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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 명의 등장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 증 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비용에 한 국민들의 요구수 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공지능이 의료 장에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끼치는 만성피부질환

에 활용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며, 만성피부질환  표  질병인 아토피피부염은 정성  진단 방법으로 

인해 진단의 객 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의 객  증도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성모병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에 한 정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델 학습과 검증에 합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둘째, 지능형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모형에 

합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악하기 해 다양한 CNN 알고리즘들을 병변별 학습용 데이터로 학습시

키고,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모델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측정했다. 실증분석 결과 홍반

(Erythema)의 경우 ‘ResNet V1 101’, 은 정도(Excoriation)의 경우 ‘ResNet V2 50’이 90% 이상의 정확도

를 기록하 으며, 태선화(Lichenification)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부족의 한계로 인해 두 병변보다 낮은 89%

의 정확도를 보 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했으며, 본 연구는 실제 아토피피

부염 환자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임상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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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The Future of Jobs』 보

고서에서 ‘제4차 산업 명’이라는 화두가 제시되

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물리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제4차 산업 명은  세계의 산업구

조  시장경제 모델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특히 제4차 산업 명의 기술  변화 

동인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에 한 연구  활용

이  세계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6

년 3월 이세돌과 알 고의 결은 ‘ 지능화’ 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 가 되었다.

제4차 산업 명의 등장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 증 로 인해 의료서비

스의 질과 의료비용에 한 국민들의 요구수

이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으로 인공

지능이 의료 장에 일부 도입되고 있다. 일례로 

IBM의 암 치료용 AI 왓슨(Watson)은 이미 의료

장에 도입되어 암 진단 정확도가 96%로 임상 

문의보다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

내 벤처기업 루닛(Lunit)은 유방 엑스 이, 조직 

검사 데이터 독에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을 활용한 의료 상 진단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

여 의료 상처리 학회(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 Assisted Intervention)에서 개최

한 Assesment Challenge 2016에서 Microsoft 

Research Asia, IBM Research Zurich를 제치고 

유방암 진단 분야에서 1 를 기록했다.

술된 의료분야 인공지능 도입 사례를 살펴

보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인 ‘암’에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 조사 결

과 인공지능을 만성피부질환 분야에 도입한 사

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희 외

(2009)에서는 ‘인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서 만성피부질환에 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만성

피부질환의 표  질병인 아토피피부염은 환자

의 수면 부족, 친구들의 놀림, 스포츠 참여의 어

려움, 자신감 결여  우울 등 신체 , 사회 , 

정신  측면에서 다양한 삶의 질 하를 가져온

다(Lewis & Finlay, 1995)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

다. 한,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 당뇨, 신장 질환, 간질 등의 기타 만성질환

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wis, 2006),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삶

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 부모의 삶의 질 한 아

토피피부염으로 인해 크게 하되는 것으로 밝

졌다(Ho et al., 2010).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막 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아토피피부염 유병

률에 한 다양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2016

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 스,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국가에서 수행된 

역학조사에서는 국가마다 15∼20%의 유병률이 

보고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한 역학

조사 결과 14%, 신체 검진에 의한 역학조사 결

과 12.7%의 유병률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꾸 히 증가하는 추

세이며 2015년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2014)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000명당 

19명이 아토피피부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16).

아토피피부염의 증도 평가방법에는 SCORAD 

(the severity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index), ADSI(The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SSS(Costa’s Simple Scoring System), 

EASI(The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POEM(Patient-Oriented Eczema Measure) 등 

몇몇의 평가방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아

토피피부염 증도 평가방법의 존재는 하고 

객 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반증으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지능형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모델 개발  35

로 해석될 수 있다(손병국과 최인화, 2008). 

한, 재 아토피피부염 증도에 한 진단은 

의사들의 시진과 환자를 상으로 수행된 설문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병변별, 병변 부 별 

증도에 한 객 인 진단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아토피피부염의 호 과 악화에 

한 객  수화가 어려워 의사와 환자간의 

인식차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의사-환자 계 

(rapport) 형성에 악 향을 주며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객 성이 확보되지 않

은 진단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아토피 환자의 삶의 질

을 높이기 한 아토피피부염 증도 평가방법

에 한 새로운 근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한다면 국내 의료

기기 산업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개발 환경과 시장규

모가 변하고 있으며(정명애, 2009; 최병돈 외, 

2012; 김용  외, 2016; 윤재웅 외, 2016), 산업의 

존속과 발 을 해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수 의 의료기기 기술과 품질이 요구된다(박종찬 

외, 2006; Jun, 2012; 재헌 외, 2016). 한국산업

기술평가 리원(2013)에 따르면 최근 세계 의료

기기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고 기술수 을 보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술 수 은 

미국보다 2.1년 뒤쳐진 4 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향상

을 한 다양한 연구(이강빈, 2010; 신미화와 이

훈, 2011; 엄 열과 고형렬, 2012; 장 재와 양

동 , 2013; 라공우와 홍길종, 2014; 이유아와 정

윤세, 2015; 이창섭 외, 2017)가 수행되었으며, 특

히 AHP와 Fuzzy-AHP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 

의료기기를 선정한 이창섭 외(2017)에서는 IT등

의 최신 기술과 융합되어 작용하는 의료기기 기

술인 ‘첨단 의료기기’를 미래 유망 의료기기로 

선정했다. 따라서 최근 주목받는 딥 러닝 기법을 

통해 아토피피부염 증도를 객 으로 평가하

여 의료기기에 용한다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의 활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본 연구는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성모병

원 연구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정량 인 아토피

피부염 증도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해 이미

지 인식 알고리즘인 CNN을 활용한 지능형 아토

피 증도 진단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 차를 수행된다. 

첫째,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성모병원의 

DB로부터 아토피 환자의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

되며,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환자 신체 부

별로 병변( : 홍반(이하 Erythema), 은 정도

(이하 Excoriation), 태선화(이하 Lichenification)) 

이미지들을 추출하여 모델 학습과 검증에 합

한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확보한다.

둘째, 지능형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모형

에 합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악하기 

해 다양한 CNN 알고리즘들을 병변별 학습용 데

이터로 학습시키고,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모델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측정한다.

술된 연구 차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아토피 병변 Erythema의 경우 ‘ResNet V1 

101’, Excoriation의 경우 ‘ResNet V2 50’이 9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하 으며, Lichenification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부족의 한계로 인해 두 병

변보다 낮은 89%의 정확도를 보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아

토피 환자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모형을 개발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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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아토피피부염에 

용한 결과 병변별 증도 진단 정확도가 90% 이

상으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

니라 문  지식이 요구되는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분야에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

을 본 연구에서 실증 으로 입증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아토피 관련 선행 연구

아토피피부염이란 피부의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써 주로 유아시기에 많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병률  질환의 강도가 

감소하는 유  소인이 있는 질환으로써 알

르기 천식, 알 르기 비염, 알 르기 결막염, 담

마진의 가족력  개인병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김정원, 1993). 사춘기를 포함한 성인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연

령층으로써, 증상호 의 기회가 상 으로 으

며 노년기까지 아토피피부염이 지속될 수 있다

는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최혜정 외, 2004; 권

지애 외, 2004).

Hanfin & Rajka(1980)가 제시한 진단기 은 

아토피피부염 진단의 표 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인종마다 증상에 한 단이 조 씩 다르고 실

제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

어 한국인에게 합한 진단 기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박 민 외, 1994; 이동원 외, 1997). 

Hanifin & Rajka(1980)가 제시한 아토피피부염 

진단기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Hanifin(1989)는 국지 인 병변에서의 아토

피피부염 증도 수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Seymour et al. (1987), Costa et al. 

(1989), Sowden et al. (1991)은 병변의 넓이와 

극심한 정도를 고려하여 아토피피부염 증도 

수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병변 정의 시

Erythema

홍반이란 피부의 발 (redness)과 충 (hyperemia)을 의미함. 정상 인 피부색

을 나타나게 하는 진피유두부 모세 이나 유두하 정맥총 등의 작은 들의 

류증가나 주변조직의 변화로 인한 작은 의 가시도 변화로 발생함.

Papulation
구진(papule)은 경계가 뚜렷한 융기이며 크기는 개 직경 0.5 cm 미만이고 끝

이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를 나타냄.

Excoriation

은상처(Excoriation)는 여러 가려움질환에서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해 손톱

으로 은 후나 기계  외상, 지속 인 마찰 등에 의해 생기며, 크기와 형태는 

다양하나 일반 으로 상 는 작은 선상병터로 나타난다. 

Lichenification

태선화(Lichenification)는 표피 체외 진피의 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상으로 피부는 택을 잃고 유연성이 없어지며 딱딱해지고 피부의 주름이 뚜렷

해진다. 만성단순태선, 아토피피피부염, 결 가려움발진 등의 만성가려움증피부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표 1> 아토피피부염 병변별, 증도별 이미지 데이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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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토피피부염 진단기 으로 리 사용되

는 The Scoring of Atopic Dermatitis(SCORAD)

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아토피피부염 진

단 기 이지만, 병변에 한 증도 진단 시 증

상의 징후와 평가를 혼합하여 활용한다는 문제

과 주로 소아 환자에 치우친 진단 기 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Stalder et al., 1993). SCORAD

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Hanifin et al. (2001)

은 건선 환자의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데 리 

사용된 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Fredriksson & Pettersson, 1978)를 수정하여 설

계된 The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이

하 EASI)를 고안하 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에 

리 활용되고 있다.

EASI에서는 Erythema, Papulation, Excoriation, 

Lichenification과 같은 병변의 증도를 측정하

게 되며 각 병변의 정의  시(Goldsmith et 

al., 2012)는 앞의 <표 1>과 같다.

한편, Papulation의 경우 2D 이미지 데이터에

서 부어오른 정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Erythema, Excoriaition, 

Lichenification에 한 증도를 CNN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2. CNN 관련 선행 연구

딥러닝은 기본 으로 여러 계층을 가진 깊은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역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

(Rumelhart et al., 1988)을 기반으로 고안된 인

공 신경망은 1990년 에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신

경망의 계층이 많아지게 될 경우 학습 시간 지

연과 알고리즘 성능 하 등의 문제 이 밝 지

게 됨으로써 해당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한동

안 침체되었다. 그러나 2000년  반 이후 학습 

방법에 한 개선과 하드웨어 성능의 발 에 따

라 인공 신경망에 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과

합(over-fitting) 문제가 dropout(Srivastava et 

al., 2014)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됨으로써 알고

리즘의 성능이 비약 으로 향상되었다(Hinton et 

al., 2006; Srivastava et al., 2014). 

인공 신경망을 응용하여 고안된 표  딥러

닝 구조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은 1990년  후반 필기 인

식에 활용되며 알려진 모델이며, 사람의 시각처

리 과정을 모방하여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에 합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CNN은 

이미지를 추상화하여 표 할 수 있는 특성

(feature) 추출 기능으로 상 인식 분야에서 높

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Esteva et al. (2017)

이 CNN을 활용한 피부암 인식에 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피부 질병 진단 분야의 용 가능성

이 실화되고 있다.

<그림 1>은 CNN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합성곱 계층(convolutional layer), 이단 추출 계

층(subsampling layer), 그리고 완 연결 계층

(fully-connected layer)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성

곱 계층은 이미지로부터 특성들을 추출하는 역

할을 하며, 이단 추출 계층은 이미지의 다운 샘

링(down sampling)과 position invariance에 

한 특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계

층의 반복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에 내재된 고차

원의 정보가 효과 으로 추출되어 완 연결 계

층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며, 완 연결 계층에서

는 두 계층의 반복을 통해 추출된 정보를 활용

하여 이미지를 최종 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수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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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NN 구조

CNN을 활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Ciresan & Schmidhuber 

(2013)은 국어 필기체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

하여 94%의 정확도를 분석결과로 제시하 다. 

Razavian et al. (2014)는 CNN 기반의 이미지 

분류기를 설계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용하여 

해당 분류기가 범용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

명하 다. Parkhi et al. (2015)는 해당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기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

으며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얼굴 인식 알고리즘

의 정확도는 기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

보다 더 높은 97.3%를 기록했다. Yue et al. 

(2015)는 폭스바겐, 혼다, 푸조, , 인피니티

와 같은 자동차 회사의 로고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실험 결과 99%의 정확도를 나타냈

다. Zhen et al. (2016)은 자동차 종류인 트럭, 

버스, 미니밴, 세단 등의 분류를 CNN으로 학습

시켜 88.11%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한편, 의료분

야에 CNN 알고리즘을 용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Wu et al. (2013)에서는 환자 뇌의 자기 공

명 상을 표  뇌 자기 공명 상에 정합하여, 

환자 뇌의 자기 공명 상에서 심 부분을 식

별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들은 합성곱 신

경망이 서로 다른 피사체에 한 상정합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밝 냈다. Esteva et al. (2017)

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  inception-v3를 피부

암 진단에 용하여 피부과 문의보다 더 정확

한 이미지 인식률(약 96%)을 나타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NN 알고리즘

은 이미지 분류에 합한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병변별 

증도 분류를 CNN을 활용하여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절차

CNN을 활용한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모

델을 개발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라벨링’, ‘ 증도 진단 모델 학습  검증’ 등

의 연구 차를 수행하게 되며, 각 차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아토피 증도 진단 모형에 사용될 아토피 환

자의 피부 이미지 데이터가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성모병원 DB로부터 수집된다.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는 아토피 병변이 발생한 특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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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 가 촬 된 이미지 데이터이며, 모형 개발

을 해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병변 발생 

부  추출 작업이 수행된다. 병변이 추출된 이미

지 데이터를 상으로 총 3가지 병변과 4가지 

증도(병변 없음 ‘0’, 증도 ‘1’, 증도 ‘2’, 

증도 ‘3’)를 라벨링(Labeling)하며, 라벨링이 완료

된 이미지는 아토피 증도 진단을 한 CNN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된다.

2. 중증도 진단 모형 학습 및 검증

모형의 학습을 해 이 단계에서 라벨링이 

완료된 병변 이미지 데이터  70%가 학습용 데

이터로 활용되며, 학습용 데이터를 제외한 30%

가 검증용 데이터로 활용된다. 한, 병변별로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기 해 IL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낸 VGG-Net, 

GoogLeNet, ResNet 등이 활용되며, 각각의 알고

리즘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 VGG-Net

VGG-Net은 합성곱 계층과 통합 계층(pooling 

layer)이 반복 사용되는 CNN 구조에 fully- 

connected 계층이 연결된 구조이며(Simonyan & 

Zisserman, 2014) VGG-Net의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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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GG-Net 계층 구조

Katoaka et al. (2015) 연구에서는 과 합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층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 냈

다. 그들이 제안한 VGG-Net은 계층 깊이가 깊

어진 신 계층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네트

워크의 변형과 수정, 확장이 간편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계층이 

깊어짐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량이 증가하

여 학습 속도가 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  는 ×  합성곱 필터와 같이 다량의 

라미터를 생성하는 필터 신 소량의 라미터

를 생성하는 ×  크기의 합성곱 필터를 2  

는 3 으로 첩하여 VGG-Net을 구성하 다.

2.2 GoogLeNet

딥러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최근 연구

들은 깊은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모델의 정확성

을 높이는데 집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반 하여 Szegedy et al. (2015)은 22개의 계층으

로 이루어진 GoogLeNet을 제안했다. 하지만 깊

은 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과 합, 처리 속

도 하,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와 같은 문제 들

이 발생하게 되어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고 사

양 하드웨어로 동작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 다. 

따라서 그들은 네트워크의 깊이에 따라 발생하

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연산량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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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개수를 이는 방법으로 <그림 3>과 같은 인셉션(Inception) 모듈기법을 제안했다.

Previous
layer

1 1
convolutions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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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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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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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concatenation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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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셉션(Inception) 모듈

인셉션 모듈은 각각의 병렬 합성곱 계층 이

에 1x1 합성곱 계층을 추가한 것으로써 해당 합

성곱 계층은 ‘1-계층 완  연결 신경망(1-layer 

fully-connected neural network)’라고도 불린다. 

인셉션 모듈의 처리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1×1 합성곱 계층의 입력 데이터인 특성 지도

(feature-map)로 부터 유사한 특징 들을 묶어 

특성 지도의 수를 이는 방식으로써, 네트워크 

내부에 네트워크를 첩해서 사용하는 Network 

In Network(NIN)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Lin et al., 2013), 인셉션 모듈에 사용되는 

1×1 합성곱 계층들이 각각 완  연결 계층 역할

을 담당한다.

<그림 4> 1×1 convolution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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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LeNet의 네트워크 구조는 22개의 깊은 계

층으로 구성되었지만, 인셉션 모듈을 도입함으로

써 기존 네트워크보다 상 으로 은 500만 개

의 라미터를 사용한다. 이는 6,000만 개를 사용

하는 AlexNet의 11/12배 은 라미터를 사용

하는 것으로써, 연산량 감소로 인해 이미지 학습 

속도가 빠르며 이미지 인식 정확도 한 ILVRC’14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2014)에서 93.3%의 높은 정확도를 보

다.

2.3 ResNet

ResNet은 Microsoft의 북경 연구센터에서 개

발된 CNN 구조이며(He et al., 2016), ILSVRC에

서 공개된 CNN 아키텍처  가장 깊은 152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깊은 구조의 CNN은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 인 통

념이었으나,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울

기 값의 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

가 발생하기 때문에 GoogLeNet 보다 더욱 깊은 

네트워크의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Krizhevsky et al., 2012). 따라서 

GoogLeNet의 22개 은닉층이 한계 깊이라는 의

견이 강했으나, ResNet은 residual 연결을 통해 

기울기 값의 소실 문제를 해결했다.

ResNet 한 GoogLeNet과 같이 기본 블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그림 5>는 ResNet의 

기본 블록을 나타낸다. Residual 연결은 하나의 

계층을 뛰어 넘는 연결로써 실제 설계된 연결

로 움직이는 경로와 그 경로를 뛰어 넘어 다음 

단계로 직  연결되는 경로 등 총 두 가지 경로

가 존재한다. Residual 연결로 인해 학습의 역

 알고리즘 수행 시 0으로 수렴하여 학습이 완

료되지 못하는 기울기 값의 소실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onv

conv

+

relu

relu

Residual block

identity

<그림 5> ResNet의 기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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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및 결과

1.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딥러닝을 활용하여 아토피 증도 진단 모델

을 개발하기 해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

성모병원 DB로부터 아토피 환자 이미지 데이터

가 추출되었다. 최근 10년간 촬 된 환자 이미지 

데이터는 총 24,852장(25.4GB)이며, 수집된 원본 

피부 이미지 시는 아래와 같다.

<그림 6> 원본 아토피 환자 피부 이미지 시

<그림 6>을 살펴보면 수집된 아토피 환자 피

부 이미지는 아토피 병변이 발생한 특정 신체부

가 촬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증도 진단 모형 개발을 해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아토피 병변이 발생

한 부 만을 추출하 으며, 추출된 이미지 데이

터 시는 아래와 같다.

<그림 7> 병변 추출 이미지 시

원본 이미지로부터 병변 부 만을 추출한 이

미지는 총 4,440개이며, 해당 이미지를 상으로 

아토피 병변별(Erythema, Excoriation, Licheni- 

fication) 증도별( 증도 0, 증도 1, 증도 2, 

증도 3) 라벨링 작업이 수행되었다. 라벨링 수

행 결과 Erythema와 Excoriation은 증도별로 500

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Lichenification

은 증도별로 110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활용되

었다. 각 병변별, 증도별 이미지 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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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
증도

0 1 2 3

Erythema

Excoriation

Lichenification

<표 2> 아토피피부염 병변별, 증도별 이미지 데이터 시

2.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진단 모형 학습 

및 검증 결과

지능형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모형에 

합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GoogLeNet, ResNet, VGG-Net을 

상으로 병변별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했다. 1,400개의 학습용 데이터가 

Erythema와 Excoriation을 학습하기 해 모델

별로 활용되었으며, Lichenification의 경우 308개

의 학습용 데이터가 모델 학습을 해 활용되었

다. 원활한 모델 학습을 해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

는 텐서 로우(Tensorflow)를 활용하여 모델 학

습을 수행했다. 학습의 형평성을 해 각 모델의 

학습비율(learning rate)을 0.01로 설정하 으며, 

최  학습반복 횟수는 10,000회로 제한되었다. 

병변별, 모델별 학습이 완료된 후 600개의 검

증용 데이터가 Erythema와 Excoriation에 한 

모델별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산출하기 해 활

용되었으며, Lichenfication의 경우 132개의 검증

용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

하여 산출된 병변별, 모델별 이미지 인식 정확도

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Erythema의 경우 ResNet 

V1 101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약 95.83%)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ResNet V1 50(약 95.83%), 

ResNet V2 101과 ResNet V2 200이 약 95.66%

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한편 Excoriation의 경우 

ResNet V2 50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약 

94.00%로 측정되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

으며, 그 뒤로 ResNet V2 101(약 93.33%), 

ResNet V1 101(약 93.00%)순으로 이미지 인식 

성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Lichenification의 

경우 VGG-Net 16과 VGG-Net 19가 약 89.00%

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기록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ResNet V2 50(약 88.00%), Inception V2(84.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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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알고리즘 Erythema Excoriation Lichenification

GoogLnet

(Inception)

V1 45.16 49.66 53.50

V2 94.16 91.00 84.50

V3 90.16 91.33 80.50

V4 89.00 84.83 64.00

ResNet V1

50 95.83 92.33 77.00

101 95.93 93.00 80.50

152 95.16 91.33 75.50

200 95.16 92.16 79.00

ResNet V2

50 95.33 94.00 88.00

101 95.66 93.33 80.50

152 95.16 91.66 80.50

200 95.66 92.66 75.00

VGG-Net
16 21.33 90.50 89.00

19 22.66 89.66 89.00

<표 3> CNN 알고리즘별 증도 진단 정확도(%)

모델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Erythema의 경우 

ResNet V1 101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xcoriation의 경우 ResNet V2 

50이 가장 우수하 다. 한편 Lichenification의 경

우 VGG-Net 16과 VGG-Net 19의 병변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약 89.00%로 동일하게 측정되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나, 학습 데이터의 수

가 1,400개인 Erythema와 Excoriation과 달리 

308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 으

므로 Lichenification에 한 최종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선정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제4차 산업 명’ 이라는 화두가 다보스 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제4차 산업 명의 기술  변화 동인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에 한 연구  활용이  세계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6년 3

월 이세돌과 알 고의 결은 ‘ 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 가 되었다.

제4차 산업 명의 등장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 증 로 인해 의료서비

스의 질과 의료비용에 한 국민들의 요구수

이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으로 인공

지능이 의료 장에 일부 도입되고 있다. 

의료분야 인공지능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인

간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인 ‘암’에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 조사 결과 인공

지능을 만성피부질환 분야에 도입한 사례는 극

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희 외(2009)에 따

르면 ‘인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만성

피부질환에 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

피부질환  하나인 아토피피부염은 신체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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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측면에서의 부담이 가 되어 이들의 향

이 가족  사회에 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Drucker et al., 2017) 

아토피피부염의 평가방법에는 SCORAD, 

ADSI, SSS, EASI, POEM 등의 평가방법이 존

재하지만, 다양한 아토피피부염 평가방법의 존재

는 한 객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는 반증으로 사료되며(손병국과 최인화, 2008), 

재 아토피 증도에 한 진단은 의사들의 시

진과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상으로 수행된 설

문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병변별, 병변 부 별 

증도에 한 객 인 진단을 수행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객 성이 확보되지 않은 진

단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킴으로써 아토피 환자 삶의 질을 향상

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CNN을 활용한 아

토피 증도 진단 모형을 개발하 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국내 형 종합 병원  하나인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성모병원의 DB로부터 아

토피 환자의 피부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 으

며,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병변 부 를 추출

하여 모델 학습과 검증에 합한 학습용 데이터

와 검증용 데이터를 확보하 다.

둘째, 아토피 증도 진단 모형에 합한 이미

지 인식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해 IL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높은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나타

낸 GoogLeNet, VGG-Net, ResNet 등을 활용하

여 아토피 병변별로 모델에 한 학습이 수행되

었으며,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모델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산출했다.

술된 차를 통해 아토피 증도 진단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아토피 병변  하나인 

Erythema의 경우 ResNet V1 101이 가장 높은 

정확도(95.66%)를 보 으며, Excoriation의 경우 

ResNet V2 50이 가장 우수(94.00%)하 다. 한편, 

Lichenification의 경우 VGG-Net 16과 VGG- 

Net 19가 정확도 89.00%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나, Erythema와 Excoriation과 달리 학

습용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

으므로, 해당 병변에 한 지능형 아토피 진단 

지원 시스템의 최종 모델은 학습용 데이터를 충

분히 확보한 후에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성모병원 DB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실제 아토피 환자를 상으로 촬 된 

이미지 데이터이며,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

델에 한 학습이 수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토피 증도 진단 모형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

째,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이미지 인식 알고리

즘을 만성피부질환  하나인 아토피피부염에 

용한 결과 증도 진단 정확도가 90% 이상으

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결과를 통해 기존의 다양

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문  지식이 요구되는 아토피피부염 

증도 진단 분야에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 으로 입증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셋째, 학습용 데이터의 수가 많은 

Erythema와 Excoriation의 경우 이미지 인식 정

확도가 부분 90%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나, 상

으로 학습용 데이터가 은 Lichenification

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9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다

양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 한 다른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과 동일하게 학습용 데이터의 

수가 모델의 정확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

사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론을 의료기기에 용한다면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시 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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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개발 환경과 시

장규모가 변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술 

수 은 미국보다 2.1년 뒤쳐진 4 를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목받는 딥러닝 기법을 통

해 아토피피부염 증도를 객 으로 평가하여 

의료기기에 용한다면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의 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가 부어오르는 구진(Papule)의 

경우 2D 이미지 데이터에서 부어오른 정도를 진

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의 실험 상

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향후 연구

에서는 2D 이미지에서 입체감을 감지하는 다양

한 알고리즘에 한 연구와, 입체감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CNN에 용하여 구진에 한 객

 증도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Lichenification의 경우 데이터 수의 부족으

로 인해 모든 모델에서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90% 미만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Lichenification에 한 데이터의 추가 확보를 통

해 해당 병변의 증도 진단 정확도 향상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

토피피부염을 상으로 증도 진단 모형을 개

발했으나, 아토피피부염 이외의 다양한 피부 질

환 이미지의 증도 진단에도 CNN 모델이 용

될 수 있는지에 한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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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Intelligent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Diagnosis Model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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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ing demand for quality of life 

due to economic growth, needs for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re increa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introduced in the medical field, but it is rarely used in chronic skin disease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Also, atopic dermatitis, a representative disease among 

chronic skin diseases, ha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n objective diagnosis of 

the severity of lesio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lligent severity recognition model of atopic 

dermatiti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atient’s life. For this, the following steps were performed. 

First, image data of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were collected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aint Mary’s Hospital. Refinement and labeling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image 

data to obtain training and verification data that suitable for the objective intelligent atopic 

dermatitis severity recognition model. Second, learning and verification of various CNN algorithms 

are performed to select an image recognition algorithm that suitable for the objective intelligent 

atopic dermatitis severity recognition model.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ResNet V1 101’ and 

‘ResNet V2 50’ were measured the highest performance with Erythema and Excoriation over 90% 

accuracy, and ‘VGG-NET’ was measured 89% accuracy lower than the two lesions due to lack of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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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methodology demonstrates that the image recognition algorithm has high 

performance not only in the field of object recognition but also in the medical field requiring expert 

knowledge.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ighly applicable in the field of atopic 

dermatitis due to it uses image data of actual atopic dermatitis patients.

Key Word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topic Dermatitis, Deep Learning, Image Recognition 

Algorit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