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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단면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폐결절 자동 검출방법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영상을 이용하여, 폐 영역에 포함된 폐결절(pulmonary
nodule)을 삼차원 특징값 분석 기법에 의해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검출 방법
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 획득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관심영역인 폐 영역을 추출하는 단
계; 및, 관심영역인 폐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여 트리 구조를 설정하고 결절 후보군의 삼차원 특징값
을 재귀적으로 분석하여 폐결절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
체는 폐결절 자동 검출을 위한 컴퓨터 도움 진단(computer aided diagnosis) 시스템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도이
다.

  도 3은 도 2의 방법에서 입력값으로 이용되는, 폐결절을 포함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의 예시도이다.

  도 4는 도 2의 방법에 따라,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관심영역인 폐 영역을 추출한 예시도이다.

  도 5는 도 2의 방법에 이용되는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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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에서 삼차원 특징값 분석을 재귀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상
세 흐름도이다.

  도 8은 결절 후보군을 트리 구조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9는 결절 후보의 각 점에서 깊이(deepness)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a는 구 형태 결절 후보의 예시도이다.

  도 10b는 구 형태 결절 후보에서 반경 분포 함수(radial distribution function)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1은 도 10a에 보인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이다.

  도 12a는 구 형태 폐결절에 혈관이 붙어 있는 결절 후보의 예시도이다.

  도 12b는 구 형태 폐결절에 혈관이 붙어 있는 결절 후보에서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3은 도 12a에 보인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 CT) 영상에서 폐결절(pulmonary nodule)을 자동으로 검출하
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삼차원 특징값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폐결절을 자동 검출하는 방법 및 그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폐종괴(pulmonary mass)나 폐결절은 흉부 촬영 상 경계가 잘 그려지는 둥근 모양의 음영을 의미하며, 직경이 30mm 이
하인 경우 결절로, 직경이 30mm를 초과하는 경우 종괴로 기술한다. 무기폐나 폐렴을 동반하지 않은 한 개의 둥글거나 타
원형의 병변을 단일 폐결절(solitary pulmonary nodule)이라 하는데, 폐암(lung cancer)의 70%가 단일 폐결절로 나타난
다. 폐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이기 때문에 폐결절의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0%에 가까운 폐결절이 절제 가
능하므로 폐결절을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조절이나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별 검사
(screening)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면,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시술로써 자연적인 질병 경과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단순 흉부 엑스선 촬영에 의한 선별 검사로 발견된 폐암은 이미 매우 진행된 상태여서 5년 생존율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CT에 의한 선별 검사가 도입될 것이며, 의사가 판독하기에는 매우 많은 양의 영상 데이터가 발생할
것이다. 많은 영상을 판독하다보면 의사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어 폐결절을 놓치는 판독 결과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초기 암은 직경 3mm 이하의 작은 결절로 나타나므로 놓치기가 쉽다. 따라서 폐암 판독은 두 명의 의
사가 이중판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폐결절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컴퓨터 도움 진단(Computer Aided
Diagnosis : CAD) 프로그램의 폐결절 검출 결과를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면 판독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까지 CT 영상에서의 폐결절 검출을 위한 CAD 프로그램은 널리 상용화되고 있지 못한 단계이다. 미국의 시카고 대
학(The University of Chicago)을 필두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R2
Technology, Inc.란 회사에서 출시한 'ImageChecker CT LN-1000'란 제품이 2003년 6월 미국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미국 내에서 임상 실험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는 상용화된 경우가 없으
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그룹에서 폐결절 자동 검출을 위한 CAD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크게 나누어 모델-베이스드(model-based) 분석과 룰-베이스드(rule-based) 분석의 두 가지 접근이 이
루어지고 있다. 모델-베이스드 분석은 결절의 모양인 구형(spherical) 모델을 사용한다. 룰-베이스드 분석은 결절 후보를
추출하여, 사전 지식에 의해서 결절과 정상 구조물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CT 영상에서 결절의 밝기값이 상당히 넓게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그레이레벨 문턱치(multiple gray-level threshold)를 이용한 기법이 고전적으로 사용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흉부 CT 영상을 이용하여 폐결절을 검출하고자 할 때, 폐 영역에 포함된 폐결절
을 높은 정확도로 자동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자동 검출 방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CAD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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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검출 방법에서는, 흉부 CT 영상을 획득한 다음, 관심영역인 폐 영역을
추출한다. 폐 영역 내부 영상을 삼차원 데이터로 구성한 다음,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과 삼차원 리즌그로잉(region
growing) 기법을 적용하여 상기 폐 영역 삼차원 데이터에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고, 상기 결절 후보군의 모든 결절 후보
에 대해서 삼차원 특징값 계산 및 분석을 재귀적으로(recursively) 수행한다. 재귀적인 단계가 한 단계씩 높아질 때마다 결
절 후보를 작게 나누어 분석하게 되는데, 반경 분포 함수(radial distribution) 분석을 이용한 결절 분리 방법과 그레이레벨
문턱치를 높여 결절 후보를 트리 구조가 되게 다시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결절 후보를 작게 나눌 수 있다. 재귀 분석은 상
기 결절 후보가 폐결절이거나 폐결절인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혹은 상기 결절 후보의 크기가 결절로서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특히, 상기 트리 구조에서 부모 노드(parent node)와 자식 노드(child node)를 이루는 결절
후보군들의 관계로부터 추출한 파라메터를 상기 삼차원 특징값 중의 하나로 적용하여 폐결절 검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결절 분리 방법은 다음 세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상기 결절 후보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깊이(deepness)를 구한다. 상기 깊이가 가장 큰 점을 코아 포인트(core point)로 정한 후, 상기 모든 점에서
상기 코아 포인트까지의 거리인 반경 거리(radial distance)를 구한다. 상기 반경 거리를 x 축, 해당 반경 거리를 가지는 점
의 개수를 y 축으로 하여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한다. 상기 반경 분포 함수의 정점을 지나 최대값의 30 내지 70% 이하로 떨
어지는 점부터 테일(tail) 부분이라 정의하고, 상기 테일 부분에 해당하는 결절 후보의 복셀(voxel)을 떼어낸다. 상기 테일
부분에 해당하는 결절 후보의 복셀들은 다시 하나의 결절 후보로 등록하는데, 이를 테일 결절 후보(tail nodule candidate)
라 정의하고, 결절 후보의 상기 테일 결절 후보를 떼어내고 남은 부분을 코아 결절 후보(core nodule candidate)라 정의한
다. 상기 결절 후보는 상기 코아 결절 후보로 대체되어 다시 삼차원 특징값 재귀 분석을 수행하고, 상기 테일 결절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이 삼차원 특징값 재귀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검출 방법에서는, 관심영역인 폐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여 트리 구조를
설정하고 이것을 삼차원 특징값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재귀적으로 적용하여 폐결절을 검출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고유 기
법은 3DRA(3D recursive analysis) 방법이라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결절 후보를 추출하고 각 단계에서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에 제한된 기존의 다중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에서, 트리 구조를 가지는 결절 후보군의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의 관계에서 뽑아낸 파라메터를 폐결절 분석 단계에 활용하는 개선점을 가진다.

  또한, NIRD(Nodule Isolation using Radial Distribution)라고 명명한 상기 반경 분포 함수를 이용한 결절 분리 단계는
혈관과 겹쳐 있는 결절의 경우 혈관에 의해서 결절의 특징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결절에 붙
은 혈관뿐만 아니라 결절과 접한 정상 구조물 혹은 결절과 접한 다른 결절을 떼어내서 하나의 결절에 대해서 삼차원 특징
값 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흉부 CT 영상을 획득하는 제
1 프로그램 모듈; 상기 CT 영상에서 폐 영역을 추출하는 제2 프로그램 모듈;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과 삼차원 리즌그로
잉 기법으로 상기 폐 영역에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는 제3 프로그램 모듈; 반경 분포 함수 분석을 통해 결절 후보를 분리
하는 제4 프로그램 모듈; 상기 결절 후보군의 결절 후보에 대해서 삼차원 특징값을 분석하여 폐결절인지 아닌지를 판정하
는 룰-베이스드 시스템을 구현한 제5 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상기 제3 프로그램 모듈과 제4 프로그램 모듈, 제5 프로그램
모듈을 모두 포함하여 재귀적인 분석 방법을 수행하는 제6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것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또한, 후속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다수의 특정 세부는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그러
나, 당분야에서 숙련된 자라면 이들 특정 세부가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을 명백히 알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예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적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1)은, 외부의 사용자가 폐결절 검출에 필요한 흉부 CT 영상 데이
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입출력 장치(11), 흉부 CT 영상을 이용하여 폐결절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주/보조 기억장치(12, 13) 및 상기 주/보조 기억장치(12, 13)와 입출력 장치(11)를 제어하고, 흉부 CT 영상을
이용하여 폐결절을 검출하기 위한 제반 연산처리를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4)를 구비한다. 상기 입출력 장치(11)는
모니터와 프린터 등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하드웨어 시스템(1)을 이용하여, 흉부 CT 영상을 이용한 본 발명의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을 실행하게 되는
데, 후술되는 도 2의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CAD 프로그램을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4)에 내장시킨 상태에서 흉부
CT 영상을 입력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상기 프로그램이 흉부 CT 영상을 이용하여 폐결절을 자동으로 검출하
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흉부 CT 영상을 이용한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의 개략적인 단계를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폐결절을 검출하려는 사람의 흉부 CT 영상을 획득하여 입력하는 단계로부터 출
발한다(단계 21). 흉부 CT 영상은 슬라이스 두께(slice thickness)가 작을수록, 리컨스트럭션 인터벌(reconstruction
interval)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다중단면(multi-slice) CT 영상의 한 예로 슬라이스 두께는 2mm, 리컨스트럭
션 인터벌은 1mm 정도로 얻어질 수 있다. CT 영상은 촬영 기기에서 바로 디지털화되어,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이라는 의료 영상 표준 파일 포맷으로 저장 및 전송된다. DICOM 형식의 CT 영상 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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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12 픽셀(pixel)이고, 각 픽셀은 12-비트(bit) 깊이의 4096 단계 그레이레벨로 되어 있다. DICOM 의료 영상 표준
파일 포맷의 헤더(header)는 환자 정보 및 촬영 조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영상 분석시 특징값 계산에 이용할 수 있
다. 촬영 조건 중에서는 슬라이스 두께, 리컨스트럭션 인터벌 등이 분석시 활용되고, 환자 정보에서는 환자의 나이, 촬영
시기 등이 분석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입력된 흉부 CT 영상에서 관심영역인 폐 영역을 추출한다(단계 22). 폐 영역 추출 단계(2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일곱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을 적용하여 입력된 상기 흉부 CT 영상을 이진화
(binarization)하는 단계(221), 이진화된 상기 영상에서 커넥티드 컴포넌트 라벨링(connected component labeling) 기법
으로 폐 영역 영상과 공기 영역 영상을 각각 라벨링하는 단계(222), 상기 공기 영역 영상을 제거하는 단계(223), 상기 폐
영역 영상을 이진화하는 단계(224), 에지 검출 기법을 적용하여 이진화된 상기 폐 영역 영상의 윤곽선을 추출하는 단계
(225), 상기 추출된 윤곽선에서 폐 영역 경계선(lung contour)만 추출하는 단계(226), 및 상기 폐 영역 경계선을 보정
(correction)하는 단계(227)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단계 23에서는 상기 추출된 폐 영역 영상들을 이용해 재구성한 삼차원 데이터 내에서 결절 후보(nodule
candidate)군을 추출한다. 그리고, NIRD와 삼차원 특징값 재귀 분석을 이용한 결절 검출을 수행한다.

  도 3은 도 2의 단계 21에서 입력값으로 이용되는, 폐결절을 포함한 환자의 흉부 CT 영상의 예시도이다. 엑스선 영상의
각 픽셀은 인체에 흡수된 엑스선량에 관련된 값을 재구성한 그레이레벨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에 흡수된 엑스선량은
뼈와 연부 조직의 밀도 및 두께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밝고 둥근 음영으로 나타난 부분(30)이 폐결절 병변을 나타낸다.

  도 4는 도 2의 단계 22에 따라서, 흉부 CT 영상에서 폐 영역을 추출한 예를 보이고 있다. 도 4에서 참조부호 "41"은 폐 영
역을 추출하기 전의 흉부 CT 원영상(즉, 도 3 상태)을 나타내고, "42"는 도 2의 단계 22에 따라 폐 영역을 추출한 결과영상
을 보인다. CT 영상에 나타나는 장기는 조직 특성에 따라 엑스선 감쇄율이 다르므로 각각 일정한 영역의 그레이레벨 값을
가지게 된다. CT 영상에서의 그레이레벨 값은 하운스필드 유닛(HU : Hounsfield Units)이란 단위로 표기되는데, CT 영상
의 HU는 보통의 경우 -1024 에서 +3072 사이의 값을 가진다. 폐 내부 영역은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폐 외곽의 연부
조직 및 그 밖의 장기에 비해서 낮은 HU 값을 갖는다. 도 2의 단계 22에서 그레이레벨 문턱치 적용 기법을 이용한 단계
(221)와 커넥티드 컴포넌트 라벨링 기법을 이용한 단계(222)를 수행한 후 공기 영역 영상을 제거하는 단계(223)를 거치
면, 폐 내부 영역과 폐 외부 영역을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폐 내부 영역 내에 높은 그레이레벨 값을 갖는 폐결절, 혈관, 폐
벽의 일부 등의 일반 장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화하는 단계(224)를 수행한 다음, 이진화된 영상의 윤곽선을 추출
하고(단계 225), 폐 영역 경계선 추출 기법(226)의 과정을 통해서 폐결절, 혈관 및 일반 장기의 윤곽선을 제거할 수 있다.
남겨진 폐 영역의 경계선은 여전히 폐 벽 부분의 혈관과 결절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그레이
레벨 값으로는 분리해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단계(227)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단계(227)는 추출된 폐 경계선에서 폐 벽 부분의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정하여 폐 벽과
접촉한 결절과 혈관 및 일반 장기를 폐 영역 내부에 포함하도록 한다. 우선 폐 영역 경계선의 모든 점 중에서 바깥으로 볼
록한 점을 구한다. 볼록한 점을 구하기 위해 "볼록성"이란 특징을 계산하는데, 볼록성은 폐 윤곽선이 추출된 이차원 영상에
서 윤곽선 위의 모든 점에서 계산된다. 어떤 한 점에서의 볼록성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볼록성을 계산하려는 윤곽선 위
의 한 점에서 다섯 포인트 거리를 두고 이웃한 두 점과 이루어지는 삼각형이 폐 영역 바깥으로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이면
볼록하다고 판단하고 안쪽으로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이면 오목하다고 판단한다.

  도 5는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단계(227)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5에서 "51"은 폐 영역 경계선에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도면이고, "52"는 51의 일부를 확대한 도면이다.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은 상기 계산
된 폐 윤곽선 위의 볼록한 모든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의 예를 도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폐 영역 경계선 위의 한 볼록한 점을 도 5에서의 점 "O"라 한다면, 상기 점 O에서 적절한 길이 d 값을 가지는 선분 OP를 법
선 방향으로 세운다. 상기 선분 OP를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상기 추출된 폐 영역 경계선 위의 다른 점과 만나는
점이 있을 때까지 내려뜨려 선분 OP와 상기 추출된 폐 영역 사이의 영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폐 경계선을 얻게 된다. 도 5
에서는 선분 OP를 시계 방향으로 내려뜨리다가 선분 OP'가 A 점에서 만나게 되므로 선분 OA가 새로운 폐 영역 경계선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상기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으로 폐 벽과 접한 결절과 혈관을 놓치지 않고 폐 영역 내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d 값을 폐 바깥쪽 벽(costal pleural)에서는 40 픽셀, 폐 안쪽 벽(mediastinal
pleural)에서는 30 픽셀로 하여 경계선 보정 방법을 적용한다.

  도 6은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단계를 수행한 후의 실시예를 보인다. 도 6의 "61"은 흉부 CT 영상에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
법을 적용하기 전의 폐 영역 경계선을 나타낸다. "62"는 폐 영역 경계선 보정 방법을 적용한 후의 폐 영역을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 22에서 폐 영역을 추출한 다음에는 폐 영역 내에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한다(단
계 23). 폐 영역 추출 방법은 이차원 단면 영상에서 수행되었지만, 결절 후보를 추출하는 과정부터는 폐 영역 내부의 영상
으로 재구성한 삼차원 데이터를 이용한다. 삼차원에서의 분석은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이차원에서의 분석보다 수
행 시간이 빠르고 삼차원 특징값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차원 영상 데이터는 이차원 단면 영상을 이용해 재구
성하며, 이차원 영상에서의 한 점을 픽셀(pixel)이라 한다면, 삼차원 영상에서의 한 점은 복셀(voxel)이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CT 영상에서는 인체 내 각 장기마다 특정한 HU 값 영역을 가지므로 적절한 문턱치에 의해서 결절 후
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 결절 후보들은 결절 이외에도 혈관 및/또는 정상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절 후보를 추출할 때
에는, 삼차원 영상 데이터를 스캔하다가 특정한 문턱치 이상인 점을 만나면 그 점을 씨앗점으로 설정하고 삼차원 리즌그로
잉 기법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삼차원 리즌그로잉 기법에 의해서 추출된 결절 후보들은 커넥티드 컴포넌트 라벨링 기법에 의하여 각각 라벨링된다. 상
기 추출된 각각의 결절 후보를 결절과 혈관 및 정상 구조물로 구분하기 위해, 결절 후보의 삼차원 특징값을 계산하고 분석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삼차원 특징값으로는 부피(volume), 둥글기(compactness) 및 종횡비(elongation factor) 등을 사
용하며, 최소, 최대, 평균 HU 값도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트리 구조에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이루는 결절 후보군들
의 관계로부터 추출한 파라메터를 상기 삼차원 특징값 중의 하나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자식 노드 후보의 부피를 부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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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후보의 부피로 나눈 값을 부피비(volume ratio)라 하여, 이것을 부피, 둥글기, 종횡비 및 HU 값과 함께 참조해서 결절
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계산된 삼차원 특징값들은 모두 폐결절 여부를 판정하는 룰-베이스드 시스템에 입력값으로
들어간다. 결절 후보의 부피는 결절 후보를 이루는 복셀의 개수를 세어mm3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것이고, 둥글기는 결절의
기하학적 형태가 구형과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결절 후보의 부피와 결절 후보에 외접하는 구의 부피의 비로 정의한다.
종횡비 역시 기하학적 형태가 구형과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며 결절 후보의 장축과 단축을 구하여 그 비를 구한 것이다. 부
피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결절 후보에 대해서 NIRD 분석 및 삼차원 특징값 분석을 재귀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상세 흐름도이
고, 도 8은 결절 후보를 트리 구조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도이다.

  결절 후보 트리 구조를 설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재귀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CT 영
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단계 71), 폐 영역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폐 영역 내부 영상을 삼차원 데이터로 구성한 뒤
(단계 72), 결절 후보군의 트리 구조 중 가장 상위 레벨인 0 세대 결절 후보를 추출하고 라벨링한다(단계 731). 이 때, 삼차
원 리즌그로잉 기법을 통해 결절 후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N 세대 결절 후보의 씨앗점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그레이레벨
문턱치를 TN이라고 한다. 하나의 씨앗점이 설정되면 삼차원 리즌그로잉을 적용하여 그레이레벨 문턱치 TN보다 높은 밝기

값을 가지는 점들을 하나의 N 세대 결절 후보로 등록한다. 하나의 씨앗점에 대해서 삼차원 리즌그로잉 수행이 끝나면 다음
씨앗점을 찾는다. 이미 결절 후보로 등록된 점들은 무시하고, 결절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점들 중 그레이레벨 문턱치 TN보

다 높은 밝기값을 가진 점들은 새로운 씨앗점으로 설정된다. 이 때 TN보다 큰 밝기값을 갖는 N 세대 결절 후보의 씨앗점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씨앗점마다 삼차원 리즌그로잉을 수행하여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N 세대 결절 후보군을 등
록한다. 각각의 N 세대 결절 후보들은 커넥티드 컴포넌트 라벨링 기법을 적용하여 라벨링하는데, 예를 들어, CN 개의 N 세

대 결절 후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1부터 CN까지 라벨링된다.

  다음, 1부터 C0까지의 0 세대 결절 후보들 각각에 대해서 재귀 분석 모듈 A를 수행하고(단계 74), C0개의 0 세대 결절 후

보들에 대해서 분석이 모두 끝나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단계 736). 재귀 분석 모듈 A를 실행할 때 재귀 분석 모듈 A에 입
력으로 들어가는 대상은 어떤 하나의 결절 후보인데, 예를 들면, i 번째 0 세대 결절 후보를 입력으로 하여(단계 734) 재귀
분석 모듈 A를 실행한다(단계 74). 재귀 분석 모듈 A에 입력으로 들어간 결절 후보는 우선 직경이 2mm보다 작은지 판단
된다(단계 742). 직경이 2mm보다 작으면 노이즈로 간주하여 '결절 아님'을 디스플레이하고(단계 748) 재귀 분석 모듈 A
를 종료한다(단계 749). 직경이 2mm보다 큰 결절 후보이면 삼차원 특징값이 결절의 특성을 가지는지 판단한다(단계
743). 삼차원 특징값의 분석 후 결절 후보가 결절인 것으로 판단되면, N 세대 결절 후보의 부모 결절 후보 즉, N-1 세대 결
절 후보의 부피와 N 세대 결절 후보 자신의 부피의 비인 부피비(volume ratio) 특징값이 0.02보다 큰지 검사한다(단계
746). 본 실시예에서는 부피비가 0.02보다 크면, 입력 결절 후보를 '결절'로 판단하여 디스플레이하고(단계747) 재귀 분석
모듈 A를 종료한다(단계 749). 부피비가 0.02 이하이면, 혈관 및 정상구조물의 위양성 결과(false positive)로 판단하여 '
결절 아님'을 디스플레이하고(단계 748) 재귀 분석 모듈 A를 종료한다(단계 749). I 번째 0 세대 결절 후보에 대한 재귀 분
석 모듈 A가 종료되면 i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단계735), i+1 번째 0 세대 결절 후보를 꺼내어(단계 735 + 단계 733) 재
귀 분석 모듈 A의 입력으로 넣으면 되지만(단계 734), 0 세대가 아닌 N 세대 결절 후보에 대한 재귀 분석 모듈 A가 종료되
면, 재귀 분석 모듈 A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단계 743에서 재귀 분석 모듈 A에 입력으로 들어 온 N 세대 결절 후보의 삼차원 특징이 결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입
력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radial distribution function)를 구한다(단계 744). 다음, 반경 분포 함수 분석을 통해 입력
결절 후보를 코아 부분과 테일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단계 745). 이는 NIRD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다. NIRD는, 결절 후보의 삼차원 특징값을 분석할 때 노이즈로 작용하는 테일 부분 즉, 결절 후보와 접한 혈관이
나 정상 구조물 혹은 다른 결절을 분리하여 코어 부분 즉, 결절의 삼차원 특징값을 분석하여 결절의 특징값 분석 결과가 견
고하도록 하고 결절 검출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반경 분포 함수를 분석한 결과, NIRD 적용이 가능하다면 N 세대
입력 결절 후보를 코아 부분과 테일 부분으로 분리하고(단계 751), 분리된 N 세대 코아 결절 후보를 입력으로 하는 재귀
분석 모듈 A를 실행한다(단계 752 + 단계 753). 코아 결절 후보에 대한 재귀 분석 모듈 A의 실행이 끝나면, N 세대 테일
결절 후보를 재귀 분석 모듈 A에 입력으로 넣고 수행한다(단계 754 + 단계 755). 이 때 상기 N 세대 결절 후보는 코아 결
절 후보로 대체되고, 테일 결절 후보는 새로운 N 세대 결절 후보로 등록된다. 반경 분포 함수 분석에 의한 결절 분리 방법
즉, NIRD의 자세한 설명은 도 9에서부터 도 13까지를 참고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N 세대 결절 후보가 NIRD에 의해 결절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단계 745), 상기 N 세대 결절 후보의 자식 노드에 해
당하는 N+1 세대 결절 후보를 추출한다(단계 76). N+1 세대 결절 후보 추출을 위해서 삼차원 리즌그로잉 기법에 적용할
그레이레벨 TN은 TN에 양수 a를 더한 값 즉, TN+1으로 치환된다(단계 761). 실시예에서는 a 값을 50 HU으로 하였다. TN

보다 높은 값인 TN+1을 문턱치로 하여 씨앗점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씨앗점에 삼차원 리즌그로잉 기법을 적용하여 N

세대 결절 후보를 추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N+1 세대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면, N+1 세대 결절 후보는 한 개 혹은 여
러 개 추출될 수 있다. 역시 상기한 N 세대의 결절 후보군에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커넥티드 컴포넌트 라벨링 기법을 적용
하여 N+1 세대 결절 후보들을 모두 라벨링한다(단계 762). 예를 들어 하나의 N 세대 결절 후보의 자식 결절 후보 즉,
N+1 세대 결절 후보의 개수가 CN+1이라면, 1부터 CN+1 까지 각각 라벨링된다. 이 때 N 세대 결절 후보와 N+1 세대 결절

후보군은 도 8과 같이 트리 구조를 가지게 되며, N+1 세대 결절 후보는 N 세대 결절 후보의 자식 후보(child candidate)가
되고, N 세대 결절 후보는 N+1 세대 결절 후보의 부모 후보(parent candidate)가 된다. 다음, CN+1개의 N+1 세대 결절

후보들 중 하나 씩 차례로 재귀 분석 모듈 A에 입력으로 넣고 재귀 분석 모듈 A를 수행한다(단계 764 + 단계 765). 상기
CN+1 개의 N+1 세대 결절 후보에 대해서 재귀 분석 모듈 A의 실행이 모두 끝나면, N 세대 결절 후보에 대한 재귀 분석 모

듈 A가 호출된 단계로 돌아가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단계 746에 나와 있듯이, 결절 후보를 분석하는 삼차원 특징값 중 하나인 부피비는 N 세대 결절 후보(자식 노드)의 부피
를 바로 앞 세대 즉, N-1 세대 결절 후보(부모 노드)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부피비는 위양성 결과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혈관의 일부가 남겨진 형태의 결절 후보는 부피비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부피비가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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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은 결절 후보는 결절이 아니라고 판정한다. 이는 트리 구조를 가지는 결절 후보군이 단지 데이터 구조로서의 의미
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트리 관계에서 뽑아낸 삼차원 특징값을 결절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써 이용함을 의미
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반경 분포 함수 분석을 통해 결절 분리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NIRD이라 명명한 이 단계의 목적은
혈관과 겹쳐 있는 결절의 경우 혈관에 의해서 결절의 특징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결
절로부터 혈관을 떼어낸 후 삼차원 특징값 분석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결절에 붙은 혈관뿐만 아니라 결절과 접한 정상 구
조물 혹은 결절과 접한 다른 결절을 떼어내서 하나의 결절에 대해서 삼차원 특징값 분석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도 9에서 도 13까지는 NIRD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결절과 혈관이 붙어 있는 결절 후보의 모델의 세 점
A, B, C에서 깊이 파라메터를 구하는 설명을 위한 도면이고, 도 10a는 구 형태의 결절 후보의 일 예시도이며, 도 10b는 구
형태의 결절 후보에서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1은 도 10a에 보인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이다. 도 12a는 구 형태의 결절에 혈관이 붙어 있는 형태의 결절 후보의 일 예시도이며, 도 12b는 구 형태의 결절
에 혈관이 붙어 있는 결절 후보에서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3은 도 12a에 보인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이다. 도 11과 도 13에서 정점은 약 5.5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를 각각 도 10b와 도
12b에 굵은 원으로 표시하였다. 굵은 원 안쪽 부피가 결절에 해당된다.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결절 후보들의 모든 복셀에 대해서 그 점의 깊이를 구하는데, 깊이는
결절 후보를 이루는 한 점에서 결절 후보 경계선 위의 점과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로 정의한다. 도 9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절 후보(80) 내의 한 점에서의 깊이는 그 점과 결절 후보(80) 경계선 위의 모든 점까지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도 9에서는 점 A, B, C에서 연결한 각각의 선분의 길이가 깊이가 된다.

  결절 후보의 모든 점 중에서 깊이가 가장 큰 한 점을 상기 결절 후보의 코아 포인트(core point)로 정한다. 도 9에서는 점
A가 코아 포인트가 된다. 코아 포인트는 결절 후보를 이루는 점 중에서 삼차원적으로 가장 깊숙이 있는 점이다. 결절 후보
의 모양이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중심으로 결절 후보의 중심을 제대로 구할 수 없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코아 포인트
를 결절 후보의 중심으로 정의한다. 코아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는 모든 점에 대해서 코아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그 값을 반경 거리(radial distance)라 하고 저장한다. 구하고자 하는 반경 분포 함수는 이러한 반경 거리를 x 축, 결절 후
보를 이루는 점 중에 해당 반경 거리를 가지는 결절 후보 내의 복셀의 개수를 y 축으로 하여 구한다.

  결절 후보가 이상적인 구 모양일 경우의 반경 분포 함수는 y 축에서 최대값을 이루는 정점까지 이차 곡선을 그리며 증가
하다가 정점 이후엔 값이 0이 된다. 그러나, 결절 후보가 이상적인 구 모양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반경 분포 함수에서 y
축 최대값을 이루는 정점까지 이차 곡선과 근접하게 증가하다가, 정점을 지나면서 바로 0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점으로부
터 점차 떨어지는 테일(tail)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 부분은 도 11의 경우 x 축에서 7 이상인 점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도
13에서도 x 축에서 7 이상인 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가 정점까지 이차 곡선 피팅 함수와 근
접하고, 정점 이후에 떨어지는 기울기가 급격하다는 두 조건을 만족하면, 결절 후보의 테일 부분을 떼어낸다. 반경 분포 함
수의 테일 부분은 정점 이후 최고값의 30 내지 70%로 떨어지는 순간의 점부터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반경 분
포 함수의 테일 부분은 정점 이후 최고값의 50%로 떨어지는 순간의 점부터로 정의한다. 결절 후보의 반경 분포 함수가 정
점에서부터 테일 부분이 길면 혈관이 붙어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점 이후의 테일 부분에 해당하는 복셀들을 떼어낸 후 테일
부분이 분리된 코아 결절 후보는 기존 N 세대 결절 후보군을 대체하여(도 7의 단계 764), 다시 재귀 분석 루프를 수행한다
(도 7의 단계 765). 코아 결절 후보에 대한 재귀 분석 루프 수행이 종료되면, 분리된 테일 부분의 점들의 집합인 테일 결절
후보를 새로운 N 세대 결절 후보로 등록하고, 상기 테일 결절 후보에 대한 재귀 분석 루프를 수행한다. 붙어있는 혈관 때문
에 결절이 아니라고 판단된 결절 후보도 제대로 분석이 가능하고, 나머지 테일 부분도 결절 후보로 추가되어 삼차원 분석
대상이 되므로 두 개의 결절이 붙어 있거나 혈관에 결절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도 하나씩 분리하여 정확한 분석이 가능
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폐결절 검출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 가능하고,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의
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록매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따라서 도 1에 도시한 것과 같은 시스
템(1)에 포함된 마이크로 프로세서(14)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본 발명을 더욱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상기 기록매
체는 자기 기록매체(예: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기록매체(예: CD-ROM, DVD 등) 및 캐리어 웨이브
(carrier wave; 예: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기록매체는, 흉부 CT 영상을 획득하는 제1 프로그램 모듈; 상기 CT 영상에서 폐 영역을 추출하는 제2 프로그램 모
듈;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과 삼차원 리즌그로잉 기법으로 상기 폐 영역에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는 제3 프로그램 모듈;
반경 분포 함수 분석을 통해 결절 후보를 분리하는 제4 프로그램 모듈; 상기 결절 후보군의 결절 후보에 대해서 삼차원 특
징값을 분석하여 폐결절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룰-베이스드 시스템을 구현한 제5 프로그램 모듈; 상기 제3 프로그램 모
듈과 제4 프로그램 모듈, 제5 프로그램 모듈을 모두 포함하여 재귀적인 분석 방법을 수행하는 제6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
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4 프로그램 모듈은, 상기 결절 후보의 모든 점에 대해서 깊이를 구하는 제1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깊
이가 가장 큰 점을 코아 포인트로 정하는 제2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모든 점에서 상기 코아 포인트까지의 거리인 반경
거리를 구하는 제3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반경 거리를 x 축, 해당 반경 거리를 가지는 점의 개수를 y 축으로 하여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하는 제4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반경 분포 함수의 정점을 지나 최대값의 3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지는
점부터 테일 부분이라 정의하고, 상기 테일 부분에 해당하는 결절 후보의 복셀을 분리하여 테일 결절 후보라 정의하고, 상
기 테일 결절 후보를 떼어내고 남은 부분의 상기 결절 후보를 코아 결절 후보라 정의하는 제5 서브 프로그램 모듈; 및 상기
분리된 코아 결절 후보와 테일 결절 후보에 대하여 상기 제6 프로그램 모듈을 재수행하는 제6 서브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
한다.

  여기서, 각 프로그램 모듈 및 서브 프로그램 모듈을 실제로 코드화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
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용이하게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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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진보된 다중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3DRA 방법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결절 후보를 추출하고 각 단계에서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에 제한된 기존의 다중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에서, 트
리 구조를 가지는 결절 후보군의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의 관계에서 뽑아낸 파라메터를 폐결절 분석 단계에 활용하는
개선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결절 후보로부터 결절 후보와 붙어있는 혈관 및 근접한 결절을 분리하기 위한 NIRD 방법
을 새로이 제안한다.

  흉부 CT 영상에서 폐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폐 영역에 포함된 폐결절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폐암
의 조기검진 과정에서 초기 폐암을 놓치지 않도록 참고 의견으로서 의사들의 결정을 지원한다. 결절 후보군에 삼차원 특징
값 분석 방법을 재귀적으로 적용하여 혈관 및 정상 조직과 폐결절을 분류하므로 정확하게 폐결절만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러한 검출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CAD 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참
고 의견으로 사용하면 판독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핵심인 NIRD 알고리즘은 결절의 삼차원적 형태 분석에 있어서 견고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트리 구조를 가지는
결절 후보군의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의 관계에서 뽑아낸 파라메터를 폐결절 분석 단계에 활용하므로 낮은 위양성 결
과 및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c)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gray-level thresholding technique)과 삼차원 리즌그로잉 기법으로 상기 폐 영역에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는 단계; 및

  (d) 상기 결절 후보군의 모든 결절 후보에 대해서 삼차원 특징값 계산 및 분석을 재귀적으로 수행하는 재귀 분석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재귀 분석 단계를 수행할 때마다 반경 분포 함수(radial distribution) 분석을 이용한 결절 분리 방법과 그레이레벨
문턱치를 높여 상기 결절 후보를 트리 구조가 되게 다시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상기 결절 후보를 작게 나누어 분석하며, 상
기 재귀 분석은 상기 결절 후보가 폐결절이거나 폐결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혹은 상기 결절 후보의 크기가 결절
로서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반복하며, 상기 트리 구조에서 부모 노드(parent node)와 자식 노드(child node)
를 이루는 결절 후보군들의 관계로부터 추출한 파라메터를 상기 삼차원 특징값 중의 하나로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을 적용하여 상기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이진화(binarization)하는 단계;

  상기 이진화된 영상에서 커넥티드 컴포넌트 라벨링(connected component labeling) 기법으로 폐 영역 영상과 공기 영
역 영상을 각각 라벨링하는 단계;

  상기 공기 영역 영상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폐 영역 영상을 이진화하는 단계;

  에지 검출 기법을 적용하여 이진화된 상기 폐 영역 영상의 윤곽선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윤곽선에서 폐 영역 경계선(lung contour)만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폐 영역 경계선을 보정(correction)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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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폐 영역 경계선을 보정하는 단계는,

  상기 폐 영역 경계선 상에 위치한 모든 볼록한 점들 각각에 대해서 상기 폐 영역 경계선에 수직이고 상기 볼록한 점을 지
나는 길이 d를 가지는 선분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선분의 한 끝을 상기 볼록한 점에 고정한 채 상기 선분의 다른 끝을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으로 상기 폐 영역 경계
선 위의 다른 점과 만날 때까지 내리는 단계; 및

  상기 선분이 상기 폐 영역 경계선 위의 다른 점과 만나면 그 점과 상기 볼록한 점을 잇는 선분을 새로운 폐 영역 경계선으
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결절 후보군을 추출할 때에는,

  씨앗점(seed) 추출을 위한 해당 세대 그레이레벨 문턱치 값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폐 영역 내의 영상을 스캔하면서 상기 해당 세대 그레이레벨 문턱치 값 이상인 복셀(voxel)을 만나면 그 점을 해당
세대 결절 후보군의 씨앗점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씨앗점에서 삼차원 리즌그로잉(region growing)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
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절 후보를 트리 구조가 되게 다시 추출하는 방법에서는 상기 그레이레벨 문턱치 값을 50 하운스
필드 유닛씩 높여 새로운 결절 후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절 분리 방법은,

  상기 결절 후보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깊이(deepness)를 구하는 단계;

  상기 깊이가 가장 큰 점을 코아 포인트(core point)로 정하는 단계;

  상기 모든 점에서 상기 코아 포인트까지의 거리인 반경 거리(radial distance)를 구하는 단계;

  상기 반경 거리를 x 축, 해당 반경 거리를 가지는 점의 개수를 y 축으로 하여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하는 단계;

  상기 반경 분포 함수의 정점을 지나 최대값의 3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지는 점부터 테일(tail) 부분이라 정의하고, 상기
테일 부분에 해당하는 결절 후보의 복셀을 떼어내어 테일 결절 후보(tail nodule candidate)라 정의하고, 상기 테일 결절
후보를 떼어내고 남은 부분의 상기 결절 후보를 코아 결절 후보(core nodule candidate)라 정의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절 후보를 상기 코아 결절 후보로 대체하여 다시 재귀 분석을 수행하고, 상기 테일 결절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이
삼차원 특징값 재귀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반경 분포 함수의 정점을 지나 최대값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점부터 테일 부분이라 정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깊이를 구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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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절 후보 내의 점들 중 가장 최외곽의 점들을 구하는 단계;

  깊이를 구하는 한 점에서 상기 최외곽의 점들까지의 거리를 모두 구하는 단계; 및

  상기 깊이를 구하는 한 점과 상기 최외곽의 점들과의 거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상기 한 점의 깊이로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상기 자식 노드의 후보 부피를 상기 부모 노드의 후보 부피로 나눈 부피비(volume
rati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비가 0.02 이하이면 결절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결절 자동 검출 방법.

청구항 11.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획득하는 제1 프로그램 모듈;

  상기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폐 영역을 추출하는 제2 프로그램 모듈;

  그레이레벨 문턱치 기법과 삼차원 리즌그로잉 기법으로 상기 폐 영역에서 결절 후보군을 추출하는 제3 프로그램 모듈;

  반경 분포 함수 분석을 통해 결절 후보를 분리하는 제4 프로그램 모듈;

  상기 결절 후보군의 결절 후보에 대해서 삼차원 특징값을 분석하여 폐결절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룰-베이스드 시스템
을 구현한 제5 프로그램 모듈; 및

  상기 제3 프로그램 모듈과 제4 프로그램 모듈, 및 제5 프로그램 모듈을 모두 포함하여 재귀적인 분석 방법을 수행하는 제
6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프로그램 모듈은,

  상기 결절 후보의 모든 점에 대해서 깊이를 구하는 제1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깊이가 가장 큰 점을 코아 포인트로 정하는 제2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모든 점에서 상기 코아 포인트까지의 거리인 반경 거리를 구하는 제3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반경 거리를 x 축, 해당 반경 거리를 가지는 점의 개수를 y 축으로 하여 반경 분포 함수를 구하는 제4 서브 프로그램
모듈;

  상기 반경 분포 함수의 정점을 지나 최대값의 3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지는 점부터 테일 부분이라 정의하고, 상기 테일
부분에 해당하는 결절 후보의 복셀을 분리하여 테일 결절 후보라 정의하고, 상기 테일 결절 후보를 떼어내고 남은 부분의
상기 결절 후보를 코아 결절 후보라 정의하는 제5 서브 프로그램 모듈; 및

  상기 분리된 코아 결절 후보와 테일 결절 후보에 대하여 상기 제6 프로그램 모듈을 재수행하는 제6 서브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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