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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하 교수 (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

바이오 빅 데이터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초음파 B-모드 영상 보조 진단 시스템 연구

1. 연구 배경

1.1 유방암 초음파 촬영술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30

여 년간 계속 증가해 왔으며, 특히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병률이 2.5배 이상 증가했

다. 2010년 한 해 전 세계 1.6백만 명의 여성

이 유방암으로 진단되었고, 42만 5천 명이 유

방암으로 사망하였으며 그 가운데 6만 8천 명

이 개발도상국의 15~49세 여성이었다 [1]. 또

한 유방암은 대한민국 여성의 암 중 발병률 1

위의 암으로, WHO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유방암 환자 증가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방

암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가

장 중요하며 40대 유방암 환자가 많은 우리나

라의 특성상 적어도 35세부터는 정기적인 검

진이 필요하다. 

유방암 진단의 표준 촬영 기술은 유방 촬영

술이다 [2]. 유방 촬영술은 유방의 종양이나 

비정상적인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 상하방향 촬영법과 내외 사방향 촬영법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며 양측 유방을 총 4회에 

걸쳐 촬영하는 기술이다 [3]. 상하방향 촬영법 

(Craniocaudal, CC)은 먼저 환자가 양 발을 벌

리고 X선관을 향헤 선 후 유방하 주름에 선을 

넣어 유방을 가슴과 90° 각도가 될 때까지 든

다. Cassette holder의 높이를 유방에 맞추고 

유방을 가슴 앞으로 당기면서 유두 옆 모양이 

재현되도록 필름 중앙에 오게 하여 유방이 팽

팽해질 때까지 압박하고 촬영하는 방법이다. 

내외 사방향 촬영법 (Mediolateral oblique, 

MLO)은 환자의 체격에 따라 X선의 방향각을 

40~60°로 선택한 후, 환자가 검사측 팔로 장

비 손잡이를 잡게 하면서 film tray 높이를 조

절한다. 환자의 손을 유방 외측의 늑골쪽으로 

하여 유방 조직과 흉근 전방, 내측을 당기는 

듯이 하며 손으로 유방과 흉근이 전방을 향하

게 하면서 tray에 놓고 장비에 기대 누운 듯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서서히 압박을 하면서 

촬영하는 방법이다. 

그림 1. 국내 여성 유방암의 연도별 발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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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촬영술상 유방암은 종괴 또는 미세 

석회화의 양상으로 발견되는데, 대부분은 모

양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지저분한 종괴로 발

견된다. 유방암의 약 1/4에서는 미세 석회화

의 양상을 보이며, 조기 유방암의 경우 종괴

는 보이지 않고 미세 석회화만으로 발견되

는 경우가 많다. 검사 결과는 정상, 추가 검

사 요망 등으로 나오

며 추가 검사로는 이

상이 의심되는 부위

에 대해 유방 초음파

를 시행하거나 확대 

촬영술을 시행하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유

방 촬영술은 조기 진

단에 한계가 있다 [4]. 

유방 촬영술로 판독 

가능한 종양의 크기는 

평균 1 cm 정도로 1B

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장비 구축비용

이 2억에서 3억 정도

로 비쌀 뿐 아니라 유

방 촬영 시 유방 압착

으로 여성들의 불쾌감

과 고통을 초래한다. 

또한 우리나라 젊은 

여성(주로 30대 이전 

미혼이거나 유방이 많

이 딱딱한 여성)의 경

우 유방에 지방 조직

이 적고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진 치

밀 유방 형태가 많아 

유방 촬영술을 시행해

도 유방 조직 전체가 

뿌옇게 흐려져서 나올 

수 있어 석회화나 종

괴 여부 판단이 힘들

다. 따라서 미국에서

는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의 밀도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치밀 유방조직을 가진 여성이 유방 촬영술을 

시행할 때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라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비해 유방 초음파 검사는 치밀 유방

을 촬영할 때 유리할 뿐 아니라 최근 초음파 

그림 2. CC (craniocaudal) 촬영 방법.

그림 3. MLO (mediolateral oblique) 촬영 방법.

그림 4. 치밀 유방 (왼쪽)과 지방형 유방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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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의 해상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비해 훨씬 질 높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전문의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검사의 장점에도 불구

하고 초음파 장비에 따른 진단 결과의 차이

가 크고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진단 결

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집단검사 등에서 표준적이고 객관

적인 검사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직접 초음파 촬영을 하면서 병

변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피

로도 증가로 인한 오진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초음파 영상의 해석은 주관적이기 때

문에 같은 영상에 대한 해석이 의사마다 다

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유방 초음파 검

사에 의한 암 진단은 초음파 영상 상의 특정 

병변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다

시 양성이나 악성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러

나 숙련되지 못한 의사의 경우 병변을 찾아

내고 이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의 

능력에 의해 생기는 이러한 단점 외에도 진

단 오류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첫

째는 영상 장치에서의 이미지 간 편자, 둘째

는 디지털 영상 내의 노이즈(잡음)이다. 노이

즈는 진단 오류의 주된 원인이다. 초음파 영

상은 영상 자체적으로 노이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처리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 원하는 병변을 탐지하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일이다. 셋째로, 유방 초음파는 

유방 촬영술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유방의 영

상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비

교적 길고 유방 내 미세 석회화를 진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2  (Computer Aided Diagnosis, CAD) 
System의 필요성

따라서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

력된 유방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병변을 검출

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도축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보

조 진단 시스템 (computer aided diagnosis, 

CAD)이 필요하다 [5,6]. 이를 통해 의사 간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의사들이 수행하는 수

작업 진단 절차들의 전반적인 민감도, 정확

도 및 발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영상을 해석할 때 미국 영

상 의학회에서 제정한 BI-RADS (breast 

imaging-reporting and data systems) 분

류법에 따라 영상을 해석하고 디지털화하

여 자동 계산함으로써 초음파 영상의 영상

학적인 이상 소견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

여 병변을 진단하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위

한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

였다 [7]. BI-RADS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

여 초음파 영상에서의 해석 항목들을 정리한 

lexicon으로 종양이나 유방의 구조적인 뒤틀

림, 비대칭, 밀도, 석회화 등의 항목들이 정

의되어 있다 [8].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 수

량화된 BI-RADS 결과들은 의사들에게 2차 

소견으로 주어져 전반적인 질병 발견 및 진

단 절차를 보완해주며, CAD는 의사의 눈으

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양성과 악성의 

병변 차이를 디지털화하여 진단함으로써 비

숙련 의사의 진단 보조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5. 유방 촬영술 상 종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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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CAD의 의미와 동작원리

그림 6은 제안하는 유방 초음파 CAD의 시

스템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유방 초음파 

CAD는 병변의 의심 영역을 표시하는 CADe

와 병변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CADx로 나누

어지는데 먼저 CADe로 병변 의심 영역을 찾

은 후 CADx에서 BI-RADS에 따라 병변을 

묘사, 진단하게 된다. CADx의 BI-RADS 항

목은 의사의 진단뿐 아니라 병변의 악성도를 

계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병변의 악성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성된 자동 진단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동 진단 모델은 

대용량의 유방 초음파 영상 PACS (picture 

archiving and ccommunication system)로

부터 각 영상의 BI-RADS를 통해 생성한다. 

먼저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 의심 영역

을 표시 및 제시하고 BI-RADS lexicon을 계

산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2.2 BI-RADS

BI-RADS lexicon 항목으로는 shape, 

orientation, margin, echo pattern, 

Posterior 등이 있는데 특히 유방암의 판단

에는 병변의 모양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

다 [9]. Shape는 병변의 모양이 타원형이거

나 2~3개의 굴곡이 있을 경우 oval, 원형

일 때 round, oval과 round 둘 다 아닐 때 

irregular로 판단한다. 양성 종양은 성장이

나 전이를 하지 않아 병변의 모양이 매끄럽

기 때문에 oval이나 

round형, 악성 종양은 

침윤성으로 인한 전이

와 불규칙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병변의 

모양이 irregular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불규칙성을 수치로 나

타내기 위해 병변의 

경계를 푸리에 변환하

여 불규칙성을 수치화

하는 푸리에 변환 기

반 병변형태 계산기를 

사용하였다 [10]. 

Orientation은 종양

그림 6.  유방 초음파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 (CAD)의 구성도 
(CAD는 CADe와 CADx로 구성되어 있고, 유방암 자동 진
단 모델은 PACS의 대용량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생성).

그림 7.  초음파 영상에서의 ova l ,  round , 
irregular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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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축이 피부 주름과 평행하고 가로축이 

세로보다 길 때 parallel, 장축이 피부 주름

을 따라 위치하지 않고 세로가 가로보다 길 

때 not parallel로 판정하는데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에 비해 유동성이 있어 종양 부위

를 눌렀을 때 종양이 찌그러지면서 움직이고 

악성 종양은 비교적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다. 

Margin은 병변과 주변 조직의 경계와 관

련된 항목으로 종양과 주변 조직 간의 경계

가 잘 드러나 있고 선명하면 circumscribed, 

그렇지 않으면 not 

c i r c u m s c r i b e d

로  판단한다.  No t 

circumscribed는 덩

어리와 주변 조직 간

의 경계가 불분명한 

indistinct, 몇몇 혹

은 모든 경계의 모

서리가 선명하고 예

각을 포함한 경우인 

angular, 덩어리의 경

계에서 짧은 주기의 

부채꼴 형태가 나타

나는 microlobulated, 

바늘 모양 경계를 가

진 spiculated로 세

분화할 수 있는데 이 

중 하나 이상의 특

징이 나타날 때 not 

circumscribed라 한

다. 양성 종양은 주위 조직과 구분되어 섬유

성 피막에 싸여 있고, 악성 종양은 피막이 

없기 때문에 circumscribed일 때 양성, not 

circumscribed일 때 악성인 경우가 많다. 

Lesion boundary는 병변과 주변 조직 간 

선명한 경계가 미세하거나 주변 조직 두께에 

상관없이 가장자리의 에코가 뚜렷하게 관찰

되는 abrupt interface와 병변과 주변 조직 

간 경계가 선명하지 않고 반사 영역과 이어

져 보이는 echogenic halo 두 항목으로 나누

어진다. 

Echo pattern은 내부의 반사가 없는 

anechoic, 내부 반사량이 지방에 비해 높고 

섬유 조직과 비슷한 hyperechoic, 지방 조직

에서 에코가 낮은 hypoechoic, anechoic과 

echogenic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진 complex, 

지방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지방 조직과 반

사 정도가 같아 구별이 어려운 isoechoic 항

목으로 나눌 수 있다. 

Posterior acoustic feature은 종양 후방

그림 9.  초음파 영상에서의 circumscribed, indistinct, angular, 
microlobulated, spiculated 예시.

그림 8.  초음파 영상에서의 para l le l ,  no t 
parallel 예시.

그림 10.  초음파 영상에서의 abrupt, echogenic halo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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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코가 증가하는 enhancement, 에코가 

감소(경계의 그림자 제외)하는 shadowing, 

enhancement나 shadowing이 없는 no 

posterior acoustic feature, 후방에서 감쇠가 

있거나 enhancement, shadowing이 동시에 

나타나는 combined pattern으로 분류된다.

병변의 형태 외의 BI-RADS 항목들인 

posterior acoustic, orientation, margin, 

echo pattern 등도 영상에서의 특징점으로 

계산하기 위해 각 항목의 목적에 맞는 특징

점 추출기를 생성하였다. 병변 자동 진단 모

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PACS 대용량 유방 초

음파 영상으로부터 각각의 BI-RADS 특징

점을 설계된 특징점 추출기를 사용해 계산한 

다음 패턴인식 알고리즘과 데이터 마이닝 기

술을 사용해 유방암 보조 진단 모델을 생성

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유방암 보조 진단 모

델은 새로운 유방 초음파 영상이 CAD 시스

템에 입력되었을 경우 병변의 위치를 찾고 

자동으로 찾고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였다.

2.3 Image segmentation, detection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AD 시스템은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을 추출하고, 추출된 

병변 영역을 BI-RADS기반으로 기술한 다음 

이 정보를 병변 진단 모델링 분류기로 판정

한다 [11]. 종양의 판정은 병변 영역 검출, 병

변 외과선 검출, 병변 악성도 판정 등의 3가

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병변의 형태학적 정보와 유방의 구조적
인 정보를 이용한 병변 영역 검출
유방초음파 영상의 특징은 스펙클 잡음이 

많고, skin, subcutaneous fat, mammary 

glandular tissue, retromammary fat, 

pectoralis muscle로 분리되어 보이는 특징

이 있다. 지방층과 병변은 어둡고 유방실질

은 밝게 보인다. 따라서 병변의 특징은 병

변 내부는 주변에 비하여 어두운 특징이 있

고 대략 원 혹은 타원 모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병변의 위치는 일반적으

로 mammary glandular tissue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상 전체에서 병변을 

찾는 것 보다 mammary glandular tissue 

영역에서만 병변을 찾을 때 병변 검출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병변의 형태학

적 정보와 유방의 구조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mammary glandular tissue영역에서 병변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한다. 

그림 13은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의 

mammary glandular tissue 영역을 나타내 

준다. 

그림 11.  초음파 영상에서의 hypoecho ic , 
isoechoic, hyperechoic 예시.

그림 12.  초음파 영상에서의 enhancement, 
shadowin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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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anny 알고리즘을 통한 병변 외곽선 추출
병변 영역을 검출한 다음 병변 외곽선을 

추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방 초음파 영

상에서의 병변의 영역은 주변에 비해 어두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의 화솟값이 급

격히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솟값의 기울기 정보를 이

용하여 병변의 외곽선을 추출한다. 먼저 가

우시안 마스크를 통해 영상을 회선한다. 가

우시안 마스크는 블러링 기법의 한 종류로서 

영상의 세세한 부분을 제거함으로 인해 영상

을 부드럽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 

각각의 결과 화소들에서 기울기 (gradient) 

요소를 계산하고 각 화소에서 기울기 방향을 

계산한다. 그 다음 기울기 방향을 따라 2차 

미분을 계산하고 0인 값의 위치를 찾아 그 

점은 병변의 외곽선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각 점에서 병변의 외곽선을 추출한 다음 그 

점을 연결해 최종 병변 외곽선을 추출한다.

③  BI-RADS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한 종양 
악성도 판정 
추출된 병변 외곽선을 사용하여 병변을 분

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BI-RADS 항

목 정보를 이용하여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의 병변의 악성도를 계산한다. 계산하고자 

하는 BI-RADS 항목은 Shape (Regular/

Irregular), Orientation (Parallel/Not 

parallel), Margin (Circumscribed/Not 

circumscribed), Echo 

pattern (Anechoic/

H y p e r e c h o i c ) , 

P o s t e r i o r  ( N o 

p o s t e r i o r /

Shadowing) 등이다. 

이들 BI-RADS 항목

은 BI-RADS 항목 중

의 mass항목으로서 병

변의 진단에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각 BI-RADS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병변의 형태학적 특징점과 texture 

특징점을 사용한다. 특히 병변의 형태는 병

변의 악성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병변의 형태를 잘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푸리에 변환 기반 병변형태 묘사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푸리에 변환 기반 병변

형태 묘사기는 병변의 외곽선 (그림 14)으로

그림 13.  유방 초음파 영상의 형태학적 정보와 mammary 
glandular tissue만 영상에서 분리한 예. 

그림 14.  유방암 초음파 영상과 영상에서의 악성 
병변 위치 (a) 유방암 환자의 유방 초음
파 영상, (b)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의 악
성 병변 위치 (빨간색 테두리) (삼성의료
원, 2012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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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형태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다음 이 히

스토그램을 1차원 신호로 변환한다. 형태 히

스토그램은 log-polar bin 히스토그램 생성

기로부터 생성한다 [12]. 이렇게 계산된 1차

원 신호를 푸리에 변환시켜 푸리에 계수를 

얻는다. 푸리에 계수는 최종적으로 병변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특징점으로 사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병변의 악성도가 증가할

수록 병변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되기 때문에 

푸리에 계수의 변화도 양성과 악성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5는 그림 2에서의 병변 외곽선으로

부터 병변 히스토그램을 사용해 계산한 히스

토그램과 그것의 1차원 신호를 보여준다. 

병변의 악성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대용량의 PACS 유방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유방암 자동 진단 모델

을 생성한다. 데이터마이닝은 PACS에 저장

된 이전 유방암 환자의 초음파 영상을 분석

하여 BI-RADS 특징점을 모두 계산한 다음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

은 새로운 유방 초음파 영상이 들어왔을 때 

영상에서의 BI-RADS 특징점을 추출하고 그 

값을 기반으로 병변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2.4 Feature List (표 1)

2.5 Machine learning algorithm 

병변 자동진단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PACS 대용량 유방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각

각의 BI-RADS 특징점을 설계된 특징점 추

출기를 사용해 계산한 다음 패턴인식 알고

리즘과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해 

유방암 자동 진단 모델을 생성하였다. 모

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Machine 

learning algorithm 5가지(Aadaboost, J48, 

Logitboost, NaiveBayes, J48)를 이용하

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Machine learning 

algorithm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

력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

행하여 판별 기준을 구축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떠한 종류로 

판별되는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Data 

mining은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

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

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델 생성에 사용

한 다섯 가지 알고리즘은 아래에 설명한다. 

① SVM 
Machine learning algorithm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특정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여 판별 기준을 

구축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그림 15.  (a) log-polar diagram, (b) bin 단
위 당 포함된 경계점 2차원 히스토그램, 
(c) 1차원으로 변환한 히스토그램.

(c)

(a) (b)

식 1. 푸리에 변환 기반 병변형태 묘사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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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어떠한 종류로 판별되는지를 예측

하는 알고리즘이다. Data mining은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

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

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

한다. 

병변 자동 진단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PACS 대용량 유방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각

각의 BI-RADS 특징점을 설계된 특징점 추

출기를 사용해 계산한 다음 패턴 인식 알고

리즘과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해 유

방암 자동 진단 모델을 생성하였다. 본 고에

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높은 정확도를 보

이는 SVM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자 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 t  vec tor 

machine, SVM)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

어진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분리하는 

중에서, 자료들과 가장 거리가 먼 초평면을 

찾는 방법이다 [13]. SVM의 개념적 특징을 

알기 위해 학습데이터 집합 D가 주어졌다고 

하자. ci는 1이나 -1의 값을 갖는 변수로 xi 

가속한 클래스를 의미하며, xi는 p차원 실수

벡터이다. H3은 두 클래스의 점들을 제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H1과 H2는 두 클래스

의 점들을 분류하는데, H2가 H1보다 더 큰 

마진을 갖고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경망을 포함하여 많은 학습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학습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ci=1인 점

들과 ci=-1인 점들을 분리하는 hyperplane

을 찾아내는 것이 공통의 목표인데, SVM이 

다른 알고리즘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단지 점

들을 분리하는 hyperplane을 찾는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

표 1. BI-RADS feature list.

Extractor Feature No. Feature Name

1 F1 ~ F140 Spatial gray-level dependence matrix(SGLD)

2 F141 ~ F203 Fourier with shape context

3 F204 ~ 234 Fourier with centroid distance (Magnitude)

4 F235 ~ F265 Fourier with centroid distance (Phase)

5 F266 Intensity in the mass area

6 F267 Gradient magnitude in the mass area

7 F268 Orientation

8 F269 Depth-width ratio

9, 10, 11 F270 ~ F272 Distance between mass shape and best fit ellipse

12, 13, 14, 15, 16, 17 F273 ~ F278 The average gray changes between tissue area and mass area 

18 F279 The average gray changes between posterior and mass area

19, 20, 21, 22 F280 ~ F283 The histogram changes between tissue and mass (bin 0~3)

23 F284 Compare the gray value of left, post and right under lesion

24 F285 The number of lobulate areas

25 F286 The number of protuberances

26 F287 The number of depressions

27 F288 Lobulation index

28, 29 F289 ~ F290 Elliptic-normalized circumference

30, 31, 32, 33, 34, 35 F291 ~ F296 Histogram (mean, variance, skewness, kurtosis, energy, entropy)

36, 37 F297 ~ F298 Fourier power spectrum (annual-ring and wedge sampling geometries)

38, 39, 40, 41, 42, 43, 
44, 45, 46

F299 Circularity

F300 Norm. radial length standard dev.

F301 Area ratio

F302 Roughness index

F303 Spiculation index ratio(CCW)

F304 Spiculation ratio(CCW)

F305 D-W Ratio (density gradient)

F306 D-W Ratio (interclass variance)

F307 D-W Ratio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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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후보평면들 가운데 마진이 최대가 되는

(maximum-margin) hyperplane을 찾는다

는 것이다. 여기서 margin이란 hyperplane

으로부터 각 점들에 이르는 거리의 최솟값

을 말하는데, 이 margin을 최대로 하면서 점

들을 두 클래스로 분류하려면, 결국 클래스

1에 속하는 점들과의 거리 중 최솟값과 클

래스 -1에 속하는 점들과의 거리 중 최소

값이 같도록 hyperplane이 위치해야 하며, 

이러한 hyperplane을 maximum-margin 

hyperplane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SVM은 두 클래스에 속해있는 

점들을 분류하는 수많은 hyperplane들 중, 

최대한 두 클래스의 점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② Adaboost
Weak-classifier들의 조합으로 strong-

classifier를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 여기

서 보통 weak-classifier는 특정 한 차원의 

threshold classifier를 사용한다 [14].

③ J48 (decision tree)
결정 트리 (decision tree)는 흥미 있는 아

이템을 분류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그

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15].

 

④ Logitboost
Adaboost는 기하 급수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반면 logitboost는 물

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16].

⑤ Naive Bayes
Naive Bayesian classification은 단순한 

확률적 분류법이다. 확률 모델은 베이즈 정

리 (Bayes' Theorem)를 사용하여 유도될 수 

있고, 실제로는 생길 수 없는 강한 독립 가정

을 포함한다 [17].

3. 실 험

삼성의료원으로부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촬영된 4,107장의 유방암 종양 이미

지를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이미지 중 1,599

장은 양성종양을 촬영한 이미지로 촬영 대상

은 11세에서 81세 사이, 평균 나이는 45세의 

환자였으며, 2,508장은 악성종양 이미지로 

촬영 대상은 24세에서 86세 사이, 평균 49

세의 환자였다. 모든 이미지는 삼성의료원의 

감수 하에 Philips ATL iU22 초음파 기기로 

촬영되었고, 스캐너는 5에서 12 MHz, 6 cm

의 선형 프로브를 탑재하였다. B-모드의 이

미지 사이즈는 1,024×768 픽셀이었으며, 공

간 해상도는 0.23 mm/pixel이었다. 제공받

은 이미지에 BI-RADS 분류법에 따라 생성

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을 해석, 계산

해 종양의 악성과 양성을 분류하였다. 

자바 기반의 data mining software

인 'WEKA'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알고리

즘 학습을 수행하였다 [18]. 또한, filtered 

classifier을 사용하여서도 각각의 알고리즘

을 적용해 보았다. 

SVM을 이용할 때는 classifier 형성에 영

향을 주는 gamma와 nu값, kernel type, 

normalize 등의 옵션들을 다양하게 변경하

그림 16.  선형 SVM이 두 자료 (흰색원, 검은색
원)을 직선으로 분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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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로부터 알 수 있

는 Specificity, Sensitivity, Accuracy, 

Precision, Recall 값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진단 모델을 찾을 수 있었다. 

개별 영상들로부터 총 290개의 BI-RADS 

기반 특징점이 추출되었으며 특징점 값들의 

분포를 사용해 병변의 양성과 악성을 판정하

기 위해 J48, Adaboost, Logiboost, Naïve, 
SVM 등 총 5가지의 분류 알고리즘이 사용

되었다. 각 알고리즘에 의해 측정된 분류 성

능을 specificity, sensitivity, precision, 

recall, accuracy를 사용해 비교하였다.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실험에 따르면 SVM의 성

능이 specificity 95.8%, sensitivity 94.1%, 

precision and recall 95.7%, accuracy 

94.9%로 가장 뛰어났다. 따라서 제시된 특징

점들과 SVM 알고리즘이 다섯 항목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확률로 병변의 양성, 악성을 분

류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알고리즘 수행 결과로 표 2

와 같은 값을 가진다. 실험 결과 Filtered 

classifier에 SVM을 적용 하였을 때 가장 좋

그림 17. 병변 자동 진단 모델 생성 과정. 

그림 18. data mining software 'WEKA'.

표 2. 알고리즘 수행 결과.

SVM Aadaboost Logitboost J48 NaiveBayes

Specificity 0.958 0.921 0.92 0.917 0.891

Sensitivity 0.944 0.901 0.912 0.909 0.875

Accuracy 95.066% 91.1272% 91.6222% 91.3366% 88.3283%

Precision 0.951 0.911 0.916 0.913 0.883

Recall 0.951 0.911 0.916 0.913 0.883

그림 19.  병변 분류 알고리즘의 specificity, 
sensitivity, precision, recall, accuracy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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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보이며 이 진단 모델이 유방암 진

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상된다.

4. 결 과

본 고에서는 유방 초음파 영상의 자동 분

석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초음파 영

상에서의 병변을 묘사하기 위해 BI-RADS 

(Breast Imaging-Reporting and Data 

Systems) 분류법에 따라 영상을 해석하고 

디지털화하여 자동 계산함으로써 초음파 영

상의 영상학적인 이상 소견을 기록하고 이

를 분석하여 병변을 진단하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위한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에 대

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제안된 시스템

은 삼성 의료원으로부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촬영된 4,107장의 유방암 종양 이미

지를 specificity 95.8%, sensitivity 94.1%, 

precision and recall 95.7%, accuracy 

94.9%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고에서 제안한 초음파 영상 자동 분석 

시스템은 의사들의 피로도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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