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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atients with bladder dysfunction, measurement of urine volume inside the bladder is very critical
to avoid bladder failure. In measuring urine volume inside a bladder, low-resolution 3D ultrasound images are widely
used. However, urine volume estimation from 3D ultrasound images is prone to big errors and inconsistency because
of low spatial resolution and low signal-to-noise ratio of ultrasound images. We developed a new robust volume estimation algorithm which is not computationally expensive. We tested the algorithm on a lab-built ultrasound bladder
phantom and volunteers. The average error rate of the human bladder volume estimation was 5.9% which was better
than the commerci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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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씩 반복적으로 측정하는데 MRI와 CT를 사용하는 것은 현
실적이지 않으며, 이들은 방광 신경조직의 관찰이나 암 진

방광 질환을 가진 환자의 방광 내 잔뇨량을 측정하는 것

단 등 중증질환 진단에 이용된다. 따라서 비침습적이고 상

은 매우 중요하다. 방광 내 소변이 꽉 차는 것을 느끼지 못

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 내

하는 환자로부터 소변을 강제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방광

잔뇨량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파열이나 기능 부전 심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1]. 의

고급형 초음파 장비는 2차원 배열형 트랜스듀서를 이용하

료영상 장비인 MRI, CT, 초음파 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침

여 3D 영상을 고속으로 얻어 내는데[4], 이러한 고급형 초

습적으로 방광 내 잔뇨량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는데 특히,

음파 장비를 잔뇨량 측정에 사용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

공간해상도가 높은 MRI와 CT를 이용하여 3D 영상을 얻

서도, 임상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고, 이로부터 방광의 부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연

반면에 2~3개의 단면 영상만을 이용하여 방광의 부피를 추

구결과가 있었다[2,3]. 하지만 MRI를 이용하여 방광 내 잔

정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정확도가 낮고, 측정치가 일관적이

뇨량을 측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들고, CT를 이용하

지 못한 문제가 있다[5-8]. 최근 연구에서는 초음파 프로브

는 경우 높은 비용에 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방사능을 노

를 회전시키면서 다수의 단면 영상을 얻고, 이를 토대로 3D

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방광 내 잔뇨량을 하루에 몇 번

입체 부피를 얻는 방법이 개발되었다[9]. 본 논문에서는 여
러 개의 초음파 단면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3D 입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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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방법은 방광 벽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과 추출된 방광 벽 영상으로부터 3D 부피
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
초음파 영상에서 방광을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에는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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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Watersheds, Vocal 방법 등 영상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성능의 segmentation 알고리즘들이 있다[1012].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계산시간이 수십초 ~ 수분 정도
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잔뇨량을 모니터링 할 수
없을 뿐더러, 계산 능력이 낮은 CPU로 구현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또한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도
와 신호대 잡음비가 낮기 때문에 이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많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해상도와 신호대 잡음비가 낮고, 연
산 성능이 떨어지는 저성능 임베디드 CPU를 가진 휴대형
초음파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방광 부피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험으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
고리즘은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최소화하여 잔뇨량 추정

그림 1. 한 단면에서의 초음파 스캔 (∆θ = 1.875o).
Fig. 1. Ultrasound scan for an image acquisition (∆θ = 1.875o).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추정 오차가 작고 재현성을 높게 하
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발되었다.

II. 방광 벽 추출 알고리즘과 용적 추정
1. 초음파 영상 수집과 방광 팬텀
방광 영역의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휴대형 잔뇨 측정용 방광 초음파 스캐너(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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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TM BioCon-700, Mcube Technology Co., Korea)를
사용하였다. 이 초음파 스캐너 2.6 MHz의 주파수를 가지
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1.3 μs의 주기로 샘플링을 시행한
다. 사용되는 단일 트랜스듀서는 프로브 내부에서 회전하면
서 영상 획득을 시도하는데, 하나의 단면에서 얻는 주사선의
개수는 65개이며, 그림 1과 같이, 각 주사선 사이의 각은 각

그림 2. 회전하는 트랜스듀서가 12개의 단면 영상을 얻는 방법
(∆φ = 15o).
Fig. 2. Multiple scan for 3D image acquisition using a
rotating transducer (∆φ = 15o).

각 1.875 도로 하여 영상을 구성한다. 또한 각 주사선은 184
개의 점을 포함하는데 이때, 음속이 1540 m/s임을 가정한

하나의 주사선에서 가장 깊은 구간은 약 21.7 cm 이다. 회

다면, 각 샘플된 데이터는 각각 1.18 mm의 차이를 보이며,

전하는 트랜스듀서는 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5도의

그림 3. (a) 구형 방광 팬텀, (b)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된 영상.
Fig. 3. (a) A spherical bladder phantom, (b) Its ultrasoun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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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방광과는 차이가 있고 영상 추출이 비교적 쉽다. 방광
추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부피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방광 팬텀을 제작하였다.
그림 4(a)의 방광 팬텀이 제작된 팬텀으로서 고무장갑으로
방광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였으며, 팬텀의 내부 형태는 그림
4(b)의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 3의 팬
텀보다 더 복잡하다. 방광 팬텀의 주재료는 플라스틱과 고
무장갑으로서 플라스틱의 경화제와 연화제의 비율은 13:7이
그림 4. (a) 고무장갑을 이용해 만든 방광 팬텀, (b) 수집된 초음파 영상.
Fig. 4. (a) A bladder phantom with a rubber glove, (b) Its
ultrasound images.

며, 이는 인체 조직의 탄성계수를 18 kPa로 가정하여 정한
값이다. 방광을 모사한 고무장갑 내부는 물로 채웠다.

2. 방광 벽 추출 알고리즘
차이를 두고, 총 12개의 단면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영

방광 벽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4단계로 나누

상들은 3차원 입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어지는데, 그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 5(a)의 순서도와

3차원 물체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같이 알고리즘의 시작점(Seed Point)을 찾는다. 초음파 스

우리는 개발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검증을 위하여 단순

캐너를 다루는 사용자가 이미 방광의 위치와 스캔에 숙달되

구형 팬텀을 스캔하여 얻어진 초음파 영상을 이용하였고, 이

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방광의 위치는 중앙에서 크게

와 더불어 복잡한 형태의 방광 팬텀을 제작하여 스캔하여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초음파 영상의 중심부는 가장

얻어진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 영상을 얻어 알고리즘

자리 영역에 비해 물체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의 성능을 살펴보았다. 그림 3(a)는 구형 방광 초음파 팬텀

다. 따라서 한 장의 초음파 영상을 이루는 총 65개의 주사

(모델명 MDSBSPHANTOM, Mcube Technology Co.,

선 중 가운데 선인 33번째 선을 중심으로 시작점을 찾는다.

Korea)이며 그림 3(b)는 팬텀의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초

이때 단순히 임계치를 사용하여 방광 벽을 추정하게 되는데

음파 스캔 영상으로서 내부에 66 ml의 구형 공간 안에 액

이는 방광 벽이 방광 내부 혹은 외부보다 초음파 반사율이

체가 채워져 있는 형태로 방광을 모사하고 있다. 검은 색 부

상대적으로 높아, 좀 더 밝은 화소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할

분이 모사된 방광 영역이나 형태가 단순한 구형이기 때문에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3의 첫 번째, 세 번째 영상과 같이

그림 5. 방광벽 추출 알고리즘 순서도. (a) 시작점 탐색 알고리즘, (b) 방광벽 추출 알고리즘.
Fig. 5. Flow charts of the algorithm to segment bladder walls. (a) Algorithm to find a seed point, (b) Algorithm to find
bladde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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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중앙의 한 주사선에서 가지는 화소들의 값, (b) 가장자리의 한 주사선에서 가지는 화소들의 값.
Fig. 6. (a) Profile of pixel values in the center region, (b) Profile of pixel values in the later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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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중앙 주사선에서의 1차 미분을 가중치로 곱해준 값, (b) 가장자리 주사선에서의 1차 미분을 가중치로 곱해준 값.
Fig. 7. (a) Profile of weighted pixel values in the center region, (b) Profile of weighted pixel values in the lateral region.

영상 가운데 주사선에 방광이 걸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가지기 때문에 임계치 적용을 통하여 찾을 수 있으나, 스캔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운데 주사선에서 구

각도가 커짐에 따라 잡음이 많고 화소 밝기 차가 뚜렷하지

한 방광의 윗벽과 아래 벽의 차이가 일정한 값을 넘지 않은

못한 영역에서는 초음파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경우 방광이 걸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좌, 우 8번째 주

림 6에서 중앙 부근의 주사선 (a)에 비해 가장자리 부근의

사선을 재검사하여 새로운 시작점을 찾게 하였다.

주사선 (b)에서는 단순한 임계치를 적용시키는 방법의 한계를

첫 번째 단계에서 찾은 시작점을 이용하여 방광 벽을 검

확인할 수 있다. 방광 벽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a)와 달

색해 나갈 때는 단순 임계치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그

리 (b)에서의 방광 벽은 화소 값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임

림 5(b)의 순서도와 같이 좌, 우의 주사선으로 탐색 지점을

계치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방광 벽

이동시키면서 이전에 구한 방광벽의 정보를 이용하는 알고리

경계를 좀 더 강조해야 용이하게 임계치를 정할 수 있다. 이

즘이다. 이때의 임계치는 시작점을 찾을 때의 임계치보다는

를 해결하기 위하여 얻어진 영상 그 자체뿐 아니라 1차 미

작게 설정하여 신호가 약한 방광벽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n

분 영상도 같이 이용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원 영상과 1차

번째 주사선에서 발견된 윗벽의 위치를 Tn, 아랫벽의 위치

미분 영상을 서로 곱하게 되면 벽의 경계가 이전에 비해 훨

를 Bn 이라하면, 이미 발견한 방광벽으로부터의 정보를 활

씬 뚜렷해져서 단순한 임계치 적용으로 분리해 내기가 쉬워

용하기 위하여 Tn과 Bn의 중간지점을 n-1 혹은 n+1의 새

진다. 이 1차 미분 영상을 곱한 영상에 그림 5(b)의 순서도

로운 주사선에서의 방광벽 탐색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또

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광벽을 탐색한다. 그러나 1차 미분 영

한, 노이즈에 강한 알고리즘의 설계를 위하여 임계치 이상

상에서는 잡음에 대한 영향 역시 같이 커지므로 잡음을 방

의 2점이 연속되는 지점을 새로운 주사선의 방광벽으로 찾

광 벽으로 오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록 하였다. 초음파 방광 영상에서 영상의 중앙부와 같이,

원 영상에 단순 임계치를 적용하여 찾은 결과와 1차 미분

초음파의 반사가 큰 방광 벽은 상대적으로 높은 화소 값을

영상을 곱한 영상에 새 임계치를 적용하여 찾은 결과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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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활용하여 두 결과 중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하였
다. 즉, 두 가지 영상에서 방광의 윗벽과 아래 벽으로 판단
된 후보점들 중에서 방광의 부피가 더 작아지게 만드는 점
들을 선택하였다. 그림 6과 7에서 보듯이 방광 내부는 액체
이기 때문에 화소 값이 작아 방광 벽으로 오인식되는 후보
점의 발생 확률이 낮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영상에 적용한 임계치를 비교적 크게 설정할 수 있
어서 신호가 작은 방광 내부에서는 후보점이 없게 할 수 있
고, 임계점을 상회한 후보점들 중에서 위 방광 벽에서는 맨
아래, 반대편 아래 방광 벽에서는 맨 위의 점을 선택하면 거
짓 후보점들을 손쉽게 제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단
순하게 방광 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고 결

그림 8. 부피 추정 알고리즘의 모형도.
Fig. 8. Model of bladder volume estimation.

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위 방법으로 얻어진 점들의 좌표 값에 대해 중간값
필터(median filter)와 평균 필터(averaging filter)를 적용
하였다. 중간값 필터는 간간히 나타나는 오류 점들을 제거
하였고, 평균 필터는 얻어진 결과에 남은 미세한 좌표값 잡
음을 제거하였다. 1차원 필터링이기 때문에 연산 시간은 매
우 적으며 잡음의 제거를 통하여 방광 벽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결과에서 윗벽과 아래 벽 사이의 간
격이 매우 좁은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유효한 방광 영역만
남기고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하는 과정을 더하였다. 이 단
계는 방광 영상 양 옆의 배경에서 추출된 유효하지 않은 결
과를 없애어 오직 방광만 남기게 한다.

운데 주사선(33번째) 사이의 각도
그림 8의 두꺼운 선으로 표현된 영역이 우리가 추정하고
자 하는 부피이다. 식 (1)을 적용할 때 방광 벽의 좌표 샘
플링 간격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해당 좌표를 원추의
중심으로 보고 그것을 대표 값으로 하여 단순하게 원추 부
피를 추정하였다. 물체가 트랜스듀서에 가까이 있으면 샘플
링 간격이 촘촘하게 되고, 반대로 트랜스듀서에서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샘플링 간격이 성글어져서 이로 인해 오차가 발
생되는데 이러한 오차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의 3차원 공간에 구를 만들어 그림 8의 구면 좌표계의
다양한 위치에 놓고 부피 추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100 ml
의 구를 가정하여 이 방법으로 부피를 계산한 결과가 97
ml, 99 ml, 102 ml 등으로 나옴으로서 샘플링에 따른 오차

3. 방광 부피 추정 알고리즘
한 번의 초음파 스캔이 이루어지면, 총 12개의 초음파 영
상을 얻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3차원의 방광 모양을 추정

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피 계산을 위한 연산량
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기의

III. 실험 결과 및 분석

초음파 단면 스캔 시 주사선 각도 간격은 1.875o이다. 또한
12개의 단면 영상들 사이의 각은 15o이다. 즉, 하나의 주사
선에서 샘플링 된 정보, 하나의 단면에서 주사선 사이의 각
도, 단면 영상 사이의 각도, 이렇게 3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구면 좌표계(Spherical coordinates)를 고려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피를 구하는 식은 식 (1)과 같
으며 이 식은 그림 8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원추형 부피의
일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유도된다.
ΔV = ∫

3
3
r sin θ dφ dθ dr = 1
--- (B – T )Δφ ( cos θ2 – cos θ1 )
3

B θ1 Δφ 2

∫ ∫

T θ2 0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술한 두 개의 팬텀과 인체
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하여 이미 병
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잔뇨 측정용 방광 초음파 스캐
너(CubeScanTM BioCon-700, Mcube Technology Co.,
Korea)의 측정치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측정
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측정치의 오
차율은 반복 측정된 결과의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

식(1)

로 정의하였다. 팬텀 실험과 달리 인체 실험은 참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일 대상에 대하여 다수 반복 측정을 한 후,

∆V : 해당 주사선에 관련된 국소 부피

측정치의 평균을 참값의 추정치로 하고 표준편차를 오차로

T : 트랜스듀서로부터 위 방광 벽까지의 거리

본다면 이렇게 계산된 오차율은 측정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B : 트랜스듀서로부터 아래 방광 벽까지의 거리

있을 것이다.

o

∆φ : 단면 영상 사이의 각 (15 )
θ1, θ2 : 방광 벽 화소 위치에서 ± 0.937o 떨어진 점과 가

표 1이 두 개의 팬텀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3의 66
ml 단순 구형 팬텀의 경우, 방광 벽을 중앙에 위치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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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팬텀에서의 제안된 알고리즘과 상용 스캐너 측정 결과.
Table 1.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commercial scanner for the phantoms.
구형 팬텀 (66 ml)

고무 장갑 팬텀 (330 ml)

제안된 상용스캐너
알고리즘
측정치

제안된 상용스캐너
알고리즘
측정치

평균치
(ml)

64.0

50.0

310.2

251.7

표준편차
(ml)

5.26

14.5

28.0

46.6

오차율 (%)

8.2

29.0

9.0

18.5

때는 상용 기기와 제안된 알고리즘 모두 참값에 가까운 수
치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방광 벽이 좌, 우 한쪽으로 치우

그림 9. 10회의 실험에서 인체 방광에서의 제안된 알고리즘과 상용
기기의 오차율 분포.
Fig. 9. Error rates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commercial machine in 10 experiments.

칠 때는 상용 기기에서는 조금 작은 결과를 가져 와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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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가 66 ml의 참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제안된

하여 구한 방광 부피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표준편차

알고리즘은 참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어 전체적으로 제

와 평균과의 비로 정의한 오차율의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안된 알고리즘의 결과가 참값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방광 부피가 작으면 오차율이 높은

오차율도 훨씬 적어 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복

데 이는 방광의 부피 자체가 작을 뿐 아니라 방광이 작을

잡한 방광 모사 형태를 가진 그림 4의 330 ml 고무장갑 팬

때 형태가 더 복잡하여 방광 추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

텀의 경우, 두 결과 모두 실제 부피 값과 다소 차이는 있었

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의 오차율이 전반적으로 작아 상용 기

지만, 이 역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의 결과가 참값에 가까

기 측정치에 비해 우수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

운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오차율 역시 상용 기기 측정치 오

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오차율 평균은 5.9%로서 상용 기

차율의 1/2밖에 되지 않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의 9.0%보다 훨씬 작으며 그림 9와 같이 오차율의 분포

인체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건강한 성인 남성 5인이며 동
일인에 대해 시간 간격을 두고 2회의 실험을 진행하여 총

도 방광 부피의 크고 작음에 덜 영향 받으면서 대체로 고르
게 작은 경향을 보여준다.

10회가 수행되었다. 1회 실험당 10번의 측정을 하였고, 최

그림 10은 방광 벽을 구하는 단계별 중간 과정을 보여주

대한 짧은 시간동안 재측정하여 방광 내부의 부피가 변화하

고 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방광을 찍은 영상으

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1번 측정당 5~10초

로부터 방광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그림 9의 (a)와 (f) 두 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번의 측정은 총 1분30초~2분정도

의 초음파 방광 영상을 보면 방광의 모습과 특징이 서로 다

소요되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

르다. (a)에서는 방광 벽이 비교적 뚜렷하고 형태가 단조롭

표 2. 인체 방광에 대하여 제안된 알고리즘과 상용 스캐너 측정 결과.
Table 2.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commercial scanner for human bladders.
제안된 알고리즘
평균치 (ml)

표준편차 (ml)

상용 스캐너 측정치
오차율 (%)

평균치 (ml)

표준편차 (ml)

오차율 (%)

실험 1

510.7

14.3

2.8

416.9

16.8

4.0

실험 2

200.0

5.2

2.6

182.3

5.4

3.0

실험 3

257.2

8.2

3.2

199.4

11.6

5.8

실험 4

435.3

14.8

3.4

348.5

11.7

3.4

실험 5

156.2

8.5

5.5

102.4

24.4

23.9

실험 6

404.5

14.9

3.7

364.5

16.5

4.5

실험 7

235.6

11.0

4.7

198.1

20.4

10.3

실험 8

105.4

5.2

4.9

96.7

5.2

5.4

실험 9

103.6

24.6

23.7

99.7

19.1

19.2

실험 10

221.1

9.8

4.4

198.1

20.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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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두 가지 초음파 영상에서 방광 추출 과정. (a),(f) 두 가지 방광의 초음파 영상, (b),(g) 원 영상만 이용하여 방광 벽을 추출한 결과,
(c),(h) 1차 미분과 원 영상과의 곱을 이용하여 방광 벽을 추출한 결과, (d),(i) 두 결과를 합치고, 필터를 적용시킨 결과, (e),(j) 방광 벽으로
서 유효한 영역만 남긴 결과.
Fig. 10. Bladder segmentation procedure in two ultrasound images. (a),(f) Two ultrasound images of a bladder, (b),(g)
Results of segmentation using only the original images, (c),(h) Results of segmentation using original and gradient images,
(d),(i) Results after combining two segmentation results with filtering, (e),(j) Final results after removing invalid areas.

다. 반면 (f)에서는 위쪽 방광 벽이 선명하지 않고 경계가 불

영상 모두 깨끗하게 방광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하다. (b)와 (g)는 원 영상만을 이용하여 방광을 추출한

각 실험별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을 측정한 결과,

결과인데 (g)의 결과에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깨끗하게

2.39 GHz CPU의 PC를 사용하고, 최적화된 C언어 코드

추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c)와 (h)는 1차 미분 영상

를 적용시켰을 때, 평균 21 ms이었는데 이는 훨씬 느린 저

과 원 영상을 곱한 후에 방광을 추출한 결과이다. (g)와 비

성능의 CPU를 이용하더라도 1초 이내에 계산을 마칠 수 있

슷하게 (h)의 결과가 깨끗하지 못하다. 다음 단계로서 두 추

다는 것을 의미하여 휴대용 잔뇨 측정기로서 사용에 문제가

출 결과를 합친 후 필터를 가한 결과가 (d)와 (i)인데 두 번

없다.

째 영상의 결과 (i)에서도 방광이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추출의 결과를 합치면 각각의 결과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방광 양옆의 무의

IV. 결

론

미한 영역을 제거하고 유효한 영역만을 남기는 단계를 거쳐

방광 내의 잔뇨량을 비침습적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측

얻은 최종 결과가 (e)와 (j)이다. 방광의 형태와 상관없이 두

정하기 위하여 휴대형 초음파 잔뇨 측정기가 최근에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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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측정기는 3차원 초음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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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차원 처리만을 사용하고, 간단한 임계치 방법 위주의 연
산만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지 않아 속도가 빠르다. 개발
된 알고리즘의 측정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방광
모사 팬텀과 10회의 인체 실험을 통하여 기존 병원용 상용
기기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병원용 상용
기기에 비하여 측정 오차도 적으며 측정의 일관성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제작된 두 가지 방
광 모사 팬텀에서 참값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인
체 실험에서도 반복된 측정 결과의 오차율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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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음파 잔뇨 측정기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 그와 더불어 하드웨어의 성능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영상의 해상도나 스캔
방법에 크게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주사선의 개수나 영상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측정
기의 CPU 성능이 아주 높아진다면 2차원 전처리 필터 등
을 더할 수 있고, 부피 계산 과정에서 곡면처리를 통하여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성능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차율이 적고 계산이 빠른 잔
뇨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실험적으로 성능을 입증하
였다. 다만, 앞으로 소아나 여성 등 더 다양한 형태의 방광
에 대한 임상 실험이 추가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Holmes JH, “Ultrasonic studies of bladder”, J Urol, vol. 97,
pp. 654-663, 1967.
[2] J.M. Walton, K.S. Irwin and G.H. Whitehouse, “Comparison
of real-time ultrason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the assessment of urinary bladder volume.”, British J
Urol, vol. 78, pp. 856-861, 1996.
[3] KA Ung, R White, M Mathlum, V Mak-Hau and R Lynch,
“Comparison study of portable bladder scanner versus conebeam CT scan for measuring bladder volumes in post-prostatectomy patients undergoing radiotherapy”, J Medical Imaging and Radiation Oncology, vol. 58, pp. 377-383, 2014.
[4] Bakary Diarra, Herve Liebgott, Marc Robini, Piero Tortoli,
Christian Cachard, “Optimized 2D array design for ultrasound imaging”, IEEE EURASIP 2012, ISSN vol. 20761465, pp. 2718-2722, 2012.
[5] Pedersen JF, Bartrum RJ, and Grytter C, “Residual urine
determination by ultrasonic scanning”, AJR Am J Roentgenol
Ther Nucl Med, vol. 125, pp. 474-478, 1975.
[6] J. Kjeldsen-Kragh MD, “Measurement of Residual Urine
Volume by Means of Ultrasonic Scanning : A Comparative
Study”, Paraplegia, vol. 26, pp. 192-199, 1988.
[7] Poston GJ, Joseph ARA, and Riddle PR, “The accuracy of
ultrasound in the measurement of changes in bladder volume”, Br J Urol, vol. 55, pp. 361-363, 1986.
[8] E A Kiely, G G Hartnell, R N Gibson, G Williams, “Measurement of bladder volume by real-time ultrasound”, British
J Urol, vol. 60, pp. 33-35, 1987.
[9] ViKram Chalana, Stephen Dudycha, Gerald McMorrow
Diagnostic Ultrasound Corporation, Bothell, WA, “Image
enhancement and segmentation of fluid-filled structures in
3D ultrasound images”, Proc. of SPIE vol. 5032, pp. 500-506,
2003.
[10] Barbara Levienaise-Obadia, Andrew Gee, “Adaptive segmentation of ultrasound images”,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 17, pp. 583-588, 1999.
[11] Chitkasaem Suwanrath, MD, MMedSci, Thitima Suntharasaj, MD, Hemmasak Siraoatanapipat, MD Alan Geater,
PhD, “Three-Dimensional Ultrasonographic Bladder Volume
Measurement”, J Ultrasound Med, vol. 28, pp. 847-854, 2009.
[12] Donka Angelova, Lyudmila Mihaylova, “Contour segmentation in 2D ultrasound medical images with particle filtering”,
Machine Vision and Applications, vol. 22, pp. 551-561,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