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58423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A61B 8/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58423

2003년07월07일

(21) 출원번호 10-2001-0088872

(22) 출원일자 2001년12월31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메디슨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14

(72) 발명자 이기종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488 길훈2차아파트 202-806

배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19-808

계상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502-907

황재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삼환아파트 3-213

송영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풍림아파트 101-1302

김기덕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목련아파트 2-206

(74) 대리인 주성민

장수길

심사청구 : 없음

(54) 중재적 초음파를 사용하는 3 차원 초음파 진단 시스템에서검침 도구의 관찰 및 이의 대상체로의 진입

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검침 도구(biopsy needle)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검침 

도구 관찰 장치는 초음파 프로브, 3 차원 영상 구성부, 목표물 추출부, 위치 계산부, 디스플레이부, 제어부를 포함한다

. 검침 도구 관찰 방법은 대상체의 2 차원 초음파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3 차원 볼륨 이미지를 발생하는 단계, 목표

물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단계, 검침 도구의 가이드 라인을 표시하는 단계, 목표물을 추출하는 단계, 검침 도

구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오차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 오차 정보에 근거하여 검침 도구의 진행 상태를 디스플

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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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초음파 이미지, 검침 도구, 목표물 추출, 중재적 초음파 장치, 가이드 라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중재적 초음파 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따라 획득된 3 차원 초음파 영상 데이터에서 목표물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목표물 추출을 이용한 검침 도구의 유도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되는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거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

우챠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초음파 프로브

104 : 3 차원 영상 구성부

106 : 대상체 추출부

108 : 위치 계산부

110 : 디스플레이부

112 :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초음파 진단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중재적 초음파(interventional ultrasound)를 사용하는 

3 차원 초음파 진단 시스템에서 검침 도구(biospy needle)의 관찰 및 이의 대상체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중재적 초음파 분야는 인체의 특정 부위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초음파 진단 장치를 사용하여 환자를 실시간으로 관

찰하면서 체내의 특정 부위로 검침 도구와 같은 의료 기구를 삽입하여 대상체, 예컨대 조직(tissue)의 표본을 채취하

는 등의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영상 내에서 대상체와 검침 도구 위치 관계를 정확

하게 디스플레이해야만 한다.

그러나, 종래의 2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는 프로브의 축방향(axial)과 횡방향(lateral)으로 이루어진 평면상에 검

침 도구를 표시하기 때문에 검침 도구의 높이 방향(elevation)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초음파 영상 내에서 검침 도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인체의 조직에 대한 2 차원 B 모드(Brightness mode) 이

미지를 발생하고, 기하학적으로 미리 내정된 생체 검침 가이드(biopsy guide)를 사용하여 현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이미지 상에 검침 도구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표시해 주는 2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도 프로브의 축방향과 

측면 방향으로 이루어진 평면 상에 검침 도구의 가이드 라인을 표시하기 때문에, 높이 방향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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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초음파 이미지 내에 검침 도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디스플레이하기 어렵다. 상세하게, 2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

서 사용하는 프로브는 높이 방향에서도 기계적으로 빔(beam)을 집속하기 때문에 축 방향과 측면 방향으로 이루어지

는 평면에 검침 도구가 위치하지 않는다면, 즉 검침 도구가 높이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이를 2 차원 이미지 상에서 정

확하게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목표물은 3 차원의 구 형태인데, 2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는 단지 현재 프로브가 위치한 지점의 단면만을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초음파 이미지 내에서 목표물을 관

찰하기가 어려우므로, 2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의 특성상 조직 검사를 하고자 하는 목표물의 영상화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제공하는 볼륨 이미지(volume image)에서는 

검침 도구와 목표물의 관계를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검침 도구를 사용한 검사에 3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3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하

나는 종래의 2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 서와 같이 생체 검침 가이드를 프로브에 부착해서 이미 알고있는 기하학적 

구조 정보를 통해 조직검사바늘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생체 검침 가이드

없이 한 손에는 3 차원 프로브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검침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예측으로 검침 도구의 위치

를 가늠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전자는 조직검사 가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후자는 프리 핸드 스타일(free-ha

nd style)이라고 지칭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체 검침 가이드를 사용할 경우, 3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도 2 차

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제공되는 가이드 라인과 같은 예측된 생체 검침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의 경우 XYZ 평면과 렌더링(rendering)된 볼륨을 디스플레이하는 화면 구성에서 검침 도구는 대부분 XYZ 평면 중 

하나의 평면에만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3 차원 초음파 이미지를 정렬시키지 않을 경우, 렌더링 이미지 상에 검침 

도구가 디스플레이되더라도 XYZ 평면에서는 각각 점(point)으로 디스플레이되기 때문에 검침 도구의 움직임을 정확

하게 관찰하기가 어렵다. 또한, 프리 핸드 스타일을 사용할 경우도 2 차원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침 도구를 정확하

게 디스플레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예측으로 진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3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제공하는 3 차원 진

단 영상에서 검침 도구를 형상화하여, 검침 도구와 목표물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3 차원 진단 영상에서 목표물을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형상화하고, 추출된 목표물과 삽입되는 

검침 도구와의 관계 및 각각의 위치 정보 등을 수치화하여 검침 도구의 체내 진입을 자동 유도(guidance)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1 특징에 따르면,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초음파 신호

를 목표물로 송신하고 상기 목표물로부터 반사된 에코 신호(echo signal)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초음파 신호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2 차원 데이터들을 수신하고 조합하여 3 차원 볼륨 영상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3 차원 

볼륨 영상 구성 수단으로부터 상기 3 차원 볼륨 영상을 수신하여 상기 목표물을 추출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추출된 

목표물의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추출된 목표물로 삽입되는 상기 검침 도구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추출된 목표물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오차 정보를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수

단으로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검침 도구 관찰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2 특징에 따르면, 초음파 신호 송/수신 수단, 3 차원 볼륨 영상 구성 수단, 목표물 추출 수단, 제어 수단,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서, a) 대상체의 2 차원 초음파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와, b) 상기 2 차원 초음파 이미지에 근거하여 3 차원 볼륨 이

미지를 발생하는 단계와, c) 상기 3 차원 볼륨 이 미지로부터 상기 대상체 내의 목표물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세그멘테

이션(segmentation)하는 단계와, d)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 상에 상기 조직검사바늘의 가이드 라인(gui

de line)을 표시하는 단계와, e)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를 추출하는 단계와, f)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

물 이미지 내에서 상기 검침 도구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g) 상기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오차 정보를 계산하

는 단계와, h) 상기 오차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검침 도구의 진행 상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침 도구 

관찰 방법이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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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중재적 초음파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 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이드 장치(100)는 초음파 프로브(102), 3 차원 영상 

구성부(104), 목표물 추출부(106), 위치 계산부(108), 디스플레이부(110), 제어부(112)를 포함하고 있다. 초음파 프

로브(102)는 초음파 신호를 대상체의 특정 부분(즉, 목표물)으로 송신한 후 이로부터 반사된 에코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3 차원 영상 구성부(104)는 초음파 프로브(102)로부터 입력되는 연속적인 2 차원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3 차

원 볼륨 데이터로 재구성한다. 이때, 초음파 데이터 입력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102)는 전동모터 프로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압전소자가 2 차원적으로 배열된 전자 프로브가 이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입력되

는 데이터의 형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소별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도와 거리를 가지는 좌표계와 공간 직교 

좌표계가 모두 이용될 수 있다.

목표물 추출부(106)는 3 차원 영상 구성부(104)로부터 입력된 3 차원 볼륨 데이터로부터 목표물을 추출한다. 이때, 

본 출원인이 1990년 9월 9일자로 특허 출원한 출원 번호 제 10-1990-38346 호의 '대상체 분리를 위한 초음파영상

장치'에 개시되어 있는 VOCAL(Virtual Organ Computer Aided Analysis), 즉 3 차원 초음파 영상에서 진단을 위해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체들, 인체의 장기들을 별도로 추출하고 시각화하는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경계를 추출한다. 또한, 전술한 방법과 같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드로잉한 목표

물을 추출할 수 있다. 드로잉된 목표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방법은 3 차원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3 차원 분할을 하거나,

볼륨 데이터내의 2 차원 데이터들을 연속 분할하여 3 차원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도 3a 및 도 3b는 드로잉되어 추출되는 목표물을 3 차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도 3a는 사용자가 XYZ 평면에 목표물

의 경계를 드로잉하고, 이에 근거하여 3 차원 렌더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이미지 상에서 목표물 경계의 

자동 추출이 어렵거나 그러한 자동 추출 기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도 3a와 같이 렌더링된 목표물을 디스플레이 한

다. 도 3b는 3 차원 이미지 상에서 목표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XYZ 평면에서 2 차원 경계가 추

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3 차원 렌더링 결과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목표물 추출부(106)는 연속되는 볼륨 데이터에 대해 적용되는데, 실시간으로 연속

적 분할 추출을 수행하는 대신에 움직임 추정만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추출하고 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물 추출부(106)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움직이는 목표물의 움직임 정보를 감지하여 다음 목표물을 분리 추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목표물의 연속적인 추출 과정중 먼저 수행된 분리 추출 과정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져 추출된 목표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 연속적인 분리 추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목표물에 대해 이

전에 추출된 목표물 내에서 몇 개의 표본 블록의 추정 또는 그 전체 샘플들을 가지고 인접 영역에 대해 패턴 매칭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목표물의 최적 위치가 계산되고, 계산된 위치만큼 목표물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그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하여 이전 볼륨에서 추출된 윤곽을 자동적으로 세부 수정할 수 있다.

위치 계산부(108)는 추출된 목표물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무게 중심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공간 

좌표상에서 3 차원적 형태로 표현된 거침 도구의 위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무게 중심을 계산하는 이유는 

목표물의 가운데까지 검침 도구가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기하학적인 물체의 중심(가운데)을 찾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무게 중심법이다. 다라서, 공간 좌표계 상에서의 목표물의 무게 중심을 이용하여 현재 목표물의 

움직임 등을 추정할 수 있고, 검침 도구가 진행(또는 이동)해야 할 방향 등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부(110)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목표물을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추출된 목표물만을 분

리하여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고 배경 내에서 경계만을 표시하여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제어부(112)는 현재 목표물의 움직임과 현재 진행중인 검침 도구의 계산된 경로를 표시하고 정확한 삽입을 위해 목

표물과 검침 도구 사이의 이상적인 경로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삽입 진행 중인 검침 도구의 이상적인 

경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그래픽과 함께 동시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여기서, 

생체 검침 가이드 라인이 제공되는 경우, 오차는 검침 도구가 이 가이드 라인과 얼마나 평행하게 또는 가이드 라인의 

중심을 따라 움직이는가의 정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검침 도구가 가이드 라인과 이루는 

각도를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표현할 수 있으며, 가이드 라인의 중심과 생체 검침의 팀과의 거리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서 표현할 수 있다.

도 4a는 XYZ 평면 상에서 추출된 목표물의 경계를 도시하고 있고, 이로부터 획득한 3 차원 렌더링 결과를 디스플레

이하는 상태에서 검침 도구가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도 4b는 목표물이나 검침 도구가 이동하는 경우 

자동 추적 기능에 의해 추적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부(112)는 위치 계산부(108)에서 계산되는 추출된 목표물의 무게 중심과 조직검사바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3 차원 초음파 진단 장치(100)를 제어한다. 먼저, 무게 중심과 검침 도구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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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도구의 방향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차를 계산하여 보 정할 수 있도록 오차 정보

를 위치 계산부(108)로 제공한다. 그리고, 목표물 추출부(106)에 대해서도 목표물의 움직임 정보를 감지하여 다음 목

표물을 분리/추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오차 정보는 추출된 목표물의 위치 정보와

검침 도구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로부터 검침 도구의 진행(또는 이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검침 도구의 위치 오차를 의

미한다.

도 5에는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되는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가 도시되어 있다.

먼저, 단계(S502)에서는 초음파 프로브(102)를 통해 2 차원의 XYZ 평면 초음파 이미지를 획득한 다음, 3 차원 영상 

구성부(104)를 통해 초음파 프로브(102)로부터 획득한 2 차원 이미지에 근거하여 볼륨 이미지를 발생한다. 이때, 생

체 검침 가이드 라인이 볼륨 내에서 정해지면, 먼저 X 및 Y 평면에 직선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볼륨을 회전시켜 X 및

Y 평면 화면에서도 생체 검침 가이드 라인이 실선으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단계(S504)에서는 목표물 추출부(106)를 통해 획득된 각각의 XYZ 평면 이미지 상에서 사용자가 드로잉한 윤곽선을 

따라 원하는 목표물을 렌더링하거나 VOCAL에 의해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된 목표물을 지정한다.

단계(S506)에서는 위치 계산부(108)를 통해 추출된 목표물의 중심을 찾아 볼륨 화면을 목표물이 가운데에 위치하도

록 이동시켜 볼륨 디스플레이를 셋팅(setting)한다. 그러면,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X 및 Y 평면 화면에

서는 중앙에 목표물을 나타내는 도형이 디스플레이되고, 생체 검침 가이드 라 인은 목표물의 중심(결과적으로는 평면

의 중심)까지만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Z 평면에서는 목표물 도형의 중심에 점으로서 생체 검침 가이드 라인이 디스

플레이된다.

단계(S508)에서는 XYZ 평면 이미지 및 렌더링된 볼륨 화면을 정렬한다. 프리 핸드 스타일인 경우, 기하학적인 구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된 검침 도구 가이드 라인을 디스플레이할 수는 없다. 이 경우, VOCAL을 적용하여 검

침 도구를 세그멘테이션한 다음 볼륨 내에서 검침 도구의 위치를 찾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XYZ 평면과 렌더링된 볼

륨 화면에서 검침 도구에 대한 모든 화면을 정렬한다.

단계(S510)에서는 검침 도구의 진행 상황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XYZ 평면 화면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렌더링된 

볼륨 화면을 사전설정된 각도만큼 좌우 왕복 회전시켜준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2.5 차원 영상이 될 수 있

는 렌더링 화면을 보다 3 차원감을 갖도록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검침 도구가 공간 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오퍼레

이터(operator)가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 차원 또는 3 차원 경계 추출로부터 렌더링된 이미

지나 볼륨 렌더링이라는 방법(투명 어항을 보는 듯한 이미지)을 사용해 얻은 이미지의 경우, 결과적으로 2 차원 화면

에 디스플레이되므로 계속해서 동일한 화면을 보게되면 입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체감을 높이기 위해 렌더링 이

미지를 사전설정된 각도만큼 좌우로 회전시키는 것이다.

단계(S512)에서는 검침 도구에 XYZ 평면과 볼륨 화면이 정렬된 후에는 라이브(live) VOCAL을 사용하여 검침 도구

를 계속 추적한다. 이때, 목표물도 함께 추 적되어 XYZ 평면과 볼륨 화면에서 검침 도구 및 목표물의 관계가 명확하게

디스플레이된다. 상세하게, 검침 도구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검침 도구에 내시경 카메라가 부착된 것처럼 디스플레

이하는 화면을 XYZ 평면 화면에 추가하여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목표물을 향해 접근하는 조직검사바늘

의 움직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때, 목표물은 렌더링된 상태로 원근감(줌 인(zoom-in)되는 것처럼)을 가지

고 보여지게 된다. 또한, 검침 도구 화면에서 검침 도구 끝의 위치에 따라 VOCAL에 의해 알아낸 조직을 마치 양파 껍

질을 벗기듯이 보여준다.

단계(S514)에서는 검침 도구가 목표물에 접근함에 따라 알람소리를 내게 한다. 어느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는 느린 톤의 알람소리가 발생하다가 목표물에 조직검사바늘이 접근할수록 빠른 톤의 알람소리가 발생하여 목표물에

접근함을 알려준다. 검침 도구의 끝이 목표물의 중심에 도달하면 지속적인 알람소리를 발생한다. 또한, XYZ 평면 화

면에서도 검침 도구가 목표물에 접근하면 Z 평면의 바탕색을 점점 밝은 색으로 보여주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각적

인 알람을 줄 수 있다.

프리 핸드 스타일이나 조직검사 가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XYZ 평면 어디에도 검침 도구가 정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침 도구를 볼륨 상에서 찾아내어, 이로부터 기하학적인 정보를 알아낸 다음,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

으로 정렬된 XYZ 평면 화면과 볼륨 화면을 구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렬된 XYZ 평면 화면이나 볼륨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 검침 도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XYZ 평면

각각에 현재 검침 도구가 지나가는 점을 기준으로 원근감을 갖는 조직검사 가이드 라인을 그래픽적으로 디스플레이

한다. 검침 도구가 추적되는 경우는 XYZ 평면에서 계속 이러한 생체 검침 가이드 라인을 디스플레이하고 오퍼레이터

가 검침 도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각도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공개특허 특2003-0058423

- 6 -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XYZ 평면 상에 검침 도구가 정렬되어 디스플레이되고, 검침 도구의 움

직임 또는 목표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 검침 도구와 목표물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설명되고 예시되었으나, 당업자라면 첨부한 청구 범위의 상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변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3 차원 초음파 진단 영상에서 검침 도구를 형상화하여 검침 도구와 목표물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목표물에 검침 도구가 정확

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오퍼레이터의 숙련도에 따라 시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초음파 신호를 목표물로 송신하고 상기 목표물로부터 반사된 에코 신호(echo signal)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초음파 신호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2 차원 데이터들을 수신하고 조합하여 3 차원 볼륨 영상을 구성하기 위한 수

단과,

상기 3 차원 볼륨 영상 구성 수단으로부터 상기 3 차원 볼륨 영상을 수신하여 상기 목표물을 추출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추출된 목표물의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추출된 목표물로 삽입되는 상기 검침 도구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추출된 목표물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오차 정보를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수단으로 제공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검침 도구 관찰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물 추출 수단은 연속적 분할 추출 프로세스 및 움직임 추정 프로세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상기 

목표물을 추출하는 검침 도구 관찰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수단은 상기 추출된 목표물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여 상기 추출된 목표물의 위치를 계산하는 검

침 도구 관찰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추출된 목표물과 상기 검침 도구 사이의 삽입 경로를 디스플레이하는 검침 도구 관찰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특2003-0058423

- 7 -

상기 오차 정보는 상기 추출된 목표물의 위치 정보와 상기 검침 도구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검침 도구의 

삽입이 진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상기 검침 도구의 위치 오차인 검침 도구 관찰 장치.

청구항 6.
초음파 신호 송/수신 수단, 3 차원 볼륨 영상 구성 수단, 목표물 추출 수단, 제어 수단,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하는 장

치를 이용하여 3 차원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검침 도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대상체의 2 차원 초음파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와,

b) 상기 2 차원 초음파 이미지에 근거하여 3 차원 볼륨 이미지를 발생하는 단계와,

c) 상기 3 차원 볼륨 이미지로부터 상기 대상체 내의 목표물에 대응하는 이 미지를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하는

단계와,

d)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 상에 상기 조직검사바늘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표시하는 단계와,

e)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를 추출하는 단계와,

f)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 내에서 상기 검침 도구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g) 상기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오차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와,

h) 상기 오차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검침 도구의 진행 상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검침 도구 관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2 차원 초음파 이미지는 직교 좌표계의 X, Y, Z 평면 각각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검침 도구 관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2 차원 초음파 이미지가 상기 검침 도구를 중심으로하여 정렬되어 상기 3 차원 볼륨 이미지를 구성하는 검침 도

구 관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3 차원 볼륨 이미지는 상기 2 차원 초음파 이미지에 근거하여 렌더링(rendering)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되는 검

침 도구 관찰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 정보는 상기 추출된 목표물의 위치 정보와 상기 검침 도구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검침 도구의 

삽입이 진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상기 검침 도구의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 내에서의 위치 오차인 검침 도

구 관찰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는 상기 세그멘테이션된 목표물 이미지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침 도구 관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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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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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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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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