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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제안된 방법은 외막의 경계선을 추출하기 위해 Max-Min 이진화를 적용하여 외막을 추출 한 후에 삼각 

함수의 각도 값을 이용하여 외막의 경계점을 추출한다. 추출한 경계점들을 Bezier Curve 기법을 적용하여 

외막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외막의 경계선을 추출한다. 그리고 내막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외막 영역을 

ROI　영역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ROI 영역을 오목 파라볼라 기법을 적용하여 내막의 영역을 강조한다. 내막 

영역이 강조된 ROI 영역에 평균 이진화를 적용하여 내막의 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영역에서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내막 영역만 Labeling 기법을 적용한다.

제안된 방법을 IVUS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내막과 외막간의 포함관계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수

술 여부 결정에 대한 외막과 내막의 각 넓이 정보를 개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IVUS, 혈관, 내막, 외막, 오목 파라볼라 기법, Bezi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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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관상동맥질환의 유무는 심 초음파검사, 핵의학영상, 관상동맥 CT 

조영술,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로 확인할 

수 있다[1]. 

IVUS 영상이란 도뇨관(Catheter Probe)을 이용하여 혈관내부를 

초음파로 촬영하는 기술로서, 내막, 중막, 외막 총 3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 사이 내막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다[2].

관상동맥 풍선확장술에 비해 스텐트 삽입술이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재협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 이후에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삽입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협착상태를  해소해주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3]. 

사람마다 혈관의 크기가 다르므로 심장병 전문 의들은 스텐트의 

크기를 육안으로 결정해야한다. 전문의들의 주관적인 측정으로 인해 

정확한 스탠트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 IVUS 영상을 이용하여 

전문의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외막과 내막의 윤곽선 

정보를 제공하고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여 진찰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Mohammadi Dehnavi은 IVUS 영상을 Polar Coordinates 영상으

로 변형시킨 후, 변형된 영상에 인접 화소 부근에서 질감의 특성을 

검출하는 GLCM 기법을 적용하여 IVUS 영상의 내막 영역의 특징을 

정의하고, FCM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외막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외막 영역에 대해 Morphology 기법을 적용하여 내막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4].

본 논문에는 외막의 경계점을 베지어 곡선을 적용함으로서 최적의 

연산량으로 외막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외막 영역에 대해 Labelling 

기법을 적용하여 내막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베지어 곡선을 이용한 내막과 외막 추출

혈관 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영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IVUS 영상에서 외막의 경계 영역은 명암도 값이 평균적으로 높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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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US 영상에서 내막의 경계 영역은 외부에 비해 명암도 값이 

낮다.

외막과 내막은 항상 IVUS 영상의 중심을 포함한다.

제안된 방법은 IVUS 영상에서 외막의 경계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특징(1)을 이용하여 Max-Min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외벽의 영역을 

추출한다. Max-Min 이진화를 적용하여 외막의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외막 영역의 경계부분을 탐색하여 외막의 경계점을 추출한다. 

이 때 경계부분을 탐색하는 방법은 특성(3)에 의하여 기준점을 IVUS

영상의 정 중앙의 점으로부터 삼각 함수의 각도 값을 적용하여 영상의 

중심으로부터 경계영역을 탐색하여 경계점을 추출한다. 

그림 1의 순서도는 Beizer Curve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계점을 

탐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원점과 외막 경계선과의 거리 계산

그림 1과 같이 구한 경계 영역의 점들을 Beizier Curve[5]를 적용하

여 경계선을 연결한다.

내막의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추출한 외막 영역 부분을 ROI 

영역으로 추출한다. 추출한 외막 영역 부분으로 오목 파라볼라 변환 

함수를 이용하여 내막과 외막에 높은 명암을 부여하고 외막과 내막의 

경계선이 아닌 부분은 낮은 명암을 부여하여 명암 대비를 강조한다[6]. 

오목 파라볼라 함수를 이용하여 내막 영역의 명암도를 높인 후, 

평균 이진화를 적용하여 내막 영역을 강조한다. 평균 이진화를 적용한 

ROI 영역을 Labeling하여 내막 영역을 추출한다.

Labelling은 이진화 한 영상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픽셀 

값들을 그룹화한 후, 번호를 설정한다. 따라서 IVUS 영상에 평균 

이진화를 적용한 후, 4방향 Labeling을 적용하여 내막 영역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 오목 파라볼라 적용 (b) 내막 추출 결과

Fig. 2. 내막 추출 영상

Ⅲ.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Intel(R) Core(TM) i5-6200U CPU 

@ 2.50GHz와 8.00GB RAM이 장착된 PC상에서 Visual Studio 

2017 C#으로 구현하였다. 혈관 내 초음파 영상 800장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내막과 외막 영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외막 영역에 오목 파라볼라 기법과 Labeling을 적용하여 

내막 영역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3(a)와 같다. 그리고 Max-Min 

이진화 기법과 삼각함수의 각도 값과 베지어 곡선을 이용하여 외막 

영역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3(b)와 같다. 

(a) IVUS 영상 (b) 추출 결과

Fig. 3. IVUS 영상 추출 결과

표 1은 800장의 IVUS 영상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750장에서 

내막 영역을 추출한 결과이다. 

~15

(mm)

15~20

(mm)

20~25

(mm)

25~

(mm)

추출 

개 수
602 32 41 125

총 

개수
800

Table 1. 내막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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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추출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TPR(True Positive Rate)을 계산하기 위해 Confusion Matrix을 

적용하였다. TP(True Positive)는 내막 영역을 내막 영역으로 추출한 

수치이다. TN(True Negative)은 내막이 아닌 영역이 내막이 아닌 

영역으로 추출된 수치이다. FN(False Negative)은 내막 영역이 내막

이 아닌 영역으로 추출된 수치이다. FP(False Positive)는 내막이 

아닌 영역이 내막 영역으로 추출된 수치이다. 표 2는 추출한 내막 

영역에 대해 Confusion Matrix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기존 결과 개선된 결과

TPR 96.45% 98.65%

FPR 3.24% 3.11%

Precision 55.34% 58.19%

Accuracy 96.83% 97.02%

Table 2. Confusion Matrix 기반 분석 결과

표 2에서 TPR은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법을 적용한 결과보다 

2.2%가 향상된 98.65%로 나타났고, FPR의 경우에는 기존 방법을 

적용한 결과보다 제안된 방법이 0.13%가 향상된 3.11%로 나타났다. 

Precision의 경우에는 기존 방법을 적용한 결과보다 제안된 방법이 

2.85%가 향상된 58.19%로 나타났고 Accuracy는 기존 방법을 적용

한 결과보다 제안된 방법이 0.19%가 향상된 97.0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기존의 내막 추출 방법에서는 Morphology 기법과 FCM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내막의 넓이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FCM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일부 IVUS 영상에서 

내막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ezier Curve 기법과 Labelling 기법을 적용하여 내막 

영역을 추출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은 내막과 외막이 부정확하게 추출된 영상들을 

개선하기 위해 Fuzzy Decision Tree를 개발하여 내막 영역과 잡음 

영역을 세밀하게 구분한 후에 내막과 외막 길이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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