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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축형 척추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장관절염 환자들을 진단하기 위해 장골의 관심영역

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MRI 기기로부터 얻은 천장관절염 환자의 

영상에서 장골의 GT(Ground Truth)를 생성하였으며, 대장 용종 검출을 위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PraNet

과 지역 특징 간의 표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Position Attention Module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성능 향상

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의료 영상(medical image),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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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류마티스 관절염 중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축형 척추관절염

이라고 부른다. 초기 축형 척추관절염의 90%는 천골과 장골 사이의 

천장관절에서 발생하는데, 천장관절염은 MRI 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천장관절염 환자의 진단을 돕기 위해 천장관절 MRI 이미지를 

이용하여 장골의 관심영역을 자동 검출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대장 용종 검출을 위한 

모델인 PraNet[1]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천골과 다른 

관절과의 특징이 유사한 MRI 이미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osition Attention Module을 사용하여 지역 정보를 전체적인 공간 

정보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방법들을 적용하여 기존 CNN 

모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II. The Proposed Scheme

1. PraNet

본 논문에서는 대장 용종 검출을 위한 모델인 PraNet[2]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PraNet[2]의 Parallel Partial Decoder를 이용하

여 여러 단계의 Feature map들을 합치고, Reverse 천장관절 MRI 

이미지에 적용하여, 조직 간의 경계선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2. Position Attention Module

PAM(Position Attention Module)은 Scene Segmentation[3]에

서 픽셀 간의 공간 의존성을 계산하고 높은 가중치를 가진 픽셀에 

모델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Background와 객체의 

픽셀 특징이 유사한 MRI 이미지에서 Self-attention 기법인 P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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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검출하려는 객체 특징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도 학습을 

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Position Attention Module(위)과

Reverse Attention Module(아래)

III. Experimental Results

1. 모델 성능 비교

우리는 UNet[4]과 PraNet[2]과의 Dice, IoU 성능을 비교하였다. 

UNet[4]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된 모델의 Dice와 IoU는 각 25%, 

20%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PraNet[2]과 비교하였을 

때, PAM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를 전체 공간 정보로 확장함으로써 

각 4%, 6%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Dice IoU

UNet[3] 0.7395 0.6082

PraNet[1] 0.8489 0.7407

Ours 0.8871 0.8011

Table 1. CNN 모델과의 성능 비교

2. 결과 이미지 비교

우리는 Test 데이터에 대한 결과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UNet[3]과 PraNet[4]보다 경계선 및 얇은 뼈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CNN 모델과의 결과 이미지 비교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천장관절염 환자 진단을 위한, 관심영역을 생성하는 

모델로 PraNet[2]과 PAM을 결합하였고,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성된 관심영역을 이용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예측하

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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