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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발병률이 낮은 병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의료계에서 겪는 원초적인 문제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Pix2Pix 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의료 이미지 증강 기법을 설계

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 해결 및 성능을 향상시켰다. 합성 데이터의 추가 및 기하학적 데이터 증

강의 유무에 대한 4 가지 시나리오로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된 기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인다. 

 

1. 서론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산업, 의료등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나 의료분야에서는 발병률이 

낮은 병의 경우 발병 데이터가 부족하여 데이터불균

형 문제가 도드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신장과 신장암 

데이터셋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신장암 뿐만 아니라 

많은 암들은 장기와 종양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의료계에서는 장기와 종양의 형태를 고려한 수술 계

획 기술과 수술 결과와의 연관성, 그리고 관련 기술

들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미지 분할 기술

(Image Segmentation)은 이러한 노력과 발전을 위한 유

망한 도구로써 사용된다. 

딥러닝 기술 활용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해결 과제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의

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나 발병률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

가 어렵다. 딥러닝 학습에서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원본 데이터를 회전 확대 후 자르기 상하좌우 

반전 등 여러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증가

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추

가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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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생성적 적대 신경

망을 통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 신장과 신장암에 대한 분할을 진행

하여 신장암의 진단을 돕고 궁극적으로 기계학습 성

능 향상 및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이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1]을 통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 불

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규제와 공유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어

렵다. 하지만 인공지능 신경망을 활용하여 생성한 이

미지로 데이터를 늘린다면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 데

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기계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이다. 

 CT 데이터에서 신장과 신장암을 이미지 분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하여 신장, 

신장암에 대한 가짜 CT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에 대

한 이미지 분할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데이터 증

강을 통한 성능 비교를 위해 3 가지의 모델을 이용했

다. 모델은 직접 구현한 U-Net[2]의 복잡도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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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한 이미지 분할 기술 학습 실험 구성도. 

한 두 개의 모델과 선 학습이 된 FPN(Feature Pyramid 

Network)[3]모델을 사용한다. 이를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라이브러리 사용 유무와 합성 데이터 포

함 유무별로 총 4 가지의 시나리오로 성능 분석을 진

행하였다. 

 

3. 실험 환경 
3.1. 방법론 

합성곱 신경망(CNN) 아키텍처 모델은 생명의학분

야에서 이미지 분할을 목적으로 제시한 U-Net 구조를 

참고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당 모델은 인코더, 디

코더 기반 모델이다. 인코더 단계에서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얻고, 디코더 단계에서는 인코딩 된 정보를 

통해 분할 지도를 얻는다(그림 1).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라벨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Pix2Pix[4]를 사용하였다. Pix2Pix 를 통해 생성된 

합성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셋에만 추가한다. 즉 검증

과 추론 작업에서는 실제 원본 데이터만을 사용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optimizer 는 Adam, learning rate 는 

0.001, epoch 은 100 으로 고정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3.2. 데이터 셋 

데이터 셋은 “The KiTS19 Challenge Data” [5]라는 챌린

지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6400 장으로 총 100 명의 환

자로 그림 2 와 같이 구성이 되어있다. DCM 형식의 

CT 영상은 512x512 사이즈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

로 1024~3096 의 HU(Hounsfield unit) 값을 포함한다. 

라벨 값은 0~2 로 이루어져 있는데 0 은 배경, 1 은 신

장, 2 는 종양이다. 

적대 신경망을 통한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인 합성 

이미지는 1333 장으로 신장 혹은 종양이 포함된 이미

지만 생성하였다. 

 

3.3. 데이터 전처리 

전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70%), 검증 데이터(20%)

와 시험 데이터(10%)으로 분류했다. 합성 이미지는  

 

 

(그림 2) 실제 데이터(위), 합성 이미지(아래). 

학습 데이터에만 포함되도록 했다. CT 이미지는 신체

부위에 따라 픽셀값의 범위(window width)와 기준이

되는 픽셀값(window center)을 조절해 이미지를 사용

한다. 실험적으로 학습이 가장 잘되는 픽셀값의 범위

는 400, 기준이 되는 픽셀값은 0으로 고정했다. 이

미지 분할 모델 예측의 채널은 훈련된 클래스의 개수

와 동일하다. 정답을 클래스별로 채널을 나눠주는 작

업이 필요하며 각각의 채널이 하나의 클래스를 대표

한다. 하나의 채널로 구성되었던 클래스를 3채널로 

나누어 0채널은 배경, 1채널에는 신장 2채널은 종양

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증강을 위한 기하학적 변환은 

회전, 이동, 확대 및 축소를 적용하였다. 또한, 데이

터 증강 기법은 입력 이미지와 라벨 이미지를 동일하

게 적용해야 하며 의료 데이터는 다양한 기하학적 변

환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4. 성능 지표 

                                  IoU =
|B ∩ Bgt|

|B ∪ Bgt|
                      (1) 

IoU (Intersection over Union)는 라벨링된 영역(Bgt)과 

예측한 영역(B)이 정확히 같다면, 1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이 되며 수식 (1)과 같은 식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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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다. 최종 테스트 성능측정에선 한 장마다 IoU 점

수를 평균내 사용했다. 

 

<표 1>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 구성 

시나리오1 
기존 데이터셋에 아무런 데이터증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2 
기존 데이터셋에 선형적인 변형으로 

인한 데이터증강을 했을 때 

시나리오3 

기존 데이터셋에 합성 데이터를 추가

하고 기하학적인 변형으로 인한 증강

은 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4 

기존 데이터셋에 합성 데이터를 추가

하고 기하학적인 변형으로 인한 증강

도 했을 때 

 

3.5. 실험 구성 

표 1 을 확인하면 실험은 총 4 가지의 시나리오로 

구성했으며 시나리오 1,2 는 원본 데이터만 활용하고 

시나리오 3,4는 합성 이미지를 추가한 상황이다. 모든 

실험은 직접 구성한 2 개의 U-Net 과 FPN 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U-Net1 은 파라미터 수가 적은 가벼운 모델

을, U-Net2 는 상대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많은 무거운 

모델로 구성하였다. 다른 모델에서도 합성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증강으로 성능향상이 적용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이미 학습된 FPN 으로도 실험을 진행했다. 

4. 실험 결과 

모든 상황에서 시나리오 4번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특히 U-Net1 의 성

능 결과를 보면 성능향상 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

된다. 기존 데이터만 학습을 진행하면 58%로 상당히 

저조하지만, 합성 이미지와 기하학적 변환을 적용하

는 순간 크게 32%의 성능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U-

Net2와 FPN에서는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성능

은 비교적 비슷하거나, 기하학 변형하지 않을 때 학

습 데이터를 그대로 외워버리는 과적합(overfitting) 현

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보아 모델이 깊어

질수록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보는데, 생성한 합성 데

이터는 정교하지 않아 큰 성능향상을 이뤄내진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합성 데이터의 품질을 높

인다면 더 높은 성능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 결과 

 U-Net1 U-Net2 FPN 

시나리오 1 58.51% 89.61% 88.98% 

시나리오 2 85.70% 88.93% 91.28% 

시나리오 3 88.70% 87.49% 89.74% 

시나리오 4 90.73% 90.76% 91.41% 

5. 결론 및 기대효과 

합성 데이터는 본래의 데이터 수가 제한된 상황에

서 데이터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다양

한 데이터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제한 없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기술이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장암의 데이터를 사용해, 가상의 

신장과 종양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장 

및 종양 검출 모델의 성능을 개선했다. 합성 데이터

가 신장 종양 검출 모델의 성능을 개선했으므로, 생

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생성한 합성 데이터가 유의미

한 데이터임을 확인하였다. 생성적 적대 신경명을 통

해 부족한 데이터를 증강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성능들을 높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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