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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고품질영상의 가시적 표시를 위한 상사치데이터의컨벌루젼필터링

요약

    
물체의 개선된 영상을 제공하도록 데이터요소의 상사치가 조절된다. 적절한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로부터 데이터가 수집
되어 다수의 별도의 데이터포인트들로 저장된다. 데이터포인트들이 서로 비교됨으로써 한 데이터요소의 데이터속성이 
다른 데이터요소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결정한다. 두 개의 데이터요소의 속성차를 나타내기 위한 상사치가 각각의 데이
터요소들에게 할당된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데이터요소마다의 상사치가 그 데이터요소 자체와 인접한 일군의 데이터
요소들의 가중적 상사치에 근거하여 조절된다. 각각의 데이터요소마다 조절된 상사치가 저장되어 물체를 나타내는 영상
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영상, 상사치, 유사, 암, 종양, 검사, 데이터, 메모리

명세서

    기술분야

이 발명은 물체의 가시적 표시를 조절하는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좀더 자세하게는 가시적 표시장치를 위한 컨벌루젼필
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물체의 영상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가시적 표시장치 상에 표시할 것이 종종 요구된다. 그 영상이 표시될 물체는 건물이
나 일중 특정시점의 풍경이나 나무나 기타의 생명체 같은 보통적 물리계의 물체일 수도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척수나 
뇌나 뼈나 근육 또는 기타의 조직 등과 같은 동물이나 인체의 전부 또는 여러 부분의 영상을 표시할 것이 종종 요구된다. 
의료진단의 목적상 종양이나 암덩어리 또는 기타의 관심 있는 비정상적 조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진단은 흔히 의료영상들에 의해 수행된다.
    

    
물체의 영상들은 다양한 증상들만큼 다양하게 수집되고 다양한 기법으로 저장될 수 있다. 의료기술분야에서는 자기공명
영사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수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러한 의료기기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수집된다. 수집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방사선과원과 
환자의 주치의를 포함하는 의료진단팀일 수 있는 사용자가 조망할 영상으로 형성된다. 영상데이터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컨벌루젼필터가 영사기로부터의 초기데이터에 작용하여 데이터를 다듬고 노이즈를 
저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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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사분야에서는 정확하고 정밀한 물체 고유의 영상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체 내의 비정상적인 조직을 찾아
내기 위해 종종 MRI가 이용된다. 많은 경우에서 비정상적인 조직은 악성이건 양성이건간에 종양이다. 의료진단과정의 
초기에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결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종양이 악성인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종양이 인체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된, 의학적 용어로 말해서, 전이된 범위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종양이 아직 전이되지 않
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처방이 양호하며 종종은 인체가 암을 극복하기에 유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암이 전이된 경우
에는 다른 치료처방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며, 흔히 암을 좀더 공격적으로 다룸으로써 모든 암조직을 환자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들어내고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줄 개연성을 증가시킨다. 뇌나 폐나 임파선 또는 외과적 검사나 처치가 용이하
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에 암이 존재할 때에는 그러한 영상이 특히 더 중요해진다.
    

    
의료영사의 경우에는 가짜 양성체를 최소화 하여 환자를 과잉치료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상이 인체의 무수한 
곳에 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건강한 비암조직이 암조직처럼 보여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가짜 양성체는 부적절한 의료진단을 유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치
료로 귀결된다. 따라서, 의료분야에서는 어떤 건강한 조식도 실수로 비정상적인 육종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면서 인체 
내의 비정상적인 육종이 적절하고 정확하게 확인되는 인체의 모든 부분을 나타낸 영상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메모리에 영상이 저장된 물체의 표시로 저장된 데이터요소들의 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제공된
다. 적절한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된다. 피검물의 여러 위치를 나타내는 다수의 데이터요소의 제각
각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러한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요소들의 각각을 제1 값이라고 한다면, 이 제1 값은 피검물의 성
질을 나타낸다. 물체의 영사로부터 다중데이터세트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물체의 여러 위치의 제각각에 대한 다중 제1 
값이 존재할 것이다. 제1 값들은 일종의 패턴으로 조직된 여러 데이터요소들과 합체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데이터요소
들이 조직된 패턴에서 서로 인접한 데이터요소돌은 물체에서의 인접한 위치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영상결과물의 매끈
함과 노이즈제거를 달성하는 컨벌루젼필터나 하이패스 또는 로우패스필터들을 경유하여 제1 데이터값들의 부가적인 조
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처리의 결과로 여러 데이터요소들의 제각각에 대한 제2 값이 된다.
    

    
이어서, 데이터요소의 각각에 대해 상사치라고 부르는 새로운 값이 할당되고, 이 값은 피검물의 물성을 나타내는 표준
적, 즉 기준적인 세트의 데이터요소들에 대한 해당 데이터요소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사치들은 일종의 패턴으
로 조직된 여러 데이터요소들과 합체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데이터요소들이 조직된 패턴에서 서로 인접한 데이터요소돌
은 물체에서의 인접한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데이터요소의 상사치가 그 데이터요소 자체 및 일군의 인
접한 데이터요소들의 가중적 상사치에 근거하여 조절된다. 이 절차는 컨벌루젼필터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조절된 상
사치를 산출한다. 조절된 상사치는 각각의 데이터요소에 대해 조절된 대로 저장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
록 다수의 가시픽셀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영상이 형성되며, 그 표시특성은 데이터요소들의 조절된 상사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컨벌루젼필터가 센서로부터 나와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작용한다. 컨벌루젼필터
는 데이터의 다단처리의 최종단계로서 작용하는 것이 양호하다. 제1의 일련의 단계에서는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가 수
집되어 메모리에 저장된다.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각각의 의료영상에서 검사중인 조직의 다양한 성질에 따라 조직
된다. 적어도 기준조직이나 표준조직을 포함하는 관심영역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다. 임의의 관심영역 내에서 트레이
닝세트의 데이터요소가 정해진다. 사용자는 부가적으로 검사되어야 할 조직의 성질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하나 이상의 
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들을 선택한다. 트레이닝세트의 선택이 있은 후에, 물체를 표시하는 잔여데이터요소들은 선
택된 트레이닝세트와 비교될 테스트샘플로 처리된다. 각각의 테스트샘플과 선택된 트레이닝세트의 각각의 요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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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거리(Euclidean distance)가 계산되고, 트레이닝세트의 어떤 요소와 테스트샘플 사이의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상사치가 얻어진다. 이 상사치는 테스트샘플과 트레이닝데이터세트 사이의 수치로 표시한 상대적 유사도이다. 상사치는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될 메모리위치에 저장된다.
    

상사치데이터가 생성된 후에, 이 발명의 컨벌루젼필터가 작용한다. 컨벌루젼필터는 한 데이터요소의 상사치를 인접한 
데이터요소들의 상사치들과 비교하고 하나 이상의 가중인자를 적용하여 검사중인 데이터요소의 상사치를 조절한다. 이
러한 컨벌루젼필터링은 전체에 걸쳐 매 요소마다 행해진다. 그리고 나서, 좀더 정확하게 물체의 성질을 표시하는 조절
된 상사치들에 근거하여 영상이 표시된다.

    
이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작용하는 컨벌루젼필터는 표준편차 시그마가 1인 가우시안공식(gaussian formula)에 
따라 가중된 통상적인 5x5 평방 어레이이다. 이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작용하는 컨벌루젼필터가 푸리에정의구
역의 창처리부(a windowing in the Fourier domains)나 등방확산필터링부(an isotropic diffusion filtering) 또는 
한 영상의 인접한 픽셀들이 정상적으로는 유사한 조직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게 하는 확률필터(a probability filt
er)일 수 있다. 공간정보를 상사치데이터로 모으는 마코프 필드형 필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영상의 선명도와 조직의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뇌나 기타의 신체부분의 대칭성 등과 같은 인체의 공간특성에 근거한 다른 컨벌
루젼이 이용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영상획득표시과정을 이루는 여러 단계들을 도시한 블록선도이고,

도 2는 이 발명에 따른 상사치데이터의 생성 및 컨벌루젼처리를 도시한 블록선도이며,

도 3은 시그마가 1인 가우시안형 컨벌루젼필터의 이례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4a 및 4b는 이 발명에 따른 컨벌루젼필터가 작용하기 전후의 자기공명영사기에서의 종양에 대한 분할결과물들을 예
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도 1은 이 발명이 실시되는 전과정의 개요를 예시한다. 영상획득이 일어나는 단계 12는 피검물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최
초로 획득하는 단계이다. 발명의 배경이라는 제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영상은 좀더 살필 것이 요구되는 어떤 물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발명에 따르면, 물체가 풍경이나 식물 또는 저녁노을 등과 같이 자연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발명은 한 물체에서 두 개의 매우 유사한 모습 사이의 상이점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려는 것이
므로, 단일의 물체를 영사하고 물체의 서로 유사한 모습들을 찾으며 그 것들을 동일한 물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들로
부터 구별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이 발명은 피검물이 환자이고 영상이 환자의 체내조직의 종류를 의료진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경우에 적용하기에 매우 알맞다.
    

    
여기에 참고로 인용되는 미국특허 제5,311,131호의 패턴인식을 이용한 자기공명영사와, 미국특허 제5,644,232호의 
자기공명측정치의 양자화 및 표준화 및, 미국특허 제5,818,231호의 자기공명측정치의 양자화 및 표준화에 기재된 바
와 같은 자기공명영사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다듬는 방법은 당 기술분야에서 이미 공지되어 있다. 이들 특허
에는 NMR이나 MRI 기법을 이용하여 의료영상을 얻는 다양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이들 특허는 배경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및 활용가능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좀더 
상세히 연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허들에 기재된 영상획득방법은 이 발명과 함께 이용되어 단계 12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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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상을 획득하고 저장하기에 적합하다. 엑스레이나 양전자방사형 단층촬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이
나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이나 다양한 방사선방법이나 초음파방법 또는 기타의 활용가능한 방법을 
포함하는 기타의 의료영상획득방법이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상이 획득되어 메모리에 저장될 것이 요구될 때는 의료분석용 영상 및 검사중인 환자의 체내에 존재할 수
도 있는 암위치의 진단결정에 관해 좀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의료전문가 
또는 의사일 것인 사용자는 좀더 검사할 것이 요구되는 관심영역을 선택한다. 관심영역은 컴퓨터마우스를 이용하여 스
크린 상에서 원하는 조직의 종류를 표시해 두거나, 알고 있는 종양위치 등과 같은 표적위치의 둘레에 박스를 형성해 두
거나, 또는 사용자가 관심영역을 정하기 위한 기타의 방법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관심영역이 정해진 후에, 단계 16에 도시된 것처럼 관심영역에서의 집단화가 행해진다. 집단의 수는 관심영역에서의 상
이한 조직의 종류의 수에 대응한다. 이 것은 관심영역 내에서 조직을 여러 부류로 구분하게 한다. 관심영역이 아주 작고 
특수하다면 관심영역 내에는 단일종류의 조직만 있을 수도 있다. 선택사양적으로는, 관심영역 내에 두 종류 이상의 조
직들이 있을 수 있고, 집단화는 정해진 관심영역 내에서 발견된 조직들을 상이한 종류별로 구분하게 할 것이다. 관심영
역이 전제영상에 비해 작으므로, 조직분류에서의 조직종류의 수는 적을 것이며, 관심영역내의 한 종류의 조직을 다른 
조직으로부터 좀더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단계 16에서 수행되는 집단화는 무제한적 구분형태인 자동적 집단화이다. 구분에 이용되는 집단의 
수가 크자이-베니 퍼지효과공리 (Xie-Beni Fuzzy Validity Criterion)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해지는 퍼지식 집단
화 메커니즘이 수행된다. 크자이-베니 퍼지효과공리는 집단의 수를 간결함과 특정영역 내의 조직들의 상이한 종류별 
구별가능성을 감안하여 정해진다. 그러한 퍼지식 집단화는 당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IEEE Transac
tions on Pati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의 13권 841-847페이지 (1991)에 게재된 XL. Xie와 G. B
eni에 의한 논문에 보이듯이, 문헌발행되어 있다. 선택사양적으로는, 집단화가 비자동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사용자는 이 발명에 따른 아래에서 설명할 단계 18에서 유도적 조직선택을 수행한다. 조직의 집단화가 수
행된 후에, 사용자는 좀더 연구하기 위한 관심영역의 조직의 종류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집단을 선택한다. 이 발명의 
표준용도에서 선택되는 조직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악성일 것으로 추측되는 종양일 것이다. 어떤 용도에서는, 종양이 이
미 악성종양으로 확인되었고, 종양의 정확한 형상과 암이 초기종양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할 때
일 수 있다. 신체의 다른 부분에 암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도 있다.
    

    
이 발명에 따르면, 부가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특정조직일 것으로 알려진 조직을 나타내는 집단이 선택된다. 이 예에서
는 종양이 선택된 것으로 가정하겠다. 특정조직에 대응하는 집단이 선택된다. 선택된 집단은 좀더 검사되고 연구되어야 
할 조직의 종류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데이터요소들의 트레이닝세트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세트의 각각의 
구성요소와 트레이닝세트의 외측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요소 사이의 비교가 행해진다. 양호하게는, 단계 12에서의 초기
영상의 전체를 이루는 데이터요소들이 트레이닝세트에 비교되어 연구중인 어떤 조직이 관심영역의 외측에서 발견되는
지의 여부, 특히 체내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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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들을 피검물을 나타내는 다른 세트의 데이터요소와 비교하기 위해 어떤 공지의 활용가능한 
방법이든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특정한 비교방법에 집중하여 상세하게 설명하
겠다.

    
단계 20의 특정조직구분을 수행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센서로부터 나온 해당 데이터
요소는 데이터요소가 나타내는 물체의 대응부분을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성질의 각각은 수치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획득된 영상이 MRJ 영상이라면, 각각의 데이터요소의 성질은 종적 완화인수 T1이나 횡적 완화
인수 T2나 가중적 T1 또는 T2 영상이나 양성자 밀도 공간이나 또는 당기술분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은 MRI에서 정상
적으로 측정된 기타의 파라미터 등과 같은 특징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레이닝세트에서 알려진 데이터요소들
의 각각은 데이터요소에 대한 명세를 제공하는 성질들의 각각에 관련된 수치를 갖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데이
터요소는 각각의 성질마다 하나의 수치가 저장된 수개의 상이한 숫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가 다변화 한다. 수치들은 다차원 공간에서 데이터요소의 위치를 정의하고 그러한 위치에 대응하는 조직의 자기공명특
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각각의 파라미터는 유클리드 기하학적 필드에서 물체의 위치탐색을 위한 차원들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각각의 데이터요소마다 물체의 두 성질이 저장된다면, 상기 필드는 2차원적 유클리드평면으로 된다. 
3개의 파라미터들이 저장되면, 데이터요소들은 3차원적 유클리드필드에 있는 한 위치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4개의 물리적 파라미터들이 표시되면, 물체는 4차원적 유클리드필드에 있는 한 위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레이닝세트의 각 구성요소들은 다차원적 유클리드필드 내의 한 위치를 갖는다.
    

    
트레이닝세트의 각각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수치들은 피검물의 다른 모든 데이터요소마다에 관련된 수치들과 비교된다. 
데이터요소의 수치들은 각각의 데이터요소마다 피검물의 자기공명특성에 관련이 있으므로, 다차원적 유클리드필드에서
의 그 위치는 물체의 자기공명특성에 관련이 있다. 테스트세트에 대한 트레이닝세트의 비교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요소
가 다차원적 유클리드필드 내에서 서로 밀접할수록 더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요소들 사이의 서로에 
대한 거리는 데이터요소들 (트레이닝세트의 외측에 있는 데이터요소들이 테스트샘플이라고 지칭됨)에 의해 표시되는 
물체의 자기공명특성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척도이다.
    

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들과 트레이닝세트의 외측의 각각의 데이터요소 사이의 거리가 결정되고, 해당 데이터요소
에 대한 상사치가 할당된다.

    
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와 테스트샘플데이터요소로부터의 거리는 테스트샘플데이터요소에 대한 유사도를 제공하는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유사도의 수치는 테스트샘플과 트레이닝세트 사이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유사
도의 수치는 테스트샘플과 트레이닝세트 사이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거리가 작을수록 데이터요소는 서로 더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0 은 데이터요소들이 서로 동일하고 동종의 부류의 구성요소라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
낸다. 거리가 더 클수록 덜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용되는 척도에 따라서는, 수치적 거리값이 1 내지 10 등과 같
은 단자리수일 수도 있다. 선택사양적으로는, 7 내지 10 자리수 등과 같이 많은 숫자들을 가질 수도 있다. 일부의 실시
예들의 경우에는 거리의 수치가 거리값들을 정규화 하기 위해 거리값이 획득된 후에 로그값이 취해질 수 있는 데이터세
트의 거의 모든 테스트샘플들에 대해 충분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절대거리값은 테스트세트의 다른 데이터요소들을 위
한 거리에 비교된 상대거리값 및 트레이닝데이터세트의 다른 요소들에 비교될 때의 트레이닝데이터요소의 거리에 만큼 
중요하지 않다.
    

한 시실시예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제적 상사치가 계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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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의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4차원적 어레이 (             )로 조직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I는 어레이의 행
수를 나타내고, J는 열수를 나타내며, K는 센서로부터 나온 성질의 수를 나타내고, L은 검사하는 해부학적 슬라이스의 
수를 나타낸다. 센서로부터 나온 K개의 성질들은 조직구분에 이용되는 성질이다. 특정한 어레이요소를 위한 성질값 (     )
은 행-열-시퀀스-슬라이스로 이루어지는 주소를 지정함으로써 접근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i=1…I이며 행위치를 나
타내는 인수이고, j=1…J이며 열위치를 나타내는 인수이며, k=1…K이며 센서로부터 나온 성질을 위한 인수이고, l=
1…L이며 스플라이스의 수를 위한 인수이다. 어레이에서의 각각의 데이터요소는 2차원, 3차원, 4차ㅣ원, 5차원 또는 
기타의 다차원장에서 공간위치를 점유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공간 내에서 체적을 갖는 그러한 데이터요소는 복셀(
voxel)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2차원 스크린 영상인 경우에, 각각의 표시요소는 일반적으로 픽셀이라고 지칭된다.

MR 구분의 한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단일의 조직부류를 나타내는 한 세트의 샘플 (       )들을 지정한다. 여기에서, 
N은 트레이닝세트에서의 샘플의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트레이닝샘플들을 확인하고 최근접방법을 이용하여 감시적 구
분이 수행된다. 전통적인 최근접방법이 이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것은 Gose 등에 의한 1996년판 문헌에 설명
된 바와 같이, 미지의 테스트샘플을 트레이닝세트에서의 최근접테스트샘플위치와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
는 비파라미터적 결정규칙이다. 테스트샘플 (    )과 트레이닝샘플 (    ) 사이의 유사도는 K차원의 특징공간에서의 수
학식 1과 같은 유클리드거리의 항으로 정해질 수 있다.

수학식 1

테스트샘플로부터 해당 세트의 각각의 트레이닝샘플까지의 거리가 측정되고, 이러한 거리의 최대치가 선택된다. 즉, 테
스트샘플에 대한 상사치는 그 것이 해당 트레이닝세트의 트레이닝세트의 샘플들 중의 최근접의 것에 대해 얼마나 가깝
느냐에 근거한다. 근접구분의 결과는 각각의 복셀위치(i,j,l)에서의 최대거리를 포함하는 3차원 유사도어레이 (            )
에서의 상사치데이터를 포함한다.

    
상사치들이 얻어진 후에, 어떤 실시예에서는 조직들을 상이한 부류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상이한 조직들은 그 것들이 데이터요소들의 트레닝세트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에 기초하여 등급이 
매겨진다. 그 것들이 지극히 밀접한 경우에는 그 것들이 트레이닝세트 자체 내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물체의 다른 부류
의 데이터요소들에 대해서보다 트레이닝부류의 데이터요소들에 대해 더 유사한 것을 나타내는 상이한 패턴이나 강도의 
색상이 할당될 수도 있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특정조직구분단계 (20)가 수행되지 않으며, 이 발명의 일부를 이루지 않
는다. 오히려, 이 것은 필요하면 수행될 수도 있는 선택사양적인 것이다.
    

도 2는 이 발명에 따른 컨벌루젼필터의 작동을 위한 처리단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1의 단계 12에 대응하는 단계 1
2에서 원데이터가 얻어진다.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의 처리는 단계 24에서 수행된다. 수집된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
한 많은 데이터처리기술이 공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컨벌루젼필터링이 행데이터 자체에 작용한다.

한 실시예에서는 상사치데이터의 처리 (24) 및 생성 (25)이 앞서 말한 도 1의 단계 14 내지 20에 대응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는 상사치데이터의 처리 (24) 및 생성 (25)이 당 기술분야에서 허용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발명에 따르면, 컨벌루젼은 상사치데이터의 생성후에 일어나며, 그렇게 해서 종래기술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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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점이 얻어진다. 단계 25의 완료후에, 상사치데이터가 획득되어 제1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사치데이터는 물체 내의 
위치들에 대응하는 다수의 데이터요소들의 상사치들을 이용한 물체의 표현이다. 각각의 데이터요소의 유사도는 물체의 
정해진 관심영역에서의 자기공명특성을 동일한 영사방식 및 프로토콜을 이용한 동일한 물체 내의 다른 곳에서나 다른 
물체에서의 자기공명특성에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 실시예에서는 유사도의 수치가 한 데이터요소의 자기공명특성
들이 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들의 자기공명특성에 얼마나 밀접하게 대응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며, 거리가 짧을수
록 더 유사하다.
    

    
상사치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논리적으로 서로 인접한 데이터요소들이 검사중인 물체에서의 인접한 위치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 어떤 형태의 컴퓨터에서는 이 것들이 컴퓨터의 메모리 내에서의 인접한 위치들일 것이다. 선택사양
적으로는, 그 위치들이 단지 논리적 주소뿐일 수 있으며, 데이터요소들이 물리적 메모리 내에서 서로 인접하게 저장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요소들이 엄격하게 말하자면 어떤 원하는 방식으로든 저장될 수 있을지라도 기능적 
관점에서 서로 인접하게 보인다.
    

    
그리고 나서, 단계 26에서의 컨벌루젼필터링이 수행되며, 여기에서 데이터요소의 상사치는 인접한 데이터요소들의 상
사치에 기초하여 조절된다. 상사치데이터 상에서 컨벌루젼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중요한 장점이 얻어진다. 임의의 데이
터요소의 상사치의 조절이 아래와 같이 수행된다. 데이터요소는 그 것이 2차원 컴퓨터스크린 상에 표시될 것이므로 이 
예에서는 픽셀이라고 지칭될 것이지만, 물론, 이 예 및 이 발명이 다차원공간에서의 복셀 또는 기타의 요소로 될 수도 
있다. 선택된 픽셀의 상사치는 주어진 크기와 형상의 컨벌루젼커넬(convolution kernel)에 의해 조절된다. 컨벌루젼커
넬은 선택된 픽셀에 대한 상사치 및 그 공간상 인접한 픽셀에 가해지는 필터가중치 세트를 정한다. 선택된 픽셀의 상사
치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치되는 컨벌루젼커넬의 중앙필터요소로 상사치데이터행렬상에 컨벌루젼커넬을 중첩시킴으로
써 컨벌루젼과정을 가시화 할 수 있다. 조절된 상사치는 선택된 픽셀 및 거기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픽셀들에 대한 상사
치들을 그들의 대응하는 컨벌루젼필터가중치들로 곱하고나서 그 곱셈치들을 합산함으로써 계산된다. 한 실시예에서는 
컨벌루젼커넬이 가우시안분포적 5x5 행렬로 구성된다. 선택사양적으로는, 커넬이 육각형이나 원형 또는 선택된 픽셀에 
가해질 조절커넬을 정하는 다른 형상일 수 있다.
    

    
도 3은 표준편차와 시그마가 1인 5x5 행렬 가우시안컨벌루젼필터 (36)를 이용하여 상사치데이터 상에서 컨벌루젼필
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특정한 형상에서는 도 3에 보이듯이 컨벌루젼커넬 (36)에 의해 중첩된 각각
의 픽셀위치에 가중치가 할당된다. 가중치는 이 예에서는 그 상사치가 조절되는 선택된 픽셀인 중앙픽셀 (34)로부터의 
거리에 의한다. 커넬에 의해 중첩된 각각의 픽셀위치에는 가우시안커넬 (36)의 우측에 있는 범례 (3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가우시안분포에 의한 가중치가 제공된다. 중앙픽셀 (34)에는 최대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인접한 픽셀들에는 선택
된 픽셀 (34)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더 작은 가중치가 주어진다.
    

    
범례 (38)를 보면, 가우시안커넬 (36)에 인접해서 중앙픽셀은 흰색익, 그렇게 해서 0.15보다 약간 큰 가중치를 가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실시예들에서는 선택된 픽셀 자체의 원상사치를 좀더 크게 가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0.2나 0.5나 다른 값의 가중인수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이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중앙픽셀 (34)은 0.162의 가중인
수를 갖는다. 좀더 협소한 가우시안곡선의 경우에는 시그마가 0.6, 0.8 등과 같이 1 미만으로 낮게 선택될 수도 있으며, 
그 것은 더 많은 중앙픽셀들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줄 것이다. 또한, 1.5나 2 등과 같이 좀더 큰 시그마가 선택될 수도 
있다. 매우 작은 암을 탐지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면, 좀 더 큰 시그마로 데이터를 매끈하게 할 것이다.
    

    
다음 4개의 가장 인접한 픽셀 (40)들은 다음으로 높은 값으로 가중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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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들의 각각을 위한 이 값은 약 0.1이다. 정확한 경로값은 우측의 범례 (38)에 도시되어 있으며, 다른 값도 가능하지
만,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0.0983의 행 수치를 갖는다. 간략하게 말해서, 중앙픽셀 (34)의 상사치는 이 경우에는 ~0.1
6인 가중인수에 의해 곱해진다. 인접한 픽셀 (40)들에 대해 다음으로 가까운 각각의 상사치는 이 경우에는 ~0.1인 각
각의 대응하는 가중인수로 곱해져서 4 개의 픽셀 (40)들에 대한 4 개의 상사치의 각각에 대한 곱을 얻는다. 그리고 나
서, 4개의 곱셈치는 중앙픽셀(34)을 위한 가중적 상사치의 곱셈치에 더해져서 합을 얻는다. 컨벌루젼커넬(36)에 의해 
중첩된, 44와 46 및 50 등과 같은 다른 픽셀들과 마찬가지로, 잔여의 인접픽셀 (42)들은 각각의 가중인수들에 의해 곱
해진 상사치들을 갖는다. 물론, 가중인수는 중앙픽셀 (34)로부터의 특정한 픽셀이 갖는 거리에 따라 더 작아진다. 예를 
들어, 이 실시예에 따른 위치 (42)에 있는 한 픽셀을 위한 가중인수는 ~0.06인 반면에, 다른 픽셀(44)을 위한 가중치
는 ~0.02이고, 또다른 픽셀 (46, 50)들을 위한 가중치는 각각 0.013과 0.003이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값은 컨벌루
젼필터 (30)를 범례 (38)에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가중치들이 나타내는 픽셀들을 위한 각각의 상사치데이터로 곱해진 가중치들의 모든 곱셈치가 계산된 후에, 모든 곱셈
치가 서로 더해져 컨벌루젼필터 전체에서의 모든 곱셈치를 위한 합을 얻는다. 새로운 상사치가 얻어진다. 이 발명에 따
르면, 중앙픽셀 (34)의 상사치는 컨벌루젼커넬에 의해 중첩된 모든 화소의 곱셈치의 합으로서 계산된 상사치로 교체된
다. 이제, 이 픽셀 (34)에 대한 컨벌루젼은 완료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픽셀이 선택되어 중앙픽셀 (34)이 되고, 거기에서 컨벌루젼이 수행될 것이다. 컨벌루젼커넬은 승
계적으로 영상 전체의 각각의 픽셀에 중첩된다. 컨벌루젼커넬의 아래에 있는 5x5 가우시안블록에 의해 중첩된 상사치
는 커넬에 의해 정해진 각각의 대응하는 가중치에 의해 곱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픽셀의 각각에 대해 수행되며, 그 
곱셈치가 더해지고 계산된 값이 중앙픽셀에서의 원상사치를 교체한다. 이 것은 인접한 픽셀들로부터의 정보를 각각의 
픽셀을 위한 유사도에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다. 설명된 바와 같이, 중앙픽셀로부터 멀어진 픽셀들은 중앙픽셀에 좀더 
가까운 것들에 비해 덜 가중된다. 그리고 나서, 단계 22에서 영상이 표시장치에 표시된다.
    

    
컨벌루젼필터링의 결과는 여러 가지의 허용가능한 기술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실제적 행 수치데이
터는 인쇄물이나 기타의 가시적 표시장치에서 제공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 상사치 데이터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으며, 의사가 특정조직에 대한 상세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사치 자체
의 수치적 인쇄물을 갖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컨벌루젼 된 상사치를 나타내는 영상을 갖는 것만큼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컨벌루젼필터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좀더 양호한 방법은 대응하는 회색 MR 영상에 중첩적층된 단색의 형태에 있
다. 그렇게 해서, 영상은 픽셀들이 상이한 값을 갖는 회색일 수 있다. 조절된 상사치데이터는 그러한 회색영상 상의 픽
셀들에 가해져서 검사되는 암 또는 다른 조직의 위치를 관측자에게 좀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을 생성한다.
    

    
또다른 선택사양적으로는 컨벌루젼필터데이터가 상이한 색상을 이용하여 상이한 유사도를 나타내면서 다색 표시장치에 
표시될 수도 있다. 트레이닝세트 자체에 가장 유사한 조직은 적색 등과 같은 제1 색상으로 표시될 수 있다. 트레이닝세
트에 그 다음으로 가장 유사한 조직은 적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부류 다음으로 가장 유사한 부류
들은 이전의 두 가지의 부류들과 다른 제3의 색상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컨벌루젼필터의 결과를 이용하여 
나타낸 영상이 칼라 표시장치에 표시될 수 있고, 거기에서 픽셀들의 상이한 색상들은 트레이닝세트 조직과의 유사도의 
상이함을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다.
    

    
도 2에서 컨벌루젼필터가 적용된 후의 영상에 좀더 가시적인 표시가 수행될 수도 있다. 이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 설명
한 대로, 조절된 상사치데이터를 컨벌루젼필터(26)로부터 표시장치(22)로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그 데이터가 역치비
교단계 (28 : thresholding step)에서 역치에 비교되고, 예를 들어 이원영상 (binary image)을 생성하기 위한 후처리
단계 (30)로 이어질 수 있다. 역치비교단계 (28)에 따르면, 상사치가 정해진 역치 이상인 모든 픽셀들은 동일부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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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사치가 역치보다 낮으면, 조직은 관심조직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되고 버려진다. 
이원영상의 생성과 함께, 관심부류인 것으로 판정된 모든 조직은 관심부류 내의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매우 동일한 색상
과 특징을 갖게 나타내어진다. 관심부류 내에 있지 않은 픽셀들은 뚜렷이 다른 색상을 갖게 도시되고, 색상은 회색이거
나 또는 실제적인 스펙트럼색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원영상은 각각의 픽셀이 관심부류의 내에 있건 외에 있건 간에 
이원영상의 에지에 접근하여 뚜렷이 정해진 에지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검사중인 영상의 조직의 영역들을 좀
더 뚜렷하게[ 대조할 수 있다. 회색영상이 이용되는 경우에, 부류 내의 픽셀들은 스펙트럼의 한 쪽 단부에 있는 색상이
나 검정 또는 흰색으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픽셀들은 각각의 회색조 색상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치
가 역치 이상인 모든 데이터요소들의 각각이 검정으로 된다면, 이 것은 MRI 영상의 상부에 중첩되어 서로 아주 유사한 
영역들을 좀더 명료하게 나타낸다. 단계 28에서의 역치비교후에, 단계 30에서 이원영상 후처리가 수행되어 이원영상을 
좀더 매끈하게 하고 필터링한다. 그 후에, 단계 30의 이원영상은 사용자가 관측하도록 표시장치 (22)에 제공된다. 그
렇게 해서, 컨벌루젼필터는 필요하다면 이원영상의 생성이 뒤따르는 역치비교의 직전에 데이터에 가해질 수도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픽셀의 상사치가 컨벌루젼필터에 의해 조절될 때에, 조절된 상사치는 제2 메모리에 저장되
고, 그 원상사치는 제1 메모리에 잔류되다가 모든 후속컨벌루젼계산에 이용된다. 즉, 제1 픽셀이 컨벌루젼이 적용되고 
그 상사치가 조절되면, 이 상사치는 별도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원상사치는 제1 메모리에 잔류된다. 그리고 나서, 컨벌
루젼커넬이 그 상사치가 방금 조절된 것의 다음으로 인접한 픽셀에 가해진다. 제1 메모리에 저장된 원상사치데이터가 
현재 컨벌루젼커넬의 중앙에 있는 다른 픽셀을 조절하기 위한 컨벌루젼에 이용된다. 그렇게 해서, 픽셀의 각각으로부터
의 원상사치만이 중앙픽셀의 상사치를 조절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사치는 원래의 값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하며, 이미 변화된 픽셀의 상사치데이터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택사양적으로는, 픽셀이 그 상사치를 조절했다면, 조절된 상사치는 거기에 인접한 픽셀들의 후속적인 컨벌루젼필터링
에 이용된다. 이 것은 그 상사치가 이미 거기에 인접한 픽셀들에 의해 조절되었으므로, 그러한 특정한 픽셀의 강도를 다
른 것들에 비해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항상 양호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치가 가능한 한 균일하게 하려는 시도가 바
람직한 어떤 실시예에서는 후자가 이용될 수도 있다.

도 3과 관련해서 설명한 바와 같은 5x5 행렬 가우시안분포식 컨벌루젼필터 외에, 다른 종류의 컨벌루젼필터링이 이용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푸리에정의구역의 창처리부가 로우패스필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푸리에정의구역의 창처리부
의 개요는 표준영상처리교재로부터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 한다.

    
인체 내에서의 종양이나 일반적인 다른 조직들이 일반적으로 다수의 인접한 픽셀로서의 영상에서 보여지므로, 인접한 
픽셀들은 부류들로의 데이터의 구분이나 분할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발명의 컨벌루
젼필터는 영상의 판독성을 크게 개선하고 종양에 대한 적절한 레이블링을 증대시키면서도 잘못된 레이블링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해서, 이 발명의 컨벌루젼필터의 뒤에서의 영상에서 유사한 종류의 조직들을 좀더 용이하
게 알 수 있는 반면에, 가짜 양성체는 그 것들이 제거되거나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도 4a 및 4b는 컨벌루젼필터가 적용되었을 때의 이 발명에서 얻어지는 개선을 예시하고 있다. 도4a에는 4 개의 백색화
살표 (50, 52, 54, 56)가 도시되어 있다. 이 화살표의 각각은 MRI 영상이 생성된 후에 수행되는 검시에 의한 피검물에 
있는 공지의 종양을 가리킨다. 화살표 (50, 52)로 지칭된 큰 종양이 그 중앙의 괴사조직에서 이전에는 살아 있는 암조
직의 일부이었던 죽은 세포들을 포함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예를 위한 구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트레이닝세트를 설정하기 위해 공지의 종양위치가 이용되고, 물체에서의 각각의 
픽셀을 위한 상사치가 계산되었다. 주어진 역치와 갖거나 초과하는 상사치가 도 4a 및 4b에서 흑색으로 레이블링된 그
러한 픽셀들에 역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원구분결과가 얻어졌다. 종양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식별된 이러한 흑색픽셀들은 
종래의 MR 영상 위에 중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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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벌루젼필터링이 없이 수행된 이원구분결과들을 제공하는 도 4a의 영상은 다수의 가짜 양성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앙영역 (60)에는 가짜로 레이블링된 흑색영역이 있고, 그 것은 어떤 의사들에 의해 종양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다른 
가짜의 양성체 (62, 64)는 영상의 여러 위치에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화살표 (54)로 지칭된 공지의 종양위치가 
현재의 영상에서 가짜의 음성위치인 것을 나타내는 흑색으로 레이블링되지 않은 것이다. MRI가 취해진 후에 수행되는 
검시에 의한 위치(54)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이 종래의 표준적인 MR 영상법을 이용해서는 식별되지 않았다.
    

    
도 4b는 이 발명에 따른 컨벌루젼필터링이 뒤따르는 도 4a에 도시된 동일한 MR 영상데이터의 회색조 영상의 이원형상
을 나타내고 있다. 즉, MR 영상을 이루는 데이터요소들에서 이 발명과 관련하여 설명한 상사치데이터값 분석이 이루어
졌다. 도면의 픽셀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데이터요소들을 위한 상사치가 얻어진 후에, 컨벌루젼필터가 상사치데이터에 
적용되었고, 각각의 픽셀의 상사치는 인접한 픽셀의 가중치에 의해 조절되었다. 그리고 나서, 역치가 적용되었고 역치
보다 크거나 같은 상사치를 갖는 모든 픽셀들이 흑색으로 표시되었다. 역치보다 작은 상사치를 갖는 픽셀들은 각각의 
원래의 자기공명특성에 따라 회색조 패턴으로 표시되었다. 이 것은 실제적 종양조직 자체를 좀더 명료하게 묘사하면서
도 가짜의 양성체를 제거하거나 그 수를 감소시키는 양호한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도 4b에 보이듯이, 종양위치 (
50, 52, 56)들은 좀더 명료하게 보고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위치 (54)에서의 종양조직이 이제 화살
표 54에 의해 지칭된 흑색구역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접한 픽셀들의 가중치에 따라 각 픽셀의 값을 조절함으로
써 모든 결과가 한 위치 (54)가 이제 명백하게 종양조직으로 보이게 하는 픽셀들을 포함한 인접한 종양의 효과를 보강
하게 되었다.
    

    
컨벌루젼필터는 또한 다수의 가짜의 양성적 종양위치로의 레이블링이 영상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양호한 효과를 갖
는다. 다른 가짜의 양성체는 좀더 명료하게 가짜 양성체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으로써 분석중인 의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닥영역 (60)에서의 가짜의 양성체로의 흑색 레이블링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상 전체에서 거
의 모든 가짜의 양성체 레이블링이 제거되었다. 영역 62와 6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컨벌루젼필터링 전에 가짜의 양성
체로의 레이블링은 이 발명의 컨벌루젼필터를 이용한 후에 크기가 크게 줄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영역들이 위치 5
0, 52, 54, 56에서의 실제의 종양조직에서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크기로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대신에 컨벌루젼필터로 
인해 크기가 줄어들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영역들이 종양이 아니라, 대신에 가짜의 양성체들을 나타낸다고 좀더 확신
할 수 있다.
    

이 발명의 방법은 구분 후에 상사치데이터의 후처리단계로서의 컨벌루젼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양호한 결과를 얻는다. 원
래의 센서에서 나온 영상데이터의 처리에 컨벌루젼필터가 이용되었다는 보고문헌은 있지만, 이 발명의 발명들이 아는 
한, 이전에는 그러한 컨벌루젼필터가 구분을 개선하기 위해 상사치데이터의 후처리에서 이용되지는 않았다.

위로부터, 이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들이 예시적 목적으로 설명되었을지라도, 이 발명의 정신 및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하지 아니 하고
는 제한되지 아니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체에서의 대응하는 위치들을 표시하는 다수의 별개의 데이터요소들을 이용하여 해당 물체의 표시를 제1 메모리에 저
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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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사치를 각각의 데이터요소에 할당하며,

상기 별개의 데이터요소들의 상사치들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직하되, 그러한 패턴에서 서로 인접한 데이터요소들이 해당 
물체내에서의 인접한 위치들을 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임의의 데이터요소와 다수의 인접한 데이터요소들의 가중적 상사치에 따라 상기 임의의 데이터요소의 상사치를 조절하
며,

데이터요소들의 조절된 상사치들을 저장하고,

데이터요소들의 조절된 상사치에 따른 표시특성을 갖는 다수의 별개의 가시적 픽셀들로 이루어진 이용자가 관측가능한 
영상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데이터요소들 중의 세 개의 데이터요소들 내에 배치된 모든 데이터요소들이 인접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데이터요소들 중의 두 개의 데이터요소들 내에 배치된 모든 데이터요소들이 인접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다른 인접한 데이터요소들에 비교한 하나의 인접한 데이터요소의 가중치가 데이터요소들의 가우시안 패턴의 가중에 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픽셀의 값을 조절하는 단계가,

상기 임의의 픽셀과 다수의 인접한 픽셀들을 갖는 컨벌루젼커넬을 형성하고,

상기 임의의 픽셀과 인접한 픽셀들의 상사치를 상기 컨벌루젼커넬 내의 각각의 픽셀의 가중치로 곱하여 제1 곱셈치들
을 얻으며,

상기 컨벌루젼필터 내의 모든 픽셀들의 상기 곱셈치들을 더하여 가중적 상사치를 얻고,

상기 임의의 픽셀의 상사치를 상기 가중적 상사치로 저장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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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

모든 가중인수의 합이 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들을 형성하고,

테스팅세트의 데이터요소들을 형성하며,

각각의 테스트데이터요소들을 상기 트레이닝세트의 데이터요소들과 비교하여 상기 테스트데이터요소를 위한 상사치를 
얻는 단계들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요소의 상사치를 제1 메모리에 저장하고,

데이터요소들의 조절된 상사치들을 제2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들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별개의 데이터요소들의 상사치들을 조직하는 단계가 상기 제1 메모리 내에서의 상기 별개의 데이터요소들의 저장
위치를 조직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MR 데이터의 이원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고,

상기 MR 데이터의 이원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상사치를 위한 역치를 설정하며,

상기 역치보다 큰 상사치를 갖는 모든 데이터요소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요소부류를 생성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임의의 부류 내의 데이터요소들을 나타내는 모든 픽셀들을 단색으로 표시하고,

상기 임의의 부류 내의 데이터요소들과 상이한 색을 이용하여 상기 임의의 부류 내에 있지 않은 픽셀들을 표시하는 단
게들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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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단색이 회색조 샥상표에서 선택된 한 색이고, 영상 전체가 회색조로 나타내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11에 있어서,

관심부류를 위해 선택된 상기 단색이 흑색이고, 관심부류 내에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조직들은 흑색과 다른 색상을 갖는 
회색조 패턴으로 나타내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단색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스펙트럼으로부터 선택되고, 관심부류 내에 있지 않은 조직을 나타내는 픽셀들은 
상기 색스펙트럼에 있는 다른 색을 이용하여 표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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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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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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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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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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