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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조직형태에 따른 유방암 진단 2차원 마이크로파 영상복원

2D Microwave Image Reconstruction of Breast Cancer 
Detection for Breas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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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에서 유방의 조직형태에 따른 2차원 영상복원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유
방의 영상복원에 사용한 시스템은 16개의 송신/수신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1,700 MHz를 사용하여 4가지의 유방
조직형태(ED-, HD-, SC-, FT-type)에 대하여 영상복원을 수행하였다. 순방향 문제의 해석에는 모멘트법을 적용하였으며, 
역문제 해석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simplex 법을 사용하였다. 영상복원의 결과, ED형 및 HD형은 영상복원이 용이하
지만, SC형 및 FT형의 영상복원에는 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복원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tumor detection for breast cancer that utilizes two-dimensional(2D) image reconstruction with microwave 
tomographic imaging. The breast cancer detection system under development consists of 16 transmit/receive antennas, and the microwave 
tomography system operates at 1,700 MHz. The four types of breast(ED-, HD-, SC-, and FT-type) are used for image reconstruction. 
To solve a 2D inverse scattering problem, the method of moments(MoM) is employed for forward problem solving, and the simplex 
method employed as an optimization algorithm. The results of the reconstructed image show that the ED- and HD-types of breasts 
are well reconstructed, but SC- and FT-type breasts are not well because of the error including. 

Key words: Breast Cancer Detector, Microwave Tomography, Image Reconstruction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11-911-01- 

108, 전자파 이용 조기진단 고정밀 MT 시스템 개발].」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기술연구부(Radio 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ETRI)
***충남대학교 전파공학과(Department of Radio Science & Engineering, Chungnam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May 9, 2016 ; Revised June 21, 2016 ; Accepted July 18, 2016. (ID No. 20160509-055)
․Corresponding Author: Ki-Chai Kim (e-mail: kckim@ynu.ac.kr)

Ⅰ. 서  론      

전파산업의 진흥과 인류 복지에의 기여를 위해 정보전

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파의 기본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순기능적인 전자파 이용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파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진단 기술의 개발은
전자파의 순기능적인 이용 목적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에는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금속도체의 결

함 검출 및 유방암 진단법이 제안되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1]∼[8], 2차원 모델을 상정하여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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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법과 심플렉스법을 사용한 900 MHz에서의 영상복원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9].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500 

MHz∼3 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주파수에 따른 침
투 깊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유전체의 산란 특성도 달라
진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분해능은 좋지만 영상복원 알
고리즘이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며, 낮은 주파수에서
는 분해능이 나쁘지만 유전율 차이에 의한 암조직의 탐

지는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방의 조직형태와 사용 주
파수에 대한 영상복원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9]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4가지의 유방 조직형태, 즉 (1) ED-type(Extremely Dense- 
type), (2) HD-type(Heterogeneously Dense-type), (3) SC- 
type(Scattered-type), (4) FT-type(Fatty-type)에 대한 영상복
원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영상복원에 사용한 주파
수는 1,700 MHz이다.     
이론해석으로는 유방을 2차원으로 모델화하고 유방을

둘러싼 주위에서 송신안테나를 사용하여 전자파를 유방

에 입사시키고, 이때의 산란파를 순문제로 계산하였으며, 
측정된 산란파를 이용하여 역문제 해법의 하나인 심플렉

스법을 적용하여 4가지의 유방 조직형태에 대한 영상복
원 결과를 검토하였다. 

Ⅱ. 순방향 및 역방향 문제 해석 

그림 1과 같은 2차원의 역산란 문제를 생각한다. 입사
전계가 유방과 같은 유전체에 입사하면 산란전계가 발생

하며, 그림 1에서 입사전계와 산란전계를 고려하면 전체
전계는 입사전계와 산란전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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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산란전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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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산란 문제 해석을 위한 입사전계와 산란전계
Fig. 1. Incident electric fields and scattered fields for the 

inverse scattering problem.
 
식 (2)에서, 
  

′   



   ′
(3)

이며, 
 는 제2종 Hankel 함수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입사각    , 
      에 대하여 수신점          
   에서 산란전계를 측정(측정 데이터는 L×M개)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란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추정한
다. 
전체전계    및 유전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율 함수 를 다음과 같은 펄스함수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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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체전계  에 관한 적분방정식 (1)에 대입하고, 

점정합법을 적용하면 전체전계의 전개계수 을 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문헌 [9]와 동일하다. 

산란전계의 측정치 를 사용하면 다음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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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 을 구하는 문제로 귀착되며, 본 논문에서

는 심플렉스법을 적용하여 을 구하였다.      

Ⅲ. 순방향 및 역방향 문제 해석 

영상복원에는 ED, HD, SC, FT형의 4가지 유방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1,700 MHz에서의 각각의 전기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산란파의 측정은 ETRI의 영상복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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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D-type 유방의 유전율과 도전율 복원결과(1,700 MHz).
Fig. 3. Reconstructed permittivity and conductivity of ED-type breast at 1,700 MHz.

그림 2. 16개의 안테나와 티슈의 모양
Fig. 2. Layout of 16 antennas and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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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상복원에 사용한 유방의 전기적 특성
Table 1. Electrical properties of tissues used for image re-

construction.

 Relative permittivity
Conductivity

(S/m)

Bath 31.7 1.07

Fat 21.3 0.87

Tumor(water) 77.9 0.69

ED-type 16.4 1.32

HD-type 14.0 1.18

SC-type 10.9 0.94

FT-type 8.2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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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D-type 유방의 유전율과 도전율 복원결과(1,700 MHz)
Fig. 4. Reconstructed permittivity and conductivity of HD-type breast at 1,700 MHz.

을 사용하였으며, 직경이 8-mm인 Tumor의 위치는 그림 2
와 같다. 송신/수신 안테나(모노폴 안테나)는 직경 15 cm
의 원주상에 등간격으로 16개가 배치되어 있고, 사용 주
파수는 1,700 MHz의 정현파를 사용하였다. 영상복원영역
은 14×14 cm이며 18분할하였다(단위 셀의 크기: 0.778× 
0.778 cm). 산란파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심플렉스법으로
복원한 결과는 그림 3∼그림 5와 같다. 본 논문에서 사용
한 심플렉스법은 정점에서의 함수값에 대응하여 심플렉

스를 변형해가는 방법으로 최소점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
서 영상(reflection), 확장(expansion), 수축(contraction), 축
소(reduction)를 사용하며, 심플렉스의 크기와 정점에서의
함수치 최대최소의 차로 수렴판정을 한다. 그림 3은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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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그림 4는 HD-type, 그림 5는 SC-type에 대한 유전율
(a-1, a-2) 및 도전율(b-1, b-2)의 복원 결과를 나타낸다. 그
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ED-type과 HD- type의 유
방은 비교적 잘 복원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SC-type의 유방은 fat 및
tumor의 유전율은 잘 복원되고 있으나, tumor의 위치와
도전율의 크기 복원에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또한, 지방의 비율이 가장 높은 FT-type의 유방에서
는 그림 5의 SC-type과 유사하게 fat 및 tumor의 유전율잘
복원되고있으나, tumor의위치와도전율의크기복원에는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3∼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

      

                      (a-1) Permittivity                                             (a-2) Permittivity

     

                      (b-1) Conductivity                                             (b-2) Conductivity

그림 5. SC-type 유방의 유전율과 도전율 복원결과(1,700 MHz)
Fig. 5. Reconstructed permittivity and conductivity of SC-type breast at 1,700 MHz. 

럼, 유선조직의 비율이 높고 지방의 유전율보다 훨씬 큰
유전율 값을 갖는 ED-type으로 갈수록 tumor의 크기과 위
치 복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SC-type 및 FT-type에서
tumor의 복원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특히 FT- 
type의 유전율이 ED-type의 유전율보다 반으로 줄어든 것
과 사용하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쌍극자 분극이 감소하

는 현상 등이 관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
한 연구는 남겨진 과제이다. 사용 주파수를 마이크로파
대역으로 높여갈수록 전자파가 유방에 침투하는 정도가

작아질뿐만 아니라, 쌍극자 분극도 점점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유방암 진단에 사용하는 주파수와 유방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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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가지의 유방 조직형태에 대하여 1,700 
MHz를 사용한 영상복원 결과를 검토하였다. 영상복원의
결과, ED-type 및 HD-type의 유방은 영상복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만, ED-type에 비교해 유전율 값이 작은

SC-type 및 FT-type의 유방은 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영상
복원이 용이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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