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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의료분야에서 진단 및 예측을 위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료영상기반 질환 진단 및 예측 연구결과가 다양

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의료영상이 활용되는 다양한 질환 중 간 질환은 통증이 적어 조기진단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 간 경화증 환자의 판독을 돕기 위한 웹 서비스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결과를 보인다. 이를 위해 웹서비스 프로세스를 보이고 각 프로세스의 구동 화면과 최종

결과화면을 보인다. 제안한 서비스를 통해 간 경화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

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의료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을 판단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한 플랫폼과 진단 및 예측에 관련된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Deep Learning을 통한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다양한 진단, 예

후 그리고 예측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제품들이 출시

되고 있다[1]. 의료영상을 통해 진단을 내리는 여러

가지 질환 중 간 질환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며, 초

기 단계에서 진단되지 않는 한 그 치료에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간은 부분적으로

손상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2].　

본 논문에서는 학습된 인공지능 모듈을 통해 간

경화증에 대한 질환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인공지

능 모듈을 웹 PACS와 연동하여 수행성을 확인하고,

독립적인 웹서비스로 개발하여 연계 수행 결과를 보

인다. 본 서비스를 통해 간 질환 중 간 경화증을 조

기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HI18C1216) 그리고 과학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NRF-2016M3A9A7918501)(NRF-2020R1I1A1A01074256)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2. 인공지능기반 간 경화증 진단 웹 서비스

그림 1은 의료영상을 통해 환자의 간 경화증에 대

한 진단을 돕기 위한 웹 서비스 프로세스이다.

(그림 1) 인공지능기만 간 경화증 진단 웹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된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활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

명화 기능을 포함하였다. 먼저, 촬영된 환자의 의료

영상을 웹서비스를 통해 업로드하게 되면 웹 서비스

내의 익명화 기능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화

시킨다. 그 후 웹 뷰어 화면을 통해 환자의 의료영

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뒤, 학습되어있는 인공지능

모듈을 통해 환자가 간 경화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Score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판단된 결과는

Accuracy 점수를 통하여 웹 뷰어 화면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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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웹 서비스 구성

그림 2는 간 경화증 진단을 돕기 위한 웹 서비스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2) 간 경화증 진단을 위한 웹 서비스

업로드된 영상은 즉시 환자 리스트에 반영되어

출력되며, 그림 2의 아래와 같이 환자의 Report등을

확인할 수 있다. 리스트의 임의의 환자를 더블클릭

하면 전용뷰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웹 뷰

어에서 다양한 툴을 활용하여 환자의 영상을 판독할

수 있다. 또한, 학습된 인공지능 모듈을 이용하기 위

한 버튼을 클릭하여 환자의 의료영상에 대하여 간

경화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독을 돕는다.

2.3 Deep Learning Prediction Result

그림 3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예측 모

델까지의 개발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인공지능 예측 모델 개발

인공지능 모듈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중

Googlenet에 InceptionV3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개선

하여 학습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간 경화증 이미지

6,100장과 간 경화증이 없는 이미지 6,123장의 이미

지를 사용하였다. 모듈에 사용된 가중치 파일은 학

습결과 AUROC 0.86으로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사

용하였다[3].

웹 뷰어 환경에서 간 경변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영상, 즉 간이 잘 보이는 영상을 찾은 후 뷰어 화면

상의 Prediction버튼을 눌러 인공지능 모듈을 수행하

면 인공지능 모듈에서 영상의 질환 여부를 판단하여

그림 4와 같이 뷰어 화면에 LC(Liver Cirrhosis)인

지 NonLC(Non Liver Cirrhosis)인지를 Accuracy

Score와 함께 표현해 준다.

(그림 4) 인공지능을 이용한 간경화 판별 결과, 정상(상),

간경화(하)

표 1은 간 경화증 진단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

제 간 경화증 환자와 아닌 환자를 Prediction하여 나

온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간 경화증 환자 60

명의 영상과 간 경화증이 없는 환자 60명의 영상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표 1의 정답률로

간 경화증 진단을 검증하였다. 해당 결과에 따라 제

안한 간 경화증 진단을 위한 웹 서비스가 실제 활용

에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 1) 간 경화증 진단 웹서비스 성능평가

간 경화증 일반

전체 Case 60 60

정답 Case 59 57

정답률(%) 98.3 95.0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의료영상기반의 간 경화증 판독을

돕기 위한 웹서비스를 구축하고 Prediction 결과를

통해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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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스템은 간 질환 판독을 돕고, 초기에 간 경화

증을 판별하여 질환에 대한 빠른 치료를 도울 수 있

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제 병원 환경에 적용하여 개

발된 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개선

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성과 Prediction에 걸리는 시

간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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