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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영상 수동분할을 위한 VTK기반의 3차원

가시화 소프트웨어 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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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d Cognitive Impairment(MCI) is a prior step to Alzheimer's Disease(AD). It is different from AD

which is seriously affecting daily life. Particularly, the hippocampus could be charged a crucial function

for forming memory. MCI has a high risk about progress to AD. Our investigated research for a relationship

between hippocampus and AD has been studied. The measurement of hippocampus volumetric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The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ed medical images could be passible

to interpret and its examination in various aspects but the cost of brain research with the medical equipment

is very high. In this study, 3D visualization was performed from a series of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s(MRI) and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a competitive software tool based on the open

libraries of Visualization ToolKit(VTK). Consequently, our visualization software tool could be useful

to various medical fields and specially prognosis and diagnosis for MCI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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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료기기의 발전과 함께 영상의 시각화에 대한 발

전 또한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영상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Computed to-

mography) 또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

raphy) 등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방향과 진단을 예측

할 수 있다[1,2]. 이러한 의료영상의 발전은 영상을 

이용하고 이를 진단하는 영상의학자에게 결정적이

고 강력한 도구이다. MRI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나 기능

적인 이상을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의료영상을 이용한 연구들은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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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뇌 정신신경학에서는 치매(Alzhei-

mer's Disease)에 대한 연구가 활달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뇌 MR 영상을 이용한 환자의 치료와 진단

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 질병은 현재

까지도 그 진단과 기전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노인의 인구수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치

매 유병률 조사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약54

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그리고 2050년에

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됐다[3]. 한편, 의료기기의 발전과 더불

어 이에 따른 환자의 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통한 뇌 영상의 데이터양은 급속

히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하고 임상의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

간이 사용된다. 대량의 연속된 뇌 2차원 영상들은 3

차원 재구성을 통하여 이를 3차원적으로 해석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 이러한 의료기기들은 고가의 시스템이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기 힘들다. 일반적인 3차

원 재구성을 통한 모델링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원하

는 임임의 객체(3차원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구현하

기 위한 그래픽스의 기술인 OpenGL 라이브러리를 

응용하여 그 객체를 모델링하고 렌더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OpenGL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그래픽스를 

이용함으로 구현하는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소프트

웨어의 질의 격차가 크고 많은 기능들을 손수 만들어

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VTK(Visuali-

zation ToolKit)는 OpenGL과 달리 가시화를 위한  

고급 렌더링 알고리즘과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

되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3차원으로 재구성된 뇌 MR영상 데

이터로부터 관심영역(Region Of Image)을 획득하고 

이를 3차원 가시화할 수 있는 VTK 라이브러리 기반

의 소프트웨어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

재료 및 개발환경과 VTK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이

론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가시화 소프트

웨어의 전체적인 구조도 설명과 알츠하이머 질병에

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hippocampus)

를 관심영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3차원 재구성을 통

한 가시화 방법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시스템 구현 

및 결과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배경

2.1 연구재료 및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해운대 백병원 신경

과에서 획득한 뇌 MR 영상으로 T1(T1 weighted

image)이 사용되었다. 시스템 환경은 Intel Core i7

CPU 2.93GHz, 16GB 메모리, Windows 7 64Bit 운영

체제에서 수행하였으며 2차원 영상 데이터는 최대해

상도 256 × 256인 192장의 연속된 2차원 MR 뇌영상

을 사용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도구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Standard Edition을 

사용하였으며, 플랫폼으로는 .Net 개발환경으로 C#

언어를 사용하였고 VTK(ActiViz.NET 5.8.0 Open-

Source Edition), OpenCV(OpenCV2.4.5) 라이브러

리가 사용되었다.

2.2 VTK(Visualization ToolKit) Pipeline

VTK(Visualization ToolKit)는 3차원 그래픽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Kitware에서 지원하는 공

개 그래픽 라이브러리중의 하나이다[4,5]. OpenGL

은 기본적인 그래픽 라이브러리이므로 대부분의 작

업을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야 하지만 VTK는 Color

Mapping, Contouring, Cutting, Probing 등과 같은 

가시화기술을 지원하며, Volume Rendering, Surface

Rendering과 같은 렌더링 기법, 개발자의 편의를 위

해 제공되는 Interaction, Widget 등 다양한 구성요소

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픽 처리를 위한 사용자에게 

특화된 공개 프리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을 이용한 VTK기반의 가시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6-8]. VTK 파이브라인은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Source 부분에서 파일이나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filters를 통하

여 기본적인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해준다.

Filters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Mapper라는 과정을 통

하여 데이터의 오브젝트를 그래픽데이터로 실체화

해준다. 마지막으로, 실체화되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환하는 Actors의 과정과 스크린에서 뷰포트를 만

들고 가시화하는 Renderers & Windows로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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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ystem structure of the software tool.

Fig. 1. VTK pipeline process.

Fig. 3. The design of class diagram for the software tool. 

Fig. 4. The selected hippocampus head and tail by user.

라인은 구성된다.

3. 제안한 방법

3.1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뇌 MR영상으로부터 3차원 

재구성된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사용자에 의한 관심

영역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였다. 일반적인 기존의 

MR 뇌 영상 소프트웨어들은 시상면(sagittal), 관상

면(coronal), 수평면(axial) 등을 볼 수 있으나, 제안

된 시스템은 일반적인 기존의 뷰어를 통하여 원하는 

시점을 설정하고 설정된 시점을 oblique 슬라이스 뷰

어를 통하여 다각적인 시점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클래스는 MR 뇌영상 데이터를 입력받고 3차원 데이

터를 재구성할 수 있는 ReadDICOMS 클래스,

Oblique 슬라이스의 데이터 획득과 이에 관련된 기

능을 위한 submain Viewer 클래스, 전체적인 인터페

이스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Main Viewer 클래스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도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3.2 Oblique slice와 ROI 획득

일반적으로 뇌 영상에서 관심영역을 획득하는 방

법들은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에 대한 단면 영상으

로부터 사용자가 해마의 형태를 획득한다. 해마는 기

억을 담당하는 뇌 구조의 하나이며, 그 모양은 Fig.

4와 같이 곤봉모양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방향(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으로부터 얻은 해마

는 그 형태가 모호하여 영상을 분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질병에서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해마의 형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9-13]. Oblique slice를 이용하는 연구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3가지 단면도에서 관찰하는 것 

보다 용이하여 사용자가 분할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14-16]. 또한 정신과 의사들이 강력하

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마의 

관심영역을 얻기 위하여 해마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의 정점을 획득하여 비스듬한 사선(obliqu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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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erpendicular slice of brain image to  oblique 

axis of hippocampus.

Fig. 6. A part of code for the hippocampus visualization. 

긋고 해마의 장축을 구하였다. 그리고 장축에 대해 

수직인 2차원 슬라이스의 획득을 제안하였다(Fig. 4, 5).

3.3 ROI에 대한 3차원 재구성 방법 및 가시화

각 oblique slice로부터 우리는 해마의 단면에 대해 

사용자에 의한 수동적인 관심영역을 획득하고 3차원 

재구성을 위한 해마 단면에 대하여 홀 채우기 방법을 

수행하였다. 홀 채우기 방법은 OpenCV의 FillFlood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단면 ROI의 중심을 seed point

로 간주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해마의 연속 일련 

된 단면들의 3차원 재구성 방식은 vtkImageImport

에서 3차원 데이터를 입력하고 vtkFixedPoint

VolumeRayCastMapper, vtkVolume을 통하여 가시

화를 수행하였다(Fig. 6).

4. 시스템 구현 및 결과

4.1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비교 분석

현재 상용 및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진 

SPM(Statistical Parmetric Mapping), MRIcroN

(MRIcro)은 대표적인 뇌 구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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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ed Established softwares with proposed software

Software

list
SPM MRIcroN Proposed software

Interface Learning need Intuitive Intuitive

ROI function No function
Only sagittal, coronal,

horizontal slice
Optional slice

enable image format Analyzer Analzer, NIfT1 DICOM

observation viewer sagittal, coronal, horizontal slice Optional slice Optional slice

어들이다[17,18]. SPM은 뇌 영상 데이터 시퀀스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디자인되었으며 Matlab 함수들을 

이용하여 런던 신경학 연구소에 의해 개발 되었다.

영상 데이터로는 MRI, fMRI, PET등을 통하여 가시

화하여 통계적인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

턱치(Thresholding) 등의 간단한 영상분할 알고리즘

을 제공하고 분할 정확도 낮다. 반면 MRIcroN은 미

국 조지아 대학(Georgia Tech) Neuropsychology

Lab에서 개발되었으며 의료 영상의 가시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의료 영상을 SPM에서 사용

가능한 Analyze format으로 변환기능을 제공한다.

ROI 분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뇌 영상에 대한 

관심영역을 쉽게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영역에 

대한 분할은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을 기준으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MRI, fMRI, PET등의 분석을 위해

서는 SPM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을 기

준으로 하는 단면영상에서의 관심영역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방향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단면의 관심영역 분할 또한 가능

하다.

4.2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결과

VTK 가시화의 파이프라인과 소프트웨어의 시스

템 구조를 토대로 시스템의 구현과정을 서술한다. 시

스템 구현 설계는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고 관심영역

을 획득하기 위한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뷰어를 기

반으로 영역을 지정,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영역에 

대하여 Oblique slice를 관찰하고 각 슬라이스에 대

하여 관심영역을 획득, 이를 가시화하는 3단계를 기

반으로 설계하였다. 연속적인 일련의 2차원 MR 뇌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재구성을 실시하고 전체적인 

두개골 뷰어, 사용자 컨트롤러에 따른 슬라이스 뷰어

를 구현하였다.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뷰어를 통하

여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여 관심 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관심영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투영도와 콘트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생성하였다(Fig. 7).

해마의 머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까지 총 45장을 

슬라이스를 획득하였고 각 슬라이스에서 해마로 추

정되는 부분의 2차원 슬라이스 영역을 수동 분할하

였다. 그리고 분할되어진 45장의 2차원 슬라이스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가시화시킨 영상을 Fig. 8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영상은 smoothing을 시키

지 않은 raw데이터이며 사용자의 인지를 위한 빛 조

명에 의한 반사효과만을  적용시켰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어진 소프트웨어 툴의 객관성 

평가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MRIcroN과 Freesurfer와의 정량적인 비교평가를 

임상의사가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교평가

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방법론에서 차이점이 있다.

MRIcroN은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을 보면서 임상

의사가 손수 해마부분을 그려서 추출하였으며, Fre-

esurfer는 명령어에 의한 뇌 지도에 따라 해마를 자

동 분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독창성 및 차별성

을 주장하는 분야가 바로 해마의 기본 축의 사선에 

의한 수직면을 임상의사가 직접 그려 해마를 추출하

여 분석하는 툴(Image Analyzer)이다. 현재 이와 같

은 방법론을 사용하는 툴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진행되어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아래 Table 2에서 보면 개발되어진 툴이 해마 좌우의 

정량적 분석에 큰 편차가 없음을 보였다.

5. 결  론

의료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



(a) (b)

(c) (d)

Fig. 7. The visualization software tool. (a) sagittal plane viewer, (b) coronal plane viewer, (c) horizontal plane viewer, 

and (d) control brightness viewer. 

Fig. 8.  The developed 3D visualization and analyzer software tool for brain hippo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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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ntitative brain hippocampus analysis according to software tools (unit: voxel number)

Tools

Images

MRIcroN Freesurfer Brain Analyzer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Image 1 2,826 3,151 4,781 4,690 1,608 1,491

Image 2 3,644 3,018 4,778 5,017 1,081 994

Image 3 2,323 2,383 3,656 3,724 1,384 1,314

Image 4 2,915 2,791 4,650 4,794 1,255 1,277

Total 6,470 8,552 13,215 13,431 4,073 3,799

리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3차원의 의료영상 데

이터는 단순한 2차원 의료 영상에서의 시각적인 결

과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의 정보와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관심영역을 지정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관찰하기 위

한 방법인 oblique slice에서 획득한 해마를 3차원 설

계 및 가시화를 하였다. 따라서 해마를 포함한 알츠

하이머의 질병에 관하여 뇌의 하부구조를 가시화하

고 이를 해석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공개라이브러리인 VTK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고가 소프트웨어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

는 소프트웨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Table 2에서와 

같이 세 개의 툴의 정량적 지표에 큰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의와의 긴밀한 피드백을 통하

여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과 객체에 대한 3차원 가시화를 개선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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