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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간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간에서 생긴 종양이 악성종양으로 진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

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에서 생긴 종양이 악성종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기 발견하고 막고자 Object Detect 모델인 YOLO v5의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악성 종양으로

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간의 lesion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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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간암이란 간에서 종양이 생겨 악성종양으로 발전한 경우와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악성종양이 간으로 퍼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1]. 

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을 보았을 때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치명적인 암중 하나이다. 또한, 간이식을 하여야 거의 재발이 없이 

완치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이 역시도 liver lesion 중 지름이 3cm 

가 넘는 것이 없고, 간의 주요 혈관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만이다[2].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영상으로 촬영된 간의 이미지를 보고 객체 

탐지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YOLOv5[5]의 여러 모델을 

활용하여 간에서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간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 하여 

간암의 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Preliminaries

2.1 Related works

Chen et al.[6]은 histopathology images를 이용하여 tissue가 

80% 이상 포함된 tile을 뽑아내어 training, validation, test 셋으로 

나누고 Inception v3를 통해 분류하였다. 총 세 가지 결과로 분류 

하였으며 첫째, Normal or Tumor, 둘째 G1 or G2 or G3/G4, 

셋째 Wild type or Mutation으로 구분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Liver Lesion Dataset

간암 데이터는 Clark[7]의 논문에서 공개한 public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총 데이터셋은 175장이었지만 data augmentation 기법의 하나

인 좌우 반전을 통하여 데이터셋을 350장으로 늘렸다.

데이터셋 자체가 많지 않아 training 데이터셋으로 250장 

validation 데이터셋으로 50장 test 데이터셋으로 50으로 분류하였다.

3.2 Liver Lesion Detection

초음파 의료 영상처리의 경우 lesion의 탐지를 위해서는 semantic 

segmentation보다는 object detection[8]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이유는 semantic segmentation의 경우 speckle noise가 많은 

초음파 이미지의 특성상 좋은 성능을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우리는 간암의 종양 부분을 탐지하기 위하여 Object Detec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고 활용하기에도 쉬운 

YOLO v5의 모델 n, s, m, l, x 다섯 가지를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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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

model mAP 0.5 mAP 0.5:0.95

n 0.687251 0.375485

s 0.765812 0.402485

m 0.761531 0.405215

l 0.771587 0.410542

x 0.791258 0.448234

Table 1. Result of each models of YOLO v5

우리는 평가 지표로 mean Average Precision mAP) 수치를 선택하

였으며 이는 Object Detection에서 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그 결과 우리의 데이터셋에서는 YOLOv5x 모델이 가장 높은 mAP 

0.5와 mAP 0.5:0.95의 결과를 얻었다.

IV. Conclusions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간경변증 즉 간경화 환자 중 2~5% 정도가 

간암으로 진행된다. 간암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을 보았을 때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치명적인 암중 하나이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 간 종양을 탐지하는 기법을 소개하였

다. 이는 mAP 0.79의 성능을 보였으며 MRI나 CT와 같은 복잡한 

장비 없이도 간단하게 정기 건강검진마다 간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종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 종양을 조기 발견한다면 

암으로 갈 확률도 줄어들 것이고 설령 암이라 할지라도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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