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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료 서비스는 공공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전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표준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진단 프로세스의 시간 지연 감소 

및 효율성 개선에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시간 효율

적이며 저렴한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백혈구 암 또는 백혈병은 백혈구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체내에서 백혈구는 면역체계와 

질병 예방을 담당한다. 혈액세포는 골수 내부에 형성

된다. 세포는 초기 단계를 폭발 또는 미성숙세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혈액세포는 신체가 요구하는 대로 

조절된 방식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백혈병은 비정상

적인 백혈구의 생성이 제어가 안되며 정상적인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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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ukemia induced death has been listed in the top ten most dangerous mortality basis for human being.
Some of the reason is due to slow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caused suitable medical treatment
cannot be applied on time. Therefore, good clinical decision support for acute leukemia type classification
has become a necessity.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d a novel approach to perform acute leukemia
type classification using sequential neural network classifier. Our experimental result only cover the first
classification process which shows an excellent performance in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cells.
Further development is needed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second neural network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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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적혈구 및 혈소판과 같은 기타 혈액 성분의 활

동을 억제한다

백혈병 분류의 경우, 컴퓨터 비전 기반 방법은 진

단 시스템 성능을 향상 시키는 대체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백혈병 질병의 우수한 분

류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 이미지처리 방법론과 함께 

컴퓨터 비전 기반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백혈병은 그 심각도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급성백혈병으로, 환자 상

태의 급속한 악화 상태로 파악 가능하며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약 6개

월 동안 증상이 지속된다. 둘째 유형은 만성 백혈병

으로, 진단 후 약 2년이 지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점차 악화되는 경우이다.

각 백혈병 유형은 영향을 미치는 백혈구 유형에 

따라 2가지 등급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들은 림프구

가 있고 골수성 백혈병이다. 골수성 백혈병에서 적혈

구, 백혈구 및 혈소판으로 성숙하는 골수세포에서 비

정상적인 세포 성장이 발생한다. 림프구 백혈병에 있

는 동안 림프구가 되는 골수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세

포 성장이 발생한다. 이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프랑

스-미국-영국 (FAB) 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4가지 

광범위한 백혈병 분류는 급성골수성 백혈성(AML),

급성림프성 백혈병(ALL),만성골수성 백혈병(CML)

및 언급되지 않은 각 아형과 함께 만성림프성 백혈병

(CLL)이 있다[1-3].

유동 세포 계측법, 면역 표현형 및 분자 프로빙과 

같은 몇 가지 고급 의료 검사 또는 검사를 포함하여 

백혈병 분류를 시도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4,5]. 이 

검사는 세포의 세포학 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적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혈병 세포를 분류

하는 데 매우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면역-표현형 방

법은 유세포 분석법이 구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

한 특정 항원으로 세포를 표지함으로써 유세포 분석

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작업자의 능력과 지구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말초 혈액 도말 이미지의 컴퓨터 비전 

기반 현미경 검사에서의 이미지처리 사용은 빠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백혈병 진단 방법을 생성

하기 위한 표준 백혈병 결정지원 기술로서 바람직하

다. 많은 연구자들이 컴퓨터 비전 기반 백혈병 분류

에 관한 훌륭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Soltanzadeh 및 

Scotti 등은 모든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할 뿐만 아니라 말초혈액도말 이미지에서 각각의 

검출된 단일 세포에 기초하여 4가지 백혈병 유형 사

이에 우수한 분류를 수행한다. 다른 연구는 Moha-

patra 등이 컬러 클러스터링 기술에 기초하여 백혈병 

유형을 검출하였다. 컴퓨터 비전 기반 알고리즘은 진

단 처리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혈액암 전문의 진

단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본 실험에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소스는 충분하지 않지만 분류기는 백혈

병 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순차 신경망 분류기를 이용하여 급

성백혈병 유형을 분류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은 PCA 방법을 이용한 특징추출분

석, 관심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몇 가지 종래의 이미

지 전처리, 이미지 클러스터링 및 이미지 분할방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류기는 암 데이터 

중 정상 이미지와 암성세포 이미지를 97.75 % 정확

도로 구분하였다.

2. 관련연구

2.1 백혈병 개요

2.1.1 급성골수성 백혈병(AML)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에서 초기 형태의 골수

성 세포에서 발생한다. AML사례는 일반적으로 노

인에서 발생하며 45세 이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AML는 백혈병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가 발생한다. 핵 면적은 전체 세포 면적의 약 50-60%

이고 약 40-50%는 세포질이다. 때로는 “Auer rods”

라고 불리는 짧은 자주색 줄무늬가 세포질영역에서 

발견되어 AML 식별이 더 쉽다.

2.1.2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ALL)

급성림프구성 백혈병(ALL)은 초기 단계의 골수 

림프구 세포에서 발생하는 두 종류 급성백혈병 중 

하나이다. ALL은 아동에게 발생하는 4가지 유형 중

에서는 가장 흔하지만, 성인에게는 가장 덜 흔한 유

형이다. 아동은 통상 성인보다 더 공격적인 치료를 

더 견디기 때문에, 사망은 성인들 중 발생한다. 백혈

병에 감염된 대부분의 백혈구는 적혈구 크기의 약 

2배이며, 일반적인 백혈구는 평균 적혈구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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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이다. 대부분의 감염된 세포 중, 핵은 전체 세포

의 약 80-90%를 차지하고 세포질은 약 20-30% 차지

한다. 이 이는 AML과 ALL을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특징인 반면, ALL과 만성 유형을 구별하는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세포 내부에 너무 많은 과립이 있어 모

든 세포의 표면이 매끄럽다는 점이다.

2.1.3 만성골수성 백혈병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세포를 공격하고 특히 

발달상태에서 CLL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 CML 진

단 시 평균 연령은 약 64세 정도이다. CML 세포는 

세포질 면적 비 측면에서 AML과 유사하다. CML은 

또한 세포 중 세포질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며 대부분

의 CML 세포는 성숙 백혈구로 4개 유형 중 가장 분

화 가능한 세포이다. CML 핵은 대부분의 경우 모양

이 둥글고 개발 중인 AML과 달리 차별화 가능한 

모양과 질감으로 발전한다. CML의 이러한 특징은 

다른 유형의 백혈병세포와 CML을 구별 가능하게 한

다.

2.1.4 만성림프구성 백혈병(CLL)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초기 단계의 림프구를 공

격하는 ALL과는 달리 림프구를 바로 공격한다. CLL

세포는 소량의 세포질을 갖는 ALL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세포영역의 80-90%가 핵이 차지한다. ALL

과 CLL의 차이점은 핵 영역 내부에 핵의 존재 유뮤

이다. CLL은 기본적으로 발달이 완료된 성숙한 세포

이기 때문에, CLL 세포내에 뉴클레오티드가 전혀 검

출되지 않는다. 뉴클레오룰로스의 존재는 CLL 세포

에 대해 커브렛 변환을 수행하면 검출 가능하다. 이 

기능은 ALL과 CLL을 구별하는 주요기능이다. Fig.

1은 백혈병의 4 가지 분류유형이다.

Fig. 2는 AML과 ALL의 세포이고, Table 1은 AML

과 ALL의 세포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2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CML)은 다른 유

형들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평

균 연령이 64세 이상인 미국 시민들 중 잘 나타나는 

매우 드문 유형의 백혈병이다. 두 번째로 높은 생존

율은 급성림프성 백혈병으로 CML과는 약간 다른 새

로운 사례 수를 보였지만 사망자 수는 크게 다르다.

생존율이 71%인 만성림프성 백혈병, 생존율 45%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그 뒤를 잇는다.

3. 제안한 분류 방법론

3.1 프레임워크와 제약

말초혈액도말이미지에 존재하는 백혈구 수에 따

라 정상 및 비정상 백혈구 이미지를 대략 분류할 수 

Table 1. Cytology properties comparison of AML and ALL

Parameter AML ALL

Blast size Large and uniform Small to medium; variable

Chromatin Finely dispersed Rather coarse

Nucleoli 1 to 4, often prominent Absent or 1 or 2; indistinct

Cytoplasm Moderately abundant Scant to moderate

Granules Granules often present Granules lacking in nearly all cases

Auer rods 60–70% of cases Absent

Myelodysplasia Often present Absent

Fig. 1. Leukemia Class Classification.

(a) (b)

Fig. 2. (a) Acute Myeloid Leukemia (AML), (b) Acute 

Lymphocytic Leukemia (ALL). 



있기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는 주로 이미지 전처리에 관한 사전분류이며, 둘째는 

추출과 신경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신경망 분류절차로 

구성된 순차적 분류절차이다. 네트워크분류기와 전

체 프레임워크는 Fig. 3에 설명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는 전체 평면 혈액도말 이미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훈련된 네트워크를 얻기 

위해 이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된 90개의 훈련이미지

와 함께 총 100개의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10개의 테

스트 이미지가 교차검증 이미지로 보존되었다. 단일

세포 이미지 대신, 완전한 평면세포 이미지가 사용되

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자동 백혈병 결정지원 시스

템상에서 빌딩 모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안된 신

경망 분류기를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각 분

류기의 계산비용을 절감하면서 SVM 알고리즘에 비

해 우수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새로운 백혈병 분류방법이며 가장 우수

한 결과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조건도 제시해준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이미지를 이미지처

리 변경 없이 배율과 크기를 일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제약조건도 있다. 이는 왜냐하면 이미지를 하나의 이

미지 안에 여러 개의 핵이 있는 전체 이미지로 관찰

하기 위함이다. 원하는 분류결과에 적절한 컬러 클러

스터링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이미지에 

표준 컬러링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3.2 이미지 전처리, 클러스터링 및 분할

3.2.1 RGB에서 CIE L*a*b 색 공간변환

이미지 전처리는 샘플 이미지를 읽는 데서 시작하

여  RGB에서 CIE L*a*b로 색상공간을 변환한다. 이 

계층은 광도계층 L, 색도계층 a* 및 계층 b*로 구성

되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색 치수를 줄여 색상기반 

클러스터링 프로세스를 단순화한다. Fig. 4는 각 계

층의 색 공간 변환 및 시각화 결과를 보여준다.

3.2.2 k-평균군집화

결과 이미지는 색상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3

Table 2. Statistical data from American Cancer Society after observing all Leukemia cases (including both children 

and adult) in United States for 2014

Leukemia Type Newly Diagnosed Cases Number of Deaths Survivability
Average Age
Diagnosed

ALL 6,020 1,440 76% < 5 years old

AML 18,860 10,460 45% 66 years old

CLL 15,720 4,600 71% 72 years old

CML 5,980 810 86% 64 years old

Fig. 3. The main framework of the proposed method-

ology.

(a) (b) (c) (d)

Fig. 4. (a) Result of color space transformation RGB to 

CIE L*a*b, (b-d) display the luminosity layer L, 

chromaticity *a layer, and *b layer respectively.

(a) (b) (c)

Fig. 5. Results of k-Means Clustering: (a) WBC’s Nucleus 
Cluster, (b) WBC’s Cytoplasm and Red Blood 

Cells cluster, and (c) Background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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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클래스로 분리하여 Fig. 5에서와 같이 k-평균

군집화에 사용된다[4].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백혈

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된 혈액도말 이미지 자

체의 특성 때문이다. 백혈구 세포는 다른 혈액 성분

에 비해 색상특성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k-평균 

알고리즘은 백혈구 세포를 제1, 제2 및 제3 클러스터

로서 핵, 세포질 및 배경 등으로 분류한다.

3.2.3 OTSU 임계값, 형태적 필터, 영역개구부 및 마

스크작성

핵 세분화 프로세스의 경우, 먼저 관심영역으로 

핵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OTSU 자동 임계값에서 시

작하여 일련의 마스크 작성기술을 적용하여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이진(binary)이미지를 만들고 결과 이

미지가 관심영역에서 영역 열기 및 닫기와 같은 형태

적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세그먼트 영

역을 제거할 수 있다. Fig. 6 에서와 같이 이 실험에서

는 1 픽셀 직경의 디스크 커널 모양의 영역 개구부 

형태 필터와 5 픽셀 직경의 디스크 커널 모양의 영역

형태 필터를 사용한다. 직경 수 는 제공된 이미지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실험에 기반한다. 여기서 핵 분

할방법의 실제 과제는 형태학적 필터 커널의 직경 

값을 결정하는데 있다. 이는 실험에서 사용하는 이미

지에 실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전 단계의 결과는 

두 가지로 핵 분할 이미지 및 추가단계에서 사용될 

핵 분할 마스크이다.

3.3 그룹화된 세포분리 절차

실험을 통해 관찰된 바와 같이, 각각의 말초혈액

도말 이미지 프레임에서 그룹화 된 백혈구가 이미지

프레임 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제

는 이로 인해 다음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특히 각 셀의 모양 피쳐 계산이 이런 

이유로, 각각의 개별 백혈구에 대해 형상특징계산이 

실행되도록 그룹화 된 세포분리기술이 수행될 필요

가 있다.

유역알고리즘은 원형 혈액세포를 분할 하는데 매

우 적합하다. 유역알고리즘은 모든 픽셀에서 0이 아

닌 가장 가까운 픽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리변

환에 따라 각 백혈구를 서로 다른 “캐치먼트 분지

(catchment basins )"로 분할한다. 이 알고리즘은 거

의 원형 셀에서는 분할성능이 매우 우수하지만 여전

히 불규칙하거나 임의의 모양 개체를 분할하는 데는 

다소 결함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모든 샘플 이미지

에 단일유역변환만 사용하여 핵 분할 이미지와 치수

가 동일한 "단일 핵 마스크 이미지" 를 생성하였다.

3.4 기능선택 및 추출

3.4.1 정상 및 비정상 세포 이미지의 특징선택 및 추

출[7,8]

첫 번째 분류과정에서는 Fig. 7 에서와 같이 에너

지, 엔트로피, 대비, 상관관계 및 백혈구의 Hausdorff

치수 값과 같은 정상세포와 비정상 세포를 구별하기 

(a) (b) (c)

Fig. 6. (a) Nucleus Segmented Mask before border 

cleaning, (b) Nucleus segmented image after 

border cleaning, (c) Nucleus segmented image 

as a result of mask convolution with original 

image.
Fig. 7. Feature selection procedure for the first feature 

vector.



만하면 된다. 이는 매우 우수한 차별화 능력을 인식

하고 보여주는 간단한 기능인 텍스트로 분류된다

[9,10].

정규화된 대칭 GLCM의 요소 에 대해 를 

설정하고 이미지의 그레이 레벨수에 대해 N을 설정

한다. 각 기능의 정의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한다.

1) 에너지(Energy)는 계산된 픽셀의 각 GLCM 값

을 기반으로 이미지의 동질성측정

  
  

  


 (1)

2) 엔트로피(Entropy)는 입력 이미지의 질감을 특

성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작위성에 대한 통계적 

측정값이다.

  
  

  

 ln (2)

3) 대비(Contrast)는 국소(Regional) 공유행렬의 

다른 순간을 나타낸다. 이는 이미지 식(3)에 나타난 

대조도 또는 다수의 국소적 변동을 측정한다.

  
  

  

  (3)

4) 상관관계(Corelation)는 이미지 식(4)에 나타난 

선형의존성의 국소적 패턴을 측정한다.

  
  

  




(4)

여기서 μ는 GLCM 평균 (GLCM에 기여한 관계에

서 모든 픽셀의 강도 추정값임)이며 는 GLCM에 

기여한 관계에서 모든 참조 픽셀의 분산값이다. μ및 

는 식(5) 및 식(6)에 따라 계산된다.

 
  

  

 (5)

σ  
  

  

μ (6)

5) Hausdorff 치수(dimension)는 다양한 양적 측

정을 위한 의학 및 과학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랙

탈 차원의 하나이다[6]. 이 실험에서 Hausdorff 차수

는 핵 주변의 거칠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정상 

및 비정상 세포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필수기능으

로 간주된다. 박스카운팅(Box Counting) 방법에 기

초한 Hausdorff 치수 절차는 먼저 핵 분할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부터 이진(binary) 이미지를 

획득하고 에지(edge)검출기술을 적용하여 핵 경계를 

추적함으로써 계산된다. 다음 단계는 경계모서리를 

사각형격자로 겹쳐서 식(7)을 사용하여 Hausdorff

치수를 계산한다.

log
log

(7)

여기서 (N)은 중첩된 그리드의 제곱수이고  (N(s))

는 점유된 제곱 또는 상자수이다. HD 값이 높을수록 

핵 주변에서 거칠기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실험에서 모든 샘플 이미지는 많은 핵으로 구

성되어 있기때문에 HD 값은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

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Hausdorff 치

수는 첫 번째 분류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3.4.2 골수성 및 림프구성 백혈병 세포 이미지에 대한 

특징선택 및 추출

급성림프구성과 골수성 백혈병 유형을 분류할 두 

번째 분류기의 경우, 분류과정에는 각 세포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과 같은 더 복잡한 특징이 필요

하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ALL과 AML의 차이

를 잘 구분할 수 있다.

(1) 세포영역: 각 백혈병 세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백혈

구 영역이다. 분절된 세포 면적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백혈구가 차지하는 픽셀 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카운트된 셀 면적은 하나의 프레

임 내에서 검출된 모든 셀의 총계가 식(8)을 따른다.

 




     ∈  
 

(8)

(2) 핵 영역: 백혈구는 주로 핵으로 구성되며 세포

질로 둘러싸여 있다. 백혈병 유형은 이 기능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각 백혈구에서 핵 영역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핵 영역 계산법은 다양하다. 예

를 들면 핵 관심영역(RoI) 내부의 점유 픽셀을 계산

하는 것이다

  




     ∈  
 

(9)

(3) 세포질영역: 백혈구를 인정하는 또 다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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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은 세포질영역이다. 이는 세포질과 핵 영역 

사이의 비율계산에 사용된다. 세포질영역을 성공적

으로 계산함으로써 AML과 ALL의 차이를 알 수 있

다. 세포영역과 핵 영역은 이미 잘 알려져 왔기 때문

에 세포영역은 세포영역에서 핵 영역을 빼는 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10)

(4) 핵 대세포질 면적비율(N:C 비율) : 이 특징은 

핵과 세포질 사이의 면적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모

든 세포에서 핵과 세포질 사이의 영역을 비교한다.

이정보는 AML이 AML보다 더 큰 세포질 면적을 가

지므로 ALL이 AML보다 더 큰 NC비를 갖기 때문에 

유형 분류에 사용된다. N:C 비율의 증가는 일반적으

로 암세포 활동의 증가를 의미한다.

     
 

(11)

(5) 핵 대 세포면적비율 (N: 셀 비율) : 이 기능은 

핵과 전체 세포면적 사이의 면적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정보는 AML 및 ALL 미분 알고리즘의 주요 특

징 중 하나로 매우 중요 하다. 왜냐하면 ALL이 AML

보다 핵 대 세포 면적비율이 더 크다고 기존 문헌에

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12)

3.5 순차신경망 분류기

3.5.1 신경망분류기 연결

신경망방법은 충분한 훈련 후 분류성능에서 우수

한 정확도로 잘 알려저 있기때문에, 본 논문에서 좋

은 분류결과를 얻었으며, 또 시험절차에서 처리시간

을 단축하기 위해 두 신경망의 연결을 실험하였다.

순차 신경망 분류기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신경망 분류기가 하나의 순차 시스템에 연결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연결과정은 두 번째 분

류기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AML과 ALL 백혈

병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두 번째 분류기가  모든  

비정상 세포를 처리한다. 이 실험에 사용된 신경망 

구조는 서로 간에 최적의 처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어졌다.

3.5.2 제1신경망 분류기

제1신경망 분류기의 목적은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를 분류하는 것이다[11-13]. 이 분류기의 입력은 

가장 중요한 주성분의 처음 두 열이므로 분류기의 

각 입력노드(node)를 차지한다. 각 각의 숨겨진 노드

는 입력-숨김 가중치 및 숨겨진 노드바이어스

(Bi)와 함께 입력로드 로 부터 일정한 로드가 

부여되었다.

 
  




  



 (13)

결과계산은 전달함수에 의해 처리되고 출

력 계층에 에 다른 가중치를 생성하고 출력노드

(Bo)의 바이어스와 합산하여 식 (14)에 따라 출력노

드값(no)을 생성한다.

 
  



 (14)

 
  




  



 (15)

따라서 최종출력은 입력계층에서 숨겨진 계층으

로의 선택된 전달함수는 접선 시그모이드(sigmoid)

이며, 식(16)과 Fig. 8(a)에 표시된 접선 sigmoid 함수

형태와 같다.

(16)

은닉계층에서 출력 계층으로의 전송함수는 방정

식(17)을 따르는 일반적인 순수라인함수 또는 선형

전달함수로서 Fig. 8(b)와 같은 형태이다.

  (17)

전체 신경망 분류기 아키텍처는 Fig. 9에서 같이 

볼 수 있다.

3.5.3 제 2신경망 분류기

제 2 신경망분류기에서, 정상 및 비정상 세포이미

(a) (b)

Fig. 8. (a) Tangential sigmoid transfer function and (b) 

linear 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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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분류하는 대신, 급성림프구성 백혈병(ALL)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분류기는 Fig. 10과 같이 이전 분류기와 동일한 네트

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두 가지 신경망 모두 LM (Levenberg-Mar-

quard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하며, 지상진리

(ground truth) 데이터베이스 정보에서 수집된 사전 

결정된 목표에 도달한다. LM 알고리즘은 비선형 실

수값 함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는 다변량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반복기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신경망 

훈련체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널리 채택

된 비선형 최소제곱 문제에 대한 표준기술이 되었다.

LM 알고리즘은 실제로 두 가지 최소화 방법의 조

합으로, 기울기 하강(gradient descent) 방법과 Gauss-

Newton 방법이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한다. 기

울기 하강 방법은 목적함수의 기울기와 반대방향으

로 매개변수 값을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최소화 방

법이다. 간단한 목적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한 수렴 

알고리즘으로 인식된다. 이 방법은 식(18)에 제시된 

파라미터에 대한 카이제곱 목적함수의 기울기로 모

델링 된다.




  

  






 


 (18)

여기서 는 매개변수 p의 변화에 대한 함수 

의 국소 감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파른 하강방향으

로 파라미터를 이동시키는 미분 (h)은 식(19)과 같다.

 ∝ (19)

여기에서 ∝는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계단의 길이

를 나타낸다.

LM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Gauss-

Newton 방법이며 제곱 목적함수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가우스-뉴턴방법 공식도출은 식

(20)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공식을 만든다.

    (20)

이상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LM 알고리즘은 식

(21)에 따라 기울기 하강업데이트와 가우스-뉴턴 업

데이트 사이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변경한다.

     (21)

Fig. 9.  First Neural Network Classifier Architecture which consists of 2 input nodes, 3 hidden nodes, and 1 output 

node to classify normal and abnormal cell images.

Fig. 10. Second Neural Network Classifier Architecture which consists of 2 input nodes, 3 hidden nodes, and 1 

output node to classify ALL and AML ce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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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 는 알고리즘이 따라야 할 업데이트를 나

타내는 LM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변수이다. λ 값이 

작으면 LM 알고리즘은 Gauss-Newton 업데이트를 

따르고, 반면에 λ 값이 크면 LM 알고리즘은 기울기 

하강업데이트를 따른다. 알고리즘이 해당 솔루션에 

접근한 경우 일반적으로 로컬 최소값으로 빠르게 수

렴하면 λ 값이 크게 초기화되고 점차 작아지는 가우

스-뉴턴 방법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LM 알고리즘

의 최종 업데이트 방정식은 식(22)로 표현된다.

     (22)

식(22)는 이 신경망 학습알고리즘에서 기본표현

으로 간주된다

4. 실험결과

4.1 이미지 전처리, 클러스터링 및 분할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혈액 영상에서 Fig. 11(a)는 훈

련 절차에 사용되는 90개 이미지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섹션 3.2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지 전처리, 클러

스터링 및 분할 프로세스를 거친 후, 이진 이미지 마

스크 및 핵 분할 이미지는 각각 Fig. 11(b) 및 11(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성된다.

4.2 특징추출결과

이 시각화를 통해 추출된 기능을 가장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PCA 결과는 추출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나타낸다. 이전실험을 통해 대조 및 Haus-

dorff의 치수특성이 정상 및 비정상 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Fig. 12(a)는 PCA 변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빨간색 원 표시는 비정상 세포를 

나타내고 파란색 x:표시는 정상 세포를 나타낸다. 그 

사이에는 녹색선이 있으며 비정상 세포 이미지와 정

상 세포 이미지 사이의 차이 경계선을 추정한다. Fig.

12(b)는 비정상 세포 이미지에 대한 두 번째 주요 성

분분석을 보여준다. 빨간색 원 표시는 모든 셀 이미

지를 나타내고 파란색 "x" 표시는 AML 셀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그림은 모든 마크가 그래프의 왼쪽을 

차지하고 AML 마크가 여전히 그래프의 오른쪽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된 피처가 높은 의미를 가지

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적은 수의 파란색 표시

는 AML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부족으로 인해 발

생하므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4.3 신경망 분류 결과

(a) (b) (c)

Fig. 11. (a) Original blood smear image, (b) binary mask 

of segmented region of interest, (c) nucleus 

segmen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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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First PCA result, (b) second PC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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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신경망 검증단계 분류결과는 Fig. 13(a)에 나

와 있으며, 검증단계 분류결과는 Fig. 13(b)에 나타나 

있다. 검증절차는 훈련된 네트워크에 동일한 입력훈

련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여 수행된다. 검증

성능은 Madukhar 등을 능가하는 97.7%의 정확도를 

보인다. Madhukar 방법[4]의 정확도 93.5% 나타낸

다. Table 3은 신경망 분류기를 사용한 결과의 데이

터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100개의 완전한 혈액

도말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90개의 이미지는 훈련 이

미지에 사용되는 반면 10개의 이미지는 유효성검사 

이미지로 보존하였다. 이 실험에서, 정상 및 비정상 

세포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해 GLCM 및 프랙탈 특징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었으며, AML

및 ALL 백혈병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이

미지에서만 5개의 기하학적 특징이 추출되었다. 순

차신경망 분류성능은 97.7%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93.5%의 정확도를 보이는 기존 참고문헌들을 능가

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자동 백혈병 진단 결정지

원시스템을 위한 구성모듈 중 하나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ML과 ALL 백혈병 유형 사이의 적절

한 분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 추가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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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eural network classifier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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