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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를 통한 영상 처리 및 신경 회로망 기법을 이용하여 정상 혈구 세포 및 미성숙 세포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혈구 세포의 인식을 위해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을 이용하여 혈구 세포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리고, 세포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 값에 따라 혈구 세
포의 종류를 인식하는 것이다. 혈구 세포의 종류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2개의 신경 회로망을 구현하여 동일한 인식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정상 혈구 세포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성숙 세포로 인식하여 통계적 인식 
방법을 통한 별도의 추가적 인식 단계를 거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혈구 세포를 감별하고 그 수를 측정하는 과정
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종래의 수기법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혈구 세포에 대한 영상 데이
터 및 인식 결과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검사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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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혈구 세포 자동 인식 장치의 개략도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예시적인 초기 입력 영상의 관한 도면.

도 3은 영상 데이터로부터 혈구 세포를 추출하고 해당 세포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한 흐름도.

도 4(a)는 뉴우런의 수학적 모델을 도시한 개략도.

도 4(b)는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3-계층 신경 회로망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2개의 신경 회로망과 통계적 인식 모듈을 이용한 혈구 세포의 인식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혈액도말 슬라이드 20 : 현미경 스테이지

30 :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

40 :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

50 :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위치제어기

60 :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위치제어기

70 : 현미경 80 : 칼라 CCD 카메라

90 : 영상 입력 보드 100 : 메모리

110 : 제어 및 연산 수단 120 : 제한 스위치(limit switch)

210 : 호중구 220 : 미성숙 과립구

230 : 호산구 pi : 입력벡터(input vectors)

wi : 가중치(weights) B : 바이어스(bias)

A : 출력벡터(output vectors) F : 전달 함수(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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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혈구 세포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를 통한 영상 처리 및 신
경 회로망 기법을 이용하여 혈구 세포를 인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말초 혈액에서 관찰되는 정상 혈구 세포는 호중구(neutrophils), 림프구(lymphocyte), 단핵구(monodyte), 호염기구
(basophil) 및 호산구(eosinophil)로 크게 분류된다. 미성숙 세포의 출현은 혈액학적 질환을 의미하는데, 미성숙 세포
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구, 적아구, 미성숙과립구 등이 있다. 따라서,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구 
세포의 인식 방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혈구 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수기법과 자동화 기법이 있다. 수기
법은 검사자가 직접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대량의 검체를 
처리해야 하는 병원 검사의 실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자동화 기법은 전기 임피던스나 빛 산란 원리에 세포 화학
적 착색(cytochemical staining)등의 방법을 결합한 것으로, 현재까지 정상 혈구 세포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미성숙 세포는 감별하지 못하므로 다시 수기법을 통해 인식하고 계산을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요한 목적은 신경 회로망 기법 및 통계적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 혈구 세포 및 미성숙 세포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혈구 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i)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 (ii) 상기 획득된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iii) 상기 저장된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혈구 세포들에 대한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
iv) 상기 계산된 선정된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이용하여 상기 혈구 세포의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저장된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혈구 
세포들에 대한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로부터 세포핵 화
소 집단을 추출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세포핵 화소 집단을 분할하여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구하는 
단계, 상기 세포핵 요소들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세포
핵 요소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세포핵 요소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세포핵 요소들 중 동일 세포의 
핵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모아 집단화하는 단계, 상기 집단화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
상 데 이터로부터 세포질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세포질 요소 데이터를 구하는 단계, 상기 집단화된 세포핵 요
소 데이터와 상기 세포질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혈구 세포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
된 전체 혈구 세포에 판한 정보를 이용하여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술한 특징과 그 밖의 특징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히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혈구 세포 자동 인식 장치의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의 혈구 세포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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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장치(130)는 혈액 도말 슬라이드(10)를 올려놓기 위한 현미경 스테이지(20),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30),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40),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을 조절하기 위한 스테이
지 좌우 이동용 위치 제어기(50),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을 조절하기 위한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위치 
제어기(60), 혈구 세포의 영상을 확대하기 위한 현미경(70), 확대된 혈구 세포의 영상을 TV용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칼라 CCD 카메라(80),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A/D 변환기를 포함하는 영상 입력 보드(90),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100), 영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혈구 세포의 종류를 인식하기 위한 제어 및 연
산 수단(110) 및 현미경 스테이지에 부착되어 스테이지(20)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한 스위치(120)를 포함
하여 구성된다.
    

    
혈구 세포 자동 인식 장치(1)의 동작은 이하에서 설명한다. 염색된 혈액도말 슬라이드(10)를 현미경 스테이지(20)에 
올려놓은 후 제어 및 연산 수단(110)으로 실행 명령을 보낸다. 제어 및 연산 수단(110)은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위치 
제어기(50)를 통해 2개의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30)을 조절함으로써 스테이지(20)를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고배율의 현미경(70)이 이동중인 측정 부위의 상을 확대하며, 확대된 영상을 영상 획득 수단인 칼라 
CCD 카메라(80)를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NTSC 방식의 일반 TV용 신호로 변환한다. 영상 입력 보드(90)를 이용
하여 상기 신호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메모리(100)에 저장한다. 현미경(70)의 배율이 높기 때문에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스테이지(20)의 이동에 따라 현미경의 초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어 및 연산 수
단(110)에서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위치 제어기(60)로 명령을 보내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미소 구동 수단(40)을 이용
하여 스테이지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제어 및 연산 수단(110)은 메모리(100)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영상 처리(image processing)하고 최종적으로 감별 및 인식하는 지능 처리 계산 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위치 제어기(50) 및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위치 제어기(60)를 통해 스테이지(20)를 세 방향으
로 이동시키는 제어 기능도 병행 한다. 스테이지 밑면에 제한 스위치(limit switch, 120)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스
테이지의 이동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여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위치 제어기(50)로 신호를 보내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스테이지 좌우 이동용 위치 제어기(50)는 이 신호를 감지할 경우 스테이지의 이동을 정지시키거나 
이 운동에 반대되는 방향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스테이지가 제한된 운동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영상 획득 수단 및 영상 입력 보드를 거쳐서 메모리(100)에 저장된 초기 입력 영상의 예를 보이고 
있다. 도 2에 예시된 영상은 가로 640 및 세로 480에 해당하는 화소(pixel)의 크기로 되어 있다. 이 입력 영상에는 정
상 혈구 중 호중구(210)와 호산구(230)의 두가지 세포가 존재하며 미성숙 세포인 미성숙 과립구(220)가 존재하고 있
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혈구 세포들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세포들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세포 특성 파라미터들
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인식 대상의 혈구 세포들의 측정치를 계산하여 게포를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하, 이러한 본 발
명의 특징을 도 3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입력된 영상 내에 있는 혈구 세포의 추출(extraction) 및 세포별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
름도이다. 가장 먼저 실행되는 단계는 입력된 영상이 불량 영상인지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단계이다(310). 즉, 입력된 
영상이 염색 혼입물 또는 스크래치 등으로 뒤덥혀 분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를 판단한다. 조사 방법으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우선 적색, 녹색, 청색 히스토그램의 합인 Hs의 최소값 I rmin 및 최대값 I r

max 을 
다음의 수학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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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와 Ny 는 영상의 해상도와 관련된 상수로서 바람직하게는 각각 640 및 480의 값을 가진다. 그런 후에 만일 I r

max - 
Irmin 값이 선정된 임계치보다 작으면 그 영상은 제거되고 다음 영상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는데, 640 * 480 해상도에 
500배의 배율인 경우의 임계치는 32가 된다.

불량 영상 여부의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인식 대상이 되는 혈구 세포들을 추출하기 위해, 세포핵을 형성하는 화소 집단에 
대한 추출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320). 이는 대상이 된 화소의 녹색 강도(G intensity)와 녹색 및 청색의 강도(B int
ensity) 관계를 조사해서 이루어지며 아래식으로 표현된다. 아래 수학식을 이용하여 화소 "p(i)"가 1인 경우 그 화소는 
세포핵 화소로 분류되어 메모리(100)에 저장된다.

Gth 는 녹색 강도의 임계치로서 다음 수학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G = Gr
max - Gr

min 이고 Gr
max 및 Gr

min 는 각각 녹색 히스토그램의 하한치와 상한치로서, 양쪽 끝단으로
부터 각각 1%에 해당되는 위치의 녹색 강도 값이다. 또한, 계수 k G 는 경험적으로 구하는 값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서는 0.2에 해당된다. 따라서 G r

min 및 Gr
max 는 다음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HG 는 녹색 강도의 히스토그

램 분포 함수이다.

    
추출된 세포핵 화소들의 위치를 메모리 내의 세포핵 화소 템플레이트(NPT : Nucleus Pixel Template)에 저장한다(
320). NPT에 추출된 핵 화소들의 면적이 최소 면적의 기준치 이하일 경우 현재의 영상은 노이즈(noise)만이 존재하
는 영상이므로, 다시 다음 영상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게 된다(300). 추출된 화소들의 면적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는 세
포핵 화소의 분할(segmentation) 단계를 진행하여, 세포핵 화소들과 이들의 영상 좌표 값을 메모리 내의 핵 요소 리스
트(nucleus blob list)에 저장한다(340). 분할된 핵 화소 수를 판단하여(350), 핵 화소 수가 0이하인 경우는 다시 다
음 영상에 대한 검사로 넘어가며(300), 그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전 단계에서 구한 핵 요소 리스트를 이용하여 핵 요
소의 중심 위치, 핵 요소의 반경, 핵 요소 사이의 거리 등을 계산함으로써 동일 세포핵에 해당하는 세포별 핵 요소 집단
을 형성한다(360). 본 발명에 의한 집단화 방법은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 및 작은 요
소는 모으고 큰 요소들은 제한을 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요소 Bi가 클러스터 C에 속하는 
요소 Bj와 다음의 관계를 만족시킬 경우 클러스터 C에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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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학식에서 Dij는 두 요소 간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이며 Ri 및 Rj는 요소의 실제 반경 r i , rj로부터 
다음 수학식에 의해 구해지는 예상 반경이다.

a와 b는 현미경 배율과 영상의 해상도에 좌우되는 값으로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500배 현미경 배율에 640 * 480의 
1해상도인 경우 그 값은 각각 0.46과 9.22가 된다.

    
동일 세포별 핵 요소 집단 형성(360)에 이어서 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동일 세
포 내의 모든 핵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반경을 구하여 핵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가정할 때, 이 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을 세포질로 정의한다 그런데, 세포가 원형을 이루지 않고 변형되어 있거나 핵이 작은 경우 이러
한 방식으로 구한 세포질의 크기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적색, 녹색, 및 파랑색의 
색상 공간에서 배경색인 백색의 화소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세포질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들을 걸러내어 "배경(bac
kground)"라고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제 혈구 세포에 대한 데이터를 핵과 세포질로 분류하여 각각을 "핵(nucleus)"과 "세포질(cytoplasm)"이라 라벨링(
labelling)하고 그 결과를 메모리 내의 프레임 디스크립터(frame descriptor)에 저장하는 세포 템플레이트(template) 
계산 단계를 수행한다(370).

    
마지막으로, 혈구 세포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세포 템플레이트 계산을 통해 얻어진 프레임 디스크립터의 정보를 이용하
여 각 혈구 세포에 대한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380). 세포 특성 파라미터란 혈구 세포
의 감별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혈구 세포 종류 각각에 대한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혈구 세
포에 대한 특성 파라미터는 이미 전문가에 의해 정확히 분류된 충분한 수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학습 세트(training se
t)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해석 방법에 의한 학습을 통해 선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혈구 세포 감별 및 인식에 효과를 나
타내는 혈구 세포의 특성 파라미터는 형상과 색상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바람직하게는 12가지로 정의
된다. 적색, 청색, 및 녹색 강도의 히스토그램 상의 임의의 값을 r(i), b(i), 및 g(i)라고 할 때 , 12가지의 특성 파라미
터들은 Fi(i = 1..12)로서 다음과 같은 수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핵(nucl)과 세포질(cyt)의 적색/청색 비율의 차이:

2. 녹색에 제약된 세포질의 적색/청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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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질의 Cyan 계수:

4. 핵 요소의 면적:

F4= Sn

5. 핵 요소의 치밀성(compactness):

6. 핵의 녹색 강도 히스토그램(HGn)의 시작부의 경사도:

(Kn은 제어 계수로서, 640 * 480 영상 해상도에 500 배율인 실시예인 경우에 그 값은 0.06이다. 또한 Gmax와 Gmi
n은 각각 녹색 강도 히스토그램 X좌표의 최대 값과 최소값에 해당된다.)

7. 세포질의 R/B 비율:

(Bmax와 Bmin는 각각 청색 강도 히스토그램 X 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해당된다.)

8. 핵의 R/B 비율:

9. 세포질의 적색-청색 색조(HUE):

10. 핵의 녹색 강도의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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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의 적색 강도의 표준 편차:

12. 핵의 완곡도(smoothness):

(xc 와 yc 는 각각 핵중심의 x, y 좌표값)

    
세포 특성 파라미터 각각에 대한 인식 대상 혈구 세포들의 측정치들은 각 특성 파라미터들을 축으로 하는 다차원 공간
(multidimensional space)에서 특정 위치들로 표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다차원 공간에 표현된 세포 특성 파라
미터 측정치들의 복잡한 분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세포 종류별 분포군(cluster)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특
성 파라미터들을 구한다. 다차원 공간에서 동일 종류의 세포군들의 특성 파라미터 측정치들은 최소 평균 거리의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차원 스케일링 기법(multidimensional scaling technique)을 적용하여 동질성을 가
진 공간 내의 특정 값들을 단계적으로 저차원 공간으로 축소해 나가며 이를 형성하는 최적의 특성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도 4(a)는 신경 회로망의 뉴우런을 수학적으로 도시한 것이며, 도 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3 계층 
신경 회로망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출력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방 확산(back propagation)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출력 
계층(제3 계층)으로부터 입력 계층(제1 계층)으로의 역계산을 통해 가중치(weight)와 바이어스(bias)를 구하도록 되
어 있다. 본 발명에서의 신경 회로망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transfer function)인 Fi로서 표현된다.

여기서, 아래 첨자 i는 계층 번호, 메트릭스 A i는 출력벡터, 그리고 P i는 입력 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Fi는 전달 함수, 메
트릭스 Wi와 Bi는 각각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해당하며, Wi·Pi는 두 메트릭스의 산술곱(dot product)을 의미한다. 제
1 계층의 입력 벡터는 인식 대상 혈구 세포들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 측정치들이며, 제2 및 제3 계층에는 그 이전 단계
의 출력 벡터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3 계층 신경회로망의 경우 출력 계층에 도달하는 응
답 A3 은 아래 수학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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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함수 Fi는 W, P, 및 B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시그모이덜 전달 함수(sigmoidal transfer function)
를 사용하여 혈구 세포의 형태 및 색상 정보에 의한 다차원 공간상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극복하였다. 시그모이덜 전달 
함수 F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가중치 매트릭스 W와 바이어스 매트릭스 B를 구하기 위해 적응 학습을 및 모멘텀(adaptive learnin
g rate and momentum)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다차원 공간에서 신경회로망 출력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계속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각 계층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구하는 기법이다. 즉, 
다차원 공간 내에서 데이터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곡면을 분석하여 오차의 미분치를 이용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극소
값을 구하는데 있어서, 곡면의 경사가 심한 곳을 선택하여 빠른 시간내에 계산해내는 것이다.
    

    
도 5는 인식 대상 세포들에 대하여 구하여진 세포 특성 파라미터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세포의 종류를 감별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증상 혈구 세포의 종류를 감별하는 데에 있어서 2개의 신경 회
로망(550, 560)을 이용한다. 이러한 2개의 신경 회로망은, 다양한 갯수의 뉴우런 수를 가진 70여종의 이질적인 3계층 
신경 회로망들 중에서 전술한 절차에 의해 구한 각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충분한 수의 세포들을 대상으로 
인식 오차를 조사한 결과로서 선정된 최적의 신경 회로망들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신경 회로망(550)은 
인식 오차가 5.9%이고 제2 신경 회로망(560)은 인식 오차가 6.5%에 해당한다. 또한, 세포의 인식시에는 이러한 2개
의 신경 회로망을 동시에 사용하여 두 회로망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투표 단계(voting procedure, 570)를 도입하였다.
    

한편, 미성숙 세포를 감별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포 특성 파라미터 F4(핵요소 면적) 및 F5(핵요소의 치밀성)를 이용하
여 적아구를 먼저 감별한 후, 미성숙 과립구 및 아구의 감별은 통계적 인식 모듈(600)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과정은 도 5를 참조하며 설명하겠다. 먼저, 인식 대상 세포의 특성 파라미터인 F5(치밀성) 값과 이미 메모리
(100)에 저장되어 있는 적아구(NRBC)의 F5의 최소간(minTS(NRBC))을 비교한다(510). 인식 대상 세포의 F5 값이 
적아구 (NRBC)의 F5의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는 다시 인식 대상 세포의 특성 파라미터 F4 (핵 요소 면적) 값과 적아
구 세포 면적의 최소값(minT4(NRBC))을 비교한다(520).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이 적아구의 세포 면적 최소값보다 
작다면 이 세포는 적아 구로 자동 인식되어 인식 단계가 종료된다. 반면,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이 적아 구의 세포 면
적 최소값보다 작지 않다면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은 적아구 면적의 최대값(maxT4(NRBC))과 비교된다(530).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이 작은 경우는 대상 세포가 적아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P(NRBC) = 1로 지정한 후(532), 신경 회
로망(550,560)의 인식 단계로 들어간다.
    

    
한편, 인식 대상 세포의 F5 값이 적아구(NRBC)의 F5의 최소값보다 작지 않거나, 또는 F4 값이 적아구 면적의 최대값
보다 작지 않은 경우는 단계(540)로 넘어 간다. 단계(540)에서는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을 미성숙세포(미성숙 과립
구 및 아구, IMC)의 면적의 최대값(maxT4(IMC))과 비교한다.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이 미성숙세포의 면적의 최대
값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다시 미성숙세포의 면적의 최소값(minT4(IMC))과 비교한다(542).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
이 미성숙세포의 면적의 최소값보다 큰 경우는 이 세포가 미성숙 세포일 가능성이 있는 세포이므로 P(IMC) = 1로 지
정한 후(544), 마찬가지로 2개의 신경 회로망(550, 560)의 인식 단계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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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신경 회로망으로 입력된 후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투표 단계(570)를 거치게 되는데, 두 결과가 일치하는 경
우는 그로써 인식 단계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양쪽의 결과가 (10000)인 경우에 인식 대상 세포는 림프구(LY)로 결
정되며, (00001)인 경우 호염기구(BA)로 인식되는 등, 정상 혈구 세포 중인 림프구, 단핵구(MO), 호중구(NE), 호산
구(EO), 및 호염기구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2개 신경 회로망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 불가로 판단되어 2차적 인식 단계로 넘어간다. 먼저, 
인식 대상 세포가 미성숙 세포일 가능성이 있는지, 즉 P(IMC) = 1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580), 이러한 경우에는 
통계적 인식 모듈(600)로 이어진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대상 세포가 적아구일 가능성이 있는지, 즉 P(NRBC) 
= 1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여(590), P(NRBC) = 1로 지정되어 있으면 적아구로 인식한 후 인식 단계를 종료하
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인식 불가(UNR: unrecognized)로 판단하여 통계적 인식 모듈(600)에서 인식 불
가로 지정된 세포들과 함께 인식 불가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특정 메모리의 위치에 저장하며 인식 단계를 
종료된다(600).
    

단계(540)에서 인식 대상 세포의 F4 값이 미성숙세포의 면적의 최대값보다 큰 경우는 통계적 인식 모듈로 연결되어, 
통계적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미성숙 과립구(IMG)와 아구(BL)로 구분되며 인식 단계가 종료된다(600). 본 발명에서 
통계적 인식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성숙 세포인 아구와 미성숙 과립구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결정 규칙(decision rule)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dk는 각 종류별 세포군(cluster)을 분리해주는 선형 분별자(linear discriminant)를 의미한다. α i와 βO 는 
이미 전술한 바 있는 학습 세트(training set)를 이용하여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세포 특성 파라미터 측정치들의 
계산을 통해 얻어진 각 세포별 특성 파라미터(Fi) 값들의 범위와 분포로부터 경험적으로 구해지는 변수들이다.

인식 대상이 된 모든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 및 인식 결과는 메모리(100)에 저장되어 필요시마다 메모리로부터 불
러내어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 쓰이는 신경회로망의 가중치 및 바이어스의 계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혈구 세포를 감별하고 그 수를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종래의 수기법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혈구 세포에 대한 영상 데이터 및 인식 결과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
므로 검사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자동화기법과 비교해 볼 때, 2개의 
신경 회로망을 이용하여 양쪽에서 구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혈구 세포의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혈액 내에 소수 
존재하는 미성숙 세포까지도 통계적 인식 방법을 이용해 감별이 가능하므로 백혈병을 비롯한 다양한 혈액학적 진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혈구 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i)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 (ii) 상기 획득된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iii) 상기 저장된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혈구 세포들에 
대한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iv) 상기 계산된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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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상기 혈구 세포의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단계 (iii)는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로부
터 세포핵 화소 집단을 추출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세포핵 화소 집단을 분할하여 세포핵 요소 데이
터를 구하는 단계, 상기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기 세포핵 요소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세포핵 요소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세포핵 요소들 중 동일 
세포의 핵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모아 집단화하는 단계, 상기 집단화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혈구 세포
들의 영상 데이터로부터 세포질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세포질 요소 데이터를 구하는 단계, 상기 집단화된 세포
핵 요소 데이터와 상기 세포질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혈구 세포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된 전체 혈구 세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혈구 
세포의 인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는 그 형상과 색상에 따라 12가지로 정의되는 혈구 세포의 인식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iv)는, 상기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 중 혈구 세포의 면적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적아구를 분리해 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혈구 세포의 인식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iv)는 적아구로 분리되지 않은 세포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적어도 2개의 신경 회로망
에 입력하여 상기 신경 회로망으로부터의 출력에 따라 상기 적아구로 분리되지 않은 세포의 종류를 각각 인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적아구로 분리되지 않은 세포의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2개의 신경 회로망의 출력
이 서로 동일한 경우 상기 적아구로 분리되지 않은 세포를 정상 혈구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세포
의 종류를 미성숙 세포로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혈구 세포의 인식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개의 신경 회로망은 입력 계층, 은닉 계층, 및 출력 계층의 3-계층으로 형성되며, 상기 
출력 계층으로부터 상기 입력 계층으로의 역계산을 통해 상기 은닉 계층에서의 가중치(weight)와 바이어스(bias)가 
결정되는 혈구 세포의 인식 방법.

청구항 6.

    
(2회 정정) 혈구 세포 샘플 고정용 스테이지와 상기 스테이지의 좌우 및 상하 이동용 구동 수단을 포함하며, 혈구 영상
을 확대하고 획득하기 위한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 상기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A/D 변환 수단, 상기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의 구동 수단에 접속되어 위치 제어 명령에 
따라 상기 스테이지의 좌우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좌우 위치 제어기, 상기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의 구동 수단에 접속
되어 위치 제어 명령에 따라 상기 스테이지의 상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상하 위치 제어기, 상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및 상기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의 확대율을 조절
하는 위치 제어 명령을 발생시키고-상기 발생된 위치 제어 명령은 상기 위치 제어기로 입력됨-, 상기 혈구 영상 내의 
혈구 세포를 인식하기 위한 제어 및 연산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 및 연산 수단은,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
로부터 세포핵 화소 집단을 추출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세포핵 화소 집단을 분할하여 세포핵 요소 데이
터를 구하고, 상기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세포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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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특징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세포핵 요소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세포핵 요소들 중 동일 세포의 핵에 해
당되는 요소들을 모아 집단화한 후, 상기 집단화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혈구 세포들의 영상 데이터로부
터 세포질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세포질 요소 데이터를 구하고, 상기 집단화된 세포핵 요소 데이터와 상기 세
포질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혈구 세포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상기 저장된 전체 혈구 세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선정된 수의 세포 특성 파라미터값을 계산함으로써, 상기 혈구 영상 내의 혈구 세포를 인식하는 혈구 
세포 인식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 이동용 위치 제어기에서의 상하 위치 제어는 상기 연산 및 제어 수단으로부터의 위치 제어 
명령에 따라 상기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의 스테이지 상하 이동용 구동 수단을 조절하여 수행되며, 상기 영상 확대 및 
획득 수단은 스테이지의 최대 이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스위치를 더 포함하는 혈구 세포의 인식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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