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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나 바쁜 생활 속에 아침
을 거르게 되고,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화기관 장애로 이어지게 된다. 그에 가장 쉽게 발생하는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과 삼킴 장애라고 불리는 연하 곤란이 있으며, 그 중 연하 곤란은 다양한 합병증의 형태로 발전
하거나 위암, 후두암등의 전조증상으로 확인되기도 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진
단 결과는 현재도 의사가 수동적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가 제각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 결과는 중증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치료법이나 합병증을 파악할 때의 잘못된 진단으로 과한 치료나 부족
한 대처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하 곤란의 심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하 곤란
진단 과정에서 식도로 이어지는 구간에 후두개곡과 이상와 부에 남는 잔여 음식물을 확인하기 위한
X-ray 이미지 처리에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ABSTRACT
Modern people have abundant food and various forms of life compared to the past, but they have come to form an
unhealthy diet, such as skipping breakfast and not eating in time in a busy life. When these eating habits are
maintained for a long time, it leads to digestive trouble. The most easily occurring symptoms are called reflux
esophagitis and dysphagia. Among them, dysphagia requires quick and accurate diagnosis as they develop into various
forms of complications or are also identified as presymptoms of gastric and laryngeal cancers. The result of the
diagnosis is still passively judged by the doctor and each of resul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octor. The result
of the diagnosis here means the severity. When they identify treatment or complications following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the wrong diagnosis may lead to excessive or insufficient treatment. In this paper, to figure out the severity
of dysphagia in the diagnosis of dysphagia, we studied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using the K-means algorithm in
the processing of X-ray images for identifying residual food in epiglottic vallecula and pyriform sinus in the section
leading to esoph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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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VFSS 즉,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는 상당히 오랫
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연하곤란의 검사법이다.

2009년 9월 Brain & NeuroRehabilitation의 내용 일
부를 보면 현재 표준 검사(gold standard)로 인정받
는 사용방법이기도 하다. Logemann이 1980년대 초
반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는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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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protocol)을 제시하였고, 이후 약간씩의 변형은
있지만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삼킴 과정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와 그들의 움직
임, 조화 등을 관찰 할 수 있으며 기도 흡인의 원
인을 확인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동시에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 분석 및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훈련이 필요하
며 검사자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현재 단점
으로 지적된다.[1]
이러한 연하곤란에 대해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서한길 교수는 ‘인·후두의 기능이 저하되면 삼킴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호흡곤란 및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상을 제때 진행 정
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
을 유발시키거나 다른 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연하곤
란 검사 방법의 불편함인 평가 지표를 평준화 시
키며, 빠르게 그 심각 정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2.2 Mask R-CNN
2017년 초 Facebook AI팀이 분할된 이미지를
Masking하는 방식인 Mask R-CNN을 공개했다.
Faster R-CNN에 각 픽셀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Masking하는 네트워크 즉, CNN
을 추가한 것이다. 정확한 픽셀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CNN을 거치면서 RoIPool 영역에 생기는 오
차를 선형보간법을 통해 감소 시켜 연산한다. RoI
Pooling은 다음 Layer에 들어가기 위한 크기로 변
환시키기 위해 일정 크기로 강제 Max pooling 시
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거친 것을 RoIAlign
이라고 하며, 최종 결과물로 labeling한 부분과 비
슷한 데이터에 Masking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4]

Ⅱ. 관련연구
2.1 연하곤란 발생원인
사람이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은 생각보다 정교
하다. 음식을 섭취 했을 때, 후두 즉 기도로 음식
물이 향하게 되면 기도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
에 목의 좌우 측벽을 통과하게 되어있다. 그곳을
통과하기 전 후두개곡에서 1차적으로 거친 후 좌
우 측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곳을 이상와라고
부른다. 이상와를 통과한 음식물들은 한가운데로
합쳐진 후 식도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후두개곡과
이상와는 기도로 음식물이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서로 음식물을 고이게 하고 있다. 연하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후두개곡과 이상와
에 잔여 음식물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데, 과정에
필요한 삼킴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3]

그림 2. Mask R-CNN Layer
2.3 K-means 알고리즘
K-means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머신러닝으
로 분류된다. 클러스터에 데이터 포인트의 현재 할
당을 기반으로 하여 중심점을 번갈아가며 최고의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다.[5]

그림 3. K-means 클러스터링
그림 1. 연하운동에 관계하는 해부학적 구조물

위 이미지를 보면 클러스터 중심을 십자로 표시
해 놓았다. 그 기준점을 따라서 제일 근처에 있는
클러스터들이 색상으로 군집화 영역을 나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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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중심에 그 기준점
을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할당된 포인트의
평균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Ⅲ. 설

계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하 검사를 거친 X-ray
image에서 잔여 음식물이 남는 공간인 후두개곡과
이상와 부위를 검출하고, 음식물에 해당하는 넓이
를 찾아내는 것에 있다.
첫 번째로 Mask R-CNN을 통한 Image Detection
과정을 거친다. 이미지를 될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조금씩의 이미지 변형을 거쳐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욱 정
교한 값을 얻어낼 수 있다. 후에 필요 검출 부위
Labeling을 거쳐 딥러닝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추적에 활용될 Data Model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 Image Detection과정을 거친 이미지에
서 음식물에 해당할 값을 군집화 시킨다. X-ray 이
미지에서 음식물은 어두운 색상 값을 지니게 된다.
일정이상 급격히 어두워지는 값에서의 K-means
Clustering을 통한 값을 나타내게 되면 음식물의 영
역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진행되게 된다.

카드는 연산을 위해 2개를 활용해 SLi 구성하였다.
먼저 딥러닝 트레이닝에 활용된 Labeling과 같이
이미지에 영역을 직접 Boxing해 보았다. 실제
Mask R-CNN의 Labeling에는 Boxing이 아닌
Polygon영역으로 표기된다. 예제에 사용될 이미지
는 후두개곡과 이상와 두 곳에 모두 음식물이 있
을 경우와 후두개곡만 음식물이 있는 경우로 나뉘
어 다름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 검출할 영역 이미지
Labeling을 한 약 500장의 Image Data를 트레이
닝 하게 되어 나온 Data Model을 사용하여 위치를
찾게 되면 그림 6과 같이 일정 영역이 나오게 된
다.

그림 4. 프로그램 진행도
K-means를 거친 이미지는 이전 영역을 찾은 것
에서 넓이를 퍼센트로 연산하여 후두개곡과 이상
와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영역을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Ⅳ. 구

현

표 1. 개발 환경 구성
Environment
CPU
GPU
RAM
LANG
Deepleraning framework

Name
I7-8700
1080ti (SLi)
16g
Python
Tensorflow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래픽

그림 6. Mask R-CNN으로 검출된 영역 이미지
딥러닝을 거쳐 나온 이미지영역에서 음식물에
대한 영역 값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K-means
Clustering을 수행하였다. 실제 결과로는 음식물이
아닌 빈 영역에 색상을 칠하게 되며 음식물은 영
역 색상 값이 그대로 나오게 하였다. 그림 7의 앞
의 이미지를 살펴보게 되면 위쪽 후두개곡 영역에
약 37%정도의 음식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래 이상와 영역에 40.5% 정도의 음식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뒤의 이
미지에서 후두개곡에 70.3%의 잔여 음식물이 있고,
이상와에는 0%의 음식물이 확인된다. 비어있는 영
역에 일정 값 이상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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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판별 되고 있다. 두 다
른 예시를 통해 음식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군
집화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있다. 한 병원의
진찰 신뢰도와 가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더
좋은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안을 두고 본 논문에서는 이미
지 및 데이터 처리를 활용하여 연하곤란의 심각도
진단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다. 향
후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의학적 진단에 대한 기
준점 제시에 도움을 주고, 환자에게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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