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은 치매를 유
발하는 가장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기억력 저
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 뇌의 퇴행성 
변화 평가 기준으로 뇌의 전반적 피질 위축(GCA)
와 Koedam 척도를 근거로, 뇌수축으로 인한 뇌실
의 확장 정도를 파악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중 노인의 약 87%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을 앓고있으며 그중 71.3%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흔한 질병이
라 할 수 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는 의사의 경
험 및 직관을 기반으로 뇌영상진단, 바이오마커 등
을 이용하여 진단한다[2].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되는 MRI 이미지는 케
글에 공개된 Alzheimer’s Dataset으로 CNN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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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라벨링하여 신경변성 수준을 기준으로 심각
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NN
모델을 통한 라벨링시 발생하는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라벨링을 검증 하고자 한다.

Ⅱ. 제안 알고리즘

2-1 알츠하이머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Alzheimer’s Dataset(4 class of 
Images)로 MRI 영상 이미지에서의 신경변성 수준
에 따라 Non, Moderate, Mild, VeryMild로 4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진 뇌 MRI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
다[4].

2-2 AI 연합 진단
뇌의 퇴행성 변화 평가 기준으로 뇌의 전반적 

피질 위축(GCA)와 Koedam 척도를 근거로 치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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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 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노인 인구의 87%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알츠하
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71.3%를 차지할 정도로 치매 중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알츠하이
머 치매 MRI 이미지를 3단계로 나눈 딥러닝 결과의 오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라벨링 검증을 하였다.

ABSTRACT

In Korea,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87% of the elderly population suffers from chronic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stroke, of which Alzheimer's dementia accounts for 71.3% of all dementia. In this paper, labeling 
verification was performed to review the error problem of deep learning results divided by Alzheimer's dementia MRI 
image into three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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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받은 환자의 뇌 위축을 평가한다.

Fig. 1. GCA 평가 척도

Fig. 2. Kodam 척도 

2-3 모델 설계
<Fig.3>은 Alzheimer’s 데이터셋을 3개의 클래스

로 라벨링한 데이터를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색상 클러스터링을 하여 각 클래스의 색상 평
균 분산을 파악하는 모델이다. 

2-4 라벨링 검증
이미지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셋을 색상 클러스

터링을 거쳐 기존에 파악한 색상 평균에 맞춰 재
분류 한다. 기존 데이터셋과 비교하여 바운더리 벨
류에 포함된 이미지의 유무를 확인한다.

Ⅲ. 결  론

IBM사에서 선보인 왓슨, 뷰노사의 뷰노메드 딥
브레인 AD, MRI 진단 알고리즘 등의 다양한 AI 

보조 솔루션을 이용한 AI 진료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모델 분류의 특성상 각 클래스 마다의 바운
더리 벨류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DNI 형식
의 데이터셋을 신경변성의 기준에 따라 라벨링한 
3단계 클래스마다의 평균, 바운더리 벨류를 파악하
였고, 전체 데이터 이미지를 재분류 하여 기존의 
데이터셋과 비교해 기존 데이터셋의 바운더리 벨
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치매의 경우 중증도
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다르며 중증도의 기준이 존
재 하지 않아 바운더리 문제가 있는 데이터셋을 
AI 혼자서 진단하게 되면 오진으로인해 적절한 치
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은 
AI단독의 진료가 아닌 의사와의 융합 진료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뇌 MRI 이미지 내의 가중
치를 다르게둔 모델과 의사의 소견으로 최대한의 
오류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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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색상 비율 평균 분석 모델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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