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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영상의 통계적 특징벡터를 활용하여 폐암 분류를 제안한다. 폐암의 초음파 사진들

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label에 맞는 feature vector를 선별한다. 선택된 feature vector는 SVM을 이용하

여 훈련 시킨 후, 최종적으로 폐암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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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초음파 진단은 다른 의료기기(CT, X선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인체 내 장기의 실시간 운동상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노이즈와 잡음이 심하여 사진의 훼손이 심각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1]

본 논문에서는 JSRT(Japanese Society of Radiological 

Technology) Database에서 제공한 폐암 이미지(정상폐 154, 폐암 

93)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2] machine learning의 한 기법인 SVM

을 활용하여 폐암의 초음파 사진을 분석하여 폐암 진단을 해보았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VM(Support Vector Machine)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계 학슴의 분야 중 하나로, 

두 카테고리와 데이터 집합이 주어지면, SVM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

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지 분류 

모델을 만든다. 본 논문에서 카테고리는 정상 폐와 암에 걸린 폐이며, 

데이터 집합은 JSRT Database를 사용한다.[2][3]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정상 폐의 Feature Histogram

Fig. 2. SVM의 결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28

[그림 1]과 같이 Feature Histogram을 정상과 비정상 폐의 feature

들을 비교 분석하여 사용할 feature들을 선별해낸다. 선별한 feature 

map 3가지를 3D plot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선별한 

feature map을 SVM을 통해 훈련 시킨 후 준비한 test set으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Fig. 3. Test Set의 Confusion Matrix

IV. Conclusions

Confusion Matrix를 보면 폐암의 분류 결과가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첫째로 dataset의 수가 적은 것, 둘쨰로 폐의 부분이 

아니라 영상 전체를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인 폐를 분류했다는 점을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한다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폐암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feature vector를 자동으로 선택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초음파 사진만 보고도 폐암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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