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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의료 상 CT 기반의 지식데이터 검색 리시스템 구축에 한 내용을 기술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정 한 지능형 검색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상을 독하고 환자의 병명을 진단함으로써 병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CS의 의료 상 DICOM 일을 읽어서 상을 처리하고, 특징 값들을 추출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장한다. 진료에 필요한 새로운 의료 상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다른 CT의 특징 값과 비교하

여 유사성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연구학술용으로 제공된 100장의 CT DICOM을 JPEG 일 형태로 변환

한 후, SIFT, CS-LBP,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ode Book Library를 구축하 다. 데이터베이스 

최 화를 통하여 새로운 CT 이미지에 한 기존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검색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진료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제어 : 상처리, 지능형 검색시스템, 유사도검사, DICOM, IoT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data retrieval management system based on 
medical image CT. The developed system i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hospital by reading the
medical images using the intelligent retrieval technology and diagnosing the patient 's disease name. In this 
study, the medical image DICOM file of PACS is read, the image is processed, and feature values are extracted
and stored in the database. We have implemented a system that retrieves similarity by comparing new CT 
images required for medical treatment with the feature values of other CTs stored in the database. After 
converting 100 CT dicom provided for academic research into JPEG files, Code Book Library was constructed
using SIFT, CS-LBP and K-Mean Clustering algorithms. Through the database optimization, the similarity of 
the new CT image to the existing data is searched and the result is confirmed, so that it can be utilized for
the diagnosis and diagnosis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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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산업은 재 ICT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 하고 있으며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에 한 솔루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의료기 애서는 처방 달시스템(OCS :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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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ystem), 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료 상 장 송시스템

(PACS :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등

은 빠르게 용되어 운용 이다[2].  의료 상 장 송시

스템(PACS)은 기존의 필름을 가지고 진단하고 독하던 

병원의 업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병원의 상

진단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PACS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는 기본

으로 방사선과 의료 상 장비들이며 컴퓨터 단층 촬  

장치(CT), 자기공명 상 촬 장치(MRI), 투시촬  장

치, 조 장치, 유방암 검진기 등 핵 의학 상 장비들

과 음  내시경, 미경등과 이미지 연계가 가능하다

[3,4]. PACS의 결과물인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에 한 분석을 통한 독

과 진단에 있어 기존에는 문 독가가 수행함으로써 

시간, 비용에 한 리소스 소모가 컸으며 텍스트 기반 검

색을 해서 리자가 의료 상에 해 텍스트를 부여하

고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침으로 검색의 정

확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5,6]. 본 논문에서는 의료

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 한 지능형 검색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료 상을 독하고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는데 기여함으로서 병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의

료 상 CT 기반의 지식데이터 검색 리시스템 개발에 

한 내용을 기술한다. 

2. 의료영상 지식형 검색

2.1 의료영상시스템

의료 상의 리를 효율 으로 하는데 목 이 있는 

PACS시스템은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고해상도의 상 표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등을 내장하여 의료기 내 

상정보 장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사선과의 의

료 상은 국제 의료 상의 표 규격인 DICOM의 표 에 

따라 상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7]. PACS에서 데이터

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주로 상을 리하

는 PACS 상 DB와 상과 계된 각종 자료, 즉 상 

장비와 련된 촬 에 한 자료, 독에 각종 환자자료, 

방사선과 업무와 련된 로세스의 자료인 RIS 등을 

리하는 PACS-RIS DB이다{8,9].

[Fig. 1] Conceptual diagram of PACS system

2.2 지식형 검색

부분의 PACS는 의료 상의 장, 단순 검색, 송등

의 기본 인 시스템 자체 기능에 충실한 반면, 새로운 의

료정보 분석이나 의료 상의 내용이나 의미를 기반으로 

한 다각 인 검색은 지원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반 으

로 의료 상 검색은 상의 촬 기법, 촬 기기, 촬 자

세 등과 같은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속성검색과 

특정 의료 상에 한 담당 문의 소견등과 같은 부가

인 설명정보로부터 추출한 키워드검색과 방사선 상 

자체의 내용에 해당하는 색상이나 질감과 같은 특징정보

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기반 검색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0,11]. 이러한 검색은 상 독 시 기본 인 정보를 분

석하여 담당 문의에게 보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검

색을 통해 얻어진 의료 상 정보의 가용성과 의료서비

스의 질을 향상하기 해, 의료 상을 리하고 분석하

기 한 새로운 의료 상 리시스템이 요구된다.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은 연구 목 으로 제공되는 CT 의료 상을 이

미지화 하여 상의 특징 을 추출하고 이를 Code화 하

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새로운 CT 상에 한 

유사성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 이 있다. 

개발한 상분류 처리  검색시스템(HIPS)은 외부 

PACS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입출

력 처리를 한 데이터베이스와 File 서버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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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struction diagram of HIPS

3.2 영상분류 처리시스템

HIPS시스템은 CT의 Dicom 데이터를 입력받아 1) 

CT 이미지를 변환하는 모듈, 2) CT 상 특성 분류 처리

모듈, 3) 특성값  이미지 장 모듈, 4) CT 유사성 검색 

모듈을 순차 으로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CT 이미지

를 변환하는 모듈은 CT의 Dicom 데이터를 입력받아 

'JPG' 이미지 일로 변환하여 장한다. CT 상 특성

을 분류 처리하는 모듈은 SIFT알고리즘과 LS-LBP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특성값 

 이미지 장모듈은 K-Mean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Bag of word' 와 ’Code word'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하여 유사성 검색에 사용한다. CT 유사성 검

색모듈은 바타차리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 장된 CT 이미지들과 유사성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화면에 비율로 표시한다. 상분류처리  검색

시스템의 상세 모듈도는 [Fig. 3]과  같다.

영상분류 처리 및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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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ule configuration diagram of HIPS system

3.3 영상분류 처리 및 유사성 검색 알고리즘

1)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form) 
알고리즘

David G. Lowe 는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는데 이는 객

체의 모서리나 꼭지  등에서 생성되는 특징 을 벡터

로 추출하여, 상의 크기변화, 회 , 조명변화 등에 의한 

변형에 해 뛰어난 매칭 성능을 가진다[12].  SIFT를 이

용한 특징 추출 과정은 아래 그림처럼 크게 특징 을 찾

는 부분과 선택된 특징 의 서술자(Descriptor)를 생성

하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특징  추출 단계

에서는 스 일 공간상의 후보 특징 을 추출하고 후보 

특징 의 안정성을 검사하여 안정된 특징 의 치를 

세부 치로 보정한다. 서술자 단계에서는 선택된 들

을 심으로 주변 역의 그 디언트를 통해 방향 성분

을 얻게 되고, 얻어진 방향 성분을 심으로 심 역을 

재설정하여 서술자를 생성하게 된다.

[Fig. 4] Feature points extracted by SIFT algorithm

2) CS-LBP 알고리즘
LBP (Local Binary Pattern) 특징 추출 방법은 여러 

논문에서 소개하고, 여러 실험에서 입증 했듯이 이미지

에서의 질감에 한 특징 표 에 매우 우수하다. 한 

Uniform LBP 는 LBP의 256차원이나 되는 특징을 59차

원으로 감소시켜 한장의 이미지를 여러 block 으로 분할

하여 세 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으나 학습 알고리즘에 

사용하기에는 복잡하고 무거운 특징 데이터일 수 있다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CS-LBP 방법은 심픽셀을 기

으로 주변에 이웃한 픽셀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256차

원의 LBP 특징을 추출하는 것과 달리 심픽셀을 기

으로 마주보는 픽셀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16차원의 LBP 

특징을 추출하며 이미지를 여러 block 으로 분할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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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기존의 Uniform LBP 보다 매우 낮은 차원의 특징 

벡터를 추출 할 수 있다.

3)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n개의 객체들의 집합을 K개의 

군집으로 분해하는 거리에 기반을 둔 clustering 기법이

다. 군집 유사성은 군집에서 군집의 무게 심으로 볼 수 

있는 객체들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기 에 가까운 곳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다[14]. [Fig. 5]

는 K-Mean Clustering을 용하여 생성된 Bag of visual 

word를 표 한 를 보인 것이다.

[Fig. 5] Examples of applying K-Mean Clustering

4) 바타차리야 거리 계산
바타차야 거리란 불연속 는 연속 인 두 확률 분포

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통계학 이론이다. 이는 바타차야 

계수와 매우 한 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확률 

샘  는 모집단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해 주는 것을 말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쿼리 상의 특징 벡터를 q, 

티클 역의 특징 벡터를 p라고 할 때, 바타차리야 계수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1)

바타차리야 거리는 수식 (1)을 통해 얻어진 바타차리

야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2)

쿼리된 CT 상과 유사성을 지닌 모든 CT 상 에 

한 상 정보와 유사성을  백분율 로 환산하여 유사성 검

색 결과 리스트로 구성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

록 하 다.

4. 시스템 구현

4.1 시퀀스 다이어그램

본 논문은 연구 목 으로 제공되는 CT 의료 상을 이

미지화 하고 상의 특징 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새로운 CT 상에 한 유사성을 검색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Actor로는 

리자, 의사, CT DICOM, DB서버, 검색시스템이 있다. 시

스템 실행의 순서를 도식화한 시 스다이어그램은 

[Fig.6]와 같다. 의사가 특성값검색 명령을 내리면 CT 특

성값 검색모듈, CT 이미지처리모듈, CT특성값 추출모

듈, DB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단 로 서로 유기 으로 

결합하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해진 순서 로 명령

을 실행하여 검색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되어있다.

 

: Main 화면: Main 화면 : CT Image 처리Module: CT Image 처리Module : DB Controller: DB Controller: 관리자, 의사: 관리자, 의사

1. CT 이미지변환1. CT 이미지변환

2. CT Dicom 폴더선택2. CT Dicom 폴더선택

6. Tag Info Save6. Tag Info Save

3. CT DICOM 이미지
처리요청
3. CT DICOM 이미지
처리요청

7. Process Response7. Process Response

: Database: Database

4. CT Image 처리및
저장
4. CT Image 처리및
저장

5. DICOM Tag Save5. DICOM Tag Save

8. 변환된CT 정보확인8. 변환된CT 정보확인

[Fig. 6] Sequence diagram of the HIPS system

4.2 CT데이터 이미지화

로컬에 장된 의료 상 이미지를 검색하여 특성값 

검색에 활용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JPG' 이미지 일로 

변환하여 장한다. [Fig. 7]  의료 상 Viewer 화면으로 

검색된 검사 리스트 이미지를 확인하고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의료 상이 선

택되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 다.

[Fig. 7] Imaging of 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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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T데이터 특성값 및 유사성 검색

각각의 의료 상 이미지를 SIFT 알고리즘을 용한 

특징 을 검출한 후 CS-LBP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특성값과 이미지 장모듈은 

K-Mean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서버

에 장하여 유사성 검색에 사용한다. CT유사성 검색모

듈은 바타차리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아스 서

버에 장된 CT이미지들과 유사성을 검색하여 그 결과

를 화면에 비율로 표시한다. [Fig. 8]은 특징 을 검출할 

일리스트(①), CS-LBP를 용할 셈  이미지 크기를 

지정(②)하여 유사성을 검색하는 과정을 뷰어화면에 

보인 이다.

[Fig. 8] Similarity check with characteristic value of CT 

data

5. 결론

의료 상에 포함된 특징 값들을 추출하여 검색에 사

용하는 내용 기반 검색 방법과 상을 종류에 따라 분류

하는 상 분류 방법 그리고 상처리를 한 알고리즘

이 국내·외 연구 기 을 통하여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이

를 활용한 환자의 병명 진단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요구가 실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에서 

이용 인 의료 상 시스템의 의료 상 DICOM 일을 

상처리를 통하여 특징 값들을 추출하여 데이터 베이스

화 하고 의료 상에 하여 특징 값을 비교하여 유사성

을 검색하는 HIPS 시스템을 구 하 다. 이를 하여 

CT Dicom을 JPEG로 변환하고 SIFT, CS-LBP,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ode Book 

Library를 구축하고 데이터 베이스 최 화를 통하여 새

로운 CT 이미지에 한 기존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검색 

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의

료 상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 한 지능형 검색 기

술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CT데이터를 통한 Code 

Book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데이터 검색을 통

한 솔루션 개발은 빅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역을 

개척하고 성공 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가치 창출

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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