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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수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마모그래피의 연장 선상이라 할 수 있는 CAD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세석회화 검출에 적합한 CAD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미세석회화를 

분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기존의 미세석회화 분할 방법들 중에서 마모그램 영상에서 

그레이 레벨 또는 컨트라스트를 임계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변동성이 높다.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으로 인해 다양한 마모그램 

영상들에서 최적의 성능을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찰자에 의해서 컨트라스트 

임계값을 정하는 방법이 아닌, 마모그램 영상에 따라 적응적으로 임계값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의 임계화 방법은 마모그램 영상마다 적합한 컨트라스트 임계값 변동이 

크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마모그램 영상에 적합한 임계값을 찾아준다.  

 

1. 서론  

  유방암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암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3 년 이후 인구 10 만 명당 유방암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20 년 새 2.2 배(220%) 가량 

증가했음은 물론, 최근 10 년간 국내 25-49 세 여성 

유방암 환자 사망률의 증가 추세는 36.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러한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위해 수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유방촬영술인 마모그래피에 관련된 연구는 

유방암 조기 진단을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3]. 특히 마모그래피의 

연장 선상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지원진단(Computer 

Aided Diagnosis: CAD)의 개발은 조직 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검사는 물론,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진단 오류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세석회화 검출에 적합한 CAD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기존에는 미세석화화를 분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미세석회화를 분할하는 

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4]. 첫 

번째 방법은 반자동 (semiautomatic)방법으로, 이 

방법은 정확한 숫자의 미세석화화 입자(particle)를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변동성이 높다. 두 번째는 주어진 

마모그램 영상에서 그레이 레벨 (gray level) 또는 

컨트라스트 (contrast)를 임계화 (threshold)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변동성이 높다. 세 

번째는 웨이블릿 (wavelet)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세석회화 입자의 정확한 모양을 얻을 수 

있지만, 낮은 위양성(false positive)에서 중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다. 네 번째 방법은 LoG 

(Laplacian of Gaussian) 필터 또는 DoG (Difference 

of Gaussian)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오직 가우스 (Gauss) 

모양의 입자만 찾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미세석회화 분할 방법 중에서 

임계화 방법은 구현이 간단하고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므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단점은 관찰자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 점에 의해 다양한 환경의 마모그래피에서 

최적의 성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찰자에 의해 임계값을 정하는 방법이 아닌, 

마모그램 영상에 따라 적응적으로 임계값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임계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절에서는 

제안되는 마모그램 영상에 따라 적응적으로 임계값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3 절에서는 실험 및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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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모그램 영상에 따른 적응적 임계화 기반의 

미세석회화 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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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모그램 영상에 따른 적응적 임계화 기반의 

미세석회화 분할 과정 

   

그림 1 은 제안하는 마모그램 영상에 따른 적응적 

임계화 기반의 미세석회화 분할 과정을 나타낸다. 

기존의 gray-level threshold 방법은 마모그램에서 

가슴의 전체 픽셀들 중 임계값 이상의 가장 밝은 

상위 픽셀들을 임계화해서 미세석회화를 분할한다 

[5]. 이에 반해, 제안 되는 방법은 마모그램 

영상마다 분할될 미세석회화 입자의 수를 기준 

값으로 설정하여, 설정된 값만큼 미세석회화 입자를 

분할할 때까지 그림 1 과 같이 반복과정을 수행한다.  

 

  
(a) (b) 

그림 2. (a) 확대된 원본 마모그램 영상, (b)확대된 

전처리 과정 후의 컨트라스트 영상. 

 

그림 2 는 확대된 원본 마모그램 영상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을 나타낸다. 제안되는 미세석회화 

분할 과정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그림 2. (b)와 

같은 컨트라스트 영상 (contrast image)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2.1 Selection for number of micro-calcification 

(MC) particles 

미세석회화는 1x1 cm2 영역 안에서 직경 0.1-

1mm 크기의 입자들이 군집해 있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가슴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1x1 cm2 크기의 영역에 1 개의 입자들이 

분할된다면, 미세석회화가 있는 마모그램 영상에서는 

미세석회화가 있는 영역에서는 1x1 cm2 크기에서 많은 

수의 입자들이 분할된다. 그리고 일반 피부 

영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 개 이하의 입자들이 분할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분할될 미세석회화 입자의 

수 MCP
thN 는 컨트라스트 영상 ),( yxI con 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d
NN

pixel
MCP
th =  (1) 

 

여기서 컨트라스트 영상에서 0 보다 큰 contrast 를 

가지는 픽셀의 수 pixelN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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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는 입력 영상의 가로길이를 나타내며, Y 는 
입력영상의 세로길이를 나타낸다. 

식 (1)에서 마모그램 영상에서 1cm 를 픽셀값으로 

변환한 거리 d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r

d =  (3) 

 

여기서 r 은 주어진 마모그램 영상에서의 해상도(cm 
/pixels)를 나타낸다.  
 
2.2 Selection for initial contrast threshold 

컨트라스트 영상의 가슴영역으로부터 컨트라스트에 

대한 정규화된 누적 히스토그램 )(cH 을 얻는다. 

얻어진 누적 히스토그램에서 상위 thp 퍼센트의 

픽셀들이 가지는 컨트라스트 값을 다음과 같이 초기 

컨트라스트 임계값 thC 으로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thp 는 0.01 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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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컨트라스트 임계화를 거친 후의 확대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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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ntrast thresholding 

(5)과 같이 컨트라스트 영상에서 앞서 정해진 초기 

컨트라스트 임계값 보다 작은 contrast 를 가지는 

픽셀들을 제거한다. 컨트라스트 임계화를 거친 후의 

영상은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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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egmentation of MC particles 

미세석회화는 물리적 특징으로 0.1-1mm 직경을 

가진다. 앞의 과정에서 얻어진 임계화된 영상에서 

0 이상의 contrast 를 가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픽셀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의 미세석회화 

입자로 분할한다.  

 

( ) ( )( ) ,,,, MCP
th

con
threshold

con
threshold dyxIyxIDis £¢¢  (6) 

 

여기서, ( )Dis 는 해당 픽셀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픽셀들간의 거리가 MCP
thd  보다 작거나 같은 픽셀들은 

하나의 미세석회화 입자로 분할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픽셀이 대각선 위치로 존재할 때의 거리를 
최대거리고 설정하므로 MCP

thd  값으로 2 가 
사용되었다. 

 분할된 미세석회화 입자의 크기가 직경 1mm 보다 

큰 입자들은 미세석회화의 물리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그림 4 는 미세석회화 입자가 

분할된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4. 미세석회화 분할과정을 거친 후의 영상 

 

2.5 Count for the number of segmented MC particles 

앞의 과정에서 얻어진 분할된 입자들의 수를 센다. 

그리고 세어진 분할된 입자들의 수는 MCPN 로 

표현된다.  

 

2.6 Check the number of segmented MC particles 

분할된 미세석회화 입자의 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미세석회화 분할 과정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컨트라스트 임계값 thC 을 업데이트한다. 

 

( ) ( ) ,11 MCP
th

MCPMCP
th NeNNe ×+££×-  (7) 

 

여기서 e 는 오차허용범위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10%의 오차범위를 허용하기 위해 0.1 로 

설정되었다.  

 

2.7 Update the contrast threshold 

컨트라스트 임계값( thC )은 thp 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한다. 하여 새로운 thC 값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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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tepp 는 정규화된 누적 히스토그램에서 높은 

컨트라스트를 가지는 픽셀들의 퍼센트 ( thp )를 

업데이트하는 간격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stepp 을 
0.005%로 설정하였다. 

업데이트된 updated
thp 를 이용하여 updated

thC 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도록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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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컨트라스트 

임계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범용 필름 디지털 

마모그램 영상인 DDS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HOWTEK 스캐너를 이용해 만들어진 마모그램 영상 

100 개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마모그램 영상들은 

미세석회화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컨트라스트 임계화 방법은 영상마다 

관찰자가 직접 미세석회화의 분할이 잘되는 

컨트라스트 임계값을 선택한다. 그림 5 와 6 은 

기존의 방법으로 미세석회화를 분할한 예제 영상과 

제안된 방법으로 미세석회화가 분할된 예제 영상들을 

나타낸다.  

그림 5 에서 기존의 미세석회화 분할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02.0=thp 로 설정되었을 때, 
미세석회화들이 잘 분할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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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thp 로 설정되었을 때는 잘못 찾아진 
미세석회화 입자들이 많이 관찰된다. 그림 6 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02.0=thp 를 기준으로 미세석회화를 
분할하였을 때는 미세석회화들이 덜 분할되고, 

06.0=thp 를 기준으로 미세석회화를 분할하였을 
경우는 미세석회화들이 제대로 분할 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영상마다 thp  
임계값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와 6 의 (d)를 보면 제안된 방법이 적용된 
마모그램 영상에 따라 적응적으로 적합한 thp 가 
찾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  (b) 02.0=thp  

  
(c) 06.0=thp  (d) 015.0=thp  

그림 5. (a) 확대된 원본 마모그램 영상, (b)(c) 각 

임계값 thp  기반의 임계화 방법을 통한 미세석회화 

분할 결과 영상들, (d) 제안된 방법을 통한 
미세석회화 분할 결과 영상.  
 

  
(a)  (b) 02.0=thp  

  
(c) 06.0=thp  (d) 025.0=thp   (d) 055.0=thp  

그림 6. (a) 확대된 원본 마모그램 영상, (b)(c) 각 

임계값 thp  기반의 임계화 방법을 통한 미세석회화 

분할 결과 영상들, (d) 제안된 방법을 통한 
미세석회화 분할 결과 영상. 

 
그림 7. 제안된 방법을 통한 미세석회화 분할 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임계값 thp 의 분포. 
 

그림 7 은 100 장의 마모그램 영상에 제안된 방법을 

통한 미세석회화 분할 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임계값 thp 의 분포를 나타낸다. thp 는 마모그램 
영상마다 적응적으로 찾아졌으며, 0.02-0.06 %의 
변동성을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관찰자에 의해서 컨트라스트 

임계값을 정하는 방법이 아닌, 마모그램 영상에 따라 

적응적으로 임계값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임계화 방법은 

마모그램 영상마다 적합한 컨트라스트 임계값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보였으며, 제안된 방법은 

마모그램 영상에 적합한 임계값을 찾아 미세석회화 

분할이 제대로 수행된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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