 측정한 정확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중복 영역 비율은 93.9%±2.7%, 평균 거리 차이는 0.116-픽셀, 수행시간은 평균 0.011초로 측정

되었다. 

   

1. 서  론 

 

심혈관계 질환 중 관상동맥 폐색(occlusion)이나 

협착(stenosis)으로 인한 관상동맥 질환 진단보조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 동맥의 구조 및 정량 

측정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관상 동맥의 구조 및 정량 

측정을 위하여 X-선 혈관조영영상을 사용하는데 

영상에서의 혈관 두께와 실제 혈관 두께 사이의 비율 

측정을 위한 척도가 필요하다. 이 때, 카테터는 

영상에서 혈관과 같은 거리 상에 위치해 있으므로 실제 

카테터 직경과 영상에서 분할된 카테터 직경간 비율을 

이용하여 실제 혈관 두께와 영상에서의 혈관 두께 사이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1]. 따라서,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카테터를 정확하게 분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의 카테터는 

그림 1과 같이 배경과 밝기값이 유사하고, 주변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존재하므로 자동으로 정확하게 

분할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1.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의 카테터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카테터를 분할하는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L. Nagy[2] 등은 기하학 

외곽선 검출 기법을 적용하여 카테터의 초기 경계를 

분할한 후, 탬플릿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카테터의 

경계를 분할하였다. Carmen Molina[3] 등은 ridge 

검출을 사용하여 초기 경계를 분할하고, 영상을 

이진화한 후, 활성외곽성모델 기법을 적용하여 카테터 

경계를 분할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사전에 

카테터의 기하학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주변 배경 

및 혈관과 밝기값이 유사한 경우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의 기울기 정보와 최대 

빈도수를 이용하여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카테터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밝기값 스트레칭을 통하여 영상의 대조대비를 높인 후, 

경계 강조 마스크를 이용하여 카테터의 후보 경계점을 

추출하고, 후보 경계점의 최대 빈도수 직경을 이용하여 

카테터의 경계 및 직경을 자동 분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심 영역 

내의 기울기 정보와 최대 빈도수를 이용한 X-선 혈관 

조영영상에서의 카테터 자동 분할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 육안 평가와 정확성 평가를 통한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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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 영역 내 기울기 정보와 최대 빈도수를 이용한 

카테터 자동 분할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카테터 자동 분할 

방법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카테터 주변 배경과 유사한 밝기값으로 인한 분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카테터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영상의 기울기 정보와 

직경의 최대 빈도수를 사용하여 카테터를 자동 

분할한다.  

 

. 

그림 2. 카테터 자동 분할 순서도 

 

2.1 밝기값 스트레칭을 이용한 영상 전처리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의 카테터 영역과 배경의 

밝기값 대조대비가 낮으므로 밝기값 대조대비를 높혀 

카테터 분할이 용이하도록 밝기값 스트레칭을 이용한 

영상 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분할하고자 하는 카테터를 사용자로부터 

시작점과 끝점으로 입력 받아 관심 영역을 설정한다. 이 

때,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20- 

픽셀이 포함되도록 관심 영역을 설정한다. 관심영역 

내에서 밝기값 스트레칭을 사용하여 영상의 밝기값 

대조대비를 높인다. 식 1은 영상의 최소 밝기값과 최대 

밝기값을 사용하여 관심영역 내에서 밝기값 스트레칭을 

적용한 식이다. 

 

                                            (식 1) 

 

 

이 때, High는 영상의 최대 밝기값을 의미하고, Low는 

영상의 최소 밝기값을 의미한다. 

그림 3은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밝기값 스트레칭을 

적용한 결과로 그림 3(a)는 밝기값 스트레칭을 

적용하지 않은 원 영상이고, 그림 3(b)는 관심영역을 

산정하고 영역 내 밝기값 스트레칭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밝기값 스트레칭 적용 후, 영상의 밝기값 

대조대비가 증가하여 카테터 경계가 이전보다 명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a) X-선 혈관조영영상 
(b) 관심영역 내 밝기값 

스트레칭 결과 

그림 3. 밝기값 스트레칭 적용 결과 

 

2.2 마스크를 이용한 카테터 후보 경계점 추출 

 

카테터 경계를 분할하기 위하여 기울기 정보를 

이용한 마스크를 영상에 적용하는 경우, 기존 소벨 

마스크는 x축 및 y축 기울기를 모두 고려하여 경계를 

검출하기 때문에 주변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의 한 방향성을 

갖는 카테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카테터의 기울기를 

고려한 한 방향의 경계 강조 마스크를 이용하여 카테터 

후보 경계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산정하여 방향성 있는 경계 강조 마스크를 생성한다. 

생성된 세로 또는 가로 방향의 경계 마스크를 이용하여 

카테터의 후보 경계점을 추출한 후, 평균값 마스크를 

이용하여 검출된 잡음을 제거한다. 

그림 4는 방향성 있는 경계 강조 마스크와 평균값 

마스크를 나타낸다.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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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로방향 경계 

강조 마스크 

(b) 세로방향 경계 

강조 마스크 
(c) 평균값 마스크 

그림 4. 방향성 있는 경계 강조 마스크 및 평균값 마스크 

 

그림 5는 카테터 방향성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 

적용 결과로 그림 5(a)는 x 및 y축 방향을 모두 고려한 

기존 소벨 마스크 적용 결과로 카테터 주변 부위의 

유사 밝기값으로 인하여 잡음이 함께 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b)는 방향성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로 가로 방향성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를 적용함으로써 주변 잡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카테터 경계가 검출됨을 알 수 있다. 

 

  

(a) 소벨 마스크 적용 결과 
(b) 방향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 

그림 5. 방향성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 적용 결과 

 

2.3 최대 빈도수 직경을 이용한 카테터 경계 분할 

 

방향성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도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카테터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이나 제거되지 않은 잡음의 의해서 카테터 

경계부위를 정확하게 분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 직경을 갖는 카테터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빈도수 

직경을 이용한 경계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방향성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를 이용하여 

추출된 카테터 후보 경계점들은 실제 카테터 경계보다 

굵게 잡혀있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특정 수치 이상인 

카테터 경계점을 추출한다. 이 때, 기울기 임계값은 

실험적으로 얻어진 수치인 100이상의 범위를 설정한다. 

검출된 기울기가 특정 수치 이상인 카테터 경계점들의 

직경을 계산한 후 분할된 카테터 경계점들의 최대 

빈도수 직경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최대 빈도수의 

직경을 갖는 카테터의 경계점을 추출하고, 이 

경계점들을 선형 보간 하여 최종 카테터 경계를 

분할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은 2.4GHz CPU와 2GB 메모리를 장착한 PC

에서 수행하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FLTK 를 사용하

였으며 영상 분할을 위한 구현은 C++ 로 개발하였다. 

실험데이터는 X-선 혈관조영영상 15장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크기는 512X512 영상해상도를 가진 8-비트 영

상이다. 결과 분석을 위하여 육안 평가, 전문가가 수동

으로 분할한 결과와 제안방법간의 정확성 평가와 수행

시간 평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3.1 육안 평가 

 

  

(a) 원본영상 

  

(b) 카테터 강화 영상 

  

(c) 방향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 적용 결과 

  

(d) 제안된 방법의 자동 분할 결과 

그림 6. 제안 방법을 적용한 자동 분할 결과 

 

그림 6은 제안 방법으로 카테터를 자동 분할한 결과

를 나타낸다. 그림 6(a)는 X-선 혈관조영영상이고, 그림 

6(b)는 밝기값 스트레칭을 적용하여 밝기값 대조대비를 

높인 카테터 강화 영상이고, 그림 6(c)는 카테터 후보 

경계점 추출을 위해 방향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 

적용 결과 영상을 나타내며, 그림 6(d)는 제안한 방법으

로 카테터를 자동 분할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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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d)의 왼쪽 그림을 보면 카테터 주변으로 지나

가는 혈관이 있는 경우에도 카테터 경계가 정확히 분할

됨을 알 수 있고, 그림 6(d)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영상

의 밝기값 대조대비가 낮고 주변에 잡음이 있는 경우에

도 카테터 경계가 견고하게 분할됨을 알 수 있다. 

 

3.2 정확성 평가 

 

정확성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가 수동 분할한 결과와 

본 제안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자동 분할 결과 간의 중

복 영역 비율과 평균 거리 차이를 측정한다. 중복 영역 

비율은 식 2와 같이 제안방법과 수동 분할한 결과 간 

중복 영역 비율로 측정한다.  

(%)100



TNFPTP

TP
            (식 2) 

 

이 때, TP(True Positive)는 제안방법과 수동 분할이 모

두 이루어진 영역이고, FP(False Positive)는 제안방법은 

분할되었지만 수동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나타

낸다. FN(False Negative)은 수동 분할은 이루어졌지만 

제안방법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중복영역

비율의 수치는 0부터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

까울수록 정확하게 분할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7은 15개 관심영역에 대한 중복 영역 비율을 나

타내며, 두 영역의 중복 영역 비율은 93.9%±2.7%로 

측정되었다. 

 

 

 

 

 

 

 

 

 

 

 

그림 7. 제안방법과 수동분할 간 중복 영역 비율 

 

평균 거리 차이는 식 3과 같이 A와 B를 구성하는 경

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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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 

이 때, A는 자동 분할한 경계선 상의 픽셀을 나타내고, 

B는 수동 분할 한 경계선 상의 픽셀을 나타내며, N은 

자동분할 한 경계선 위에 있는 픽셀들의 개수를 나타낸

다. D는 자동 분할 한 경계선위의 한 점과 수동 분할 

한 경계선위의 한 점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나타낸

다.  

그림 8은 15개 실험데이터에 대해 제안 방법과 수동 

분할 결과간의 평균 거리 차이 나타내며, 평균 거리 차

이는 0.116-픽셀로 측정되었다. 

 

 

 

 

 

 

 

 

 

 

 

그림 8. 제안방법과 수동분할 경계간의 평균 거리 차이 

 

제안 방법을 적용한 카테터 분할 수행 시간은 15개의 

실험 데이터에 대해 평균 0.011초로 측정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밝기값 스트레

칭을 통한 전처리 후, 기울기 정보와 최대 빈도수를 이

용하여 카테터를 자동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밝기값 스트레칭을 적용하여 영상의 밝기값 대조대비를 

높임으로 카테터 분할이 용이하도록 한 후, 카테터의 후

보 경계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방향을 고려한 경계 강조 

마스크를 영상에 적용한다. 그리고 정확한 카테터를 분

할하기 위해 카테터 후보 경계점에서 기울기가 크고, 최

대 빈도수 직경을 갖는 카테터 경계점 만을 추출하여 

해당 경계점 간 선형 보간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카테터

의 경계를 정확하게 분할하였다. 제안 방법의 실험 결과

는 전문가의 수동분할과 제안방법을 적용한 분할 결과 

간의 중복 영역 비율이 93.9%±2.7%, 평균 거리 차이 

가 0.116-픽셀, 수행 시간이 평균 0.011초로 측정되었

다.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자동 분할된 카테터는 X-선 

혈관조영영상에서 영상과 실제 혈관 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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