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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간경화(liver cirrhosis)는 섬유조직의 증식과 재생성 결  형성의 형태학 인 변화로 2차 으로 간내

의 변형  간기능의 하가 나타나는 질병이며, 정맥류, 복수와 부종, 간성뇌증, 간암 등의 합병증 동반

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간경변증 진단  치료에 핵심이다. 일반 으로 간 컴퓨터단층 상이 간경변의 

진단  병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경화의 자동 인식을 하여 PCA

와 TIA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추출을 통하여 간경변의 자동 검출능력을 알아보고, 각 알고리즘간의 성능

을 비교하 다. 실험은 학습 상과 테스트 상으로 구분한다. 고유 상을 생성시키기 한 학습 상으로 

정상 상이 사용되고, 테스트 상으로는 간경화 상이 사용된다. 간 CT 상에서 간의 질병 부 를 균등

하게 ROI 설정하고, 50×50 픽셀 크기로 상을 장하여 실험하 다. 실험결과로 PCA는 간경화 검출율이 

35%로 질병 인식으로 부 합하며, TIA 알고리즘의 AGL, TM. MU, EN는 100% 질병 인식력을 나타내어 

간경화 자동 진단 인식으로 가능했다. 한 결과를 임상에 용하여 간경변의 컴퓨터보조진단으로 활용한

다면 상의학과 의사에게 업무 부담을 이고, 일차  간경변의 스크리닝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TIA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진단은 질병 진단의 단계로서 비 독의 정보를 제공하며 간경변

의 조기 진단  방이 가능다고 단된다.

■ 중심어 :∣간경화∣컴퓨터보조진단∣질감정보분석∣주성분분석∣
Abstract

Cirrhosis is a consequence of chronic liver disease characterized by replacement of liver tissue 
by fibrosis, scar tissue and regenerative nodules leading to loss of liver function. Liver Cirrhosis 
is most commonly caused by alcoholism, hepatitis B and C, and fatty liver disease, but has many 
other possible causes. Some cases are idiopathic disease from unknown cause. Abdomen of liver 
Computed tomography(CT) is one of the primary imaging procedures for evaluating liver disease 
such as liver cirrhosis,  Alcoholic liver disease(ALD), cancer, and interval changes because it 
is economical and easy to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ct technique for 
computer-aided diagnosis(CAD) to identify liver cirrhosis in abdomen CT. We experimented on 
th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PCA) algorithm in the other method and suggested texture 
information analysis(TIA). Forty clinical cases involving a total of 634 CT sectional images were 
used in this study. Liver cirrhosis was detected by PCA method(detection rate of 35%), and by 
TIA methods(detection rate of 100%-AGI, TM, MU, EN). Our present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can be regarded as a technique for CAD systems to detect liver cirrhosis in CT liver 
images. 

■ keyword :∣Liver Cirrhosis∣Computer Aided Diagnosis∣Texture feature Information Analysis∣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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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신체에서 간(Liver)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사, 해독작용, 살균작용 등 매우 다양하고 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기 (organ)이다. 

간경화(Liver cirrhosis)는 정상 인 간세포가 반흔 

조직으로 체되어, 몸에서 필수 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는 질환으로 간세포가 괴되어 재생되지 

않고 굳어지며 어드는 질병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흔

히 간경화로 부르는 간경변증은 흔히 발생하는 간질환

(Liver disease)으로 간암 의 하나이다. 간경변증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이 제 로 치료되지 않

아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간염 등이 원인이 되어 정

상 인 간세포들이 괴되어 정상 간 조직의 양이 어

들게 되면서 간의 정상 인 구조가 변하고 그로 인해 

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다[1].

간경변의 증상(symptoms)은 기에는 증상이 나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세포가 죽어갈수록 체액의 정체

와 액응고를 조 하는 단백질의 생산량이 감소하며 

빌리루빈을 사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이로 인하여 여

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난다. 증상으로 인한 간 손상의 

심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 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합병증 즉 정맥류, 복수와 부종, 

간성뇌증, 간암 등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간경변증 치료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간 질환의 검사  진단 방법에는 청학  검사와 

상 진단 그리고 조직 병리 진단으로 나 어 시행되

며, 산화단층 상(CT), 음 (sonography)가 리 

이용된다. 특히 Dual source CT를 이용하면 간동맥기

와 문맥기에 체를 상화 가능하다. 간동맥 조  CT 

 문맥 조  CT를 사용하면 간경화증 환자에서 동반

된 결 성 간세포암에 한 검출이 가능하다.

질병 진단을 한 의료 상의 해석은 다소 주 이

다. 그 결과의 진단은 의사의 임상 경험에 의해 달라진

다. 그 한 로서, 방사선에 의한 암 진단은 X선 사진 

상의 특정 병소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시 양성이나 악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숙련되지 못

한 의사의 시각으로는 질병을 발견하여 이를 악성이나 

양성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임상에서

는 질병을 자동으로 인식  평가하는 컴퓨터자동진단

(computed aided diagnosis, CAD)시스템의 도입이 필

요하다.

 일반 인 컴퓨터자동진단 시스템으로 객체인식

(object recognition) 분야는 상의 목 물로부터 원하

는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 목 물의 라미터를 추출하

는 과정  표 된 특징 라미터를 데이터베이스의 자

료와 비교하여 진단  인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인식분야는 크게 eigen value를 이용한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방법론, 동 링크

구조를 이용한 방법론,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방법론 등

으로 나 어져서 연구되어지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단층 상을 활용하여  간 질환

의 자동 인식으로 주성분분석와 질감정보분석(texture 

features information analysis, TIA)의 알고리즘을 제

안하며, 두 알고리즘을 용하여 간암의 컴퓨터자동진

단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그리고 본 연구를 활용하여 정상

간과 간경화 상의 병변을 별하여 임상의 조기 진단

을 보조하여 치료를 시행한다면 간암 질환의 진단과 간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가 가능하리라 사료

된다. 

본 논문은 서론과 실험 상  방법, 결과, 결론  고

찰로 구성되며 간경화에 한 CAD의 유용성을 임상 

증례의 용을 응용하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Ⅱ. 대상 및 방법

실험은 2010년 01월부터 2011년 08월까지 B 종합병

원에 입원한 간경변증 환자의 간 CT 상 634 슬라이

스를 이용하여 정상  질환 상을 구분하여, 병변 20

증례(남자 16명, 여자 4명)와 정상 성인 20증례(남자 16

명, 여자 4명)를 상으로 하 다. 

간경변 환자군과 정상 상군의 평균 연령은 56±26

세 이다. 간경변 환자군의 소  수치는 98.8±105.36로 

정상 조군 220.3과 차이가 있었다. 간경변 환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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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상, 검사 소견, 간생검을 종합하여 확진하 고, 

조군은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사람  간기능 검사가 

정상, HbsAg, anti-HCV, anti-HIV 항목은 정상인을 

상으로 실험을 하 다.

실험의 복부 간 CT 상은  Somatom Definition 

Flash CT(SIEMENS, USA), 스캔은 dynamic liver 

routine (슬라이스 두께 5mm, kVp 120, data collection 

diameter 500, 조 제 140 cc)을 사용하 다[Fig 1]. 

Fig. 1. Computed Tomography liver images

환자 증례 상은 상의학과 문의의 진단과 진단

검사의학과의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후항 인 증례로 

사용되었으며, 실험 상  두 개 이상의 질병이 있어 

상에 겹쳐져 나타난 것은 실험 상에 포함시키지 않

았다. 실험 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학습 상과 테스트

상으로 구분한다. 고유 상을 생성시키기 한 학습

상으로는 정상 상이 사용되고, 테스트 상으로는  간

경변이 존재하는 상이 사용된다.

실험방법은 간 CT 상에서 균등하게 심 역

(ROI)을 설정하고, 50×50 픽셀 크기로 장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 분석에 사용된 로그램은 Matlab 

8.0 (Mathworks Inc, USA)와 컴퓨터(CPU 2.4GHz, 

RAM 2GB)가 사용되었고 각 부분 상(sub-image)에 

해서 제안 알고리즘을 용하고 결과에 해서 분석

하 다[Fig 2].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주성분분

석(PCA)을 사용한 실험은 고유 상을 생성시키기 

한 학습 상을 해  20증례의 정상 간 상 사용하

고, 상의 인식률을 알아보기 해 학습 상에 해서 

정상 간 상 20증례와 간경화 상 20증례의 유클리디

언 거리(euclidean distance)측정값을 계산하 다. 두 

번째, PCA와 동일한 상을 질감정보분석(TIA) 실험

으로 결과 값을 얻었다. 그리고 분석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리고 각 알고리즘의 결과를 통계

인 분석으로 SPSS Statistics 19.0(IBM, USA)를 사

용하여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곡선을 

나타낸다.

Fig. 2. Sub-image of cut off in CT liver images

1. PCA
주성분분석은 다차원 값들을 2차원에 투 하는 통계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보 하는 선형 변

환(linear transform)을 구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PCA 알고리즘은 평균과 분산의 통계  특징을 이

용한 2차  통계  기법으로 입력 데이터에 하여 최

 공분산의 각 방향을 가리키는 직교와 정규화된 일련

의 축들의 집합을 찾는 방법이다. 특정 상의 고유값이 

평균 상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하여 해당 

상을 찾고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한다[4]. 

실험에서 PCA를 이용한 간질환 인식(recogni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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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thod diagram for texture information analysis

학습 역과 테스트 역으로 구분한다. 실험은 간 CT 

정상 상(N=20)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

상은 고유 상을 생성한다. 모든 학습 상을 이 상 

공간에 투사(projection)시켜 몇 개의 성분값을 장한

다. 그리고 각각의 상마다 장된 성분들의 평균은 

표값으로 장하여 상의 질병을 인식한다. 학습 

상  테스트 상은 알고리즘 수행하여 주성분 값을 

구하고, 테스트 상(입력 상)에 한 특징 공간에 투

사하여 유클리디언 거리를 측정한다. PCA 알고리즘의 

간경화 질병 인식의 흐름도(diagram)를 나타낸다

[Table 1]. 

Equation of the PCA 

    ⋯  
 Create N x d data matrix, with one row vector Xn per data 

point    
  


 ⋯
  ,      

 Subtract mean x from each row vector Xn in X

   
 Covariance matrix of X

 ∑ 
 Find Eigenvectors and Eigenvalues of Σ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M Eigenvectors with largest Eigenvalues

Table 1. Process of PCA Algorithm

2. TIA
의료 상에서 역의 질감(texture)의 내용을 수량화

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 인 방법을 이용하여 

간경화 병변 자동인식에 용하고자 한다[5]. 다음은 간 

CT에서의 질감분석에 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3]. 

질감정보분석(TIA) 라미터는 평균밝기(average gray 

level, AGL), 평균 조도(average contrast, AC), 평탄

도(measure of smoothness, MS), 3차 모멘트(third 

moment, TM), 균일도(measure of uniformity, MU), 엔

트로피(entropy, E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6][Table 

2].

TIA Parameters Equation

AGL  
 

 

    

AC         
MS      

TM   
 

 

  
 

MU   
 

 

 

EN    
 

 



Table 2. Texture feature Information Analysis

디지털 의료 상에서 평균은 평균밝기 값의 개념을 

나타내고, 표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평

균치로서 평균 조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평탄도는 

역에서 밝기의 상 인 부드러운 정도로서 정규화 된 

평탄도 R은 일정한 밝기의 역에 해서는 0이고, 밝

기가 크게 벗어나는 역에서는 1에 근한다.  

3차 모멘트는 히스토그램의 비 칭도로서 분포의 모

양을 나타내며, 확률변수 k번째의 률은 k제곱을 한 

확률변수의 기댓값이며,      라고 표시하고, 

Y의 k번째 률(moment)이라고 읽는다. 일반 으로 1

차 률은 로서 평균, 2차 률은  으로 분

산을 나타내며, 3차 률은 왜도(skewness)로서  분포

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설명하는 통계 인 방법이

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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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성은 균일도를 나타내며, 모든 그 이 벨(gray 

level)이 같은 값으로서 최 를 나타낸다. 엔트로피는 

정보량(quantity)의 개념으로 화소(pixel)들 사이의 상

성(correlation)을 나타내는 평균 정보량을 나타낸다

[9]. 실험방법은 정상 상  간경화 상에 하여 TIA 

6가지 라미터에 한 수치를 산출하 다.

Ⅲ. 실험 결과

1. 알고리즘
정상 상과 간경화 상의 병변 인식을 한 컴퓨터

자동검출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CA 알고리즘 결과는 정상조직 상의 결과값 분포

는 6420.20～6152.51, 간암 상의 결과값 분포는 

6417.40～6268.61의 값을 나타낸다[Table 3]. 그림은 간 

CT 상에서의 기존 자동 검출의 PCA 알고리즘 결과 

그래 를 나타낸다[Fig. 4]. 20증례의 정상인 결과 범

에 해서 7증례의 간경화 병변을 인식하여 35%의 병

변 검출 성공률을 나타낸다. 

Fig. 4.  Euclidean distance in the PCA algorithm
       (Training image: N-N, Test image: 
       N-CR, N=Normal, CR=Cirrhosis)

Pixel value
PCA

Normal Cirrhosis
Max. 6420.25 6417.40
Min. 6152.51 6268.61
Mean 6327.8855 6341.2310
S.D. 62.25949 43.63566

Table 3. Pixel value of PCA algorithm in the CT

TIA 알고리즘 결과는 정상 상의 결과값 분포는 

AGL 137.36±1.78(140.18～134.73), AC 73.82±0.12 

(74.11～73.61), MS 0.08±0.00(0.08), TM 0.89±0.20(0.6

4～1.19), MU 0.30±0.01(0.04～0.02), EN 4.03±0.29(4.4

8～3.62)의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간경화 상의 결과

값 분포는 AGL 131.93±0.90(133.68～130.49), AC 

73.89±0.56(74.00～73.75),  MS 0.08±0.00(0.08), TM 

-0.344±0.8(-0.21～-0.53), MU 0.30±0.07(0.04～0.02), 

EN 5.25±0.30(5.83～4.73)의 값을 나타낸다[Table 4]. 

TIA

Pixel value

Max. Min. Mean S.D.

N CR N CR N CR N CR
AGL 140.18 133.68 134.73 130.49137.3641 131.9347 1.77587 .90142
AC 74.11 74.00 73.61 73.75 73.82 73.89 0.12 0.56
MS 0.0779 0.0777 0.0769 0.0772 0.077 0.076 .00025 .00011
TM -.6359 -.2142 -1.1915 -.5258 -.8932 -.3446 .19767 .08104
MU 0.0965 0.0437 0.0549 0.0231 .0736 .0305 .01483 .00667
EN 4.4768 5.8306 3.6170 4.7291 4.0320 5.2480 .27850 .29814

Table 4. Pixel value of TIA algorithm in the CT

실험결과는 간암의 자동 검출을 해서 PCA  TIA 

알고리즘 결과 값의 그래 를 나타내었다. TIA는 간경

화 상의 결과 값이 정상 상의 결과값 범 를 벗어

나면 정상과 질환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단한다. 

AGL 알고리즘에서 병변 검출의 실험 결과는 20증례

의 정상 상 결과 범 에 해서 20증례의 간경화 

상이 모두 질병이 인식되어 검출율 100%를 나타냈다[Fig 

5]. 

AC 알고리즘에서 병변 검출의 실험 결과는 20증례의 

정상 상 결과 범 에 해서 13증례의 간경화 상이 

인식되어 검출율 65%를 나타냈다[Fig 6]. 

MS 알고리즘에서 병변 검출의 실험 결과는 20증례

의 정상 상 결과 범 에 해서 14증례의 간경화 

상이 인식되어 검출율 70%를 나타냈다[Fig 7]. 

TM 알고리즘에서 병변 검출의 실험 결과는 20증례

의 정상 상 결과 범 에 해서 20증례의 간경화 

상이 인식되어 검출율 100%를 나타냈다[Fig. 8]. 

MU 알고리즘에서 병변 검출의 실험 결과는 20증례

의 정상 상 결과 범 에 해서 20증례의 간경화 

상이 인식되어 검출율 100%를 나타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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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알고리즘에서 병변 검출의 실험 결과는 20증례의 

정상 상 결과 범 에 해서 20증례의 간경화 상이 

인식되어 검출율 100%를 나타냈다[Fig. 10].

Fig. 5. Graph of AGL in the TIA algorithm 

Fig. 6. Graph of AC in the TIA algorithm

Fig. 7. Graph of MS in the TIA algorithm

Fig. 8. Graph of TM in the TIA algorithm

Fig. 9. Graph of MU in the TIA algorithm 

Fig. 10. Graph of EN in the TIA algorithm 

 

2. ROC 
간경화 상의 병변 인식을 한 컴퓨터자동검출 알

고리즘의 통계 인 분석은 ROC 곡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곡선아래 역(AUC)은 TIA 각 알고리즘이 0.5 이

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오차와 95%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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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ptotic sig.)의 결과는 알고리즘 모두가 0.05 미만

으로 통계 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감도(sensitivity)는 MS에서 78.60%이며, 나머지 

알고리즘은 양호하 다. 특이도(specificity)는 MS  

66.70%, EN 64.30% 결과를 나타냈다[Fig. 11][Table 5]. 

 

Fig. 11. Graph of ROC(AC & MS in the algorithms)

AGL AC MS TM MU EN

Sensitivity(%) 95.20 95.20 78.60 96.21 97.70 97.20
Specificity(%) 100 91.40 66.70 100 100 64.30

AUC(%) 100 85.7 83.3 100 100 100
Std. Error 0.0478 0.1322 0.1523 0.0000 0.0000 0.0024
Asymptotic 

Sig. 0.017 0.010 0.021 0.004 0.000 0.023

Cut-off value 131.7
2830

73.84
215

0.077
25

-0.41
760

0.037
66

4.930
70

Table 5. Analysis of ROC curve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간경화의 자동진단을 한  병변 인식 

 검출(detection)로서 향후 컴퓨터자동진단 시스템 구

  환자의 조기진단을 한 선행연구의 응용를 시행

하 다. 연구에서 질병 상의 인식을 한 PCA와 

TIA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용하여 간경화의 자동 

검출능력을 연구하 으며, 각 알고리즘간의 성능을 평

가하 다.

실험 상은 학습 상과 테스트 상으로 구분하여 고

유 상 생성의 학습 상으로는 정상 상이 사용되고, 

테스트 상으로는 간경화의 간암이 존재하는 상이 

사용된다. 

실험결과 PCA 알고리즘은 질병으로 간경화 검출율

이 35% 결과로서 병변의 자동 검출 시스템으로 간 CT 

상에서는 PCA 알고리즘은 이 의 논문과 련하여 

부 합한 컴퓨터보조진단 알고리즘으로 분석된다[6]. 

TIA 알고리즘은 AGL, TM, MU 그리고 EN는 100% 

질병 구분능력을 나타내어 간 CT 상에서 질병의 자

동 진단의 인식  검출 알고리즘으로 우수한 특징 추

출 알고리즘으로 정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에 용하

여 간경변의 자동 진단으로 TIA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면 의사 독에서 정확성  진단 시간 단축에 유용하

며, 상의학과 의사에게 업무 분담과 일차  간경변 

스크리닝 도구로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통계 인 분석의 ROC에서는 논문에서 제시

하는 알고리즘이 CT 상에서는 간경화의 병변을 구별

하는 확진방법(gold standard)으로 양호한 진단평가의 

단계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에서 복부(Abdomen) 간 CT 상의 간경변 진단

을 하기 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상의학과 문

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사도  과

도한 업무, 여러 임상 장의 환경 등으로 인하여 병변

을 간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간 CT 상을 이용한 간경화의 컴퓨터보조진단을 

하여 질감정보분석을 이용하 으며, TIA 알고리즘이 

간경변 자동인식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임상의사

의 독을  보조  수단으로서 용 가능성을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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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한계 은 학습 상의 임상 증례 상이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 상으로 데이터베이

스에 생성하는 고유 상의 증례를 추가한다면 랜덤의 

입력 상에서 간 CT의 질환에 한 높은 인식률이 가

능하리라 사료된다. 한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범용

의 여러 병변 CT 상의 컴퓨터보조진단에 용하기 

해서는 합한 알고리즘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보다 

효율 인 정량 인 분석을 추가하여 다른 질환(lesion)

이 포함된 질환 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질병 인식률 

일반화에 한 기  연구도 향후 연구과제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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