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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욕창 감지를 위한 욕창 객체 탐지를 연구한다. 객체 탐지 딥러닝 기법으로 

RCNN, Fast R-CNN, Faster R-CNN, YOLO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며, 각 모델의 특징 또한 다르다. 

욕창은 단계별로 피부, 조직에 손상의 정도가 다르다. 낮은 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피부색과 유사하게 나타나

며, 높은 단계의 경우 근육, 뼈, 지지 조직 등의 괴사로 인해 삼출물 또는 괴사조직이 나타난다. 논문에서는 

One-Stage Detection 기법인 YOLO를 기반으로 욕창 이미지 내부에서 욕창 탐지를 진행한다. 현재 보유하

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 데이터 증강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증강하여 학습에 활용하였다.

키워드: 욕창(Pressure Ulcer), 딥러닝(deep learning), ROI(Region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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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욕창(Pressure Ulcer)은 압박 또는 특정 부위에 대한 전단력, 마찰력

과 함께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피부와 피하조직이 국소적인 손상으

로 인해 발생하는 궤양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체중에 의해 많은 압력을 

받는 뼈 돌출부에 발생하며, 의료기기 또는 다른 물체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조직의 종류 및 국소적인 환경, 조직의 혈류, 

나이, 전신상태, 동반 질환, 조직의 상태에 따라 조직의 내구성이 

다르다. 이로 인해 피부 또는 특정 부위에 나타나며, 그 형태는 정상적으

로 보이거나, 열린 상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1].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동이 제한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 지지 

면과 환자의 신체 부위가 지속적인 압력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2]. 

객체 탐지 딥러닝 기법은 1- Stage Detector의 경우 YOLO, SSD, 

RetinaNet 등이 있으며, 2-Stage Detector의 경우 R-CNN, Fast 

R-CNN, Faster R-CNN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욕창 이미지상에서 욕창의 탐지를 위한 사전연구로 

피부 유사한 색을 가지고 있는 욕창을 탐지할 수 있는가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탐지 기법 중 1-Stage Detector에 속하는 

YOLO 알고리즘을 통해 욕창의 ROI 탐지를 진행한다. 

II. Related works

2.1 욕창

욕창의 분류는 크게 초기 4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외 2단계를 

추가하여 단계를 분류한다. 1단계는 피부가 원래 색을 회복되지 않은 

발적 또는 30분 이상 회복되지 않은 발적의 상태로 욕창 발생의 

위험이고, 2단계는 피부 조직의 부분 손상으로 상처가 있는 표피가 

소실된 얕은 개방성 궤양을 말한다. 3단계는 피부와 피하조직까지 

침범된 경우이며, 3단계는 뼈, 힘줄, 근육까지 노출되는 경우를 뜻한다. 

단계측정 불가의 경우 피부 전 층 및 피하조직 소실 후 괴사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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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여 조직의 손상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부 전 층 손상을 의미하며, 

피부 손상은 없으나 부분적 피부 변색을 나타내는 심부 조직 손상 

의심으로 나뉜다[3].

2.2 객체 탐지 딥러닝

객체 탐지 딥러닝 기법은 일반적으로 1-Stage Detector와 2-Stage 

Detector로 나뉘며, 두 탐지 기법은 하나의 단계에서 단일 네트워크만

으로 영역 감지와 객체 분류를 진행하는가와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역제안 후 감지기를 통한 분류 및 위치 지정을 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4][5]. 

III. The Proposed Scheme

욕창 이미지의 경우 단계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며, 1단계의 

경우 압력에 의한 색 변화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계별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후 객체 탐지 

딥러닝을 통해 욕창의 ROI를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욕창 이미지 수집의 경우 사전연구로 인해 샘플데이터만 존재하여 

데이터 증강을 통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이미지의 크기는 

의 크기로 구성하였으며, 수평 플립, 그레이스케일, 폭 

이동, 높이 이동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총 100장의 데이터셋을 구성하

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의 경우 YOLOv3 이며,  Backbone 

Network로 Darknet을 사용하였다. 학습 시 초기 50의 epoch에서는 

세포탐지를 진행한 모델의 가중치를 통해 전이학습을 진행한 후 

100의 epoch에서는 전이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결과 ROI에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역이 뜨지 않거나 넓은 

범위의 ROI 박스가 나타났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욕창 이미지에서 욕창의 단계별 탐지를 하기 위한 사전연

구이며, 단계별 탐지 이전 이미지상에서 욕창의 탐지를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객체 탐지 모델보다 간단한 구성이 가능하고 상대적

으로 빠른 성능을 지닌 YOLO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데이터의 수가 

작아 증강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부풀린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ROI에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ROI 영역보다 넓은 박스가 

나타났다. 이는 적은 데이터 수로 인해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모델의 최적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모델의 최적화 또는2-Stage Detector를 활용한 모델 강화로 

ROI 탐지 성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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