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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brief review on basic principle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image reconstruction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medical image processing. Statistical inverse problems are discussed because image reconstruction is an example of inverse problem. Wavelet method and maximum indirect likelihood methodology ar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imag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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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개요
1. 의료영상의 중요성

제반 생물학적 활동은 생화학적(biochemical) 작용의 결과
이며 모든 이상성 (pathology)에는 잠재된 생화학적 문제
(defect)가 존재한다는 것이 의료영상의 전제라 할 수 있다.
의료영상의 목표는 주어진 이상성과 연관된 비정상적(abnormal) 생화학적 활동(activity)을 찾아내고(identify) 비정상
성을 가능한 한 빨리 영상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목표
라 할 수 있다. 특히 뇌는 쉽게 내부를 절개하기 어렵기 때
문에 뇌 구조 및 신진대사를 보여주는 의료영상은 매우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 단층촬영

의료영상 중 간단한 형태가 X선(ray)에 의해 얻어지는 인
체의 내부 구조학적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는 주로 단층촬영(tomography)에 의한 의료영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층촬영 중에서 CAT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는
보통 전산화단층촬영이라고 번역되는 의료영상 기법으로서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여러 각도에서 X
선을 투과시킨 후 검출기(detector)에서 투과된 X선의 강도

를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체의 내부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CAT의 기본 원리이다. 뼈와 같이 투과가 상
대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근육과 같이 투과가 쉬운 부분의
차이가 영상을 결정하게 된다. CAT는 주로 생체의 구조를
일컫는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은 연구대상이 되는 생체내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의
약품을 정맥주사 또는 흡입으로 주입한 후 이 물질의 체내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1]. 양전자방출 핵종은 양전자
를 방출하게 되고 이는 주위의 전자와 만나 특정 에너지를
갖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변형되며 이 감마선 약 180도 방
향으로 방출되고 이는 생체를 둘러싸는 감마선 검출기에 측
정됨으로써 체내 양전자 분포에 대한 공간적 위치정보를 제
공한다. PET는 CAT와 달리 생체의 신진대사(metabolism)
정보를 제공한다.
3. 수학적 배경

I0라는 세기(intensity)를 가지는 X선이 특정 방향으로 기
준점에서 x만큼의 거리를 통과한 후 세기를 I라 하면 이들
간의 관계는
=I0e-ax
I=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선형감쇄계수(linear atten-

*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o Dr. Ja-Yong Koo, Department of Statistics,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Tel: +82-2-3290-2240, Fax: +82-2924-9895, E-mail: jykoo@korea.ac.kr

─ 13 ─

Quantitative Bio-Science Vol. 30, No. 1, 2011

14

라돈변환(Radon transform)으로 부르는데 이의 유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Deans [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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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의 특정 단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함수를 f 라
하자. 만약 f 를 완전히 알고 있다면 사영은
=
P (L)=

Linear
traverse

f (x, y)ds
L

와 같이 f 에 대한 라돈변환으로 구할 수 있다. 직선 L은 원
점으로 부터의 수직거리 p와 수선과 x간의 각도 φ로 결정되
므로 f 에 대한 라돈변환은

Fig. 1. Structure of detection in a CAT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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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detection in a PET scanner.

uation coefficient)를 나타낸다. 여러 개의 매체를 지나면 이
들 간의 관계는
I
=exp·-»aj xj ‚
mm=
j
I0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확장한 모형은
I
=exp·mm=
I0

f (x)dx ‚
L

이다. 여러 각도에서 세기의 비를 측정한다면 사영(projection)들 혹은 프로파일(profile)들
Pj=

f (x, y)ds
Lj

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Pj=-log (I/I0)이고 Lj는 특
정 각도의 선을 나타내며, 적분은 이 선 방향으로의 선적분
(line integral)을 나타낸다. 특정함수의 선적분을 수학에서는

∞
-∞

f (p cosθ-s sinφ, p sinφ+s cosφ)ds

로 표현된다. 함수 f 로부터 라돈변환 R f 를 구하는 문제를
직문제(direct problem)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라돈변환 R f 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함수 f
를 재구성(reconstruct)이라는 문제를 역문제(inverse problem)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역문제는 훨씬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직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본질적으로 일
의적인(unique) 해(solution)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측정에는 오차(error)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역문
제를 해결하는데는 통계학 방법이 필수적이다.
CAT는 측정오차와 같은 랜덤 요소가 있어서 회귀모형으
로 정형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1, ..., n
Yi=Rf (xi)+εi, i=
=1, ..., n이다. 여기서 xi는 선
이며 관측된 데이터는(xi, Yi), i=
적분을 정의하는 각도와 수직거리로 xi=(pi, φi)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반응변수 Yi는 관측된 사영을 나타낸다. 한편 PET에
서는 밀도함수 또는 세기함수 Rf로부터 얻어진 랜덤 표본
Yi, ..., Yn을 이용하여 밀도함수 또는 세기함수 f 를 추정하는
문제로 정형화 할 수 있다.
영상재구성에 쓰이는 통계 기법들로는
�Moment estimation and Convolution Backprojection
�Least squares estimation
�Stein-type estimation
�Bayesian approach with MCMC
�Maximum likelihood method (EM algorithm)
�Maximum indirect likelihood method
�Series expansion method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우 다양한 통계기법
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통계학에서 개발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반대로 영상재구성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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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통계기법을 낳기도
한다. 통계적 역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Cavalier & Koo [3],
Choi et al. [4], Donoho [5], Fan [6], Johnstone & Silverman [7],
Kim & Koo [8-10], Koo [11,12], Koo & Chung [13], Vardi et
al. [14] 등이 있다.

웨이브렛을 이용한 영상재구성
웨이브렛 기저는 80년대 중반 수학, 전자공학의 신호 및
영상처리, 지진자료분석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온 생각들의
결정체이며 현재에도 웨이브렛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으
로 인하여 통계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5].
웨이브렛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Daubechies [15]이 있고,
웨이브렛을 이용한 방법론에 대한 참고도서로는 Aldroubi &
Unser [16], Daubechies [15]이 있으며 국내에서 출간된 것으
로써 웨이브렛에 대한 좋은 참고도서로는 김충락 등[17]이
있는데 특히 통계에의 응용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다.
웨이브렛이 가지는 장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특정위치에서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알 수 있다.
�기존의 Fourier 변환 및 전개에 의해 표현하기 힘든 함
수들(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함수)을 보다 적은 개
수의 기저함수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베소브(Besov) 공간을 포함한 여러 함수공간에 대해 웨
이브렛 계수의 절대값으로 함수의 속함을 결정해 주는
비조건(unconditional) 기저가 된다.
영상재구성에 대한 웨이브렛 방법으로 Donoho [5]가 제안
한 WVD (Wavelet-Vaguelette Decomposition)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차원 텐서 곱(tensor product) 웨이브렛을
{Ψλ : λ∈Λ}
라 하고 재구성 대상 함수 f가
f =»⁄f, Ψλ¤Ψλ
λ∈Λ

와 같은 웨이브렛 전개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라돈변환에
대한 베이그렛(vaguelette)은
=[Rf, γ λ]
⁄f, Ψλ¤=
를 만족하는 함수 γλ를 일컫는다. 이상에서 ⁄∙, ∙¤은 f들
에 대한 내적(inner product)을 나타내며 [∙,∙]은 사영들에
대한 내적을 나타낸다. 영상재구성에서는 Rf 에 대한 관측치
만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베이그렛을 구한다면 이들을 이용
하여 재구성 대상 함수 f 의 웨이브렛 계수 ⁄f, Ψλ¤에 대
한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WVD를 이용한 영상재
구성 방법론의 요체이다.
실제 PET 기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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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FBP (Fourier Back Projection) 알고리즘으로서 삼각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푸리에 전개에 의한 방법론이다. Choi et al.
[4]에서는 FBP 알고리즘에 의해 재구성한 영상과 웨이브렛
알고리즘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비교하였다. 이들을 비교하면
FBP 방법은 blurring이 발생하여 영상의 국소특성을 나타내
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각적 비교 외에 영상재
구성 성능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두 방법론을 비교하였는데
웨이브렛 알고리즘이 FBP 알고리즘에 비해 그 성능이 상대
적으로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웨이브렛을 이용한 PET 영상
재구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는 Cavalier & Koo [3]이 있다.

최대 역가능성 추정법
밀도함수로 모형화 할 수 있는 여러 통계적 역문제에서
밀도함수는 양수값을 가지며 적분하여 1이 되는 함수이므
로 이러한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론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특히 소표본 성질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Koo & Chung [13]은 추정량이 실제로 밀도함수가 되게 하는
기법으로 최대 역가능성 추정량(Maximum Indirect Likelihood Estimator, MILE)을 도입하였다. 이 방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존 이론 통계학에서도 강의하는 적률방법과 최
대가능성방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착안
한 후의 이론적인 성질 규명이나 실제 구현은 매우 용이한
작업이다.
MILE의 적용 분야로서 먼저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기반으로 하는 MILE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접
근 방식은 주어진 영상재구성을 정의하는 라돈변환의 SVD
에서 나타나는 특이함수(singular functions)들로 정의되는 지
수족(exponential family)을 이용하여 미지의 밀도함수를 추
정하는 방법이다. 역문제에서 양수성 보장을 위한 하나의 방
법으로 EM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14], EM 알고리즘
에 의한 방법은 계산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제
안한 방법이 Koo & Chung [13]의 MILE이다. EM 방법을 써
야 하는 경우와 같이 최적화가 어려운 최대 가능도 방법 대
신에 최적화가 쉬운 방법을 쓰자는 것이 MILE의 기본 생각
이다. MILE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추정량이 정의상 양수값을
가지게 되며 적분해서 1이 되는 하나의 밀도함수가 되며 그
계산량은 EM 알고리즘의 M-단계 한번에 해당하여 매우 빠
르며 이론 규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재구성을 위
한 MILE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로는 Koo [1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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