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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딥러닝을 이용한 초음파 영상의 간병변증 분류 
알고리즘

Classification Algorithm for Liver Lesions of Ultrasound 
Images using Ensemble Deep Learning

조영복*

Young-Bok Cho*

요  약  현재 의료 현장에서 초음파 진단은 과거 청진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음파의 특성상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
로 초음파 검사 중 간병변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제안 논문에서는 CNN 모델과 앙상블 모델을 이용해 병변
분류의 정확도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CNN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는 평균 82.33%에서 앙상블모델의 경우 평균 
89.9%로 약 7%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앙상블 모델이 평균 ROC커브에서도 0.97로 CNN모델보다 약 0.4정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e current medical field, ultrasound diagnosis can be said to be the same as a stethoscope 
in the pas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ultrasound, it has the disadvantage that the prediction of 
results is uncertain depending on the skill level of the examin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accuracy of liver lesion detection during ultrasound examination based on deep learning technology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proposed paper, we compared the accuracy of lesion classification using
a CNN model and an ensemble model.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lassification accuracy in the CNN model averaged 82.33% and the ensemble model averaged 89.9%, 
about 7% higher.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ensemble model was 0.97 in the average ROC curve, 
which is about 0.4 higher than the CNN model.

Key Words : Deep learning, Ensemble Model, CNN Model, ROC curve, Classification

Ⅰ. 서  론 

현재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는 청진기 다음으로 중요
한 진단 도구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
음파 검사중에서도  복부초음파 검사는 복부 질환의 진

단에 일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진단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CT의 발전과 딥러닝 알고리즘의 현
실 가능성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응용이 활발해지면서 
초음파 검사의 특징 중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예
측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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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구되고 있다. 영상학적으로 생물학적 형태의 변화
를 비침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초음파 검사는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장비라고 할지라도 검사자의 
숙련도와 획득한 영상의 분석능력에 따라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다[1]. 초
음파를 이용한 검진은 만성 간질환을 추적 관찰하기에 
매우 유용한 진단 도구로 조기에 간병변을 진달할 수 있
어 의료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기라고 할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 간 초음파를 이용해 확인하는 주요 요소는 간
의 생물학적 형태나 크기, 간실질 에코나 표면, 간외 구조
의 변화등을 이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상간, 지방간, 
간경변의 분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딥러닝 앙상블 모
델을 구축하고 단일 CNN과 성능을 비교하였다[2,3].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될 앙상블 
딥러닝 모델과 간경변증 및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처리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 알고리즘, 4장에서는 실
험 및 결과와 5장에서 결론으로 구성한다.

Ⅱ. 관련연구

1. 딥러닝과 앙상블 딥러닝 모델
심층신경망은 많은 은닉층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
(abstractions)가 가능한 신경 망 구조로 개의 레이어
가 있다고 할 때 신경망은 다음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2,3]. 


  

 
        

  
        

 (1)

식1에서 은 레이어의 수이고 레이어를 라고 할 
때 은 입력층, 은 출력층,  은 은닉층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앙상블 모델은 배깅
(bagging)과 부스팅(boosting)로 구분되며 배깅은 최종
모델을 결정하는 것으로 샘플링한 n개의 서브데이터셋을 
생성해 각 n개의 모델로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부스팅
(boosting)은 학습시 처음엔 기본모델을 변형없이 학습
하고 학습시 발생된 오류를 두 번째 모델에서 중점적으
로 학습하고 세 번째는 앞의 두 모델을 합쳐서 학습하는 
모델을 의미한다[4,5,6]. 이때 배깅은 샘플링을 마치고 나면 

n개의 모델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각각의 데이터 셋을 학
습할 수 있으므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병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스팅은 앞 모델의 학습이 끝나야 
다음 모델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가중치를 결정하
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
다. 따라서 직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속도
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2. 간경변증
간 경변은 간 손상의 최종적인 결과의 하나로 영상학

적으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간과 주변 장기의 
형태학적 변화와 혈류역학의 변동을 확인해야 하지만 병
변에 따라 판독하는 기준이 매우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
에 검사자 및 판독자의 기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의 경우 초음파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결절의 크기에 따라 병변이 구분되기 때문에 결
절의 크기나 간 실질 에코, 간 표면의 불균일성등을 통해 
간의 형태학적 변화를 살피게 된다[7]. 

간병변의 경우 초음파 소견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변
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음사 검진 소견으로 간실질 에코 검사를 통해 혈액검
사와 CT나 MRI 진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간경
변증의 진행에 따라 문맥압 항진증이 심해지면 간내 혈
류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초음파 검사로 측정
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정
맥의 정상 도플러 파형을 통해 간경변증이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간 질환의 진단과 추적검사
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
히 초음파 검진에서는 생물학적 연속적인 변화를 지속적
으로 추적해야 하거나 새로운 병변의 출현에 유의하여야 
한다. 

Ⅲ.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초음파 영상의 
간병변증 분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현재 병의원에서 질환 판독을 위해 사
용되는 초음파 진단중 복부초음파 영상을 대상으로 간 
병변에 대한 이미지를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초
음파 영상을 딥러닝 앙상블모델로 특징을 추출하고  학
습시켜 간경변을 자동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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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간병변 분류 알고리즘은 초음파 이미지에서 간경
변의 자동 분류 알고리즘으로 간 초음파에서 정상과 간
경변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internal echo, morphology, 
edge echogenicity, porsterior echo enhancement
를 이용해 학습한다. 제안하는 딥러닝 앙상블 모델은 먼
저 이미지 분류모델, 특징추출, 간 병변 ROI 추출로 구성
된다[7].

1. 이미지 분류모델
간경변의 경우 초음파상으로 판단 가능한 texture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동적 이진화를 반복해 히스토그램 
및 임계치를 이용한다. 분류 모델 구축단계는 데이터 수
집,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 및 평가단계 총 3단계로 구성
한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먼저 1, 2단계를 통해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해 전이학습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이미지의 경우 Raw 이미지를 기반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을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복부 초음파의 대
상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복부초음파로 탐촉된 영
상에서 간병변의 특징을 특성벡터로 군집화하고 이를 기
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한다. 사전 학습된 모델이란 
대규모 이미지 분류 문제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 셋에서 
미리 훈련되어 저장된 네트워크로, 일반적으로 ILSVRC
에서 100만장이 넘는 이미지 데이터 셋인 이미지넷
(Imagenet)을 이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사용한다. 

그림 1. 이미지 분류 모델
Fig. 1. Image clustering model

그림1은 학습에 사용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도식화 한 
것으로 각각의 특성을 분류해 학습모델로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 학습된 파라미터와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용하
면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 셋만으로도 이미지 분류 모
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여기서 파라미터란 가중치
(Weight)와 편향(Bias)을 의미하는데, 딥러닝에서는 학

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중치와 편향을 포함한 가설함
수로 나타낸 후 가설함수가 실제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
를 나타내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2.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본 연구의 1, 2단계에서 사용한 전이학습은 경우에 따

라 미세조정(Fine tuning)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성추출과 미세조정 2가지로 세분
화하여 1단계에서는 특성추출을 사용하고, 2단계에서 미
세조정을 사용하였다. 특성추출은 컨볼루션층의 파라미
터는 고정시키고 완전 연결층의 파라미터를 재학습시키
는 것을 의미하고, 미세조정은 완전 연결층과 더불어 컨
볼루션층의 마지막 몇 개층 파라미터를 재학습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여러 개의 컨볼루션층 중 컨볼루션을 처음 
수행하는 층은 이미지의 가로 모서리, 세로 모서리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마지막 층으로 갈수록 이미지
에 특화된 특성을 추출한다. 따라서 미세조정을 함으로써 
특성을 추출하여 완전연결층만 재학습하는 특성추출 대
비 모델 성능이 향상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는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였다[8,9,10].

단일 CNN 모델이 이미지 내에서 모든 특성들을 추출
해 내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모델을 결합하는 앙상블은 
뛰어난 하나의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음파 진단시 실시간으로 간병변의 탐지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단계에서 사용한 우수한 모델들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분류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였다.

3. 딥러닝 앙상블 모델
간 병변은 초음파를 이용해 진단하는데 진단 척도로는 

간우엽, 좌엽, 미상엽의 크기 및 간 표면의 규칙성, 간실
질 에코의 조잡성등을 보게 된다. 혈역학 변화로는 간 문
맥 직경, 평균 문맥혈류속도 비장 및 복수 유무를 판별하
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초음파 이미지에서 특성벡
터로 추출하여 간경변증을 진단한다. 어떠한 차원의 데이
터 집합을 더 적거나 높은 n 차원의 벡터들로 표현할 때 
이 벡터를 특성 벡터(feature vector)라 한다. 좋은 특성 
벡터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하고 이 값을 통한 
재구성이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feature construction
방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복부초음파 이미지를 기반으로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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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층을 통해 특성벡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성벡터를 
이용해 최종 출력을 위한 간병변 은닉층을 생성해가며 
학습모델을 강화한다. 그림 2는 특성 추출을 위해 사용된 
모델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특성벡터 추출
Fig. 2. Feature Vector Extraction 

제안 방법은 앙상블모델 중 학습속도가 빠른 배깅 기
법을 사용해 개의 딥러닝 모델을 각 데이터 세트에 적용
하여 2개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때 간 질병을 판별하기 
위해 서는 크게 ① 간의 형태 및 크기 ② 간실질 에코 ③ 
간 표면 ④ 간 혈관계의 변화 ⑤ 간외 구조의 변화로 총 
5가지를 학습 모델로 사용하였다. 이미지가 독립적으로 
입력되면 5개의 모델로 나누어 학습하고 학습결과에 가
중치 배깅 모델을 이용해 최종 예측에 사용한다. 이때 가
중치는 데이터 셋의 서브 셋 결과에 부여하는데 예를 들
어 5개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학습하면 10개의 서브셋
이 생성되고 가중치가 부여된 서브셋을 최종 예측모델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Meducal Segmentation 
Decathlon[11] 에서 제공되는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했
다. 본 이미지는 DAICOM 이미지로  6,380개의 간 초음
파 영상을 가로/세로 32픽셀로 전처리한 영상에서 간병
변 영상 2,858개의 영상을 사용한다.  그림 3은 논문에
서 사용한 학습 모델로 추출된 특성을 기반으로 학습모
델을 수행하고 학습모델을 통해 출력된 결과를 가중치를 
이용해 앙상블한다. 모델 앙상블은 식 2와 같다

  





  ⊨
   
    
   

(2)

그림 3. 학습모델 
Fig. 3. Learning Model

학습결과는 간병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Binary 
CrossEntropy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학습용 데이터는 
20%로 구성하고  딥러닝 모델은  3×3, 7×7 Conv 레
이어와 3×3 Maxpooling,  5×5 Averagepooling 과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ReLu 와 PReLu 그리고 
Dropout으로 구성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제안 알고리
즘에서 예측을 위해 XGboost 모델을 이용해 Accuracy
를 측정한다. 그림 4는  초음파상에서 확인되는 간이미지
를 부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간 초음파 검사 ROI (a)간돔 (b)간좌엽끝 ⒞간우엽끝
Fig. 4. Blind areas of liver in ultrasound examination. 

(A) Dome of the liver, (B) the lateral end of the
left lobe of the liver, (C) the end of 
posterior-inferior segment of the right lobe of 
the liver above right kidney (red circle)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간 경변의 분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딥
러닝 앙상블 모델을 구축하고 단일 CNN과 성능을 비교
한다. 실시간 움직이는 복부초음파 영상을 Raw 이미지 
학습과 특성추출 강화학습을 통해 병변판독을 실험하였
다. 실험환경은 GPU 활용을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Google colaboratory를 사용해 다음 표 1과 같이 실험 
환경을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Meducal 
Segmentation Decathlon(MSD)을 이용해 실험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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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NN Models ROC Curve                                     (b) Ensemble Models ROC Curve

그림 5. CNN과 Ensemble Model의 ROC curve 실험 결과
Fig. 5. ROC curve tests Result of CNN and Ensemble Model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전체 3,856장으로 정상 이미지 2,622(68%)장과 간 병변
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1,234(32%)장으로 구성된다. 

Normal
OS Ubuntu 18.04.3 LTS

GPU Persistence-M
CUDA Version 10.1
Python Version 3.6.9

Tensorflow Version 2.2.0
Keras Version 2.2.5

표 1. 실험 환경
Table 1. Simulation Environment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와 제안 모델과 알고리즘
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학습시간 및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2와 같이 학습을 위해 정상과 비정상 영상을 
8:2로 임의로 분리하고 학습을 위해 80%를 사용하고 검
증을 위해 20%을 사용해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Type Learning Time Accuracy

Normal 
Raw image 1.133sec 71.2%

Feature Vector 0.0742sec 83.9%

Unnormal
Raw image 1.133sec 71.2%

Feature Vector 0.0742sec 83.9%

표 2. 제안 알고리즘의 학습시간 및 정확도
Table 2. Learning time and Accuracy of Purposed 

Algorithm

표 2와 같이 딥러닝 특성벡터로 분류한 경우 이미지 
픽셀을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
는 경우는 0.069정도로 학습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입력의 크기, 즉 데이터의 산술적 크기가 약 
0.067배로 감소되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연결이 감
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도는 83.9%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왁인 하였다. 또한 모델의 정확
도를 측정하기 CNN 모델과 앙상블 모델의 ROC 커브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그림 5와 같다. 그림 4를 보면 
CNN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ROC커브가 0.938인데 
제안하는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0.975로 단순 
CNN모델보다 각 이미지의 특성에 맞게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NN모델과 앙상블 모델의 정확도와 평균AUROC
를 측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Layer
Accuracy Average AUROC

CNN Ensemble CNN Ensemble

3 83.3% 86.3% 0.934 0.958
5 80.4% 91.2% 0.917 0.985

10 83.3% 92.2% 0.947 0.986

표 3. CNN모델과 앙상블 모델의 정확도와 평균 AUROC
Table 3. Accuracy and Average AUROC of CNN and 

Ensemble model

표 3의 실험결과 CNN모델보다 앙상블 모델이 병변
을 더 잘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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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성 레이어를 증가할 수로 모다 정확하게 분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앙상블 모델을 이용해 
간초음파 이미지에서 정상간과 간병변을 분류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간 병변 초음파 이미
지를 이용한 간병변을 분류하기 위해 사전 모델은 이미
지 넷을 이용해 학습을 반복하고 모델을 강화하였다. 강
화된 모델을 이용해 MSD 데이터를 이용해 CNN모델과 
앙상블 모델의 성능평가를 정확도와 ROC커브를 이용해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앙상블 모델이 CNN모델보다 이
미지를 더 잘 분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딥러닝 앙상블 모델의 변화를 통해 실시간 초
음파이미지에서 간병변을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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