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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previous work, various well 

known methods including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classifier (MAP) and multi layer percep-

tron networks classifier (MLP) showed competitive 

results. Since even the small errors often leads to a 

fatal result, we investigated the method that reduces 

classification error perfectly by screening out some 

ambiguous patterns. Those ambiguous patterns can 

be examined by routine biopsy. We incorporated an 

ambiguous category in MAP and MLP. Classification 

results involving 216 spectra gave 100% sensitivity  

for the case of MLP.

I. 서론 

  피부암은 세계에서 가장 일반 인 암  하나이다. 

그  가장 일반 인 피부암은 기  세포암 (Basal 

Cell Carcinoma: BCC)과 편평상피 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이다[1]. 이것들  BCC는 보다 빈번

히 나타나는 피부 종양이고 주 의 암이 아닌 조직 

(normal tissue: NOR)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BCC는 보통 조직 샘 을 병리학 으로 검사하여 검출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처리가 복잡하고 각 병리학자

의 경험에 따른 주 인 단에 의지하며 때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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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확한 생체검사를 해 과도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2].

  이 에 행한 연구에서 BCC 검출을 해 MAP, 

MLP, PNN (Probabilistic Neural Networks), KNN 

(k-nearest neighbor)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

을 사용하 고 그 결과 분류 오류율이 4-5%정도 다

[3]. 때로는 이 오류가 치명 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모호한 카테고리를 도입하여 분류 오류율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하 다.

II. 실험방법

  공  라만 분 기를 이용한 조직 샘 의 스펙트럼

은 피부 표면으로부터 수직인 방향 30-40㎛ 간격으로 

서로 다른 지 에서 측정하 다[2]. 이와 같은 방식으

로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환자로부터 216개의 라만 스

펙트럼을 얻었다. 측정 후 스펙트럼은 [-1, 1] 범 로 

정규화하 다. 한 불필요한 데이터를 자르기 해 

Half-Hanning Window를 사용하 고 차원을 이기 

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용하 다[3].

  모호한 카테고리를 도입하기 해 MAP와 MLP의 

결정 규칙을 수정하 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성분만을 이용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분석하 다. 

MAP에서는 클래스 조건부 확률을 다변수 가우시안 

확률 함수로 가정하고  , ,를 각각 BCC 클래스, 

NOR 클래스 그리고 모호한 클래스라 하 다. 이 때 

를 별함수, 를 경계값이라고 하면 MAP 결정 규

칙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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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P는 5개의 은닛 유닛과 하나의 출력 유닛으로 

구성하고 NOR 클래스에 해 -1, BCC 클래스에 해 

+1이 출력되도록 오류 역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훈

련시켰다. MLP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일 때 MLP 결

정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그림 1에는 세 가지 클래스의 특징 벡터 분포를 나

타내었다. 축과 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성분에 

응된다. 그림은 모호한 데이터들이 결정 경계의 근

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다.

그림 1. MAP 분류기에 의한 BCC 카테고리, NOR 

카테고리와 모호한 카테고리의 패턴 분포.

Ⅲ. 실험 결과

  표 1에 모호한 카테고리를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분류 결과를  요약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평

균 specificity가 약 95.0%임을 볼 수 있다. MLP는 

기값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20

회 실험의 결과를 평균하 다.

MAP MLP

BCC NOR BCC NOR

BCC* 96.1 3.9 98.7 1.3

NOR* 3.6 96.4 6.4 93.6

표 1. 모호한 카테고리를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분류 결과 (*는 문 병리학자의 결정임).

  표 2에는 모호한 클래스를 용한 경우에 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 다. 이 때 사용한 경계값 는 각각 6, 

0.89이다. 모호한 클래스로 분류되는 패턴의 수는 테스

트 패턴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 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평균 specificity가 약 99.2%이다.

MAP MLP

BCC NOR BCC NOR

BCC* 97.1 2.9 100 0

NOR* 0.8 99.2 0.8 99.2

표 2. 모호한 클래스를 용한 경우에 한 분류 결

과 (*는 문 병리학자의 결정임).

  하지만 여기에서 평균 specificity가 4% 이상 증가했

다는 결과보다 MLP의 specificity가 100%라는 결과가  

모호한 카테고리 도입의 의미를 잘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MAP 한 더 많은 수의 모호한 데이터를 허용

하면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 모호한 데이터를 증가

시킴에 따른 MAP의 분류율을 표 3에 나타내었다.

모호한 데이터의 백분율

9.2 % 10.5 % 12.7 % 16.2 %

BCC NOR BCC NOR BCC NOR BCC NOR

BCC* 97.1 2.9 98.5 1.5 100 0 100 0

NOR* 0.8 99.2 0.8 99.2 0.8 99.2 0 100

표 3. 모호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른 MAP의 분류 

결과 (*는 문 병리학자의 결정임).

  이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한 카테고리를 

도입하면 기존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모호한 데이터 수를 보다 많이 허용하면 완벽한 분류

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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