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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 장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의료 상 분석 분야의 련된 기

시스템  소 트웨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용하기 한 학습

의료 상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X-ray 상  손부 에 용하여 오른손과 왼손을 별하는 

응용에 용하 다. 그리고 Deep Learning Algorithm의 CNN을 개선하여 개발한 Advanced GoogLeNet를 

용하여 97%이상의 정확도를 보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공지능에 용하기 한 학습데이터

셋 구성과 개선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의료 상분석에 용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인공지능에 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인공신경망

을 사용한 의료 상 처리가 학계와 기업, 연구소 등에서 

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미 딥러닝을 이용한 신경망은 의

료 상 분석분야에 용하여 효율성이 증명되었다[1]. 의

료 상을 이해하는 면에서 최근의 기계 학습의 발 은 

DeepLearning에서 의료 상의 패턴을 식별, 분류  정량

화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2]. 의료 상 분석에 인공 신경

망을 기반으로 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질환

분석 연구 사례가 증하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한 의료 상 데이터셋 구

성과 이를 토 로 CNN을 기반으로 한 Deep Learning알

고리즘의 GoogLeNet을 개선한 알고리즘을 사람의 손 

X-ray 상을 분석하여 오른손과 왼손을 단하는 응용에 

용하여 제안한 학습 데이터셋과 개선된 알고리즘의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2.1 학습 의료 상 Dataset의 구성

  인공지능을 한 학습 의료 상 데이터셋은 (그림 1)과 

같다.

  먼  의료 상과 환자의 정보 등이 Tag정보로 포함되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과학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 2016M3A9A7918501)

어있는 의료 상 표 인 DICOM에서 X-ray이미지만을 

추출하여 PNG 일로 변환한다. 그 후 상의 해상도를 

일 으로 수정하여 256X256으로 다시 변환하여 구성하

다. 해상도의 변환 이유는 Deeplearning을 수행한 PC의 

그래픽 카드 메모리 제한 때문이다.

(그림 1) 학습 의료 상 Dataset

이미지  양 손이 하나의 의료 상에 같이 기록된 

DICOM 일의 경우, 상을 분리하여도 해상도의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데이터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

에 Dataset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왼손

과 오른손 각 각 200장 씩 400장의 이미지를 학습의료

상Dataset으로 변환하 다.

2.2 Advanced GoogLeNet Algorithm

  제안하는 Deep Learning Algorithm은 CNN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GoogLeNet을 개선하여 개발하 다. GoogLeNet

은 Inception이 용된 알고리즘으로 (그림 2)와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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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가진다. 

  

(그림 2) GoogLeNet의 구조

  Inception으로 인해 깊으면서도 기존 모델보다 

Parameter수가 폭 어들 수 있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으

로, 기존 CNN은 Convolution Kernel이 linear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Unlinear한 필터를 조합하기 해서는 

Layer와 Parameter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낭비되는 리소

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nception모듈에서는 feature를 효율 으로 추출하기 해 

1x1, 3x3, 5x5의 convolution연산을 각각 수행하며, 입,출

력의 가 치가 같아야 하므로 pooling연산  Padding을 

추가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GoogLeNet을 수정한 알고리즘을 사

용하 으며 그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dvanced GoogLeNet

  알고리즘내부를 변형하여 3x3, 5x5의 inception kernel을 

추가 으로 형성하고  train data상의 crop_size를 Dataset

의 크기과 같이 256으로 변환하고 batch_size를 128로 변

환하 다. value data의 batch_size는 2로 변경하여 더욱 

세 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convolution layer의 

kernel size와 pooling layer의 값을 수정하 다. 그 후 

Inception 모듈의 convolution layer의 순서를 변경하여 더 

정확한 feature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하 다. 추가로 5x5 

이상의 연산을 추가하여 feature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

록 하 다.

2.3 알고리즘 용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는 Deep Learning을 수행하고 classification한 결과

는 (그림 4)와 같다.

  왼손과 오른손 각각 50회씩의 테스트를 진행하 으며 

Caffe에서 제공되는 기본 GoogLeNet을 용하 을 때는 

왼손은 평균 50.24%의 정확도로 단하 으며, 오른손은 

50.61%의 정확도로 단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정확히 구

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

여 왼손을 찾도록 실행시킨 결과 평균 97.86%의 정확도로 

왼손임을 알아보는 결과를 보 으며, 오른손은 그보다 조

 낮은 평균 97.74%의 결과로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본 

알고리즘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 제안한 알고리즘의 용 결과

4. 결론  향후 연구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상분석에 용하여 임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소 트웨어 개발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기술에 용하기 한 학습의료

상 데이터 셋 구성에 해서 기술하고 한 기존 CNN

을 개선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의료 상 에 손부 에 

용하여 오른손과 왼손을 별하는 응용에 용하여 제

안한 학습의료 상 데이터 셋과 알고리즘의 효과를 정확

도를 통해 보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학습의료 상 데이터 셋 구성방

법을 기반으로 골 여부를 단하기 한 추 알고리즘을 

구 하고, 의료 상진단기기와 연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한 간질환 의료 상분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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