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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 기술
권솔립․유희선․이승준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Ⅰ. 서  론

한국유방암학회가 발표한 최근 유방암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사
이 유방암 발생률이 3.5배 증가하였으며(그림 1), 유
방암 환자 2명 중 1명은 30∼40대의 젊은 여성이다. 
또한 25명 중 1명은 유방암이 발병하며, 유방암 발생
증가율은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하지만유방
암의 경우,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 % 이상으로 30
대부터 조기 발견을 위한 유방암 조기 검진 활성화

가 필요하다[1].
현재 유방암의 조기 진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X-ray mammography 방식이다. Mammography는
X-ray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X-ray의 직진
성을 이용하여 정상 유방 조직과 종양에서의 X-ray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유방 내부의 영상

얻는다. 검사 방식은 촬영기에 유방을 한쪽 씩 놓고
가로와 세로로 압축하여 두 차례씩 검사한다. 이때
최대한 유방을 압축하여 편평한 상태를 만들어 검사

[그림 1] 대한민국 연간 유방암 발생률 1996∼2009

해야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방식의 경우, 환
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을 압축하여 촬영([그림 2])하므로 환자에게 큰
고통이 따른다. 유방의 기본 촬영은 상하 방향 촬영
과 내외 사방향 촬영으로 양쪽 총 4번 검사하여 보
통 5∼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촬영을 위
하여 유방을 잡아당겨 최대한 평평하게 되도록 한

후, 유방을위에서아래로누르면서검사하므로 이로 
인한 압박으로 환자는 촬영하는 동안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후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더 정
확한 병변 확인을 위하여 확대 촬영을 수행한다. 확
대촬영은 기본촬영에서 의심되는부분이 병변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자 병소와 유방 조직을 분리

시켜 보기 위한 검사로, 보고자 하는 부위의 유방조
직에 더 강한 압박으로 두께를 줄여서 촬영한다.
또한, 촬영이끝난후에도환자가정확한진단결과

를얻지 못하는 경우가많이 발생하여 X-ray mammo- 
graphy는 60 %에해당하는높은 False-negative 확률을

[그림 2] X-ray Mammography 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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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2].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고
에 따르면, 2007년 국가 5대 암 검진에서 정상 소견
을 보였으나, 2008년 검사에서는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가 7,124명이나 되었으며, 그 중 유방암 환자가
2,384명(33.5 %)으로가장많았다[3]. 5대암오진중유
방암이 33.5 %로 가장 많은 이유는 유방의 조직학적
특성과 한국 여성 유방암의 인종적 특성 때문으로, 
유방 조직은 우리 몸의 다른 조직과 다르게, 비교적
밀도차이가적은유선조직과지방조직으로만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X-ray로 좋은 영상을 얻기가 어렵
기때문이다. 유방조직은 유선 조직과 섬유 조직, 지
방 조직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젊은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밀도가 높은 섬유 유선 조직이 많은 치밀 유

방(Dense breast)을 갖고, 폐경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
러한섬유유선조직들이지방으로바뀌어지방형유

방으로바뀌게된다. 치밀유방의경우, Mammography 
촬영으로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이 잘 구분되지 않는

다(그림 3). 따라서 X-ray mammography로는 젊은 여
성을 대상으로 유방암을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 방법이다.
X-ray mammography 외에 다른 유방암 진단 검사

로는 유방 자기 공명 영상 검사(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PET), 초음파 검사(Ultrasonography) 등
이 있다. MRI나 PET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
어 X-선 촬영 이후 추가로 더 정밀한 검사가 요구될
시에 주로 사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칼슘 침전물, 조
직의 밀도 차에 대한 구별이 어려워 정확한 암 진단

(a) 정상
 

(b) 유방암이 있는 경우

[그림 3] 치밀 유방의 Mammography 촬영 사진[4]

을하기힘들어서 X-ray mammography를보완하는 용
도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대
안으로서 최근 전자파를 이용한 Microwave imaging 
방식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Ⅱ.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 기술

전자파를 이용한 이미징 기술은 이전부터 구조물

의 비파괴 검사, 숨겨진 물체 탐지 등의 특정한 분야
에이용되어왔다. 최근에는알고리즘과연산기술및 
하드웨어의 기술 발전으로 전자파 이미징 기술을 인

체 진단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5]. Microwave imaging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 기술
은 Microwave frequency(0.5∼20 GHz) 영역에서 정상
세포와 암세포의 전기적 특성 차이가 크게 나는 것

을 기반으로 한다([그림 4]).
안테나에서 보낸 신호가 유방 내에 다른 세포 즉, 

암세포를 만나면 그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마이크로

파 신호가 분산 또는 반사되거나 암세포에 의하여

그만큼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러한 현상
은 수신 안테나 쪽에서 검출되는 신호 에너지의 양

에 차이가 생기게 하고, 이렇게 검출된 에너지를 바

[그림 4] 정상과 유방과 암 조직의 Relative permittivity 
와 Conductivit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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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유방 내부의 영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해상도는 높

아지지만, 반대로 인체내부로침투하는 능력은 감소
되므로, 선명한 영상을 얻기 힘들 수 있다. 다행히도, 
유방은 주로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이크로파

를 이용하였을 시에 침투 손실이 4 dB/cm 정도이기
때문에 낮은 전력 신호로도 물체의 반대편 안테나까

지 신호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체에
허용되는 최대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함에 있

어 Specific absorption rate(SAR)과 같은 기준을 많이
사용한다. SAR은 조직의 부피에 흡수되는 파워의

양을 나타내는데, Standard C95.1-1999에 따르면 100 
kHz에서 6 GHz에서 동작하는 기기의 경우, 평균 1 
g의 인체 조직에 대해 최대 1.6 W/kg을 넘지 않는 것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
하는 휴대폰과 비교하였을 때, Microwave 방법을 이
용한 유방암 검출 시스템의 경우, 휴대폰보다 더 적
은 노출을 겪기 때문에 환자에게 건강상 유해한 노

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Microwave를 이용한 유방암 검출의 경우, 작은
크기의 암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MRI보다 더 저렴
한비용으로 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영상을 
얻는 방법에서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얻

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유방 내 위치하는 거의
모든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
이러한 Microwave imaging 기법은크게 Tomography 

방식과 Radar 방식으로나뉘어연구가진행되고있다.

2-1 마이크로웨이브 토모그래피

Microwave tomography imaging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Dartmouth 대학에서 Keith Paulsen 교수와 Paul 
Meaney 교수의 주도하에 연구가 시작되어, 1995년에 
2차원에서 손실 물질영역 내부의 Dielectric properties
를 Iterative reconstruction 방식을 통하여 Image로 복
원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Microwave Tomography(MT)는 인체조직 진단에서
영상을 얻기 위하여 Inverse scattering 기법을 이용한
다. Inverse scattering은 영상 목표로부터 Diffraction을
포함한 모든 Scattering 신호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역산하여목표의유전율(Permitivity)과전도율(Conduc- 
tivity)에 대한 영상 지도를 만들어 정상 세포와는 다
른 암세포를 구별하는 기술이다. MT 영상은 조직 내
부의 물질 특성에 대한 영상 정보를 2차원적으로 제
공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측정한 각 단면에 대한 2
차원 영상을 복원한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안테
나 어레이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측정을 해야 하므로

신호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측정 데이
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해내는 알고리즘이 복잡

하여 결과 영상을 얻기까지 수 시간이 소요될 수 있

다. 또한대부분의경우, 반복적인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Non-linear inverse scattering pro- 
blem을 푸는데, 이때 Ill-posed 문제가 발생하면, 계산
을 오래 수행한 이후에도 원하는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없는경우가발생한다. MT에서 피 시험체 내부의 
유전율과 전도율을 얻는 역산란 해석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5],[9]. 지금까지 몇 개의 연구 그룹이
MT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 Dartmouth 
대학은 2D FEM 방식 MT 기반 유방암 진단 시스템
시제품을 제작하여, 미국 정부기관 NIH의 지원으로
임상 실험을 수행하고있다([그림 6], [그림 7]). 국내
에서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내외 학계와 협력
하여 전파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유방암 및 종양 진

단 기술 연구를정부 출연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 검증용 테스

트 베드를 개발하였다. ETRI MT 유방암 진단 기술
은 500 MHz에서 3 GHz까지의 마이크로파 신호를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림 8]은 ETRI에서 개발
한 TRI 전자파 토모그래피 영상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9]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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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T에서 사용되는 역산란 해석 알고리즘[5]

[그림 6] 3D FEM 방식 Dartmouth 전자파 토모그래피
유방암 진단 시스템 시제품[7]

2-2 레이다 기반 마이크로웨이브 이미징

(a) 왼쪽 유방

(b) 오른쪽 유방

[그림 7] 57세의 여성 환자의 유방으로부터 얻은 900 
MHz에서의 Dielectric properties 이미지[8]

[그림 8] ETRI 전자파 토모그래피 영상 시스템

Microwave radar imaging 기술은 반사파를 이용하
여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로서, 종양 조직이 있는 유
방 내부로 Microwave를 투사할 경우, 정상 유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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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TRI에서 동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한 유방
암 영상 진단 시스템의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직과종양조직의전기적특성차이로인해반사파가 
크게나타나는현상을이용한것이다. 이방식은군사
적으로 사용되던 Ground-penetrating application을 인
체 조직에 응용한 것으로 1990년대후반, 영국 Bristol 
대학의 Benjamin과 미국 Wisconsin 대학의 Hagness에
의해 고안되었다. 현재는 Bristol 대학에서 활발히 연
구가 진행되고 있고, 팬텀을 이용한 연구 이후 임상
실험까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10]∼[12].
안테나에서 바로 받은 신호는 종양에서 반사되어

나온 신호뿐만 아니라, Transmit 안테나에서 바로

(a) 임상 실험 과정 (b) 마이크로웨이브레이
다 기반 유방암 영상

시스템

[그림 10] Bristol 대학교의 유방암 영상 시스템[13]

(a) X-ray mammogram (b) Radar based UWB microwa- 
ve system(종양있는 단면)

[그림 11] Clinical 결과 영상 비교[13]

온신호와피부에서반사된신호를모두포함한다. 따
라서 Preprocessing 과정이 필요하다. Preprocessing을
통해서 Transmit 안테나로부터 바로 오는 신호와 피
부에서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없애주고, Image recon- 
struction 시 필요한 종양으로 부터의 Backscattered 신
호만을 남긴다. 이 신호를 각 위치로부터의 Delay를
계산하여적용시킨뒤, Image reconstruction을통해영
상을 복원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Delay and Sum(DAS), Microwave Imaging via Space- 
Time(MIST), Multistatic Adaptive Microwave Imaging 
(MAMI)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정확
한 DAS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M개의 안테나
가 있다고 하면, Multistatic의 경우, M × (M—1)/2 개
의 Signal을 사용한다. 각 신호는 안테나의 위치가 다
르므로 신호가 왕복하면서 Delay되는 시간도 다르게
적용된다. 2D의 경우, Intensity를 측정하고자하는위
치를 p=(xp, zp)라 하고, i번째 안테나(xi, zi)에서 보내
고, j번째 안테나(xj, zj)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신
호를 yi,j(t)라 하고, 이때의 time delay는 아래 식 (1)과
같다.

τ  

 









  (1)

받은 신호 yi,j(t)에 time delay를 적용하면, yi,j(t–τ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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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각각의 신호에 delay를 적용한 뒤 compensa- 
tion factor wi,j를 곱해준다. 이 신호들을 더한 후 제곱
하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지점의 intensity를 구할 수
있다. Focal point에서의 intensity I는 아래 식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T
   



 ․ 



(2)

여기서 T는 펄스의 width이고, N은 받은 신호의
개수이다.

2-2-1 주파수 영역 시스템

레이다 기반의 마이크로웨이브 유방 영상 기법은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주파수 영역 시

스템과 시간 영역 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다.
주파수 영역 시스템은 Vector Network Analyzer 

(VNA)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차
례로 변화시켜 가면서 각 안테나 간의 주파수 특성

을 측정한 후, 퓨리에 역변환을 통하여 시간 영역에
서의 응답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Bristol 대학을 비롯
한 대부분의 연구 그룹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

다. 이 방식의 경우, Noise에 강하고정확하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사용되는 장비의 가격이 비싸고, 측

[그림 12] Bristol 대학의 주파수 신호를 이용한 레이
다 기반 마이크로웨이브 이미징 시스템[14]

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측정 시간은
의료 영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측정 시간이 길
어지게되면환자의움직임에의한영상의왜곡이생

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 Bristol 대학에서 발
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 채널 VNA를 이용하여
측정시간을 10초 정도로단축시켰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의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이 결과 영상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

2-2-2 시간 영역 시스템

시간 영역 시스템은 최근에 새롭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펄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오실로스코프로 안테나로부터 받은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의 McGill 대
학이 대표적인 연구 그룹인데, 이 방식은 주파수 영
역 시스템에비해서경제적이고, 측정시간이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
한 펄스 제너레이터와 고속의 오실로스코프, 복잡한
스위칭 회로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시간 신호
측정 환경에서 여러 timing error(jitter, skew)가 발생
할 수 있다([그림 13]).
한편, 일본의 Hiroshima 대학교에서는펄스 제너레

이터와 고속의 오실로스코프 대신 CMOS 회로를 이
용하여 경제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제안된 바 있다[16].

[그림 13] McGill 대학의 시간 영역 신호를 이용한 레
이다 기반 마이크로웨이브 이미징 시스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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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iroshima 대학의 CMOS 유방암 검진 시스
템[16]

Ⅲ. 시간 영역 신호 측정 유방암 검진 기술

전자파 유방 영상 진단 방식 중 시간 영역 신호

측정방식은주파수신호방식에비하여데이터측정

시간이매우짧고 경제적인구현이가능하지만, 현재
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여전히 정밀한 신호 발

생기와 고속의 오실로스코프, 복잡한 스위칭 회로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영상의 정밀도를 높이
기 위하여 3 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펄스를 사용
하는데, 이때 주파수가 높을수록 피부 조직을 통한
감쇠가 심해져서 신호대잡음비(SNR)가 현저히 저하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낮은 SNR은 화질 저하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유방 내의 암세포를 구별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림 15]는 본 연구진이 제안

한 CMOS 칩을 이용한 시간 영역 유방암 영역 시스
템이다. 반구 상에 16개의 UWB 송수신 칩이 위치해
있고, 마스터 컨트롤러가 가운데에서 각 송수신기의
동작을 지정해 준다.
송수신기 칩들이 UWB pulse를 차례로 송신하면, 

나머지 15개의 송수신기에서 신호를 동시에 받는 방
식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면, 
한 번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32 μs 로 획기
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존의 주파수 영역 시
스템의 측정 시간이 10초 이상인데 비해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전체시스템을 다수의 반도체 칩으

[그림 15] 16개 UWB 송수신기가 위치한 시간 영역 신
호 이용 유방암 검진 시스템[17]

로 구현함으로써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시스템의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
로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누적함으로써 SNR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즉, UWB 송수신 칩을 이용하여 정
밀한 신호 발생기와 고속의 오실로스코프를 대신하

고, 복잡한 스위칭 회로의 기능은 Master controller 
chip을 만들어 각각의 송수신 칩의 동작을 결정하고, 
clock을 분배한다. [그림 16]은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

하여 복원한 이미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국내외 유방암 발생 환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의 경우, 여러 한계점
들이있는상황이다. 특히유방암의발생연령대가낮
아지면서, 젊은 여성에게도조기 검진의 필요성이높
아지고 있다. 기존 X-ray Mammography의 경우는 치
밀 유방을 갖는 우리나라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 있
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영상 검
진 방식의 경우,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없고, 전자파
또한 핸드폰에 비교해서도 미미한 수준으로 환자에

게 매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유방 영상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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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70, x-z plane 종양 위치에서의 복원 영상

(b) x=60, y-z plane 종양 위치에서의 복원 영상

(c) z=17, x-y plane 종양 위치에서의 복원 영상

(d) 3D 복원 영상

[그림 16] 시간 영역 신호 이용 유방암 검진 시스템의
결과 영상

할 수 있다.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영상 시스템은
이러한장점들때문에국내외여러연구그룹에서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
영상 방식 중에서도 본 연구진이 제안한 CMOS 기
반의 시간 영역 신호 측정 유방암 검진 시스템의 경

우, 전체 시스템을 다수의 반도체 칩으로 구현함으

로써 측정시간을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시스템의가
격을대폭 낮출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누적함으로써 SNR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궁극적으로 젊은
여성도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유
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사회적 의료 비용 등도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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