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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뇌 MR영상에서 해마의 위축은 알츠하이머병 진행과정

의 초기 지표로서 해마 부피는 임상 치매 진단, 진료, 효

과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응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볼륨 측정을 위해서는 해마영역의

분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MR영상에서 해마부분은 낮

은 대조, low signal-to-noise ratio, boundary discrete 등

의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특징은 MR영상에서 해마의 정

확한 분할을 어렵게 만든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전체 처리과정은 그림 과 같다. 해마영역과 같이 다양

한 요소가 존재하는 영상에 active contour 모델을 이용

한 영상 분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처리 과정으

로써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한 후 기하학적 active con-

tour 방법을 이용한 영상 분할을 수행하였다.  가우시안 

필터링은 영상에서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스무

싱(Smoothing) 효과를 일으키므로 해마 영역의 내부를 부

드럽게 만들어 단순화 시켜준다. 

그림 1. 전체 처리과정

전처리 및 기하학적 active contour 모델을 거친 결과

영상의 정확성 평가를 위해서 원본 영상을 분할한 결과,

가우시안필터링 후 영상 분할 한 결과들과 수동으로 분할

한 결과간의 유사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영상 분할 정확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PSNR를 매

개변수로 사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표 1은 20개의

초기 경계값에 대한 평균 유사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두 개의 입력 영상에 대한 상세 설명 PSNR 값

1. 수동 분할 영상
2. 원본 영상에 기하학적 active contour
를 적용한 영상

13.28

1. 수동 분할 영상
2. Gaussian 필터링 후 기하학적 active
contour를 적용한 영상

18.07

표1. 유사도 측정 결과

높은 PSNR값은 유사도가 높은 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원본 영상에 직접 분할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많은 문

제점을 보여 전처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경계선의 모양과 위치가 영역 분할의 결과

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

기 경계선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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