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고령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연령층 비율 중에서 고령층 비율이 가장 많이 속
해 있는 치매(Dementia)라는 질병은 예방법과 치료
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료분야에서 치매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치매는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실행능
력, 사고력 등의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상태이며, 뇌 영역 사이의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알
려져 있다[2]. 치매에는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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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Alzheimer`s Disease), 전두측두엽 치매,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
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
이머병으로전체 치매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아 치
매 발병 이전의 예방, 조기 발견 혹은 조기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딥러닝은 학습에
서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내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
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처리 한 후에 학습을 진행하고 검증을 통해 테
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4]. 또한 현재 딥러닝 또는 
심층학습은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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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치매(Dementi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알츠하
이머병(Alzheimer`s disease)는 전체 치매 환자의 50~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퇴행성 뇌질환으
로, 현재 의료계에선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명확한 예방법 및 치료법에 대해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치
매 발병 전 조기 치료 및 조기 예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인과 알츠하
이머병에 걸린 환자의 MRI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컨볼루션 신경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
를 접목시켜, 가장 효율적인 활성화 함수를 찾고자 한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분류 모델링을 통해 향
후 의료분야에 적합한 치매 구분 모델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aging society continues in recent years, interest in dementia is increasing. Among them, Alzheimer's disease 
is a degenerative brain disease that accounts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all dementia patients, with the medical 
community currently not offering clear prevention and treatment for Alzheimer's disease, and the importance of early 
treatment and early prevention is emphasized. In this paper, we intend to find the most efficient activation function by 
combining various activation functions centering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using MRI datasets of normal people 
and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dementia classification modeling 
suitable for the medical field in the future through Alzheimer's dementia classific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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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의 알고
리즘 집합이다[5].

본 논문에서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명확
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치매 발병 이
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분류 알고리즘
을 만들고자 한다. 실험은 기존 데이터셋을 사용하
고, CNN 모델에 여러 활성화 함수를 학습시켰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3장에서
는 MRI 이미지 기반의 알츠하이머 치매 분류를 위
한 제안 방법에 대해서, 4장에서는 실험 결과와 결
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Ⅱ. 관련 연구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서서히 파괴
하고 결국 가장 간단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파
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진행성 신경 퇴행성 질환
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 공명 이미지(MRI)에서 
알츠하이머(AD)에 대한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예측을 제안하였다[6].

그림 1. 알츠하이머 병 분류 블록 다이어그램 삽화

그림 2. 제안 방법과 다른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표

[그림 1]와 같이 전송 학습을 포함한 VGG, 
ResNet 등과 같은 최첨단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미지 분
류 네트워크의 사전 교육 버전은 전송 학습을 통
해 성능이 향상되었다. 본 논문은 분류 영상 이미
지 분류 목적으로 사전 훈련된 ResNet-101를 기반
으로, Re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2]와 
같이 VGG와 Resnet 모델들을 ReLU 활성화 함수
를 통하여 파라미터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를 계산하고 성능 평가에 사용하였다. 그러
나 의료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딥러닝 모델
에서 활성 함수의 선택은 향후 모델 사용의 성능
상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논문에
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MRI 영상을 기반으로 딥
러닝 학습의 성능을 평가하고 각각의 활성 함수를 
기반으로 예측 정확도를 판별하고자 한다. 

Ⅲ.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 셋

(ADNI)을 이용해 모델을 구성하고 MRI 이미지를 
병변 유무에 따라 2진 분류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
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모델에 적합한 활성화 함수
(ReLU, Reaky ReLU, Sigmoid, Tanh)를 사용하여 
각각 함수에 따른 정확도 및 손실률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함수를 찾아내고자 한다.

3-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Google의 Colaboratory에서 GPU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하고, Tensorflow 버전은 
2.6를 사용해 실험하였다. 

3-2 제안 모델
Resnet-50은 50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컨볼루션 

신경망(CNN)으로 ImageNet 데이터베이스의 1백만 
개가 넘는 영상에 대해 훈련된 신경망의 사전 훈
련된 버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사전 훈련된 신경
망은 영상을 키보드, 마우스 등 1000가지 사물 범
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NN 모델 중 Resnet-50을 기반
으로 구성하였으며, 입력 이미지의 크기는 데이터
셋 이미지 형태에 맞게 전처리 하였다. Resenet-50
의 Convolution 층은 Zero Padding, Conv2D, Batch 
Normalization, Max pooling 순으로 5개 층을 구성하
였고, 활성화 함수는 네 가지를 각각 대입하여 모델
을 평가하였다. 

 3-3 활성화 함수
 본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MRI 병변의 분류를 

위해 Resnet-50 신경망을 바탕으로 이미지 분류에 
가장 효율적인 활성화 함수를 찾기 위해서 4가지
의 활성화 함수(ReLU, Leaky ReLU, Sigmoid, 
Tanh)를 기반으로 이미지 기반의 예측을 위한 딥러
닝 알고리즘의 활성 함수에 따른 MRI 이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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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 유/무의 이진 분류가 가능한 CNN 모델의 정
확도 및 손실률을 실험하였다.

표 1. Resnet-50 아키텍처 상세 내역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을 위한 알
츠하이머 치매 이진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CNN 모델인 Resnet-50을 이용해 알츠하이
머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영상판독의 정확도를 제
공하고자 활성함수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
하였다. 실험결과 제안 모델은 활성 함수 ReLU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도 98.31%와 손실률 14.05%을 
보였고, ReakyReLU 활성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모
델의 정확도는 98.1%와 손실률은 21.7%으로 나타
났다. 활성 함수 Sigmoid를 사용할 경우 정확도 
98.47% 손실률 12.48%를 보였으며, 활성 함수 
Tanh를 사용할 경우 정확도 98.16%와 손실률 
23.07%를 보였다. 활성화 함수 모두 95%이상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전체적으로 정확도와 
손실률 면에서 Sigmoid와  ReakyReLU를 사용하는 
경우가 정확도가 각각 98.47%, 98.31%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Sigmoid의 경우 손실률이 12.48%
로 가장 적으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병변 
분류를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영상에서의 최적 모델을 구
현하는 데 있어 정확도과 손실률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고 향후 진료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알츠하이머 영상을 기반으로 병변
의 중증도를 판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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