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리 정보 시스템을 한 이미지 외곽선 추출 기법 연구  489

Image Edge Detection Technique for Pathological Information System

Xie Xiao†⋅Sangyoon Oh††

ABSTRACT

Thousands of pathological images are produced daily per hospital and they are stored and managed by a pathology information system 

(PIS). Since image edge detection is one of fundamental analysis tools for pathological images, many researches are targeted to improve 

accuracy and performance of image edge detection algorithm of HI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image edge detection method. It is 

based on Canny algorithm with adaptive threshold configuration. It also uses a dividing ruler to configure the two threshold instead of 

whole image to improve the detection ratio of ruler itself.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ur proposed method, we conducted empirical 

experiments with real pathological images(randomly selected image group, image group that was unable to detect by conventional methods, 

and added noise image group). The results shows that our proposed method outperforms and better detects compare to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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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리 정보시스템(Pathological Information System: PIS)은 매일 수천 장씩 생산되는 환자 병리 이미지를 리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이미지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 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병리 정보 처리에 있어서 요한 연구 과제  하나이다. 이미지의 외곽선을 추출하는 것

은 병리 이미지 처리에 있어 가장 요한 작업이지만 재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정확도에 있어 많은 개선 을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의 외곽선 검측에 있어서 기존의 Canny 알고리즘의 원리를 바탕으로 응  임계값 설정이 가능하며 자를 임계값 설정의 기 으로 삼는 

방식을 제안하여 기존 외곽선 추출 방식보다 정확한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은 기존 방식과의 비교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 으며, 이 

실험에서는 임의로 선정된 병리 이미지 군, 기존 방식으로는 식별이 제한되었던 병리 이미지 군  의도 으로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지 군을 

상으로 실험하 고,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하는 이미지 외곽선 식별 방식의 향상된 성능을 증명했다.

키워드 : 병리 정보 시스템, 이미지 외곽선 추출, 육안 조직 촬  시스템, Canny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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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병원 디지털화가 확 됨에 따라 국

내외의 형 종합병원에는 상의 보   교환을 해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s)시

스템을 확보하여 극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표 화된 병

리표본 검사 과정의 용을 통해 조직 검사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병리 정보 시스템(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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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 PIS) 한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다

[1-3]. 최근  병리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

키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병리 정

보 시스템에서 gross image의 촬 , 리, 편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안 조직 촬  시스템인 DGPS(Digital Gross 

Photography System)[7]에서 사용 인 이미지 처리 알고리

즘에 해  낮은 이미지 인식률과 인식 처리속도를 개선하

기 한 연구와 응용이 진행되고 있다. 

병리 이미지 처리 방식은 병리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수

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포

함하며, 이미지 식별은 이미지 상의 외곽선을 인식하여 이

미지 내에 존재하는 물체의 윤곽을 추 , 목표 물체를 식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해 다. 외곽선 식별

과 분석은 병리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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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4]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리 이미지에 특

화된 측정 목표와 환경 등에 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기존 연구 결과의 용이 어려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 인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출 방식을 제안하기 해 여러 이미지 인식 알고리

즘들의 장ㆍ단 을 분석하 으며, 병리 이미지 처리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Sobel 알고리

즘과 그리고 이를 개선한 Laplace 알고리즘 비 임계치 설

정이 가능한 Canny 알고리즘을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출에 

합한 알고리즘으로 제안한다. 한 Canny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비 응 인 임계값 결정 문제를 보완하고 병리 이

미지 분석에 필수 인 단 값(Unit Value)의 동시 인식을 

해 Canny 알고리즘의 응형 설정(Adaptive Configuration)

과 함께 임계값의 선 기  제안을 포함하는 새로운 외

곽선 추출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미지 외곽선 

검출 련 연구와 재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기존 외곽선 추출 알고

리즘을 병리 이미지 분석에 용할 경우의 장단 에 해 

분석  비교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Canny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출 방식을 제시한다. 5장

에서는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능에 한 성

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이미지 외곽선 검출 개념  련 연구

이미지의 외곽선(목표 물체의 윤곽)은 이미지의 기본 인 

특징  하나로, 일반 으로 사람은 외곽선을 통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방향과 모양, 그 외 모형 인 특징

에 한 다양한 정보를 외곽선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외곽

선은 이미지 인식에 있어 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5].

효과 인 외곽선 처리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고려

되어야 한다. 첫째, 이미지특징 변화의 형식 검출을 확인하

고 이미지에 따라 가장 합한 변화 검출 방법을 선택 으

로 용해야 한다. 둘째, 명확한 특성 변화는 항상 규칙 인 

공간 제한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맹목 으로 단일한 알고

리즘을 통해 모든 이미지의 특징 검출 계산을 하는 것은 좋

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 셋째, 노이즈의 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노이즈을 걸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

호에 해 이미지 구역 모델링과 통계신호 분석, 라메터

화 된 검출들을 추가 조건으로 용해야 한다. 넷째, 에 

제안된 방법들과 다른 각종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7]. 외곽선을 찾아내기 이 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부분 인 함수 용 등을 통해 매우 정확한 외곽

선 치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인 외곽선 검출 방법은 항

상 단속 이고 완 하지 못한 구조 정보만을 검출하며, 노

이즈에 해서도 민감하다. 따라서 노이즈를 효과 으로 억

제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최 의 사진을 평탄하게 하고, 

다시 외곽선 검출을 수행하여 성공 으로 정확한 이미지를 

검출할 수 있다.

재 외곽선 검출 방식은 두 가지 큰 분류로 나뉜다. 고정

된 국부 계산법에 근거하여 미분법, Fitting process에 기

하는 방법은 고 인 외곽선 검출 계산법에 속한다.  다

른 방식은 에 지 최소화 규칙을 이용하여 체 국면에서 검

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문제의 분석에 엄격한 수학 방법

을 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외곽선 검출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체 국면에서는 완화 기법(Relaxation 

Method), 신경 회로망(Neural Network)이 가장 우수한 외곽

선을 얻을 수 있다[8].

형 인 외곽선 검측 방법은 미처리(unrecognized) 이미

지에서 각 화소의 주변에 한 외곽선 검측 알고리즘을 

용한다. 재 주로 사용되는 외곽선 검측방법으로는 Sobel 

알고리즘, Canny 알고리즘, Laplace 알고리즘 등이 있다.

2.2 Sobel 알고리즘

Sobel 연산자는 표 인 이미지 외곽선 검출을 한 1차 

미분 연산자로 가우스 스무싱과 미분 도함수를 결합하여 이

미지의 그 이스 일로부터 이미지 강도의 경사도를 추정한

다. 이미지의 임의의 에서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와 

응되는 경사도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Sobel 연산자는 수평

변화와 수직변화를 탐지하기 하여 두 개의 마스크를 사용

하여, 이미지에서 특정 지  부근의 변화가 클 때 해당 

역을 경계로 간주한다[9].

를 들어, 가상의 이미지 Z가 있으며 이미지 Z 내에서 

임의의  (x, y)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x, y)에서 x

의 수평변화 Gx는 홀수크기의 커 로, 이미지 Z를 이용하여 

콘볼루션(convolution)을 수행한다. 를 들어, 커 의 크기

가 3인 경우, Gx는 Equation (1)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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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y)에서 y의 수평변화 Gy 한 홀수크기의 커 로, 

이미지 Z를 이용하여 콘볼루션을 수행한다. 커  크기가 3

인 경우, Gy는 Equation (2)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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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이미지에서 계산한 Gx와 Gy에 기반하 을 때, 경사도

(the magnitude of the gradient) G는 Equation (3)과 같다.

22
yx GG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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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aplace 알고리즘

1차 미분에 기반을 둔 Sobel 알고리즘은 경사도 G 값이 임

계값보다 크면 외곽선으로 간주하므로 과도하게 많은 외곽선

을 탐지한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2차 미분 연

산자를 사용하여 지역 최 (local maxima)를 발견하고 이를 

외곽선으로 간주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Laplacian 연산자

는 표 인 n차 유클리드 공간의 2차 미분 연산자로 경사도

와 분산도를 정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임의의 식 f

가 2차로 미분 가능한 실함수라면, f의 라 라스 연산자는 

Equation (4)와 같이 정의한다[10].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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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a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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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e 연산자는 기존 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2차 도

함수를 경계검출의 진행에 사용한다.

2.4 Canny 알고리즘

Canny 경계 검출 연산자는 John F. Canny가 1986년에 

개발하여 발표한 다단계 경계 검출 계산법  하나이다[11].  

Canny 알고리즘은 1) 정확한 외곽선 탐지, 2) 검출된 외곽

선의 높은 치 정확성, 3) 검출된 외곽선들은 실제 외곽선

을 복 검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최 의 

외곽선 검출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들을 만족시키기 해 Canny는 한 가지 특정한 기능

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Canny 알고

리즘은 네 가지 지수함수 항을 사용하지만 가우스 함수의 1

차 도함수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표 된다. Canny 알고리즘

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11].

1. Smoothing: 이미지를 흐릿하게 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노이즈 제거를 해 입력된 이미지에 가우스 스무싱 필

터를 용한다. 를 들면, 표 편차가 1.4일 때의 가우스 

필터 커 은 Equation (5)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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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nding gradients: 이미지에서 큰 폭의 경사도를 가지는 

부분들을 경계로 표기하기 해, Sobel 연산자를 사용하

여 필터링을 거친, 이미지 내 각 픽셀의 경사도 방향과 

폭을 계산한다. 이 때, 픽셀의 경사도 Gx와 Gy에 사용되

는 커  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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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계산한 Gx와 Gy를 이용하여 경사도 폭을 계

산한다. Equation (7)은 피타고라스 법칙을 용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경사도 폭 G를 계산한다.

)arcta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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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n-maximum suppression: 식별한 경계들  지역 최

값(Local maxima)만을 경계로 표기한다. 지역 최 값

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모두 억제하기 해, 비경계화소

에 해당하는 지역 최 값이 아닌 경계는 모두 제거한다. 

각 픽셀에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① 경사도 방향을 인  픽셀을 향한 8가지 방향  하나

로 조정한다.

② 재 픽셀의 경계선 강도를 정방향과 역방향의 픽셀

과 비교한다.

③ 만약 재 픽셀이 가장 강도가 높은 경우 경계 강도

값을 유지하며 그 지 않은 경우 그 값을 제거한다.

4. Double thresholding: 임계값을 이용하여 후보 경계들을 

결정한다. 각 경계에 해 이  역치를 용하기 해 각 

경계 픽셀에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① 만약 픽셀의 경사도 폭이 상  역치를 과한다면, 

화소는 경계화소로서 보존되며, strong으로 표기한다.

② 만약 픽셀의 경사도 폭이 하  역치보다 낮은 경우, 

경계에서 제거된다.

③ 만약 픽셀의 경사도 폭이 두 역치 사이에 있는 경우 

weak으로 표기하며 이후의 과정에서 strong 경계화소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제거된다.

5. Edge tracking by hysteresis: 매우 확실한 경계에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계들을 제거하여 최종 경계들을 결정

한다.

3. 병리 이미지 처리에의 용을 한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 분석  비교

병리 이미지는 목표 물체 이외의 노이즈가 이미지 상에 

섞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 분야 특성상 목표 사물을 

매우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장에서는 

노이즈가 섞인 병리 이미지 데이터의 외곽선 추출 과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을 선별하기 

해 이미지 외곽선 추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의 원리와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3.1 Sobel 알고리즘

Sobel 알고리즘은 픽셀의 와 아래, 좌와 우 근처 의 그

이 스 일 가 치법을 이용하여 외곽선검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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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알고리즘은 외곽선 검증 결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외

곽선 검측의 을 마스크를 심으로 상 픽셀과 가까운 

픽셀에 두기 때문에 노이즈의 향을 비교  덜 받는다고 보

고되고 있다[12]. 그러나 마스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노이즈 

향을 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외곽선 추출을 한 계산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추출된 외곽선 역시 두께가 굵어지

게 된다[13].

Sobel 알고리즘을 병리 이미지에 용할 경우, 노이즈에 

한 평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외곽선 방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짜 외곽선 역시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체 인 외곽선 배치 정확도가 낮아진다.

Fig. 1은 Sobel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한 이미지를 보

여 다. 외곽선 추출의 정확도의 요구가 높지 않은 경우, 

Sobel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병

리 이미지의 처리의 경우 이미지에 오물이 뭍은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높은 외곽선 추출의 정확도

를 요구하므로 병리 이미지의 외곽선 추출에 노이즈 처리에 

취약한 Sobel 알고리즘은 합하지 않다.

Fig. 1. Image Edge Detection Using Sobel Algorithm

Fig. 2. Image Edge Detection Using Laplace Algorithm

3.2 Laplace 알고리즘

Laplacian 함수는 실제로는 Sobe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Sobel 알고리즘 계산을 통해 이미지의 x 방향  

y 방향 함수를 구하여 입력한 이미지의 Laplacian 변화의 

값을 얻는다. Gaussian와 Laplace sharpening을 결합시켜 

먼  노이즈에 한 스무싱을 진행한 뒤, 다시 외곽선 검측

을 하여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2는 Laplace 

알고리즘을 용하여 처리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Laplace 알고리즘의 특징은 등방성, 선형과 변 의 불변

성, 가는 선과 고립 의 검측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Laplace알고리즘은 두 가지 단 이 있다. 첫째, 외곽선 

방향 정보를 잃는다는 이다. 둘째, Laplace는 2차 미분함

수 때문에 1차 미분함수가 포함된 Sobel 알고리즘과 비교했

을 때 이미지  노이즈 향이 두 배로 증가한다. 이에 따

라 일부분은 외곽선을 잃고, 일부분의 외곽선은 단 된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 시 사 에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추가

인 과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지에 노이즈가 

포함될 확률이 높고 시료에 한 정확한 외곽선 추출이 요

구되는 병리 이미지 처리에 합하지 않다.

3.3 Canny 알고리즘

Canny 선형알고리즘은 정확한 외곽선 탐지, 검출된 외곽

선의 높은 치 정확성, 검출된 외곽선들은 실제 외곽선을 

복 검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최 의 외곽

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노이즈 

항과 정확한 경계 검출이라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서, 노이즈가 섞이기 쉽고 목표 사물 

인식 후 분석 작업을 해 매우 정확한 경계 검출을 요구하

는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출에 합하다. Fig. 3은 이러한 

Canny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한 병리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일반 인 Canny 알고리즘의 상   하  임계값 

매개변수는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동 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설정된 임계값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노

이즈의 향을 받기 쉬우며, 그 반 의 경우 요한 외곽선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임계값의 조정은 외곽선 

검측의 결과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병리 이미지 데이터 분석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미

지에서 외곽선 검측에 효과 인 임계값은 각각 다를 수 있

으므로 한 역치 값 설정 없이 기존의 Canny 알고리즘

을 사용하면 외곽선이 잘못 검출되거나 정확한 외곽선의 일

부를 잃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요한 외곽선 세부사항이 

‘ 비도 부족’ 때문에 모호해지고 약해지며, 이는 외곽선 검

측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Canny 알고리즘을 

병리 이미지 데이터 외곽선 추출에 용하려면 수동  임계

값 설정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Fig. 3. Image Edge Detection Using Canny Algorithm

4. 병리 이미지 분석을 한 Canny 알고리즘 

기반의 응형 자 기  임계치 설정 기법

DGPS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 트웨어가 병리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인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을 그

로 사용하여 이미지 외곽선 인식을 진행하게 되면, 이미

지 상의 노이즈에 한 향을 많이 받거나 인식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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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불확실하여 사진을 성공 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

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기존 병리 이미지 

처리 방식의 문제 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여 병리 이미

지 외곽선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기 한 Canny 알고리즘 

기반 자 기  응형 임계치 설정 방식을 제안한다.

4.1 기존 DGPS 자 추출 방식의 문제

병리 이미지의 하단에 치하는 자는 병리 조직의 실

제 크기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되며, 이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출에서 이 자 외곽선의 추출 한 성공 인 외곽선 

추출의 기 이 된다.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출을 성공 으

로 자동화하기 해서는 자에서 1cm에 해당하는 픽셀 

수를 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병리조직의 크기와 같이 이로써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Fig. 4. Conventional Edge Detection Procedure of DGPS

기존 DGPS에서 1cm 의 추출은 Fig. 4와 같은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네 가지 순서를 따른다.

1) 병리 이미지를 읽어 들이고, RGB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환한다. 임계값을 용하여 바이 리 이미지로 장

한다.

2) dividing ruler를 치시킨다: 우선 이미지 하단에 치

한 dividing ruler가 유효한 범 를 측정하고 이미지 

처리에 정해진 임계값(threshold)을 용하여 dividing 

ruler의 유효한 범 의 반을 측정한다.

3) 픽셀 폭을 계산한다: dividing ruler의 유효한 범 의 

반 내에서의 픽셀 값 변화를 탐지한다. 시작 과 끝

 픽셀의 X, Y 좌표를 식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범

 내에서 픽셀의 폭을 계산한다.

4) 픽셀 값들을 얻는다: 이  단계에서 얻은 1센티미터의 

픽셀 값들과 측정 범  내에서 X, Y 좌표값을 통해 

픽셀 값들을 얻는다. 정확한 픽셀 값은 사이즈, 폭 등

을 계산하거나 불규칙한 흔 들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개한 기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첫째, 기존 방식은 고정된 임계값(threshold)값으로 이미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 구역의 경사도에 변화가 발생하여 

병리 이미지 처리에 필수 인 자 동시 인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자 부 에 오물 ( : 흔, 물때 등)이  묻

는 경우를 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직 으로 

인식률의 하  오류율의 상승을 래한다.

Fig. 5는 DGPS의 기존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자에 한 정상 인 식별에 실패한 사진이다. 

해당 이미지에서 녹색 부분이 DGPS 시스템이 자동으로 

1cm를 인식한 거리로, 녹색 선은 실제 의 1cm와 길이

가 매우 다르며 이미지 처리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병리 이미지 인식을 진행할 경우, 추정

하는 병리조직의 크기 한 실제와 달라진다.

Fig. 5. An Example of Unrecognizable Pathologic Image 

by the Conventional Edge Detection Algorithm

둘째, 이미지처리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Soble 알고

리즘의 이미지 경계의 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특성

으로 인해, 다양한 경계 정보가 유실되고 그 이후의 연 된 

이미지처리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GPS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에서

는 기존에 리 사용되지 않았던 Canny 알고리즘의 문제

을 보완하여 용하고 한 응 인 임계값 설정을 통해 

상기 두 가지 문제 을 해결한다.

4.2 DGPS를 한 Canny 알고리즘 기반의 자 기  

응형 임계치 설정 방법 제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GPS를 한 외곽선 추출 방법은 

Canny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선 기 과 자동화된 

응형 임계값 설정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개선 을 용하 다.

먼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DGPS에서 사용되던 Sobel 

알고리즘 신에 Canny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을 통해 채택

하 다. Canny 알고리즘은 경계 검출 방면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경계 검측이 필요한 응용에 범 하

게 사용되고 있다. 한 타 알고리즘에 비해 병리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환경 요소의 향을 상 으로 게 받는 

장 이 있다.

그러나 Canny 알고리즘은 계산된 픽셀 경사도 폭 값에 

기반을 두어 확실한 경계들을 연결하여 최종 경계들을 결정

하게 되는데, 이를 해 두 개의 임계값을 사 에 정의해야 

한다. 구체 으로, 픽셀의 경사도 폭 값을 평가하여 픽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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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폭 값이 커 확실한 경계로 구분하기 한 상  임계값

과 픽셀 경사도 값이 작아 후보 경계에서 제거하기 한 하

 임계값을 미리 정의하여야 병리 이미지 하단의 자에

서 1cm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임계값들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자 사이 구간의 

텍스처(texture)를 경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1cm 단

를 인식할 수 없으며, 반 로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자

를 나타내는 경계가 유실되므로 마찬가지로 정확한 1cm 단

 측정이 불가능하다. 한, 처리되어야 하는 각 병리 이미

지들은 평균 RGB값이나 RGB값의 분산이 서로 다르므로 

두 개의 임계값을 획일 으로 정하여 일  용할 경우 경

계 인식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Canny 알

고리즘을 병리 이미지 처리에 사용할 경우, 두 개의 역치 

값에 해 응 으로 이미지마다 정 임계값을 구하여 

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입력 이미지마다 이미지 특성에 맞는 

정 임계값을 지정하기 해 그 이스 일 최 값에 기반

하여 정 임계값을 응 으로 구하는 방법을 용하 다

[14]. 한 이미지안의 픽셀 집합 에서 그 이스 일 최 값

을 라 하 을 때, 후보 경계들  Strong 경계를 별하

기 한 상  임계값 와 후보 경계들  제

거 상을 별하기 한 하  임계값 는 각 

이미지에 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  

  ×               (9)

본 논문에서는 의 수식을 이용하여 각 병리 이미지의 

외곽선을 인식하기 한 응  임계값 설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병리 이미지 상의 목표 물체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 자 기  임계값 설정을 추가로 용하여 

이미지에서 사용된 자의  단 를 측정한다.

병리 이미지는 조직과 함께 조직의 크기를 계산하기 한 

자가 함께 촬 되어 있다. 병리 이미지에 Canny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조직의 이미지를 기 으로 임계값을 설정한 

후 조직의 외곽선과 자 외곽선을 동시에 추출하면, 외

곽선 인식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

리 이미지 외곽선 인식을 한 Canny 알고리즘의 임계값을 

자 이미지를 기 으로 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병리과 이미지에서 이미지 분할로 얻은 자 이미지 구역

에서 각 은 일반 으로 타 역에 비해 매우 높은 그 이

스 일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임계값을 설정한다

면 타 역을 제외한  역의 경계선만을 취할 수 있다.

Fig. 6은 병리 이미지에 한 설명한 제안 DGPS 병리 이

미지 외곽선 추출 순서도를 나타낸다.  과정에서 Canny 

계산법의 장 , 응  임계값 설정, 그리고 자를 기

으로 하는 방식을 결합하여 병리 이미지 처리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해 효과 으로 응하여 실제 응용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Fig. 6. Proposed Image Processing Scheme Pathologic 

Image Edge Detection

5. 성능 평가

5.1 성능 평가 환경

본 논문이 제시한 새로운 DGPS 병리 이미지 외곽선 추

출 방식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기존 DGPS에서 사용되는 

Sobel 기반의 이미지 외곽선 추출 방식과 제안 방식을 비교

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데이터는 무작 로 선정한 

일반 병리 이미지, 기존 알고리즘이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

었던 병리 이미지들, 그리고 새로이 이미지 노이즈를 추가

한 시험 이미지를 사용하 으며, 시스템의 분석 기능은 

OpenCV와 C++로 구 하 다.

Table 1은 성능 평가에 사용된 실험 환경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병리 이미지들은 아주 학교 병리과와 Humintec[15]

에서 학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며, 실제 환자의 병리조직 

이미지이다. 이미지에는 선의 외곽선을 인식한 빨간색 

틀과 자동으로 인식한 1cm구역 녹색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Specification

CPU Intel i7-3770 3.40GHz (4 Cores)

RAM 4 GB

OS Microsoft Windows 7

Table 1. Experiment Settings

5.2 성능 평가 결과

제안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해 본 논문이 제안한 Canny 

알고리즘 기반의 응형 임계값 설정  선을 기 으로 

하는 새로운 외곽선 추출 방법을 용한 병리 이미지의 처

리 결과 기존 Canny 알고리즘을 그 로 용했을 때의 처

리 결과와 비교하고, 제안한 변형된 Canny 알고리즘의 인식

률을 기존 DGPS에서 사용하던 Sobel 기반 병리 이미지 인

식률과 비교하 다.

외곽선 인식 성능 평가는 병리 이미지의 자 구역에서 

각 병리 조직의 크기 추정에 요하게 사용되는 1cm 구간

의 인식률(recognition rate)을 기 으로 진행되었다. 각 

자에서 1cm 구간 인식은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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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픽셀 값이 실제 자의 간격과 일치하는 경우 인식

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 로 자를 인식하지 못

하거나 실제 자의 간격과 다른 경우 인식이 실패한 것

으로 단한다. 이를 기 으로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의 인

식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Randomly 
selected 
images

Unrecognized 
images with 
conventional 
method

Added noise 
images

Number of 
Images

50 30 20

Image size 
(byte)

2592x1728 2592x1728 2592x1728

File format jpg jpg jpg

Table 2. Pathologic Images used for Recognition Tests

Fig. 7. Detected Image Edge Using Conventional Canny 

Algorithm (b) and Proposed Canny-based 

Algorithm (c, d) of Raw Image (a)

(a)                            (b)

Fig. 8. An Example of Added Noise on Ruler Unit Area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는 Table 2와 같으며, 무작 로 선

정된 병리 이미지 50장과 기존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이미지 30장, 의도 으로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지 20장, 총 

100 장의 병리 이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 다. Table 1과 

같은 실험 환경에서 각각 30회 반복하여 이미지에서 자

를 추출하고 1cm 구간의 성공 인 인식 여부를 확인하 다.

Fig. 7에서 (a)는 원본 이미지이며, 이미지 (b)는 기존 

Canny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외곽선의 정보를 최 한 손상 없이 보존하기 

때문에 뚜렷하면서 연속 이며 이후의 추가 인 이미지 검

측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경계 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Fig. 7(c)에서 제안하는 Canny 알고리즘 기반의 새로운 방

식을 통해 처리된 것이다. 응 인 임계값 조 과 자

를 임계값의 새로운 기 으로 하여 인식이 필요한 자의 

경계를 정확히 성공 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외 상으로 

자의 각이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외곽선 역시 선

명하고, 주변의 노이즈도 성공 으로 필터링 되었다. 마지막

으로, Fig. 7(c)의 자 구역에서 자의 1cm 구역 크기

를 식별하 으며 이는 Fig. 7(d)의 녹색 라인에 해당한다. 

해당 이미지에서 우리는 새로운 DGPS시스템 이미지 식별 

기능이 정확하게 자 구역의 치  자구역 의 

1cm구역의 크기를 식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새로운 제안 방식의 식별능력 확인을 해, Fig. 10

과 같이 자구역에 의도 으로 노이즈 이미지를 추가했

다(Fig. 8 (a)). Fig. 8 (b)는 해당 이미지에서 자의 1cm 

구역을 측정한 결과로, 자구역에 삽입된 노이즈(로고)의 

향을 받지 않고, 자의 치와 1cm 구역의 크기를 정

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은 실험사진의 종류별 식별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다. 사진의 종류는 각각 무작 로 선택한 사진, 기존 방식으로

는 인식할 수 없는 사진, 그리고 의도 으로 노이즈가 추가된 

사진, 총 세 가지로 나 었다. 무작 로 선정한 병리사진을 사

용한 실험에서는 기존 방식의 경우 총 50장  35장의 사진을 

인식하여 70%의 식별율을 보 으며, 제안한 방식은 46장의 

사진을 성공 으로 인식하여 92%의 식별율을 달성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약 30% 높은 식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Current
DGPS

Recognition 
rate

Proposed
DGPS

Recognition 
rate

Randomly 
selected images

35/50 70% 46/50 92%

Unrecognized 
images

 0/30  0% 25/30 83%

Added noise 
images

 3/20 15% 15/20 75%

Table 3. Recognition Rate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and Proposed Edge Detection Schemes

기존 방식으로는 식별하지 못했던(식별율 0%) 병리 사진

들의 경우 새로 제안한 방식에서 30장  25장, 즉 83%의 

인식률을 달성하 다. 마지막으로, 의도 으로 이미지 노이

즈가 추가된 사진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기존 방식의 경우 

20장  3장을 성공 으로 인식(15%의 인식률)하 으며, 제

안하는 DGPS는 이 실험에서 75% 인식률을 보여 기존 비 

500% 높은 인식률을 보 다.

6. 결론  향후 과제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이 극 으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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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발 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병원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 병원들은 방 한 양의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처리하는 병리 이미지들은 일반 인 

디지털 이미지와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인 

디지털처리기술은 이러한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 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병리 정보 시스템  DGPS에 

한 이미지처리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Canny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DGPS 이미지인식기능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먼  디지털 이미지 처리기술을 분석하고, 이

미지 외곽선 검측 역의 개념과 알고리즘의 기 를 분석하

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알고리즘에 한 장 ㆍ단 을 분

석하고, 병리 이미지의 특수한 환경을 분석하여 샘  수집 

시 쉽게 오염되는 제한 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Canny 알고리즘 기반의 새로운 외곽선 추출 방식을 제안하

다. 제안은 병리 이미지 분석을 해 자를 새로운 임

계값 기 으로 삼고, 임계값도 능동 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추가한 새로운 DGPS 이미지 인식 방안이다. 이 방법은 이

미지 노이즈 제거에 효과 이어서, 병리 이미지의 식별율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를 검증하기 해 다양한 실

험을 진행하여 이미지 식별 기능의 기존 비 우수한 성능

을 검증하 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안된 Canny 알고리즘 기반의 외

곽선 추출 방식은 기존의 Sobel에 비해 많은 연산량을 필요

로 하므로 OpenCV를 GPU에서 실행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연구와 인식불가 이미지에 한 처리기능 용 확

를 통해 인식 불가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한 연

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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