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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로 진행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뇌 MR 영상을 사용하여 치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뇌 영역인 해마의 위축률을 기반으로 진단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치매 환자 위한 보조적 판별 시스템 개발의 예비 연구로써 뇌 MR 영상 데이터를 3차

원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근 대용량으로 획득되는 MR 영상을 고속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CUDA를 사용한 병렬 컴퓨팅 구축을 하고 FPS(Frame Per Second)를 측정하여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사회는 노령화가 되고 있으며, 이미 1999

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그 비율이 전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은 고령

화 인구 및 노령화 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1. 고령자 인구 및 노령화 지수 추이

그림 2. 치매노인 증가 통계

65세 이후 노년기에 많이 생기는 질병은 심장병, 암, 뇌

졸중에 이어 치매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치매는 환자 자

신은 물론 가정 및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

인성 치매의 올바른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노인성 치매 환자의 수는 선진국의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일본

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6%로 100만명 정도의

노인성 치매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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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직 치매에 관한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부족한 실

정이나 그림 2와 같이 대략 40만명 정도의 노인성 치매환

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도에는 약 60만명, 2050

년에는 212만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 MR 영상의 경우 노

인성 치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뇌 영역 내 병변을

기반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방법은 진단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R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

자의 거부감이 적고 인체에 무해하며 치매 조기 진단에

있어 검사가 매우 효과적으로 보고된바가 있다[1-2].

최근 MRI 기기의 발전으로 의료 영상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의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상 데이터의 양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환자 한명의 뇌 MR 영

상의 해상도는 512×512×160으로 약 80MB(512×512×

160×2byte)로 획득되며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대용량의 데이터 획득은 고속 연산에 대한 중요성을 나

타내기 시작하였다. NVIDIA사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GPU를 사용한 병렬 처리가 가

능한 CUDA를 제시하였다. 그림 3은 GPU를 사용한 연산

능력과 CPU를 사용한 연산 능력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GPU의 연산 능력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고 있다.

그림 3. NVIDIA GPU와 CPU의 연산 능력 차이

최근에는 GPU를 사용한 병렬 처리 컴퓨팅 구축으로 연

산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 켈리포니아 대학의 Owen Yang등이

LSI기법을 이용한 적혈구를 관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에 GPU를 적용하여 속도를 높였으며[3], 독일 뮌헨 대

학에서는 Oliver Kuttera등이 의료용 초음파의 가시화 시

뮬레이션을 GPU를 사용하여 속도를 높였다[4].

국내의 경우 한성대학교 계등이 GPU를 이용하여 최대

휘소 투영 렌더링을 고속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기존

의 CPU기반의 광선투사법에 비하여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5], 중앙대학교 손는 3차원 볼륨 영상의 가시화를 위한

GPU기반의 효율적인 등위면 전이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기존의 전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켰다[6].

본 논문은 노인성 치매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의

예비 연구로써 CUDA를 사용하여 뇌 MR 영상에서 해마

를 가시화(Visualization)하기 위한 3차원 뇌 MR 영상 가

시화를 구현하였다. 가시화는 볼륨 렌더링(Volumetric

Rendering)의 레이-캐스팅(Ray-Casting) 알고리즘을

CUDA를 사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가시화 하

고, 이에 대한 FPS(Frame Per Second)를 측정하여 유용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512×512×160 해상도의

3차원 뇌 MR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개발 하드웨어

는 Intel i7 프로세서 870, 4G DDR3 RAM, NVIDIA

GeForce GTX 460이 탑재된 HP Pavilion Elite

HPE-470kr을 사용하였다. 주 개발 언어로는 MFC, C++를

사용하였으며 4.1v의 CUDA Toolkit을 추가적으로 사용하

였다.

NVIDIA GeForce GTX 460의 경우 CUDA 프로세스

코어가 336개이며 그래픽 클럭 800MHz, 프로세서 클럭

1600MHz, 표준 메모리 1024MB DDR5, 메모리 인터페이

스 256bit, 메모리 클럭 4000MHz를 지원한다.

2.3 Ray-casting

본 논문에서는 해마의 가시화를 위하여 볼륨 렌더링의

레이 캐스팅을 사용하였다. 레이 캐스팅은 그림 4와 같이

관찰자의 시점 또는 카메라의 시점에서 특정 픽셀을 통해

빛을 투시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만

들어내는 기법으로, 한 픽셀에서의 빛이 물체에 닿거나 보

이는 영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적해감으로써 해당 픽셀

의 색으로 결정하며 생성되는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마다

순차적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4. Ray-Casting

2.3 CUDA를 사용한 Ray-Casting

레이 캐스팅 알고리즘의 경우 생성되는 이미지의 각각

의 픽셀마다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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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픽셀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면 많은 수행 속

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레이 캐스팅을

CUDA를 사용하여 병렬로 처리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수

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Input : Volume Data v, Eye Position e, 2D

Image I , 2D Image Size s, Transfer Function

t, Density d, Brightness b, Transfer Offset o

Output :　2D Image Result

Initialize v on host memory

Allocate memory for v on device

Allocate memory for t on device

Bind Texture memory for v on device

Bind Texture memory for t on device

Copy v from host to device

Initialize t on device

Execute CUDA Kernel

if s > thread_id than

if Intersect Box == TRUE than

Operation Direction for e

forall N Iterations do

Calculate v value

Calculate t value

Calculate t * density

Calculate alpha value

if alpha value > Opacity Threshold than

break;

end

end

Copy t on I [thread id]

end

end

Copy I from device to host

표 1. Ray-Casting을 위한 병렬 알고리즘

우선 볼륨 데이터(Volume Data)를 호스트(Host)에서 디

바이스(Device)로 전달을 하고 디바이스에서 커널(Kernel)

함수를 호출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커널 함수에 디

바이스의 블록(Block)과 쓰레드(Thread)의 수를 설정은

그림 5와 같이 결과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

막으로 각 픽셀의 결과를 저장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

호스트로 결과를 전달하는 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5 Ray-Casting의 Block과 Thread 할당

3. 연구 결과

그림 5는 레이 캐스팅을 사용한 대용량 데이터를 렌더

링에 대한 1초당 프레임 처리 수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61.224fps으로. 일반적으로 30fps로 제작되어지는 애니메이

션의 2배 빠른 렌더링 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6. 렌더링 1초당 프레임 처리 수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레이 캐스팅을 사용하여

얻는 결과 영상이다.

그림 7. Ray-casting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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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뇌 MR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성 치

매를 위한 볼륨 가시화에 대하여 설계하고 구현하였으며,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CUDA를 사용한 병렬 처

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GPU Timer를 사용하여

CUDA를 사용한 레이 캐스팅의 렌더링 속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뇌 MR 영상을 기반으로 해마를 정확

하게 분할하는 방법론 연구와 진단을 위한 분석 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노인성 치매 환자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

축해야 할 것이다.

5.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임(2011- 0008627).

참고문헌

[ 1 ] A T Du, N Schuff and D Amend et 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entorhinal cortex and hippo-

campus in mild cognitive impairement and Alzheimer;s

disease,“ Neurol Neurosurg Psychiatry, Vol. 71,

pp.441-447, 2001.

[ 2 ] Michael Crundman, Drahomira Sencakova and

Clifford R. Jack et al.,“Brain MRI Hippocampal volume

and Prediction of clinical Status in a Mild Congnitive

Impairment Trial,“ Journal of Melecular Neuroscience,

Vol. 19, pp. 23-27, 2002.

[3] Owen Yang, David Cuccla, Bernard Choi, “Real-time

blood flow visualization using the graphics processing

unit,” Journal of Biomedical Optics, Vol. 16, No. 1,

016009, 2011.

[4] Oliver Kuttera, Ramtin Shamsb, Nassir Navaba

“Visualization and GPU-accelerated simulation of medi-

cal ultrasound from CT images,”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Vol.94, pp.250-266, 2009.

[5] 계희원, 김준호, “GPGPU 환경에서 최대휘소투영 렌더

링의 고속화 방법,”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4, No. 8, pp.981-991, 2011.

[6] 손봉수, “삼차원 볼륨 영상의 가시화를 위한 GPU 기

반의 효율적인 등위면 전이 알고리즘,” 한국정보과학회지

제 9권, 11호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