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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논문은명시야 (bright-field)현미경영상를위한데이터기반세포분할알고리즘을제시한다.제시된알고리즘은일반적
인 사전 학습 기법과 다르게 동시에 두 개의 사전과 관련된 희소 코드 (sparse code)를 통해 정의된 에너지 함수의 최소화를
진행하게 된다. 두 개의 사전 중 하나는 명시야 영상에 대해 학습된 사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의해 수작업으로 세포 분
할된 영상에 대해 학습된 것이다. 학습된 두 개의 사전을 세포 분할 될 새로운 입력 영상에 대해 적용하여 이와 관련된 희소
코드를획득한후픽셀단위의분할을진행하게된다.효과적인에너지최소화를위해합성곱희소코드 (Convolutional Sparse
Coding)와 Alternating Direction of Multiplier Method(ADMM)이 사용되었고 GPU를 사용하여 빠른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알고리즘은이전에사용된가변형모델 (deformable model)을이용한세포분할방식과는다르게세포
분할을위해사전지식이필요없이데이터기반의학습을통해서쉽고효율적으로세포분할을진행할수있다.

Abstract

Cell segmentation is an important but time-consuming and laborious task in biological image analysis. An automated, robust,
and fast method is required to overcome such burdensome processes. These needs are, however, challenging due to various cell
shapes, intensity, and incomplete boundaries. A precise cell segmentation will allow to making a pathological diagnosis of tissue
samples. A vast body of literature exists on cell segmentation in microscopy images [1]. The majority of existing work is based
on input images and predefined feature models only – for example, using a deformable model to extract edge boundaries in the
image. Only a handful of recent methods employ data-driven approaches, such as supervised learn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data-driven cell segmentation algorithm for bright-field microscopy images. The proposed method minimizes an energy
formula defined by two dictionaries – one is for input images and the other is for their manual segmentation results – and a
common sparse code, which aims to find the pixel-level classification by deploying the learned dictionaries on new images. In
contrast to deformable models, we do not need to know a prior knowledge of objects. We also employed convolutional sparse
coding and Alternating Direction of Multiplier Method (ADMM) for fast dictionary learning and energy minimization. Unlike
an existing method [1], our method trains both dictionaries concurrently, and is implemented using the GPU device for faster
performance.

키워드: 사전학습,영상처리,세포분할,명시야영상
Keywords: Dictionary Learning, Image, processing, Cell segmentation, Bright-field image



1. 서론

세포분할작업은의료영상처리분야에서질병의정확한진단과

추후경과를확인하기위해서전문가를통한정확한작업을필요

로 하는 작업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든 작업으로

여겨진다. 정확한 세포 분할 작업은 세포 조직의 병리학적 진단
을 가능하게 하며 불필요한 재 진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며 자동화가 가능
한 세포 분할 방법들이 현재까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를 다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종류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다양한 세포의 형태, 밀도 차이, 현미경의
성능 차이로 인한 영상에서의 불완전한 외곽선 등과 같은 여러

가지문제점때문에연구에많은여러움을겪고있다.

관련연구자들이오랫동안이를해결하기위하여전자현미경

영상에서의세포분할방법을제시하였다 [1].세포분할을위해
Level-Set 모델과 같은 스스로 형태를 변형하여 세포를 찾아내
는 모델을 이용한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던 방법 중

하나이다. Level-Set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자신의 형태
를 변형하여 물체가 둘로 나뉘거나 홈을 만들거나 이와 반대의

형태에대해잘적응할수있다.따라서시간에변화에따른물체
의형태변화와같은위상변화에대해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

장점을 가진 모델이다 [2]. 또 다른 특징은 서로 다른 Level-Set
모델이 어느 순간 만나게 되면 서로 합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

는데이와같은성질은서로붙어있는세포들의세포분할을할

경우상당한제약사항으로고려된다.또한의료영상에서 Level-
Set모델을활용한세포분할방법을연구할때세포의가장자리
(edge)정보나핵의위치와같은사전지식을확인해야만원하는
위치에서정확히 Level-Set모델이시작하고스스로변화한후정
지하여세포분할을가능하게한다.결국정확한사전지식이고
려되지않는다면 Level-Set모델이적절한조건을만족하지못해
정확한 세포 분할 작업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지식
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는데 가장자리가

필요 없는 Chan-Vese model [3]도 그 중 하나이다. 이를 활용하
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명시야 영상에 대해 세포 분할을 진행한

결과가 그림.1에서 보여지고 있다. 같은 세포에 대한 형광 영상
(fluorescence image)에 대해서 Arslan et al.[4]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핵들의 위치를 확인한 후 Chan-Vese model을 이용하여 세
포분할을한결과가그림.1의오른쪽이다.세포막까지 Level-Set
모델이 세포 분할을 하였지만 세포 내의 픽셀 값의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정확한세포분할에한계가있다.

앞서 소개한 Level-Set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영상 모
달리티에특화된사전지식이필요한동시에복잡한문제에대한

해결에있어서많은한계점을드러내는데이를극복하기위해본

논문에서는최신기계학습에서많이쓰이는사전학습을확장한

이중사전학습을제시한다.이중사전학습은기존의사전학습
과 다르게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독립적인 사전을 동시에

학습시켜 이후에 새로운 영상에 대한 희소 코드를 획득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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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본연구의실험을위해사용된명시야영상. (b):왼
쪽 영상과 동일한 세포를 포함한 형광 영상에서의 세포 핵 검출

결과. (c):세포핵검출결과에서 Chan-Vese model을이용한세포
분할결과.

포 분할 결과를 도출해낸다. 제시하는 이중 사전 학습의 장점은
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기계학습을이용하기때문에기존의세포분할방법들에서
필요한가장자리정보등과같은사전지식이필요없다.

- 합성곱 희소 코드를 기반한 사전 학습을 통해 기존의 사전
학습에서영상영역의계산을푸리에영역에서계산하여훨

씬빠른학습가능하게한다.

- 기계학습의특성상학습할수있는데이터가많을수록문제
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으로 의료 빅 데이터 영상

처리에적합하다.

본논문의구성은 2장에서는관련연구동향을살펴보며 3장에
서는 의료 영상에서의 세포 분할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결과
를토의하고 5장에서결론과향후연구방향을제시한다.

2. 관련연구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정확하고빠르며자동화가가능한세포분

할 방법은 오랜 시간동안 요구되어 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한방법을제시하였다.

Level-Set 모델 [2]이 처음 제안되고 난 후 많은 응용 분야 [5,
6, 7]에서사용되었는데스스로형태를변화하고위상변화에장
점을보이는 Level-Set모델은의료영상처리에서도많은두각을
나타내었다. Lu et al. [8]가제시한방법에서는여러스택의같은
자궁세포의영상을그들이제시한확대된피사계심도(extended
depth of field)를 이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영상의 초점
을 강화한 후 군집된 세포 덩어리들을 각각의 Level-Set 함수로
분할한 뒤 군집된 세포들 속에서 세포의 핵의 위치를 찾아 이를

활용하여군집된세포들의모양을추측하고복수의 Level-Set함
수를 최적화하여 세포 분할을 진행한다. Qi et al. [9]이 제시한
방법은 Level-Set 모델의 특성 중 하나인 여러 Level-Set 모델이
서로만나게되면합치려는성질을밀어내는에너지를추가하여

서로겹쳐진세포끼리의분할을정확하게유도한다.전체영상에



대해 single-pass voting을 통해 세포 핵의 위치를 찾아 다음 단
계에서 Level-Set 모델의 초기 시작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후
연결 성분 분석 (Connected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군집화
된세포들을분할해각지역들을병렬로밀어내는에너지를가진

Level-Set함수를통해붙어있는세포들이개별적으로세포분할
하게된다.

이후에도 Level-Set 모델을 이용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지
만 대부분 세포 핵의 위치나 가장자리 정보와 같은 제약 사항이

항상 따른다. 최근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기계 학습
분야가많은조명을받으면서최근 2∼3년사이에이를활용한많
은세포분할방법들이제시되었다. Xing et al. [10]에서는여전히
Level-Set 모델을 사용하지만 세포들의 대표적인 형태를 집합들
을 생성하기 위해 학습될 부분에 대해 Scalable Saprse Manifold
Learning을 이용하여 형태를 추론한다. 추론한 형태를 통해 세
포의 초기 형태를 설정하고 local repulsive deformable model을
이용하여 세포의 형태를 최적화 시킨다. 이후에 전체 세포에 대
해 아핀 변환을 통해 가변환 모델을 전체 영상에 대해 계산 할

필요없이영상의모든세포들을분할하게된다.

3. 이중사전학습기반세포분할방법

이번 장에서는 제안하는 이중 사전 학습 기반 세포 분할 알고리

즘을자세하게살펴본다.본연구의알고리즘에서는기계학습의
기술 중 하나인 사전 학습 (Dictionary Learning)을 합성곱 희소
코드를 통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학습 후
얻어진 두 개의 사전과 관련된 희소 코드들을 통해 근사한 세포

분할결과를얻게된다.이중사전학습으로부터의결과에서이진
영상를획득하기위하여모폴로지연산을적용하여최종결과를

도출하게된다.각각의내용들을다음소문단들을통해자세하게
살펴본다.

3.1 Convolutional Sparse Coding

사전 학습은 기계 학습의 기술 중 최근에 많이 쓰이는 기술로써

신호나영상의많은부분을 overcomplete basis set의일차결합과
이와 관련된 희소 코드들로 분할하는 기술이다 [11]. 희소 코드
는 압축 센싱 (Compressed sensing) [12]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개념으로써 이름에서와 같이 극소수의 값만 0이 아닌 값을 가지
며대부분이 0의값을가진벡터로써학습된사전과함께영상을
근사하게된다.영상잡음제거 [13]등과같은영상처리분야에서
는오랜기간동안사전학습을이용하여많은연구를진행하였고

주목할만한결과를나타내면서사전학습이영상처리분야에서

새로운연구패러다임으로제시되기시작하였다.하지만Michal
Aharon et al. [11]이 제시한 기존의 사전 학습에서는 설정한 커
널 크기를 이용하여 한 픽셀만큼 이동하여 원본 영상을 담아낸

필터들의 집합인 사전을 구성한다. 이 경우 원본 영상의 한 지
역을표현하기위해서는표현하고싶은부분의정보를담아내고

(a) 명시야 영상 S (b) 학습된 사전 D (c) 희소 코드 X (d) D∗X 

Figure 2: (a): 입력 데이터 S는 세포들을 포함한 명시야 영상들
의 집합. (b): 사전 D 는 입력 데이터 S에 대해 학습된 사전. (c):
학습된사전을이용하여영상을희소코드X로분할한결과. (d):
D ∗ X는 ”Response map” 으로 불리는 영상으로써 학습된 사전
D와희소코드 X와컨볼루션한결과.

있는필터를활용하여만정확한원본영상의복원이가능한데이

를 shift-variant특성이라부른다.이러한이유로기존에사용했던
사전학습 [11]과같은경우는많은수의필터를포함한사전이필
요하여 많은 계산 시간과 메모리 사용과 같은 자원 소모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
근에합성곱희소코드가제시되었다.합성곱희소코드는기존의
사전 학습과 다르게 설정한 커널의 크기를 이용해 원본 영상 전

체에대해이동하면서컨볼루션한결과를정보를담아내어보다

압축된정보를하나의필터가담아내기때문에적은필터의갯수

로원본영상의복원이가능해진다.이를 shift-invariant특성이라
부르는데합성곱희소코드의가장큰장점중하나인특성이다.
그리고 합성곱 희소 코드는 일반적인 공간 영역에서 계산을 푸

리에영역에서의원소끼리의행렬곱으로변환하여이전의사전

학습보다 빠른 학습 속도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수행할

수있다.기본적으로합성곱희소코드는수식. 1에서수학적으로
정의된에너지함수의최소화문제를해결하는것과동일하다.

min
d,x

α

2

∥∥∥∥∥S −∑
k

dk ∗ xk

∥∥∥∥∥
2

2

+λ
∑
k

‖xk‖1 s.t. : ‖dk‖22 ≤ 1 (1)

여기서 dk는 k개의필터또는사전의특성 (atom)을뜻하고 xk는

필터와관련된희소코드을뜻한다.수식. 1에서첫번째항은입
력영상 S와

∑
k dk ∗ xx로근사한결과의차이를구하고두번째

항은 `0 norm 대신에 `1 norm을 사용한 xk의 정규화를 의미한

다.나머지제약사항은단위길이를가진각각의 dk의 Frobenius
norm으로제한한다.

수식.1을 계산하는 방법은 Zeiler et al. [14]이 소개한 이 방법
은 모든 계산을 영상 영역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컨볼루션의 선

형 복잡도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리에컨볼루션정리 [15, 16, 17]를기반한효과적인방법이제
시되었다. 필터들을 영상의 사이즈가 똑같이 만들기 위해 0으로
패딩한 후 푸리에 변환을 필터들과 영상에 적용하여 기존의 영

상 영역에서 해결하였던 문제를 푸리에 영역으로 치환하여 컨

볼루션연산자를원소끼리의행렬곱으로변형하여하나의영상

조각을 전체 영상 영역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제거하면서

이전의 사전 학습 방법보다 훨씬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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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왼쪽: 학습 영상 S 세포들을 포함한 영상들의 집합, 학
습 수작업 영상 L은 학습 영상 S에 대해 정확하게 손으로 세포
분할된영상들의집합.중앙:반복된학습이후에사전 D, B를획
득.오른쪽:모든학습과정이끝난후새로운영상이사전 D, B를
이용하여세포분할진행.

Hilton bristow [15]가제시한 the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 (ADMM)을 이용하여 학습 과정 동안의 각각의 변수
들에 대한 세부 문제들을 손쉽고 빠르게 해결하였고 이후에 B.
Wohlberg [16, 17]가 더욱 효과적으로 합성곱 희소 코드를 계산
하기 위해 수정된 ADMM을 제시하였다. 원소끼리의 행렬 곱과
ADMM을 통해 합성곱 희소 코드는 병렬 처리 구조에 적합하여
GPU를 이용하여 빠른 분산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컴퓨터 비전 분아에서 영상 복원 [18], 영상 분류 [19],
영상 분할 [20]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주목할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 위의 많은 종류의 문헌에서는
사전학습에서사전을하나만학습을하는반면에본연구에서는

두개의사전을동시에학습하는새로운형태의학습형식을제안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문단을 통해 살펴본다.

3.2 이중사전학습

이중 사전 학습은 기존의 사전 학습과는 다르게 동시에 두 개의

사전을 학습하게 된다. 제안된 이중 사전 학습은 에너지 함수를
두 개의 사전과 관련된 희소 코드로 최소화하게 되는데 하나는

입력영상 S와관련된것이고다른하나는입력영상의수작업분
할영상 L와관련된것이다.그림.3에서제안된이중사전학습의
전체적인개념도가표현되어있다.기존의일반적인합성곱희소
코드 에너지 함수 (예: 수식. 1)와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두
개의 입력에 대해 동시에 서로 다른 필터를 학습하는 이중 사전

학습을위해정의된에너지함수는아래와같다.

min
D,B,X1,X2

α

2

∥∥∥S −∑D ∗X1

∥∥∥2
2
+
γ

2

∥∥∥L−∑B ∗X2

∥∥∥2
2

+ λ1 ‖X1‖1 + λ2 ‖X2‖1 +
τ

2
‖X1 −X2‖22 (2)

정의된 에너지 함수에서 S, L은 각각 형광 현미경 영상과 이와
관련된 수작업 분할 영상이고 D는 형광 현미경 영상 S에 대해

학습한필터들의집합인사전이고 B는영상 S에대해서수작업

분할된 영상 L에 대해 학습한 필터들의 집합인 사전이다. D와
B는 최초에 무작위로 값을 설정한 수 학습을 통해 정확한 필터

들을 얻어낸다. X1와 X2는 각각의 사전 D와 B에 관련된 희소

코드이다.위의수식. 2는푸리에영역에서효과적으로에너지가
최소화되고 Sherman-Morrison공식 [17]에의해여러일차결합
이 독립적으로 계산되어 진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에 따라 세부
문제들로나누어져계산이된다.설명의편리성을위해인덱스 k

를식에서생략하고푸리에변환이적용된변수에대해서는 f를

이용하여아래첨자를대신한다.

수식. 2는세부문제들로나누어계산하기위해예비변수 y와

이중변수 u에의해아래와같이다시표현된다.

min
D,B,X1,X2,Y1,Y2

α

2

∥∥∥S −∑D ∗X1

∥∥∥2
2

+
γ

2

∥∥∥L−∑B ∗X2

∥∥∥2
2
+ λ1 ‖Y1‖1 + λ2 ‖Y2‖1

+
ρ1
2
‖X1 − Y1 + U1‖22+

ρ2
2
‖X2 − Y2 + U2‖22+

τ

2
‖X1 −X2‖22

s.t : X1 − Y1 = 0, X2 − Y2 = 0 (3)

위의 수식. 3을 각각의 변수에 따라 독립적인 세부 문제으로
나눠져아래와같이계산한다.

Solve for X1:

min
X1

α

2

∥∥∥S −∑D ∗X1

∥∥∥2
2
+
ρ1
2
‖X1 − Y1 + U1‖22+

τ

2
‖X1 −X2‖22

(4)
위의수식. 4를푸리에변환을이용하여모든변수를푸리에영역
으로 치환한 후 컨볼루션 연산자 “*”을 원소끼리의 행렬 곱으로
변형한다.

min
Xf1

α

2

∥∥∥∑DfXf1 − Sf
∥∥∥2
2
+
ρ1
2
‖Xf1 − Yf1 + Uf1‖22

+
τ

2
‖Xf1 −Xf2‖22 (5)

그후에 X1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여 수식. 5의 최소해를 구하게
된다.

(
αDH

f Df + ρ1I + τI
)
Xf1

= αDH
f Sf + τXf2 + ρ1 (Yf1 − Uf1) (6)

여기서 Df = [diag(df1), ..., diag(dfk)])이고 DH
f 는 Df의 복

소 켤례 전치 (complex conjugated transpose)이다. 수식. 6는
Sherman-Morrison공식 [17]을통해쉽게계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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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f으로부터의 G의계산.

Solve for Y1:

min
Y1

λ1 ‖Y1‖1 +
ρ1
2
‖X1 − Y1 + U1‖22 (7)

Y1은수축(shrinkage)연산을통해쉽게구할수있다.

Y1 = Sλ1/ρ1 (X1 + U1) (8)

Solve for U1:
min
U1

ρ1
2
‖X1 − Y1 + U1‖22 (9)

U1은 X1과 Y1의차이와함께아래와같이업데이트된다.

U1 = U1 +X1 − Y1 (10)

Solve for D:

min
D

α

2

∥∥∥S −∑D ∗X1

∥∥∥2
2
+
σ

2
‖D −G−H‖22

s.t : D −G = 0, ‖G‖22 ≤ 1 (11)

D를 구하기 위해 예비 변수 G와 이중 변수 H에 의해 수식. 11
과 같이 표현된다. D의 풀이도 X1의 풀이와 같이 모든 변수를

푸리에영역으로치환시킨다.

min
Df

α

2

∥∥∥∑DfXf1 − Sf
∥∥∥2
2

+
σ

2
‖Df −Gf −Hf‖22 (12)

그후에 Df에대해서미분을취하여수식. 12의최소해를구하게
된다.

(αXH
f1Xf1 + σI)Df = αXH

f1Sf + σ(Gf −Hf ) (13)

위의 Df와 비슷하게 Xf1 = [diag(xf1), ..., diag(xfk)])이고

XH
f1는Xf1의복소켤레전치이다.수식. 13도 Sherman-Morrison
공식 [17]을통해쉽게계산할수있다.

Solve for G:

min
G

σ

2
‖D −G+H‖22 s.t : G = Proj(D), ‖G‖22 ≤ 1 (14)

G는 그림. 4 과 같이 수식. 13에서 구해진 Df에 역 푸리에 변환

을 취해 D를 구한 후 필터의 크기만큼 잘라낸 후 영상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0으로 패딩한 후 `2 norm을 단위 길이로
정규화한다.

Solve for H:
min
H

σ

2
‖D −G+H‖22 (15)

위의 U1과동일하게 H는아래와같이업데이트된다.

H = H +D −G (16)

수식. 4-16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X2, Y2, U2, B, C(≈ G),
Q(≈ H)들을 계산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된 D와 B

를 고정한 후 새로운 영상에 대해서 아래의 에너지 함수를 통해

새로운영상 S에대한희소코드 X을구하게된다.

min
X

α

2

∥∥∥S −∑D ∗X
∥∥∥2
2
+ λ ‖X‖1 , L =

∑
B ∗X (17)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학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영상에 대

해 희소 코드를 구하여 B와 컨볼루션을 하게되면 확률 맵으로

표현되는근사된세포분할영상 L을구할수있다.아래에는이
중사전학습의전체적인흐름도인그림. 3을유사코드로표현한
것이다.

Algorithm 1: DUAL DICTIONARY LEARNING

Input: training image S, training label L
Output: segmented result Lout
/* 1. Training Step to obtain

well-learned filter banks */
1 Initialize D, B
2 X = Train(D, S, B, L)
/* 2. Deployment Step to obtain a

segmented result */
/* IM: is new image to be segmented */
/* D, B: is the learned filter banks

from previous train step */
/* Lout: is a probability map through

deployment step */
3 X = Deploy(D, IM )
4 Lout =

∑
B ∗X

3.3 후처리기법

그림. 5에서와같이학습데이터 S 대해학습한사전D를고정한

후새로운영상에대하여관련된희소코드 X를구하게된다.이
를통해얻어진희소코드 X를학습데이터 L대해학습된사전

B와컨볼루션을함으로써근사된영상 L을구하게된다.근사된
영상 L은 그림. 5 (b)의 영상과 같이 확률 맵으로 표현된다. 이
확률 맵을 일반적인 세포 분할 결과 영상으로써 사용되는 이진

영상으로표현하기위해여러가지후처리기법이적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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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세포 분할 될 새로운 입력 영상. (b): 학습된 B와
새로운 입력 영상에 대한 희소 코드와 컨볼루션한 세포 분할 된

확률맵결과. (c):다중단계임계값 (Othu’s임계값을이용)을적
용한 이진 영상 결과. (d): 침식 연산을 적용하여 떨어진 세포막
연결. (e):모폴로지연산을이용하여세포막지역분할. (f):분할
된세모막지역을이용하여세포체를분할.

먼저 Otsu’s 임계값 [21]에 기반한 다중 단계 임계값을 이용하여
확률 맵으로 표현된 영상에서 세포막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

하여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다 (그림. 5 (c)). 다중 단계 임계값이
적용된이미지에서세포막에해당하는지역이아닌다른지역에

다중 단계 임계값이 적용된 결과 값이 존재하면 연결 성분 분석

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도록 한다. 세포막에 해당하는 지역
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잡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결 성분 분석

작업을 생략하도록 한다. 이후 작업은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은
세포막부분을연결시키기위해모폴로지연산인침식(Erosion),
팽창(Dilation),열림(Open),혹은닫힘(Close)를이용하여온전한
세포체지역에방해가되지않도록떨어진세포막들을연결시켜

준다 (그림. 5 (d)). 모든 세포막이 연결된 영상에서 얇은 세포막
지역만을추출하기위해모폴로지연산을이용하여두껍게연결

된 세포막 지역의 뼈대만 추출해 낸다 (그림. 5 (e)). 세포막 분할
이완료된영상에논리연산을이용하여세포체분할이진영상을

얻어낸다 (그림. 5 (f)).

4. 결과

제안한이중사전학습의성능을확인하기위해실험에서쓰인데

이터로는실제사람의뇌종양세포를항체에서배양시킨후박제

시켜촬영한명시야현미경영상 (128x128x128)으로써세포들이
서로군집화되어모여있는것이특징이다.실험은 Linux 14.04에
서 MATLAB을 통해 구현되었고 NVIDIA GTX Titan X (12GB)
를통해성능의학습속도를가속화하였다.사전 D와 B는각각

225개의필터들을포함하고있으며각필터들의크기는 11x11로
설정하여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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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이진 영상 

Figure 6: 이중 사전 학습을 통한 세포 분할 결과와 Deep Neural
Network를이용한세포분할결과비교.

학습 모델 이중 사전 학습 (GPU) 이중 사전 학습 (CPU) DNN 

학습 시간 12 분 58 분 1.5 일 

Figure 7: 이중 사전 학습의 CPU 및 GPU 버전의 학습 시간과
Deep Neural Network의 학습 시간 비교. CPU를 이용한 이중 사
전 학습의 학습 시간은 약 1시간 소요. GPU를 이용한 이중 사전
학습의 학습 시간은 약 12분 소요. 이중 사전 학습과 비슷한 결
과를 내기 위해 GPU에서 학습한 DNN의 학습 시간은 약 1.5일
소요.

그림. 7에서언급하는바와같이GPU를기반한이중사전학습
의속도는CPU버전에비해약 5배향상된학습속도를보였으며,
caffe [22]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구현된 Deep Neural Network
(DNN) [23]에 비해 월등한 속도 향상을 보였다. DNN는 입력과
출력 레이어를 가지고 그 사이에 수 많은 숨겨진 레이어들로 구

성된 네트워크의 집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학습

데이터 S와 L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수

주가걸리기도한다.따라서기존에시간이많이소요되었던세포
분할 작업을 합성곱 희소 코드를 기반한 이중 사전 학습의 빠른

학습 능력을 통해 작업의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에서는 이중 사전 학습과 DNN을 통한 세포 분할 이진
영상결과를보여주고있다. DNN을통한세포분할결과가이중
사전학습의결과보다세포막을두껍게나타내기때문에세포체

에대해서분할을하게되면그림. 6의오른쪽과같은결과를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 분할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이중사전학습결과는 DNN과다르게최대한정확하게
세포막을분할하여세포체에대해서분할을하게되면그림. 6의
중간과같은 DNN보다훨씬더정교한세포분할결과를보이고
있다.그림. 8은세포분할한결과중일부를보여주고있다.

이중 사전 학습의 세포 분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Dice co-
efficient를 이용하여 세포체에 대해서 분할한 결과의 정확도를



Figure 8:이중사전학습을이용한세포분할결과모음.

0.86

0.87

0.88

0.89

0.9

0.91

0.92

1 7

1
3

1
9

2
5

3
1

3
7

4
3

4
9

5
5

6
1

6
7

7
3

7
9

8
5

9
1

9
7

1
0
3

1
0
9

1
1
5

1
2
1

1
2
7

이중 사전 학습을 이용한 세포체 분할의 Dice coefficient 측정 결과 

Figure 9:이중사전학습을이용한세포체분할의Dice coefficient
측정결과. X축은각영상의인덱스를표현하고 Y축은각영상
의 Dice coefficient를나타냄.

계산하였다. Dice coefficient는아래와같이정의된다.

QS =
2 |X

⋂
Y |

|X|+ |Y |
(18)

여기서 |X|와 |Y |는두샘플에대한픽셀갯수이므로 |X|는이중
사전학습을통해분할된세포의픽셀을뜻하고 |Y |는수작업세
포분할된세포의픽셀수를의미한다.측정결과인 QS는 0 ∼ 1

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도를 의미하
게 된다. Dice coefficient를 통한 이중 사전 학습을 통해 세포 분
할된정확도는 0.90751으로써평균 90%의정확도를달성하였다.

5. 결론및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중 사전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자료 주도 학습

을 통해 명시 현미경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며 사람의 직접적인

작업이필요없이자동으로세포분할을가능하게하였다.기존의
사야전학습에서는오직하나의사전을이용하여필터들을생성

한것과다르게이중사전학습에서는입력데이터와그와관련된

수작업데이터에대해각각사전을생성하여동시에학습하고에

너지함수의제약을통해초기학습에있어무작위로초기화되어

있던각데이터에대한희소코드X1과X2가동일하게수렴하여

두 사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두 사전 D와 B의 같은 위치의

필터들이똑같은형태를띄게된다.

이중사전학습은컨볼루션정리를통해영상영역에서의계산

이 아닌 푸리에 영역에서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ADMM에 의
해각변수에대해서세부문제로에너지함수를계산하여기존의

사전학습 [11, 13]보다빠른학습능력을보인다.또한MATLAB
의 gpuarray를 이용하여 GPU 장치를 통해 병렬 처리를 통한 가
속화를가능하게하였다.

이중 사전 학습은 두 개의 사전 D와 B를 동시에 학습하기 때

문에 기존에 한 개를 사용하는 사전 학습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메모리를소비하게된다.이는메모리에비해사용할수있는자
원이상대적으로적은GPU메모리사용에있어서큰문제점으로
작용한다. 현재 명시야 현미경 영상 (128x128x128)과 그와 관련
된수작업영상에대해 D와 B를동시에학습하게되면약 8 ∼ 9

GB를소비하게되는데실험을위해사용한 NVIDIA GTX Titan
X는 12GB의메모리를내장하고있어데이터의크기나영상의갯
수가늘어나게되면학습을하기위해GPU분산작업을적용해야
하지만해당작업은본연구의범위를넘어감으로향후연구로써

남겨두기로한다.

정확도와 관련하여 이중 사전 학습의 뇌종양 세포에 대한 명

시야 현미경 영상의 세포 분할 결과는 약 90%의 정확도를 보였

다.빠른학습능력에비해높은정확도를자랑하지만실제 ISBI,
MICCAI와같은국제학회에서진행하는많은종류의 Segmenta-
tion Challenge에서나온딥러닝 (Deep Learning)을통한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는 조금 더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전에서
의 필터의 갯수는 각 225개로써 총 450개의 필터를 이용하여 세
포 분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필터의 크기가 11 × 11로

고정되어 있어 하나의 필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볼수있다.따라서각사전에서필터의크기를 3 ∼ 4개로

표현하는방법을이용하여세포의다양한크기와형태의표현을

하는것이 가능하다. 이를 다중 해상도 사전 학습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이와관련된내용은 B. Wohlberg et al. [17]에서간단하게



다루고있다.이를확장하여이중사전학습에적용하여세포분
할정확도를높이는것을향후연구과제로남겨둔다.또한 3.3장
에서설명한후처리기법은모든결과 L에대해동일한후처리가

적용되는것이아니라결과에따라적절한후처리가적용되야하

기때문에알고리즘의완벽한자동화를구현하는데제약이되는

것이사실이다.따라서모든데이터에대해동일한후처리기법을
적용하기위해요즘추세에따라뉴럴네트워크 (Neural Network)
를적용하여후처리기법을대신하게한다. DNN를적용하게되
면 사전 학습의 기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SNN (Shallow Neural
Network), 즉, 숨겨진 레이어를 깊게 만들지 않고 분류기로써의
기능만하도록얇게만들어적용하여전체알고리즘의자동화를

가능하게하도록하는것을향후연구과제로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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