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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사성 골 질환인 골다공증(Osteoporosis)의 조기 진단을 위해 X 선 영상에서 골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최근 연구되고 있다. 골 밀도는 X 선 영상에서 뼈가 분리되고, 분리된 영역에서의 픽셀에 의해 BMD 가 

측정되는데, 개선된 영상에서의 정밀한 뼈 추출이 주요한 요소이므로 X 선 영상의 개선은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sparse 표현법을 도입하여 X 선 영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가 기존의 방법인 웨이블릿 BayesShrink 에 비해 개선됨을 

CNR(Contrast to Noise Ratio)을 통해 확인하였다.  

 

1. 서론  

골다공증(Osteoporosis)은 흔히 나타나는 대사성 

골 질환(metabolic bone disease)으로서 뼈 질량의 

감소와 뼈의 구조적인 변형에 의해 특성이 나타난다 

[1]. 골다공증은 전 세계 45 세 이상 여성의 50%가 

겪는 질병이지만, 증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자신 

스스로가 골다공증을 인지하기 어렵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측정된 골 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 값에 대해 골다공증의 여부를 알 수 

있는 T-score 를 제공하고 있다[2]. 이에 따라 BMD 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3]. 

BMD 는 X 선 영상 및 CT(Computerized tomography) 

영상을 통해 측정된다. 하지만 CT 영상을 촬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방사선 노출량의 증가, 

그리고 X 선 영상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빈번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X 선 영상으로부터 

BMD 의 측정은 에너지를 골 조직에 투과시켜 X 선의 

에너지 흡수량을 토대로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비용과 정확도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고 최근에는 

정밀한 영상 재현을 위한 이중 에너지 X 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이 

사용되고 있다[4].  

X 선 영상을 사용해서 골밀도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뼈 영역이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영역에서의 픽셀에 의해 BMD 가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BMD 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선된(enhanced) 영상에서 정밀한 뼈 추출이 주요한 

요소이므로 X 선 영상의 개선은 골다공증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5]. 

영상의 개선은 영상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원본 영상의 정보를 개선시키고 선택적으로 

잡음의 정보를 억제함으로써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영상 개선은 크게 영상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artifacts 를 제거하고, 

잡음의 제거 및 에지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포함한다. 

영상 개선의 목적은 영상의 분석, 진단 및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feature 정보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잡음을 억제하거나 영상의 

대비(contrast)를 증가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개선의 일환으로 잡음 제거와 

에지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X 선 영상에서 잡음은 가산성 잡음(additive 

noise)과 적산성 잡음(multiplicative noise)으로 

모델링 되는데[4], 기존에 X 선 영상 개선에 관한 

연구는 웨이블릿 도메인에서 에지 성분을 보존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7][9].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해 웨이블릿 

변환을 취했을 때 잡음 성분이 고주파 sub-band 에 

존재하게 되는데, 잡음 성분이 지배적인 영역은 그 

성분을 감소시키고, 본래의 신호 성분이 지배적인 

영역에서는 그 성분을 보존한다. 이 때, 잡음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급격한 픽셀 값의 변화를 주지 

않는 soft-threshold 방법에 기반한 BayesShrink 

방법이 채택된다[7]. BayesShrink 방법은 에지를 

보존하기 위해 고주파 sub-band 에서 잡음 제거를 

작게 하고, 평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 제거를 

완벽히 하는데, 영상의 주요 성분과 잡음 성분을 

분리시켜 비교적 간단한 thresholding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지만 가우시안 잡음이 추가된 영상에 

대해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threshold 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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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상이 과하게 smoothing 되어 대비가 

감소하거나 고주파 sub-band 에서의 잡음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신호처리 분야에서 최근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parse 표현을 도입하여 X 선 영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알고리즘의 

과정에서 잡음을 거부(rejection)하는 능력과 

feature 추출에 유리한 장점 때문에 얼굴인식, 

초해상도(super-resolution)의 응용에 사용되고 

있다[14][15]. Sparse 표현법을 사용해서 본래 

영상으로부터 dictionary 훈련을 통해 개선된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각 패치에 대해서 K-SVD 

(K-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패치의 가장 큰 특이값(singular value)에 해당하는 

특이벡터(singular vector)를 찾아가기 때문에 

feature 를 추출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 따라서 X 선 영상의 에지 정보를 

유지하면서 영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 장에서 X 선 영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3 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X 선 

영상 개선 방법인 BayesShrink 와 그 성능을 

비교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영상 개선 방법 

그림 1 은 제안하는 영상 개선 방법의 전체 

시스템을 나타낸다. 먼저 X 선 영상에 대해 sparse 

표현을 이용하여 가산성 가우시안 잡음 제거를 통해 

영상이 개선된 후 로그 변환된 적산성 잡음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만든다. 다음으로 다시 

sparse 표현법을 이용해서 변환된 적산성 잡음의 

제거를 통해 영상을 개선한다. 이 때 잡음의 제거를 

통한 영상 개선 방법은 2.2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개선 방법은 기존 연구 

[8]에서 제안된 방법인 학습된 dictionary 에 대한 

sparse 표현을 이용한 영상 잡음 제거 방법에 

기반한다.  

 

2.1 제안하는 영상 개선 방법 

X 선 영상의 잡음은 가산성 가우시안 detector 잡

음과 적산성 source 잡음으로 나타난다. X 선 영상의 

가산성 가우시안 잡음은 sparse 표현법에 의해 영상

이 개선되고, 적산성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로그 변

환을 통해 적산성 잡음을 가산성 잡음의 형태로 만든

다. 이 때, outlier shrinkage 방법을 통해 로그 변

환된 적산성 잡음을 가우시안 잡음의 형태로 만든다

[10]. 그 결과 잡음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고, 

sparse 표현 방법에 의한 잡음 제거로부터 개선된 영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결과 영상이 로그 변환된 

영상이기 때문에 지수 변환을 통해 로그 변환을 보상

하면 최종적으로 개선된 X 선 영상을 얻게 된다. 각

각의 잡음 제거에 대한 영상 개선 방법은 2.2 와 같

다.  

 

2.2 Sparse 표현법을 이용한 영상 개선 

Sparse 표현법은 패치 단위로 영상을 추출해서 각 

패치를 dictionary 의 열(column) 성분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dictionary 는 신호의 원형(prototype)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영상의 패치 x 는 dictionary 와 

sparse 값을 갖는 sparse 벡터의 곱에 의해 표현된다. 

이 때 sparse 벡터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도록 

구해진다.   

,minargˆ
0

2
2 αyDαα

α
m+-=  (1) 

여기에서 D 는 dictionary, α 는 sparse 벡터, y 는 

잡음이 있는 영상의 패치, 그리고 μ 는 식(1)의 두 

항 사이의 비중을 조절하는 상수이다. 이 식은 잡음

이 없는 영상의 패치가 Dαx » 와 같이 sparse 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잡음이 있는 영상과 잡

음이 없는 영상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sparse 벡터

의 0 이 아닌 성분의 개수를 의미하는 0l -norm 을 최

소화하는 sparse 벡터를 구하는 것이다. 식(1)을 만

족하는 sparse 벡터 α 를 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는 OMP(Orthogonal 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고, 이 단계를 sparse 부호화(sparse coding)

라고 일컫는다[9]. Sparse 부호화 단계 후 

dictionary D 의 업데이트와 개선된 영상 X 는 MAP 

(maximum a posteriori) 추정 방법 식(2)에 의해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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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λ 는 Lagrange multiplier, ijα 는 (i, j)번

 

그림 1. X 선 영상 개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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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영상 패치의 sparse 벡터, ijR 는 큰 영상 X 에서 

(i, j)번째 영상의 패치를 추출하는 행렬이다. MAP 추

정 방법으로부터 각 패치에 대해 [8]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인 K-SVD 방법을 적용하면 잡음이 있는 영상으

로부터 dictionary 와 sparse 벡터가 업데이트 되는

데 영상의 패치에 대해 가장 큰 특이값에 해당하는 

특이벡터가 선택된다. 따라서 D 는 각 영상의 패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개

선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D 와 ijα 가 주어졌기 때

문에 X는 다음의 식(3)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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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서 제안된 방법에서 알고리즘의 반복횟수와 

영상 개선 성능은 잡음의 표준편차에 의존하는데, 

30=s  이상의 잡음에 대해서는 잡음을 줄이기 위한 

반복횟수가 증가해서 blurring 이 심해지게 된다. 하

지만 X 선 영상의 경우 5»s  정도로 에지를 보존하

면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8].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환경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원위 요골(distal radius)과 

대퇴골(femur) X 선 영상으로 그림 2 와 같은 X 선 

영상이 사용되었다. 영상의 개선 전과 후의 성능 

비교는 CNR(Contrast to Noise Ratio)을 이용한다.  

)(5.0 22
ud

udCNR
ss

mm

+

-
= . (4) 

CNR 은 영상의 품질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측정 

방법으로 영상의 품질에 비례한다. 이 때, 영상에서 

진단에 필요한 관심 영역을 DROI(Desired Region of 

Interest)로 진단에 불필요한 비 관심 영역은 

UROI(Undesired Region of Interest)로 정의되는데, 

식 (4)의 CNR 은 DROI 와 UROI 의 평균의 차이의 

절대값과 분산의 합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때, 

dm 와 um 는 DROI 와 UROI 의 평균이고 ds 와 us 는 

DROI 와 UROI 의 표준편차이다[12][13].  

 

  

(a) (b)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X 선 영상 

3.2 영상 개선 결과  

그림 3 과 4 는 저 에너지 X 선 원위 요골 영상과 

대퇴골 영상에 대해 기존의 연구인 BayesShrink 

방법에 의한 결과와 제안하는 sparse 표현을 

이용하여 개선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3 은 

원위 요골 영상에 대한 영상 개선 결과로 

BayesShrink 방법이 적용된 결과는 그림 3 의 (b)이다.   

이 방법은 뼈와 연부조직의 경계 정보를 보존하면서 

영상은 개선되었지만, 잡음은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림 3 의 (c)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BayesShrink 방법과 비교했을 

때 뼈와 연부조직의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잡음 역시 

충분히 제거되어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 수치적으로 표 1 의 CN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에는 잡음이 충분히 

제거되어 뼈와 연부조직 사이의 대비가 증가해서 CNR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CNR 은 2 개의 

DROI 에 대해서 측정되었다.  

그림 4 는 대퇴골 영상에 대한 영상 개선 결과로서 

그림 3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BayesShrink 방법은 

개선된 영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잡음을 충분히 제거 

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그림 4 의 (c)에서 볼 수 

있듯이 대퇴골 영상에 대해서도 sparse 표현법을 

이용했을 때 잡음이 충분히 제거되어 영상 개선  

 

 
    (a) 

  
   (b)    (c) 

그림 3. 손목 뼈 X 선 영상 개선 결과 ((a) 원본 영상, 

(b) BayesShrink 결과, (c) 제안한 방법) 
 

표 1. 원위 요골 X 선 영상의 개선 전과 후의 CNR 

CNR 
 

DROI1 DRO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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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영상 9.0921 13.0245 

BayesShrink 9.3845 13.7884 

제안한 방법 9.3971 14.2458 

결과가 더욱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성능의 

비교를 위해 CNR 은 서로 다른 2 개의 DROI 에 대해 

측정되었고, 표 2 와 같다.  

 결론적으로, BayesShrink 방법은 에지 성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영상을 개선시키지만 

잡음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에지 성분이 보존되고 X 선 영상의 

잡음이 충분히 제거되어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 X 선 영상을 

통한 BMD 측정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이 때, 정확한 

BMD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X 선 영상에서 정확한 뼈 

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X 선 영상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X 선 영상 개선을 위해 sparse 

표현법을 도입하여 X 선 영상의 dictionary 학습을 

통해 에지 성분을 보존하면서 잡음을 제거한 개선된 

영상을 얻었다. 이는 기존의 웨이블릿 변환을 통한 

BayesShrink 방법의 결과를 CNR 을 통해 비교했을 때 

시각적 및 수치적으로 훨씬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추후에는 잡음 제거와 동시에 대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 

 
(b) (c) 

그림 4. 대퇴골 X 선 영상 개선 결과 ((a) 원본 영상, (b) 

BayesShrink 결과, (c) 제안한 방법) 
 

표 2. 대퇴골 X 선 영상의 개선 전과 후의 CNR 
CNR 

 
DROI1 DROI2 

원본영상 4.0631 2.5955 

BayesShrink 4.0679 2.5974 

제안한 방법 4.0748 2.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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