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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 환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고
있다. 그중 위암은 남녀 구분 없이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에 속한다. 하지만 높은 발병률과 대조적으로
위암은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기에 예방을 위해선 주기적인 내시
경 검사를 통해 진단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위 내시경을 다루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환자의 건강관리
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람의 판단인 만큼 피로도에 의한 오진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보조
할 수 있는 위 병변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정상 이미지와 병변을 포함하는 비정상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 내시경 이미지의 경우 환자의 개인 정보이고,
연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동의가 필요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AutoAugment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원본 대비 25배 증대된
데이터 셋을 학습에 활용하였다. 딥러닝 모델로는
EfficienNetV2-L를 사용하였고, 증대된 데이터 셋으로 학습한
결과 F1-score 값 0.890, AUC 값 0.960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
다.
Abstract

1. 서

론

<표 1> 학습 데이터 셋 구성

Type
Normal
Abnormal
Total

Train
300
300
600

Test
300
300
600

Total
600
600
1,200

2.2 데이터 증대

2019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 수는 2015
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위암 환자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
[1]. 하지만 높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위암은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고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조
기 위암 단계에서는 점막과 혈관의 작은 변화만이 나타나기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2]. 또한, 주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에서도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여 이
미지를 진단할 수 있는 EfficientNetV2를 활용한 위 병변 컴퓨
터 보조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딥러닝 모델 학습에 필요한
위 내시경 이미지는 의료 데이터로써 환자의 개인 정보이다. 그
렇기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선 환자 개인의 동의 및 임상 심사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큰 규모의
의료 데이터 수집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
리는 구글의 증대정책 알고리즘인 AutoAugment를 통해 원본
대비 25배 증대된 데이터 셋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EfficinetNetV2를 활용한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이 위 내시경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본

는 데이터의 수는 일정하지 않고, 한 환자로부터 수집되는 이미
지는 동일한 병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장 포함될 수 있다. 따
라서 학습과 테스트에 환자를 임의로 나눈다면, 모델 성능 평가
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셋과 테스트 데이터 셋의 환자 구성은 서로 중복되지 않
도록 분배되었다. 결과적으로 192명의 환자로부터 1200장의 이
미지를 수집하였으며 학습과 테스트에 96명씩, 각각 600장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학습과 테스트 내부에서도 각 클래스에
48명, 300장씩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자세한 데이터 셋의 구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비정상 이미지에는 조기 위암을 포함하여
12가지의 질병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증대 알고리즘인 AutoAugment는
ImageNet, Cifar10, SVHN으로 세 가지 정책이 존재한다. 증대
정책 선정을 위해 위 내시경 이미지에 AutoAugment를 적용하
고 이를 여러 모델에 학습한 후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Cifar10
증대 정책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인 연구를 참고하였다[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Cifar10을 통해 데이터 증대를 진행하였다.
Cifar10 정책에는 ShearX/Y, TranslateX/Y, Rotate 등 5가지 물
리적 변화와 Color, Posterize, Solarize, Contrast, Sharpness,
Brightness, AutoContrast, Equalize, Invert 등 9가지 색상 변화
를 포함하여 총 14가지의 기법으로 구성된다[4]. 14가지 기법 중
2가지의 기법이 조합되고, 기법의 적용 세기를 결정하는 파라미
터가 모여 1개의 Sub-policy를 구성한다. Cifar10에는 총 25가지
의 Sub-policy가 존재하기에 데이터가 25배 증대되는 효과를 가
진다. Sub-policy의 증대 기법 구성 및 적용 세기는 구글이 찾
은 정책 구성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본 연구의 데이터 셋
에 적용한 결과, 학습용 데이터 셋 600장이 25배 증대되어 총
15,000장의 이미지가 추가로 수집되었다. 그림 1은 Cifar10을 통
해 증대된 이미지의 예시이다.

론

2.1 데이터 셋 구성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진행을 위해 백색광 위 내시경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전체 데이터 셋은 임상 시험 심사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환자마다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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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a) 원본 이미지, (b),(c) 증대 이미지

2.3 분류 네트워크

본 논문은 위 내시경 이미지의 정상, 비정상 분류를 위해
CNN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였다. CNN은 이미지의 특징
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이미지
분류에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CNN은 연산량을 줄이고 더 좋은
성능을 내고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다양한 구조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 네트워크로 EfficientNetV2를 활
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EfficientNet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최적의 네트워크 구조를 찾는 Neural Architecture
Search(NAS)를 활용하였다. 이때 EfficientNetV1은 정확도 및
FLOP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 것과 달리 EfficientNetV2는 정확
도, 학습 효율, 파라미터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또한, EfficientNetV1의 초기 레이어를 Depthwise
convolution 대신 일반 Convolution으로 변경하고 5x5 크기의
필터를 3x3 크기로 변경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학습 속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5]. EfficientNetV2에는 Compound scaling
을 통해 얻어진 3가지 버전의 모델이 존재한다. 모델 크기에 따
라 S, M, L로 나뉘고 본 논문에서는 EfficientNetV2-L를 활용하
여 위 병변 컴퓨터 보조진단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보조 진단 시스템이 위 내시경 진단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Cifar10 증대 정책이 위 병변 분류에 적절한 증대 방법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원본 데이터 셋과 증대된 데이터 셋으로 모델
을 학습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인 성능 검증은 혼동행
렬 및 F1-Score, ROC 커브의 면적에 해당하는 AUC 값을 통해
이루어졌다. Precision의 경우 모델이 예측한 비정상 이미지 중
실제 비정상 이미지의 비율을 의미하고 Sensitivity는 실제 비정
상 이미지 중 모델이 예측에 성공한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경우 의사를 보조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기에
Sensitivity의 성능 향상이 중요하다.

Pr   
(1)
  

   
(2)
  
Specificity의 경우 실제 정상 이미지 중 모델이 정상이라 예측
한 비율을 의미하고 Accuracy는 전체 데이터 셋 중 올바르게
예측한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3)
  
  
  
(4)
      
F1-score의 경우 Precision과 Sensitivity의 조화평균을 통해 구
할 수 있다.
Pr  ×  
      × 
(5)
Pr    
위 수식을 통해 구한 혼동행렬 값과 각 데이터 셋에 대한 ROC
커브는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원본 데이터 셋 및 증대 데이터 셋 ROC curve

3. 결

본 논문은 백색광 위 내시경 사진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
하여 의사의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위 병변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AutoAugment 알고리즘
중 하나인 Cifar10을 통해 증대되었고 이를 학습에 활용하여 원
본 데이터 셋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로 증대 데이터
셋이 모든 평가 지표면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병변
이 포함된 비정상 위 내시경 이미지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질병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은
의사들의 진단을 도와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위 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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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 병변 분류 성능 비교 표

Original dataset

론

Augmented

Accuracy

0.845

dataset
0.890

Precision

0.848

0.893

Sensitivity

0.840

0.887

Specificity

0.850

0.893

F1-Score

0.844

0.890

표 2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증대 데이터 셋으로 학습한 모
델은 원본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모델보다 혼동행렬 및 AUC에
서 모두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혼동행렬 값은 평균적으로 약
5%의 향상을 보였고, AUC 값도 기존 0.931에서 0.960으로 약
3%가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EfficientNetV2를 활용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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