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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흐려지고 노이즈가 부가되어 열화된 아날로그 의학 상을 복원시키기 하여 복원기법이 용되었다. 열화함수

에 의해 흐려지고 노이즈가 낀 열화 상의 복원을 해서 역필터링, 필터링에 의한 선형복원기법과 Lucy-Richardson 알고리듬

에 의한 비선형 반복 복원기법이 사용되었다. 더욱이, 복원 상의 화질을 평가하기 해서 주  평가방식인 ROC 곡선이 사용되

었다. 상수비를 사용한 필터링은 역필터링에 비하여 좋은 복원 상을 얻었으나, 진단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 다.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이 사용된 복원 상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감도와 특이도가 열화 상보다 15[%] 만큼 개선되

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restoration methods were applied to restore analog medicine images with an aged image added and then blurred 

by noises. To restore the aged image blurred by the blurring function and added by noises, it was applied to the restoration 

methods which are inverse filtering and wiener filtering which are linear restoration techniques and Lucy-Richardson's 

algorithm which is nonlinear restoration technique. Moreover, ROC curve, a subjective evaluation metho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image quality of the restoration image. The wiener filtering using the ratio of constants acquired better image than 

the inverse filtering, but both of them couldn't improve ability to make a diagnosis. The restoration image applied to 

Lucy-Richardson algorithm was the best performance of the applied techniques and its sensitivity and specitivity were  

improved by 15[%] as much performance as the original aged image.

      Keywords : aged image, image restoraton, subjective evaluation method(ROC curve), sensitivity, specificity 

Ⅰ. 서  론

최근 IT 기술의 부신 발 은 의료 상장비 특히 

X-선 장치의 발 을 가져왔다. 환자의 의학정보를 아날

로그 필름 상으로 촬 하던 장비가 최근에는 부분 

디지털 의료 상장비로 체됨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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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상은 디지털의료 상으로 체되고 있다. 

따라서 학병원을 포함한 형병원은 필름 없는 병

원을 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기시간은 

감소되었으며, 효율성 있는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1～

2]. 

한 디지털의료 상장비를 사용하는 형병원에서

도 환자의 리  효율 인 의료 상의 보 을 해서 

아날로그방식의 필름 상을 디지털 상으로 변환해서 

보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3]
. 따라서 기존 환자의 

효율 인 진단  질병치료를 해서 잡음  열화 상 

등으로 진단  가치가 떨어진 필름 상에 의료 상복원

기법을 가하여 진단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게 된다. 

(113)



76 디지털영상처리를 이용한 의료영상복원 이원석 외

더욱이 디지털의료 상은 아날로그 방사선 상의 촬

법에 비하여 촬 조건의 향에 덜 민감하며, 촬 시 

상의 농도가 높거나 낮아도 처리에 의해서 자동농

도가 조 가능하며 촬 목   촬 부 에 따라 

한 상처리가 가해져 병소를 식별할 수 있는 진단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3～7]. 그러나 과거에 촬 된 아날

로그 방사선 필름 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필름

에 열화 상이 발생되어 상에 잡음이 생기게 된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진단방사선분야에

서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선촬 장비가 Computed 

Radiography 는 Digital Radiography 장비로 치되

어 디지털의료 상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에 아날로그 방사선촬 장비에 의해 진단된 필름 상은 

아직도 환자의 질병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부분의 필름 상은 필름디지타이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디지털 상으로 변환되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질병이 있는 필름과 질병이 없는 필름

상 에서 보  에 잡음 는 열화 상 등으로 필

름에 잡음이 심하게 생성되어 진단  가치가 떨어지는 

필름 상에 한 진단 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수행을 해서는 먼  잡음이 

심하게 생성된 필름 에서 질병이 있는 필름과 질병이 

없는 필름을 디지털 상으로 변환한 후 상복원기법을 

가하여 상을 복원하여 복원  후의 상에 하여 

화질의 주  평가기법을 용하여 진단  가치를 정

량 으로 평가한다.

Ⅱ. 본  론

1. 영상의 열화 및 복원과정

상의 열화 상에 한 사 정보를 이용해서 열화

된 상을 재구성 는 복구하는 것을 상복원이라 한

다[8～9]. 복원의 목표는 주어진 상을 어떤 미리 정의된 

방향으로 개선하며, 열화를 모델링하고 그 과정을 역순

으로 용해서 원 상을 복구하는 것이다. 한 상복

원은 원하는 결과에 한 최 의 추정을 얻기 한 기

을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 열화는 입력

상 에 열화함수가 작용되고, 노이즈가 부가되어 

식(1)과 같은 열화 상 가 된다[9].

     (1)

여기서 는 입력 상 에 열화함수 가 

작용됨을 나타내고, 는 부가된 노이즈이다. 열화

상 가 주어졌을 때, 복원의 목표는 가능한 한 

입력 상 에 근 하도록 추정 상 를 얻

는 것이다. 열화함수 와 부가 노이즈 에 하여 

알려진 경우에는 원래의 입력 상 에 가까운 추

정 상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열화함수 가 선

형이며 공간 으로 시불변 과정이면 공간 역에서 열화

상 는 식(2)로 된다.

    (2)

여기서 는 공간 역에서 확산함수(PSF : point 

spread function)라 부르는 열화함수이고, “*”는 컨볼루

션을 나타낸다. 한 식(2)에서 는 부가노이즈이

다. 식(2)의 열화 상은 주 수 역에서 식(3)으로 된다.

   (3)

여기서  ,  ,    은 각각  ,  ,    에 한 푸

리에 변환이며, 열화함수 는 학 달함수(OTF : 

optical transfer function)이다. 열화함수 에 의한 열화

과정  복원과정은 그림 1로 모델링될 수 있다[9].

그림 1. 입력 상의 열화와 복원과정

Fig. 1. Aging and restorative process of the input 

image.

2. 위너필터링을 사용한 선형복원기법

선형 상복원을 한  필터는 식(4)의 통계오차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를 추정한다[9～10].

     (4)

여기서 는 기댓값 연산자이고, 주 수 역에서 식(4)

에 한 해는 식(5)로 된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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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와  는 각각 노이즈의 력스펙

트럼과 열화되지 않은 상의 력스펙트럼이며, 이들 

력스펙트럼의 비  / 는 노이즈  신호 

력비를 나타낸다. 식(5)에 포함된 노이즈  신호 력비

를 신할 상수배열은 식 (6), (7), (8)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6)

 
 





  (7)

  


(8)

식(6)과 (7)은 각각 평균노이즈 력과 평균 상 력이며, 

과 은 각각 상과 노이즈배열의 수직과 수평크기

이다.

3. 비선형 복원을 위한 Lucy-Richardson 

     알고리듬

비선형 반복기술에 의한 복원기법은 특성이 항상 

측가능하지 않고, 계산량이 많지만 컴퓨터하드웨어의 

발   우수한 복원성능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비선형 복원기법으로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은 

푸아송(poisson) 통계로 모델링되는 최 가능성공식

(maximum-likelihood formulation)으로부터 추정함으로

써 식(9)와 같이 상을 복원한다[9].

  
  



 


(9)

4. 복원영상을 위한 주관적 화질평가

복원 상에 포함되는 정상구조를 잡음, 병소를 신호

로 정하여 찰자의 잡음에 한 반응과 신호+잡음에 

한 반응을 찰하여 상에 병변인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정도를 그래  는 수치로 평가한다. 신호가 포

함된 상에서 “신호 있다(Yes)”로 응답한 경우를 참양

성(true positive : TP), “신호 없다(No)”로 응답한 경우

를 거짓음성(false negative : FN)이라 한다. 한 신호

가 없는 상에서 “신호 없다(No)”로 응답한 경우를 참

음성(true negative : TN), “신호 있다(Yes)”로 응답한 

경우를 거짓양성(false positive : FP)이라 한다. TP, 

TN, FN  FP로 응답할 경우의 조건에 한 확률을 

각각 P(S/s), P(N/n), P(N/s), P(S/n)로 표기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두 종류의 자극이 있는 상을 각기 비하

고, 임의로 1매씩 표시해 두고 그 1매의 상에 해 신

호가 “ 로 없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알 수 없다, 아

마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다”로 단계의 평가를 한다. 

두 종류의 자극에 하여 5단계 평가 결과에 의해 상

인 계를 정량 으로 표 하여 그래 로 그린 것이 

ROC 곡선이다. 평가를 통해서 신호를 신호로써 바르게 

검출하는 능력을 감도(sensitivity)라 하고, 신호가  

없고 잡음만 있는 사진을 잡음으로 바르게 검출하는 능

력을 특이도(specificity)라 정의한다.

감도  


× (10)

특이도  


× (11)

Ⅲ. 실  험 

연구에 사용된 아날로그 필름 상은 그림 2의 (a)와 같

은 방사선촬 장치를 사용하여 촬 한 후 자동 상기로 

상하여 아날로그 필름 상을 얻었다. 아날로그필름

상은 디지털카메라로 디지털 상으로 변환한 후 상복

원기법을 용하 다. 한 아날로그 필름 상을 해서 

그림 2의 (b)에서와 같이 두께 1cm, 넓이 10cm×10cm 의 

(a) Equipment for radiography    (b) the phantom with signals

그림 2. 실험장치

Fig. 2. Experimental setu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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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image with signals  (b) the image excluding signals

그림 3. 촬 된 필름 상

Fig. 3. The photographed film images.

(a) the image with signals   (b) the image excluding signals

그림 4. 열화 상     
Fig. 4. The aged images   .

(a) the image with signals   (b) the image excluding signals

그림 5. 역필터링

Fig. 5. The inverse filtering.

아크릴  8장을 제작하여 팬텀으로 사용하 고, 가상

인 병소를 형성하기 해서 직경 1cm, 높이 1cm 크기의 

원기둥을 아크릴  사이에 4개와 넓이 1.8cm×1.5cm, 두

께 0.4cm  0.7cm의 직사각형 형태의 종이 2개를 삽입

하 다.

그림 2의 실험장치에서 촬 거리 1m, 압 57kV, 

류 64mA, 조사시간 0.08s 조건으로 촬 한 아날로

그 필름 상은 그림 3이다. 

그림 3의 (a)는 병소 6개가 추가된 필름 상이고, 그

림 (b)는 병소가 없는 정상조직의 상이다[9, 11～12].

그림 4는 열화 상으로 7×7필터, 표 편자 10의 가우

스 역통과필터로 상을 열화시켜 경계효과를 감소시

킨 열화함수 에 평균 0, 표 편차 0.05의 가

(a) the image with signals   (b) the image excluding signals

그림 6. 필터링

Fig. 6. Wiener filtering.

(a) the image with signals   (b) the image excluding signals

그림 7.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을 사용한 열화 상의 

복원(20회 반복)

Fig. 7. Restoration of the aged image used by 

Lucy-Richardson algorithm.

우스노이즈 가 부가된 이다. 한 (a)와 

(b)는 각각 병소를 갖는 상과 병소가 없는 상을 나

타낸다. 그림 4의 열화 상를 복원하기 한 역필터링 

결과는 각각 그림 5의 (a)와 (b)이다.

그림 4의 열화 상를 복원하기 한 필터링 결

과는 각각 그림 6의 (a)와 (b)이다.

비선형 복원기법을 사용하여 그림 4의 열화 상를 

복원하기 하여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을 사용하

여 20회 반복  비선형 복원결과는 각각 그림 7의 (a)

와 (b)이다.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을 사용한 복원 상은 개

선되었으며, 횟수를 10회와 100회 반복복원 상은 20

회 반복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Ⅳ. 진단평가

그림 4의 열화 상, 역필터링 상, 상수비를 사용한 

필터링 상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을 사용

한 복원 상에 하여 주 인 화질평가를 수행하

다. 화질평가를 해서 그림 8과 같이 사진 상에 있는 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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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 각 조직의 명칭  농도

Fig. 8. Terms and density of each parts of the image.

상
독 신호(병소)가 있는 사진 신호(병소)가 없는 사진

5단계

Ⅰ. 잘 안 보인다 Ⅰ. 잘 안 보인다

Ⅱ. 안 보이는 것 같다 Ⅱ. 안 보이는 것 같다

Ⅲ. 잘 모르겠다 Ⅲ. 잘 모르겠다

Ⅳ. 잘 보이는 것 같다 Ⅳ. 잘 보이는 것 같다

Ⅴ. 잘 보인다 Ⅴ. 잘 보인다

표 1. 상에 한 5단계의 정

Table 1. 5-step decision of images.

개의 병소에 하여 복원  후에 찰 가능한 정도를 

육안으로 정하 다. 지정된 6개의 부 에 하여 병

소가 찰되는 정도에 따라 표 1에서와 같이 5단계의 

정기 을 용하 다.

그림 8은 병소를 포함하는 상에서 4개의 정상조직, 

6개의 병소  배경을 나타내는 바탕에서 측정된 농도

를 나타낸다.

진단평가를 해서 20명의 평가자 각각이 열화 상, 

역필터링 상, 상수비를 사용한 필터링 상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을 사용한 복원 상에 하

여 사진을 평가한 후 Ⅰ, Ⅱ, Ⅲ, Ⅳ  Ⅴ 의 하나를 

선택한 것이 표 2, 3, 4,  5이다.

표 2, 3, 4  5로부터 열화 상, 역필터링 상, 

필터링 상  Lucy-Richardson 상의 감도는 각각 

65[%], 50[%], 55[%], 80[%]이고, 특이도는 각각 65[%], 

50[%], 55[%], 70[%]로 계산되었다. 역필터링과 필

터링 상은 열화 상보다 감도  특이도가 하되었

고, Lucy-Richardson 상은 열화 상보다 감도가 

15[%], 특이도 역시 15[%]가 향상되었다. 즉 복원을 통

열화 상 Signal
정기

Ⅰ Ⅱ Ⅲ Ⅳ Ⅴ

병소사진

T(S/s) 1 2 4 9 4

T(Si/s) 20 19 17 13 4

P(S/s) 1.00 0.95 0.85 0.65 0.20 

병소가
없는 사진

T(S/n) 4 9 4 2 1

T(Si/n) 20 16 7 3 1

P(S/n) 1.00 0.80 0.35 0.15 0.05

표 2. 찰에 의한 진단평가

Table 2. Diagnostic evaluation by observation.

역필터링 Signal
정기

Ⅰ Ⅱ Ⅲ Ⅳ Ⅴ

병소사진

T(S/s) 2 3 5 7 3

T(Si/s) 20 18 15 10 3

P(S/s) 1.00 0.90 0.75 0.50 0.15 

병소가
없는 사진

T(S/n) 3 7 5 3 2

T(Si/n) 20 17 10 5 2

P(S/n) 1.00 0.85 0.50 0.25 0.10

표 3. 찰에 의한 진단평가

Table 3. Diagnostic evaluation by observation.

필터링
Signal

정기

Ⅰ Ⅱ Ⅲ Ⅳ Ⅴ

병소사진

T(S/s) 1 3 5 8 3

T(Si/s) 20 19 16 11 3

P(S/s) 1.00 0.95 0.80 0.55 0.15 

병소가
없는 사진

T(S/n) 3 8 5 3 1

T(Si/n) 20 17 10 5 2

P(S/n) 1.00 0.85 0.50 0.25 0.10

표 4. 찰에 의한 진단평가

Table 4. Diagnostic evaluation by observation.

Lucy-

Richardson
Signal

정기

Ⅰ Ⅱ Ⅲ Ⅳ Ⅴ

병소사진

T(S/s) 1 1 2 10 6

T(Si/s) 20 19 18 16 6

P(S/s) 1.00 0.95 0.90 0.80 0.30 

병소가
없는 사진

T(S/n) 4 10 3 2 1

T(Si/n) 20 16 7 3 1

P(S/n) 1.00 0.80 0.35 0.15 0.05

표 5. 찰에 의한 진단평가

Table 5. Diagnostic evaluation by observation.

해서 병소가 있는 사진에서 병소가 있다고 진단할 확률 

 병소가 없는 사진에서 병소가 없다고 진단할 확률이 

각각 15[%] 만큼 개선되었다. 한 간단히 육안으로 진

단평가를 해서 표 2, 3, 4,  5로부터 ROC 곡선을 

구한 것이 그림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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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OC 곡선

Fig. 9. ROC curve.

병소가 있는 상에서 병소를 찰할 확률 P(S/s)가 

크고, 병소가 없는 상에서 병소가 없다고 올바르게 

진단할 확률 P(S/n)이 크면 클수록 ROC 곡선은 좌측 

상단으로 향하게 된다. 그림 8에서 Lucy-Richardson 

알고리듬에 의한 복원 상이 가장 좌상단으로 곡선이 

치하고, 그 다음으로 열화 상, 필터링 상이 

치하며, 역필터링 상은 곡선이 좌측 상단으로부터 가

장 멀리 치한다. 곡선의 찰로부터 Lucy- 

Richardson 알고리듬에 의한 상은 한 복원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진단할 확률이 높은 상이 되었고, 

필터링 상  역필터링 상은 상의 복원으로 올

바르게 진단할 확률이 낮게 됨으로써 진단을 한 복원

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질병이 있는 필름과 질병이 없는 필름

상 에서 보  에 잡음 는 열화 상 등으로 필름

에 잡음이 심하게 생성되어 진단  가치가 떨어지는 필

름 상에 한 진단 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

행하 다. 병소가 포함되는 경우와 병소가 없는 각각의 

경우에 하여 진단  가치가 떨어지는 아날로그 필름

상을 생성하기 해서 팬텀을 제작하여 방사선촬 장치

로 촬 한 후 자동 상기로 상하여 아날로그 필름 상

을 얻었다. 아날로그필름 상은 디지털카메라로 디지털

상으로 변환한 후 상복원기법을 가하여 상을 복원

하여 복원  후의 상에 하여 화질의 주  평가기

법을 용하여 진단  가치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열화함수에 의해 흐려지고 노이즈가 낀 열화 상의 복원

을 해서 역필터링, 필터링에 의한 선형복원기법과 

Lucy-Richardson 알고리듬에 의한 비선형 반복 복원기

법을 사용하 다. 복원된 상에 하여 주  평가기

법을 용한 결과, 역필터링과 필터링 복원방식에 의

한 복원 상은 진단에 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고, 

Lucy-Richardson 알고리듬을 사용한 열화 상은 ROC 

곡선으로부터 찰한 결과 병소가 있는 상에서 병소를 

발견할 확률과 병소가 없는 상에서 병소가 없다라고 

올바르게 진단할 확률이 높은 상을 갖는 다는 것을 형

태학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감도  특이도를 계

산한 결과 15[%] 진단능의 향상을 정량 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의료 상의 복원기법이 다양하게 

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향 후 병원과의 공동 연

구를 통해서 실제 환자의 필름 상을 통하여 의료 상의 

개선된 정도를 정량 으로 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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