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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acranial hemorrhage (ICH) refers to acute bleeding inside the intracranial vault. Not only does this

devastating disease record a very high mortality rate, but it can also cause serious chronic impairment of sensory,

motor, and cognitive functions. Therefore, a prompt and professional diagnosis of the disease is highly critical. Non-

invasive brain imaging data are essential for clinicians to efficiently diagnose the locus of brain lesion, volume of

bleeding, and subsequent cortical damage, and to take clinical interventions. In particular,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re used most often for the diagnosis of ICH. In order to diagnose ICH through CT images, not only medical

specialists with a sufficient number of diagnosis experiences are required, but even when this condition is met, there

are many cases where bleeding cannot be successfully detected due to factors such as low signal ratio and artifacts

of the image itself. In addition, discrepancies between interpretations or even misinterpretations might exist causing

critical clinical consequences. To resolve these clinical problems, we developed a diagnostic model predicting intra-

cranial bleeding and its subtypes (intraparenchymal, intraventricular, subarachnoid, subdural, and epidural) by apply-

ing deep learning algorithms to CT images. We also constructed a visualization tool highlighting important regions

in a CT image for predicting ICH. Specifically, 1) 27,758 CT brain images from RSNA were pre-processed to minimize

the computational load. 2) Three different CNN-based models (ResNet, EfficientNet-B2, and EfficientNet-B7) were

trained based on a training image data set. 3) Diagnosis performance of each of the three models was evaluated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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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n independent test image data set: As a result of the model comparison, EfficientNet-B7’s performance (clas-

sification accuracy = 91%) was a way greater than the other models. 4) Finally, based on the result of EfficientNet-B7,

we visualized the lesions of internal bleeding using the Grad-CAM. Our research suggest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diagnostic systems can help diagnose and treat brain diseases resolving various problems in clinical situations.

Key words: Deep-learning, EfficientNet, Intracranial hemorrhage, Computed tomography images

I. 서 론

소셜 미디어의 확산, 클라우딩 기술의 발전은 대용량 데

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처리 속

도의 비약적인 향상은 수집된 빅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급변에 의해 인공

지능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구글, 유튜브, 아마존 등의 예

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 정보, 유통 등의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헬스케어 산업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은 막대한 산업 경제적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구체적인 예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미래 헬스케어 시

스템은 환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생활 습관, 과거 의료 기

록,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하고 학습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

단하거나, 발현 가능성과 시기 등을 예측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타의

신체 부위에 비해 고도의 기능적, 구조적 복잡성을 갖고 있

는 뇌의 경우, 관련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발병 원인의 규

명이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질병의 진단이 임상의

의 숙련도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존재한다[2]. 인공지능

기술의 뇌 관련 질환 분야의 적용은 이러한 인간-기반 진단

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적용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개내출혈은 뇌 안의 혈관, 혹은 뇌와 뇌를 둘러싼 막 사

이의 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총칭하는 응급한 뇌 관

련 질병으로 30일 내 사망률이 35%에서 52%를 기록할 정

도로 심각한 치명률을 기록할 뿐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10

만 명 당 24.6명의 빈도로 발병할 정도로 높은 발병 빈도

를 보이는 심각한 질병이다[3]. 이러한 두개내출혈의 심각성

은 발병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응급 조치를 요하며, 이를

위해선 질병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전

산화 단층 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은 자기 공

명 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 여타의

이미징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 용이한 촬영

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많은 병원에 설치되어 높은 접근성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기반으로 두개내 출혈의 여부의 진

단, 출혈 위치와 볼륨의 평가, 출혈에 수반하는 기능적 손상

을 예측하기 위해서 CT 이미지가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다[4].

CT 이미지에 기반하여 정확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는 해당 분야에서 많은 진단 경험을 쌓은 의료 전문가가 필

수적이다. 하지만 임상적 응급 상황에서 충분한 진단 경험

을 가진 의료 전문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5]. 또한 같은

CT 이미지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한 해석 상의 불일치가 생

기는 경우도 빈번함이 이전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질병에 대한 오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이 보고되었

다[6-8].

이러한 임상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두

개내출혈의 여부와 그 하위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 및 분류

할 수 있는 자동 진단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 진단 시스템은 비단 위에서 언급한 인간 기반 진

단의 현실적인 제약(즉 충분한 진단 경험과 진단의 전문성

을 가진 의료진의 존재)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른 종류의 임상적 상황의 문제들(예를 들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에도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두개내출혈의 여부와

그 하위 유형을 자동으로 판별 및 분류하는 자동화된 딥러

닝(deep learning) 기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에서 공개한 정상인과 두개내출혈 환자들의 뇌 영

상 이미지들을 포함한 총 752,803개의 CT 이미지를 사용

하였다.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첫째,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두개내출혈 여부와 그 하위 유형을 자동

으로 판별하는 진단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두개

내출혈이 진단된 경우, 주어진 뇌 영상 이미지에서의 병변,

즉 출혈이 나타난 해부학적 위치를 표시하는 시각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개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이

론적인 개관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세

트의 특징과 전처리 과정, 사용된 학습 모델을 자세히 기술

하였다. 셋째, 사용된 여러 인공지능 학습 모델들의 두개내

출혈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질환의 진단

에서 한발 나아가 두개내출혈 병변의 위치를 시각화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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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에 대한 개관

CT 기반 뇌 영상 이미지에 기반하여, 두개내출혈 여부와

하위유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분류를 목표로 하는

U-Net, Resnet, Xception, XGBoost, EfficientNet 등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적용 가능하다. 연구진이 보유한 계산적

인프라 환경과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Resnet50 및 EfficientNet-B2, B5, B7에 기반해 초

기 학습 및 테스트 성능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방법

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그림 1). 첫째, 자료의 균

형을 고려하여 전체 중 연구를 위해 사용할 데이터를 추출

하여, 학습, 검증, 검사를 위한 세트로 구분하였다. 둘째, CT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일

련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전처리를 마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일련의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진단 정확성을

비교 및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상 병변의 위치를 탐

색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2. 사용된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대한 이론적 개관

ResNet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미지 분류용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이며, 2015년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우승을 기록한 우수한 분류 성능을 가진 모

델이다[10]. 연구자들은 CNN 모델의 깊이와 이미지 분류

성능 향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

상에서는 더 많은 레이어(layer)를 가진 모델의 분류 성능이 더

얕은 모델의 그것에 비해 저하되는 현상(degradation)을 발

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ResNet 모델을 제안하였다. ResNet 모델의 핵심 구조인 잔

차 블록(residual block)은 레이어의 입력값을 출력값에 더

해줄 수 있도록 지름길(shortcut)을 추가하는 모듈로, 레이

어가 깊어짐에 따라 경사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 등

으로 인해 학습이 저하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ResNet은 모델의 성능 향

상을 위해 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과정(scaling-up)에서

과도한 계산적 리소스를 소모하고, 학습 시간이 급증하는 등

의 한계를 가짐이 발견되었다.

EfficientNet은 기존의 CNN 학습 모델을 효율적으로

scaling-up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1]. 기존의 CNN 학

습 모델들은 모델이 가진 레이어의 깊이, 혹은 채널의 너비

(channel width)를 늘리거나,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

(resolution)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분류 성능을 향상 시

키고자 하였다. EfficientNet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scaling-up 방식의 최적 조합을 제한된 계산적 리소스 범위

내에서 찾아내는 방식(compound scaling-up)으로 위에서

언급한 계산적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타 비교 모델에

비해 월등한 분류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다[11].

본 연구에서는 CT 이미지 자료로 부터 두개내출혈 여부와

하위 유형을 진단하기 위해 크게 ResNet과 EfficientNet

계열의 모델들을 적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현실적인 계

산적 부담(computational load)을 고려하여 ResNet 계열

의 모델 중 ResNet50을 선택하였다. ResNet50은 50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DCN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 연산량을 줄이기 위

해 3개의 레이어 당 하나의 지름길(shortcut)이 배치되어 있

으며, 각 잔차 블록은 1 × 1, 3 × 3, 1 × 1 CNN 레이어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EfficientNet 계열 중 EfficientNet-B2,

B5, B7 세 가지 버전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버전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큰 scaling-up 수준을 갖는 모델이다[11]. 

3. 데이터 설명 및 전처리

그림 2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위한 뇌의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두개내출혈 영상은 뇌 안에

그림 1.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Fig. 1. Data analysis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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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출혈이 발생한 뇌실질내출혈(intraparenchymal

hemorrhage), 뇌실내에 출혈이 발생한 뇌실내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뇌와 뇌를 감싸고 있는 조직 사이의 지주막

하공간에 출혈이 발생한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경막(dural) 아래에 출혈이 발생한 경막하출

혈(subdural), 경막 밖에 출혈이 발생한 경막외출혈(epidural)의

하위 유형을 포함한다[12].

영상 데이터는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Brain 전산화 단층촬영

DICOM 데이터 752,803개를 사용하였다(https://www.kaggle.

com/c/rsna-intracranial-hemorrhage-detection/data).

각 이미지는 해당 두개내출혈 하위 유형에 대한 정보가 다중 클

래스로 표지(label)되어 있다(예: 뇌실질내출혈 = 1 0 0 0 0). 데

이터를 개관해 본 결과, 전체 라벨 중 질환이 없는 경우(0)

와 질환이 있는 경우(1)의 비율이 크게 불균형했으며(라벨

1의 비율: 전체의 약 14%)),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은 모든 하

위 유형에 걸쳐 동일하게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자료 추출 과정을 거쳤다. 첫째, 현실적

인 계산적 인프라의 제한을 고려해, 전체 중 175,000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전체의 약 23%). 둘째, 1차

샘플링된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환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모두 사용하였고(25,234개), 정상군 데이터(모든

유형의 라벨값이 0인 데이터) 중 일부를 무작위적으로 선택

하여 질환 데이터의 약 10%가 되도록 안배하였다(2,524개). 마

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총 27,758개의 데이

터를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학습데이터 22,484개, 밸

리데이션 데이터 2,498개, 테스트 데이터 2,776개를 구성

하였고, 이를 통해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정량적 분석은 조직의 밀도에 비례

적으로 흡수되는 X-선 흡수량에 따른 측정법인 Hounsfield

unit(HU) 수치를 이용했다[13]. 이 수치는 전산화 단층촬

영에서 화소(pixel)의 상대적 선감약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를 측정한 후 이 값을 물과 공기를 기준으로 하

여 표준화한 지표로, 공기는 -1000, 물은 0, 골조직은 +400-

1000으로 나타나며, 연조직은 +40-80, 지방조직은 -60-100

의 범위를 가진다[14]. DICOM 파일로부터 획득한 픽셀 값

들을 HU 단위로 정규화하기 위해서, DICOM 파일의 헤더

(header) 정보로부터 저장된 pixel value, rescale slope,

rescale intercept을 추출하고 아래의 메모리(output)와 디

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픽셀 값 간의 선형 관계 식 (1)을 통

해 모든 이미지를 HU 값 단위로 보정하였다.

output = (rescale slope)(pixel value) + (rescale intercept)

(1)

HU 값에 보정된 CT 이미지는 판독자에게는 8비트의 이

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병변에 따라 알맞게

윈도우 폭(window width) 과 윈도우 높이(window level)를

조정해야 한다. 윈도우 폭은 CT 이미지 내에서 흑백으로 표

현되는 gray scale 기반 CT 이미지 값의 범위를 의미하며

범위 조절에 따라 이미지의 대조도를 증가시키거나 저하시

킬 수 있다. 윈도우 높이는 윈도우 폭 범위의 중앙값을 의

미하며 관찰하고자 하는 조직에 따라 값을 설정함으로써 선

그림 2. 두개내출혈 CT 이미지

Fig. 2. CT images of ICH subtypes

표 1. 뇌 부위별 추천 window 값

Table 1. Recommended window values for the brain regions

Class Region of the brain Window width(W), window level(L)

1 Brain matter window W: 80, L: 4

2 Blood/subdural window W: 130-300, L: 50-100

3 Soft tissue window W: 350-400, L: 20-60

4 Bone window W: 2800, L: 600

5 Grey-white differentiation window W: 8, L: 32 or W: 40, L: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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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약계수가 다른 조직들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다. 두개내

출혈의 경우 유형에 따라서 혈관, 뇌 연조직, 뼈 등 다양한

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표 1은 관찰하고자 하

는 뇌의 부위에 따른 윈도우 값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두개내출혈 하위 유형의 다중 클래

스가 표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학습하기 위하여

뇌 조직, 경막, 전체적인 뇌출혈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윈도

우 값들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들의 보정을

적용하였다. 표 1과 같이 뇌 부위별 병변이 잘 보이도록 제

시된 윈도우 높이를 기준으로 3개의 윈도우 값을 선정하여

각각의 채널 영상을 생성하고, 3개의 채널 영상을 하나의 학

습데이터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3). 즉, 보정된 세 가

지 윈도우 값 기반 영상을 3채널의 영상으로 병합한 다음

이중선형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가로

와 세로가 512 × 512인 영상을 256 × 256 크기로 재조정

하였다. 이는 뇌 부위별로 존재하는 병변의 대비(contrast)

구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모델 학습에 드는 계산적 부담을 줄이기 위

해, unsigned 16 비트 형식으로 기록된 원본 데이터를 8

비트로 정규화함으로써 학습 데이터의 용량을 감소시켰다.

최종적으로 딥러닝 학습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델에 입력

(input)하기 위한 전체 학습 데이터셋을 0~1 사이 값으로

정규화하고 numpy 배열로 변환하여 전처리를 시행하였다.

4. 사용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세부 사항

전처리 후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CNN 모델을 이용

하여 학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ResNet, EfficientNet-B2,

B5, B7 총 네 가지 베이스 모델(base model)을 사용하였다. 각

베이스 모델의 말단에 dropout 레이어와 두 개의 dense 레

이어를 추가하여 최종 출력(output)의 크기가 5가 되도록

구성했다. 모든 모델의 배치 사이즈는 32로 동일하게 유지

하고, 학습을 500회 반복하였다. 두 가지 카테고리(라벨 0,

1)에 대한 일반적인 손실 함수로는 binary crossentropy가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용된 데이터에 내재하는 불

균형으로 인해 binary crossentropy를 사용한 모델들의 학

습이 크게 저조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함수로 focal

loss를 도입하였다(수식 2). Focal loss는 데이터 불균형을

다루기 위해 최근 시도된 손실함수이다[15]. Focal loss는

판별하기 쉬운 데이터(easy example)에 대한 가중치를 낮

춤으로써 상대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데이터(예: 본 연구의 경

우, 라벨 1에 해당)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focal loss = −(1 − pt)
γ log( pt), γ≥ 0 (2)

 
여기서 pt는 t번째 데이터에 대한 확률값이며 γ는 판별하기

쉬운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나 낮출지를 결정하는 하

이퍼파라미터이다. Optimizer는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중 하

나인 Adam을 사용하여 네 가지 모델들의 손실이 수렴할 때

까지 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습 완료 후 테스트 데이터(2,776

개)에 각각의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간의 성능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인공지능 학습 및 모델 평가

ResNet, EfficientNet-B2, B5, B7 각 모델의 정확도

(accuracy)를 평가한 결과, 네 모델 중 EfficientNet-B7이

가장 좋은 성능을 산출함을 관찰하였다(표 2). 평가의 용이

성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의 특

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순한 측정치일 수 있다. 한 데

이터에 대해 다섯 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라벨 값이 존재하

므로 모델이 예측해야 하는 라벨은 총 13,880개(2,776 × 5)

였으며, 이중 값이 0인 라벨(y = 0)은 10,309개로 전체의 약

75%에 해당했다. 이러한 불균형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도만을 이

용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편향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그림 3. 뇌 부위별 윈도우 값을 적용한 3 채널 데이터 세트 생성 과정

Fig. 3. Generating a 3-channel training dataset applying

brain region-specific window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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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극단적인 예로 어떠한 모델이 0만을 예측할 경우, 이

모델은 75%의 정확도를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를 모델 성능 평가의 척도로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혼돈행렬을 통해 TN(True Negative),

FN (False Negative), FP(False Positive), TP (True Positive)

표 2. 인공지능 학습 모델별 정확도

Table 2. Classification accuracy

 ResNet EfficientNet-B2 EfficientNet-B5 EfficientNet-B7

Accuracy 0.79 0.89 0.89 0.91

그림 4. A. 두개내출혈 하위 유형별 모델의 진단 민감도(녹색)와 특이도(회색). B. 각 하위 유형 안에서 라벨 0(파란색), 1(주황색)의 비율

Fig. 4. A. Model sensitivity (green) and specificity (grey) for each of ICH subtypes. B. Label 0 (blue) and 1 (orange) ratio for

each of ICH subtypes

표 3. 혼돈행렬

Table 3. Confusion matrix

 Predicted 0 Predicted 1

True 0 TN (True Negative) FP (False Positive)

True 1 FN (False Negative) TP (Tru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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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구하고(표 3), 전체 질병을 갖고 있는 라벨(FN + TP)

중 정확하게 질병이 있다고(TP) 판단된 예측의 비율을 계

산하여 민감도(sensitivity)를 계산하고, 전체 질병이 없는

라벨(FP + TN) 중 정확하게 질병이 없다고(TN) 판단된 예

측의 비율인 특이도(specificity)를 계산하였다(수식 3).

Sensitivity = TP / (FN + TP)

Specificity = TN / (TN + FP) (3)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EfficientNet-B7의 각 하위 유형

별 특이도와 민감도를 계산하였다(그림 4A). 모든 하위유형

에 걸쳐 높은 특이도가 관찰되었다(평균 0.94). 라벨 0의 비

율이 매우 높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이 있을 때

발병을 예측하는 민감도가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되며, 민감

도 역시 epidural 유형을 제외하고(0.52) 높은 수준이 유지

됨을 관찰하였다(평균 0.79). 낮은 민감도가 기록된 epidural

유형의 경우 발병 데이터의 비율이 2.8%에 불과하였으나

(그림 4B), 발병 데이터 비율이 일정 이상인(>20%) 다른 유

형들에 대해서는 모델 학습이 성공적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발병 데이터의 비율이 극히 적은 경우엔 학습이 잘 형성되

지 않아, 민감도와 특이도 간의 상충(trade-off)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두개내출혈 병변 위치 시각화

질병의 진단에서 한발 나아가, 본 연구는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Grad-CAM)을 사용해 이미지

상에서 두개내출혈 병변의 위치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16].

Grad-CAM은 gradients를 가중치(그라데이션 가중치)로

사용하여 이미지의 중요한 영역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graph

convolutional network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권장된다[17].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Grad-CAM을 통해 이미지의 각 부

분이 모델의 하위 유형 진단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하고, 이를 원

본 이미지 위에 시각화하였다(붉은 색 계열에 가까울 수록 더 중

요한 기여를 함). 전체 결과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하위 유형에 따라

발병 진단에 크게 기여를 하는 뇌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시각화 자료는 임상적 상황에서 두개 내출혈

의 정확한 발병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의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두개내출혈을 진단할 때의 현실적, 임상적 제

약을 해결하기 위해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두개내출혈 여

부와 하위 유형을 판별 및 분류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진단 모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RSNA에서

제공한 정상인과 두개내출혈 환자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뇌

CT 이미지에 기반해, ResNet, EfficientNet-B2, B5, B7의 네

그림 5. Grad-CAM을 활용한 두개내출혈 병변 위치 시각화

Fig. 5. Visualization of ICH lesions using the Gr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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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질병 여부와 하위 유형을 판별하는

진단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의 평가 결과 EfficientNet-B7이 다른 세 모델에 비

해 높은 분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Grad-Cam을 이용해 주어진 CT 이미지에 대해 두개내출

혈이 진단된 경우, 주어진 뇌 영상 이미지에서의 병변, 즉

출혈이 나타난 해부학적 위치를 표시하는 시각화 모델을 개

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진단 모

델이 임상적 상황에서 두개내출혈을 진단할 때, 인간 기반

편향이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툴로 사용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진단에 드는 시간적, 인적 자원

역시 이와 같은 접근에 의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에서 언급한 임상적 유용성 외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환

의 데이터적 특징을 반영하여 원본 CT 이미지를 특정 윈도

우 범위를 갖는 3채널 영상 데이터로 전환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고, 이에 기반해 유의미한 분류 성능을 갖는 학습 모델

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공지능 진단 모

델을 개발할 때 진단의 대상이 되는 질환의 데이터적 특징

을 세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손실

함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inary crossentropy가 아닌

focal loss 기법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심한 불

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델의 학습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임상적 질환 관련 데이터는 자료의 균형성을 충

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

려할 때, 본 연구의 방법론적 시도는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불

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환 여부를 결정하는 진단 모

델과 더불어 병변의 위치를 특정하는 Grad-CAM을 동시에

적용하였고,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임상적 적용의 효용성을 제

고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사

용한 데이터가 가진 내재적인 불균형성이 지적된다. 이상적

인 학습 상황이라면 질병이 있는 경우(라벨 1), 없는 경우

(라벨 0)의 데이터의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다중 클래스 표지 값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불가피하게 값이 1인 라벨에 비해 0의 값을 갖는 라

벨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불균

형은 모델의 학습에 부정적인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

다. 질환 여부 차원뿐만 아니라 질환의 하위 유형 간에도 큰

불균형성이 존재했다. 특히 epidural 유형의 환자는 전체의

대략 2%에 불과하였고, 실제 해당 유형에 대한 민감도는 여

타의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데

이터 추출, 손실함수로 focal loss를 적용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데이터에 내재하는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첫 번

째, 다중 클래스 표지로 인한 데이터의 불균형(라벨 0 > 라

벨 1)은 하나의 유형을 가진 데이터와 갖지 않은 데이터로

나누어(예: epidural vs. epidural이 아닌 데이터), 양자 간

의 비율을 맞추어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이항 분류(two-way

classification)를 각 유형에 대해 여러 번 수행하는 방식으

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특정 유형 질환의 데이

터 수가 적은 것은 학습 및 검사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공개된 전체

데이터의 약 23%만을 사용했지만, 추후에 계산적 인프라를

확장하여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Grad-CAM을 이용해

두개내출혈의 병변을 시각화 하는 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

하고, 의료 전문가가 판단한 실제 병변에 대한 정보(mask)

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결과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추후에는 확보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의료 전

문가들의 진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현실적인 계산적

인프라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fficientNet-B7보다

더 최근의 모델들을 시도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B7 모델에 비해 더 넓고 깊은 레이어를 갖는 EfficientNet-

L2는 이전의 EfficientNet 모델들에 비해 더 높은 분류 성

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8]. 하지만 이러한 최신

모델은 매우 큰 계산량을 요하며, 이를 본 연구의 계산적 인

프라에서 구현하는 것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밝혀

졌다. 추후 충분한 계산적 용량을 확보한 후 최신 모델과 본

연구가 사용한 기존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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