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은 골수 내 미성숙 림프구 과다증
식으로 인해 골수 기능이 억제되면서 발생하는 혈
액암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이다. 

* speaker

성인 급성 백혈병의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는 항암화학요법으로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
이는 반면, 성인은 20%~50%로 저조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1]. 급성 백혈병은 환자의 상태가 급
속하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빠른 진단과 
조치를 필요하다[2]. 
기존에는 순차신경망(Sequential Neural Network, 
SNN) 분류기를 이용하여 급성백혈병 유형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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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골수 내 미성숙 림프구 과다증식으로 인해 골수 기능이 억제되어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이다. 성인 급성 백혈병의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는 항암화학요법으로 80% 이
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반면, 성인은 20%~50%로 저조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급성 림프모구
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초동 단계이다. 본 논
문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CNN 알고리즘모델들을 비교분석한다. 네 가지 모델을 사용하
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모델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주어진 의료영상 
데이터에 대해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네 가지의 CNN 모
델들 중에서 InceptionV3모델이 98.9%의 정확도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is an acute leukemia caused by suppression of bone marrow function due to 
overgrowth of immature lymphocytes in the bone marrow. It accounts for 30% of acute leukemia in adults, and 
children show a cure rate of over 80% with chemotherapy, while adults show a low survival rate of 20% to 50%. 
However, research on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based on medical image data for the diagnosis of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is in the initial stag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CNN algorithm models for quick 
and accurate diagnosis. Using four models, an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comparative analysis of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diagnostic models was established, and the algorithm with the best accuracy was selected for the given 
medical image data.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among the four CNN models, the InceptionV3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an accuracy of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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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 이 연구는 효율적
인 분류를 위해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한 특징추출분석과 관심 영역 추출을 
위한 이미지 전처리, 클러스터링, 분할방법을 이용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97.75%의 정확도로 이미지
를 분류한다.
하지만 이미지 특징 및 관심 영역 추출을 위해 사
용하는 PCA, 클러스터링, 분할 기법 등은 모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셋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는 머신러닝 기술을 사
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연구에는 100개의 이미지 
샘플만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도가 열화된다.
본 논문은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15,114장
의 림프구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며, 다양한 머
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미치 처리에 뛰어난 
능률을 보이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을 구축한다. 또
한, CNN 기반의 다양한 모델들 중 가장 나은 성
능의 모델을 찾기 위해 ResNet50, VGG16, 
Inception V3, DenseNet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데이터
셋과 실험 환경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시각화하
여 비교 및 분석한 후 III절에서 결론과 함께 마무
리한다. 

Ⅱ. CNN을 이용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분류

2.1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셋은 표 1과 같이 
kaggle에서 수집한 림프구 현미경 관찰 이미지 데
이터를 포함한 총 15,114장의 세포 이미지 데이터 
셋이다. 이 데이터셋은 훈련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의 약 70%  (10,661장)이고, 검증 데이터는 약 
13% (1,867장)이며, 테스트 데이터는 약 17%(2,586
장)으로 구성된다..

표1. 데이터셋 분포 정리 표

Training Data
Vail
dati
on 

Data

Testi
ng 

Data
Fold 1 Fold 2 Fold 3

ALL HEM ALL HEM ALL HEM

2397 1130 2418 1163 2457 1096 1867 2586

학습을 진행할 때 세 개의 모델을 구축하고 그 평
균치 값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는 
세 개의 Fold로 나누어 각각 학습을 진행했다하도
록 한다. 
이미지는 정상 이미지와 비정상 이미지로 나뉘며, 
ALL은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약어로 백
혈병 세포를 뜻하고, HEM은 Hematopoietic의 약어

로 조혈하는 정상 세포를 의미한다. 그림 1은 훈련
에 사용할 데이터셋의 일부를 출력한 화면이다. 이
때, [0. 1.] 은 ALL, [1. 0.]은 HEM 이다. 

그림 1. 훈련 데이터셋 샘플 확인

2.2 사용 모델

본 논문에서는 미리 훈련된 모델에 분류하고자 하
는 이미지를 학습시켜 이용하는 전이학습 기법을 
사용한다[4]. 전이학습은 구축 당시와 전혀 다른 이
미지로 학습시켜도 성능이 우수하고, 출력 계층만 
재학습 시키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사용하는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그
러므로 이미지의 특징을 계층적으로 추출할 수 있
는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CNN 기반의 분류 모델
인 ResNet50, VGG16, DenseNet, InceptionV3를 적
용했다.

2.3 실험 환경

실험은 동일한 PC 환경에서 Anaconda의 Jupyter 
Notebook을 컴파일러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PC 스
펙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2. 실험 PC 스펙

데이터셋 사이즈는 HEIGHT=300, WIDTH=300로 
설정하였고, DEPTH에 해당하는 CHANNELS는 3
으로 지정하였다.
Batch size는 32, Epoch는 35로 설정하였고, 1 fold
당 이미지는 약 3500개 정도 되므로 이에 따라 
iteration은 110이 된다. 이때, 학습 도중 10회 이상 

CPU Intel Core i9-10850K

RAM 32GB

OS Windows 10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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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epoch 횟수가 전부 
차지 않더라도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종료
를 해야 한다. 따라서 Early Stopping Patience는 10
으로 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4 실험 결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모
델은 정확도 98.9%의 InceptionV3이고,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모델은 78.8%의 ResNet50 이었다. 
특히 ResNet50은 Fold 1 일 때, Epoch 26에서 조기
종료 했고, Fold 2에서는 32, Fold 3에서는 19에서 
조기 종료할 만큼 입력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이 
발생했다. 

그림 2. 모델별 정확도 및 f1 Score 비교 

그림 3은 Fold 1에서 각 모델들의 loss 변화를 기록
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ResNet50이 명확하게 loss
가 크고, InceptionV3가 가장 낮은 loss를 보였다.

그림3. fold 1에서의 loss 변화 비교

VGG16과 DenseNet은 비슷한 accuracy와 f1 Score, 
loss 성능이 유사했지만 세 개의 항목 모두 
DenseNet이 근소하게 우수했다. 
accuracy, f1 score, loss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능
이 우수한 순으로 나열하면 InceptionV3, DenseNet, 
VGG16, ResNet50 순으로 성능이 우수했다.
표3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각 모델의 평균 수치
를 정리한 표이다. 

표3. 네 가지 모델 성능 수치 비교

InceptionV3와 DenseNet, VGG16은 모두 정확도 
0.95이상이지만 ResNet50은 0.788로 그 수치가 현
저히 낮다. 또한 네 가지 모델 중 유일하게 조기 
종료를 하는 등 과적합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
의 원인으로는 데이터가 모델에 맞지 않거나 임의
로 설정한 Learning Rate가 모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보다 효율적
이고 빠르게 진단하고자 CNN 기반의 모델 네 가
지로 분류기를 만들고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적으로 InceptionV3가 98.9%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ResNet50이 78.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InceptionV3는 97.75%의 정확도를 보였던 
종래 연구보다도 높은 정확도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Learning Rate를 임의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ResNet50이 아닌 다른 모델들은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Epoch를 지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Learning Rate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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