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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오토인코더 기반의 뇌 자기공명 상에서 

다발성 경화증 병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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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Sclerosis (MS) can be early diagnosed by detecting lesions i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s 

(MRI).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methods based on autoencoder have been recently proposed for 

automated detection of MS lesions. However, these autoencoder-based methods were developed only for 

2D images (e.g. 2D cross-sectional slices) of MRI, so do not utilize the full 3D information of MRI. In 

this paper, therefore, we propose a novel 3D autoencoder-based framework for detection of the lesion 

volume of MS in MRI. We first define a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for full MRI volumes, 

and build each encoder and decoder layer of the 3D autoencoder based on 3D CNN. We also add a skip 

connection between the encoder and decoder layer for effective data reconstruction. In the experimental 

results, we compare the 3D autoencoder-based method with the 2D autoencoder models using the training 

datasets of 80 healthy subjects from the Human Connectome Project (HCP) and the testing datasets 

of 25 MS patients from the Longitudinal multiple sclerosis lesion segmentation challenge, and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superior performance in prediction of MS lesion by up t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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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발성 경화증(MS, Multiple Sclerosis)은 신경세

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벗겨

져 탈락할 경우 신경 신호의 전도에 이상이 생겨 해

당 신경세포가 죽는 만성 염증성 질환의 가장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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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다[1]. 해당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여러 곳에 

산재하여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재발과 완화를 반

복한다[2]. 뇌는 이 질환이 발생할 시 병적인 변화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이지만, 초기에는 이로 인해 나타

나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MS 질병의 진단

은 환자의 병력, 신경학적 진찰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추가로 뇌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뇌척수액검사, 유발전위검사 및 감별진단

을 위한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다. 이 중 뇌 MRI 검사

에서 병적인 변화가 가장 잘 관찰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조기에 MS를 진단 할 수 있다[3].

MS 병변(lesion)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지도학

습 이상치 검출(Supervised Anomaly Detection), 비

지도학습 이상치 검출(Unsupervised Anomaly De-

tection) 방법이 있다[4,5,6]. 지도학습 이상치 검출 방

법은 모델을 학습할 때 병변 지역이 레이블링 된 MS 

환자의 데이터로 학습한다. 이때 학습하기 위해 많은 

MS 환자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든 MS 환자 데이

터의 병변 지역을 직접 레이블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데

이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MS 질환은 환자에 

따라 병의 발병 위치, 크기, 모양,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학습 이상치 검출 방법으로는 

새로운 패턴의 병변 지역을 잘 검출하기 어렵다. 반

면에, 비지도학습 이상치 검출(Unsupervised Ano-

maly Detection) 방법은 건강한 사람의 뇌 데이터로 

모델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에 레이블

을 취득할 필요가 없고, 학습되지 않은 패턴의 병변

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비지도학습 이상치 검출 방법 기반인 2D 오토인코더

(AE, Autoencoder)를 이용하여 MS 환자의 병변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3차

원 데이터인 MRI 데이터를 2D 오토인코더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횡단면(axial), 시상면(sagittal), 관상면

(coronal) 중 하나의 축으로 2D 슬라이스를 추출하여 

각 슬라이스를 개별적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

만 MS 병변 영역은 일반적으로 랜덤한 3차원 비등방

성(anisotropic)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

정 축에 고정한 2D 오토인코더에 적용했을 때 일관

되고 안정적인 병변 검출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RI 데이터의 3차원 정보

를 한 번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3D 오토인코더 기반

의 비지도학습 MS 병변 검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모델은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MS 병변의 분

포 및 크기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MRI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가공하지 않고 바로 모든 방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8]. 먼저 MRI 볼륨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3D CNN을 정의하고, 이 3D CNN을 

바탕으로 3D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각각을 

설계하였다. 또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

sionality) 문제를 해결하고, 세부적인 데이터 복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3D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단 사이에 skip connection을 추가하였다. 3D 오토인

코더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는 대량의 정상인의 MRI 

볼륨을 입력으로 모델에서 복원된 데이터와 입력 데

이터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 테스트 단계

에서는, 앞서 학습된 3D 오토인코더 모델에 MS 환자

의 MRI 볼륨을 입력, MS 데이터를 정상처럼 되게 

복원하고, 복원 데이터와 MS 데이터의 차이로 병변 

영역을 검출한다. 제시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기존의 2D 오토인코더로 예측한 병변과 본 논문

에서 제시한 3D 오토인코더로 예측한 MS환자의 병

변 영역을 시각적, 정량적으로 비교한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오토인코더 기반의 MRI 병변 

검출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데

이터 및 실험 과정, 평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방  법

본 장에서는 MRI 볼륨 입력을 위한 3차원 합성곱

(3D CNN,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3D 오토인코더 및 skip con-

nection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한 MS 병

변 검출 동작 원리에 관해 설명한다.

2.1 3차원 합성곱(3D CNN)

3차원 합성곱은 입력으로 받은 3차원 MRI 영상에

서 3차원 축에 stride만큼 평행이동하며, 필터 크기의 

local neighborhood 값과 필터의 요솟값을 합성곱 하

여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다. 여기서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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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3D autoencoder architecture for lesion detection in MRI volumes. The encoder extracts the features 

from the original MRI volumes, and the decoder generates the reconstructed volumes. The skip connection 

links the encoder and decoder layer.

모든 local neighborhood의 특징은 입력 데이터의 특

징을 나타내며 데이터의 크기는 축소된다. 수식적으

로는 입력 볼륨  ∈××(H, W, D: 가로, 세

로, 깊이)의 복셀 위치를   라 하면, 출력 이미지 

의 번째 필터에 대한 의 요소는 식(1)과 

같이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번째 합성곱 층의 번

째 필터이다. 출력된 이미지 을 다음 번째 합

성곱 층의 입력 이미지로 넣어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원본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을 추출

할 수 있다.

2.2 3D MRI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는 비지도 학습 모델 중 하나로, 입력 

데이터를 임의의 차원으로 축소하고 다시 입력 크기

로 복원한 뒤 입력 데이터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갱신하며 학습한다. Fig. 

1의 그림과 같이 3D 오토인코더는 3D MRI 데이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인코더 부분, 가장 대표적인 

특징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latent space), 그리고 

latent space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코더

로 구성되어있다. 3D 데이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인코더 영역의 각 레이어는 3D Convolution, Batch 

Normalization, LeakyReLU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디코더 영역은 인코더에서 얻은 특징

을 기반으로 하여 원본 데이터 크기로 복원하기 위해 

3D Convolution 층 대신 3D Convolution의 역함수인 

3D Convolution Transpose로 구성되어 있다.

2.3 Skip Connection

오토인코더는 층을 거칠 때마다 비선형 활성화 함

수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층이 깊어질수록 기울

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여 오류역전파(backpropaga-

tion) 과정에서 입력층까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가중치 갱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결국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없다. MS 병변 검출에서는 기존의 

순차적인 3D 오토인코더 모델로 학습을 진행하는 경

우, 층이 너무 깊어서 층의 차원이 원본 데이터 정보

를 충분히 저장하기 힘든 정도로 저차원이며, 복원 

결과가 원본 데이터보다 많이 흐리거나 원본 데이터

의 세부적인 형태를 잘 복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류역전파로 가중

치를 갱신할 때 추가적인 선형변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비용이 복잡해지게 되므로 과

적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Fig. 2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는 skip connection을 추

가하여 같은 크기의 인코더 층과 디코더 층을 연결하

였다[9,10,11]. 단순히 활성값에 이전 층의 값을 더하

면서 차원이 낮은 층에서는 기존의 학습 정보는 보존

하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만 학습한다. 이렇

게 하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의 층이 

학습해야 하는 정보량을 줄여서 원본 데이터의 세부

적인 정보까지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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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s of unsupervised lesion detection based on the 3D autoencoder. A) Training: We learn the model 

from healthy people's brain MRI, B) Testing: We reconstruct the patient's healthy brain to healthy brain with 

trained model, and extract lesions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input and reconstructed volume.

2.4 병변 검출

먼저 3D 오토인코더 모델에 정상인의 뇌 MRI 데

이터를 입력하고 Mean Squared Error(MSE) 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과 출력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최소한의 차이로 복원 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렇

게 정상인의 MRI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MS 환자

의 3D MRI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Fig. 2와 같이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해당 환자의 건강한 3D 

뇌 MRI로 복원한다. 이후 복원한 데이터와 입력으로 

넣은 MS 환자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렇

게 계산된 차이에서 필터링을 거치고 임계값 이상의 

값들만 계산하면 환자의 뇌에서 병변이 있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후처리 과정은 실험 과

정(3.5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실  험

3.1 데이터셋

3.1.1 학습 데이터셋

3D 오토인코더 모델 학습을 위해 80명의 정상인

의 뇌 MRI 데이터 T1-weighted (T1w), T2-weight-

ed (T2w) 볼륨을 Human Connectome Project 

(HCP)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하였다[12]. HCP

에서 제공하는 Structural Pipelines 중 PreFreeSur-

fer Pipeline을 통과해 나온 결과 중 두개골이 제거된 

T2w MRI 볼륨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HCP 

Pipelines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3.1.2 테스트 데이터셋

Longitudinal multiple sclerosis lesion segmenta-

tion: Resource and challenge에서 제공하는 총 25명 

MS 환자의 MRI를 사용했다[13]. 이 데이터셋은 

T1w, T2w MRI와 ground-truth MS 병변 영역을 

나타내는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모두 HCP 

학습 데이터와 이미지 크기, 해상도, 위치 및 방향이 

다르고 두개골이 제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HCP 

Structural Pipelines를 거쳐서 학습 데이터와 동일하

게 맞추었다. PreFreeSurfer 처리가 끝난 데이터들

에 대해 FreeSurfer의 복원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brain segmentation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렇게 얻은 brain segmentation 마스크도 최근접 이웃

(Nearest-Neighbors)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

와 동일한 크기인 128×128×128로 변환하였다.

3.2 전처리

3.2.1 HCP Pip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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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맞

추기 위해서 HCP Structural Pipelines의 PreFree 

Surfer Pipelines를 적용한다. 먼저 MS 환자의 T1w

와 T2w DICOM 데이터를 NIfTI 포맷으로 변환한

다. 이어서 기본 볼륨 공간인 native space를 생성하

고 rigid transformation을 사용한 FSL의 FLIRT를 

반복해서 T1w, T2w를 native space에 정렬한다[14, 

15]. 이후 FSL로 0.7 mm 해상도로 변환하고, Free 

Surfer의 복원과정을 통해 마스크를 생성한다. 이를 

FSL의 BET에 적용하여 두개골이 제거된 T1w, T2w

를 획득하였다[16]. 

3.2.2 Data adjustment

HCP Pipelines를 거친 260×311×260 크기의 학습, 

테스트 MRI 각각의 볼륨에 대해 전체 데이터 분포의 

하위 2% 이하의 값은 하위 2% 값으로 보정하고 상위 

2% 이상의 값도 상위 2% 값으로 보정하였다. 그리고 

픽셀의 값들이 -1.0에서 1.0 사이의 값들을 갖도록 정

규화를 진행하고 3차원 선형보간 방법을 사용하여 각 

볼륨을 128×128×128 크기의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3.3 모델 최적화

각 층의 Convolution과 Convolution Transpose에

서는 stride는 2, kernel 크기는 5로 사용하였다. 인코

더는 128×128×128 크기의 입력 데이터가 층의 크기

인 8×8×8×256가 될 때까지 이전 층의 데이터 크기를 

절반씩 축소하였다. 인코더의 필터 개수는 1, 32, 64, 

128로 4개의 레이어로 구성하였고, 디코더는 인코더

와 대칭적으로 구성하였다. 층을 더 작은 크기로 사

용할 경우 데이터의 노이즈가 심하여 복원이 잘 안되

며, 큰 크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와 복원 

데이터가 거의 유사하여 병변을 추출하기 어렵다

[17].

이처럼 구성된 모델은 층마다 3D 데이터를 사용

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할 

때 최대한 많은 데이터 학습을 위해 배치사이즈를 

32로 설정하였다. 학습률은 0.0001로 1000 epoch 동

안 정상인의 뇌 데이터로 복원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 

차이의 손실 값이 0으로 수렴하도록 학습하였다. 학

습이 10 epoch 동안 손실비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자

동으로 학습이 조기 종료되도록 Early Stopping을 

사용했다.

3.4 실험 환경 및 구현

HCP Pipelines로 전처리가 된 MRI NIfTI 파일을 

3차원 선형보간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28×128× 

128 크기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파이썬 프레

임워크에서 OpenCV 패키지를 사용했다. 모델의 학

습은 Nvidia Tesla A100 40GB HBM2 with ECC 

GPU 2대를 사용하여 Tensorflow mirrored strategy 

방법을 적용하여 분산 학습하였다. 나머지 과정은 

Intel Xeon W-2265 3.50GHz CPU를 사용하여 진행

했다. 위 GPU를 사용한 총 학습 시간은 평균 약 7시

간이었다.

3.5 후처리

테스트셋 T2w 볼륨을 3D 오토인코더 모델에 넣

어 건강한 뇌 T2w MRI 데이터를 복원한다. 이후 예

측한 볼륨 데이터를 3×3×3 kernel의 중간값 필터

(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노이

즈가 제거된 예측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distance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계산한다. 계산 후 

대뇌피질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

해 침식(erosion) 연산이 반복 적용된 brain mask 데

이터를 곱한다. 이후 3.1.2에서 얻은 brain segmen-

tation 정보를 이용하여 MS가 주로 발병하는 basal 

ganglia, brain stem 부분 이외의 지역은 제거한 뒤 

3× 3×3 kernel의 중간값 필터를 적용하였다[1]. 마지

막으로 모든 복셀   값에 대하여 식(2)의 수식을 적

용하여 뚜렷한 MS 지역만 추출하였다.

    ×  (2)

3.6 평가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오토인코더 기반 병변 

검출 모델을 기존 2D 오토인코더와 비교, 평가하였

다[7]. 2D 오토인코더 모델의 인코더는 MRI 특정 축

으로 추출된 2D 슬라이스의 128×128 사이즈 입력을 

8×8 까지 절반 사이즈로 축소하였다. 층은 1차원 

vector로 구성된 dense 모델과 2차원으로 구성된 

spatial 모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병변 검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ground-truth 영역과 병변 검출 영역 사이의 con-

fusion matrix를 구하고 여러 지표를 계산하였다. 먼

저 confusion matrix로부터 true positives(TP),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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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monstration of the proposed 3D autoencoder-based method of lesion detection. (a) Axial and coronal 

views of the test T2w MRI, (b) Reconstruction of the test data by the 3D autoencoder, (c) Ground-truth lesion 

mask (green) overlaid on T2w, and (d) Predicted lesion (green)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a) 

and reconstruction data (b).

                    (a)                (b)                (c)               (d)

Fig. 4. A comparison of lesion detection results based on 2D and 3D autoencoder (AE). (a) Ground-truth data in 

test data, and MS lesion detected by (b) 2D AE (Dense), (c) 2D AE (Spatial), and (d) proposed 3D AE.

positives(FP), false negatives(FN)를 계산하여 

 


 으로 정의된 DSC(Dice Similarity 

Coefficient) 지표를 이용해 [0, 1] 사이의 값을 측정

하였다. DSC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 

또한, 병변 영역은 정상 영역보다 빈도가 낮기 때문

에 이를 위해 PRC(Precision-Recall-Curves)를 생

성한 다음 그 아래의 영역(AUPRC)을 계산하였다. 그

리고 ROC(Receiver-Operating-Characteristics) 곡

선 아래 영역(AUROC)을 사용하여 병변 검출 성능

을 평가하였다. 

4. 실험 결과

Fig. 3은 3D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MS 환자의 

병변 영역을 예측한 뒤 ground-truth 데이터와 비교

한 것이다. 정상인 T2w MRI 볼륨으로 학습된 모델

에 한 MS 환자의 T2w MRI(Fig. 3a)를 입력으로 넣

어 복원 데이터(Fig. 3b)를 생성하였다. 이 둘의 차이

를 계산하고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나온 병변 데이터

(Fig. 3d, 녹색 영역)가 ground-truth 데이터(Fig. 3c)

와 유사한 병변 구조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단면은 횡단면(axial)과 관

상면(coronal)으로 병변 지역이 잘 관찰되는 뷰이다.

Fig. 4에서는 한 MS 테스트셋에 대한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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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ntitative comparison of lesion detection between 2D, 3D autoencoder-based methods using 25 MS data-

sets (mean±std).

Model AUROC AUPRC DSC

2D AE (dense) 0.918±0.126 0.271±0.076 0.325±0.164

2D AE (spatial) 0.852±0.098 0.130±0.131 0.165±0.134

3D AE (w/o skip connection) 0.877±0.133 0.096±0.227 0.148±0.126

3D AE (proposed) 0.942±0.116 0.389±0.058 0.452±0.152

Fig. 5. A comparison of lesion detection results be-

tween 2D autoencoder with different axis and 

3D autoencoder (AE). (a) MS lesion detected by 

2D AE (Spatial) model along the axial axis (left), 

and coronal axis (right). (b) MS lesion detected 

by 3D AE in the axial (left), and coronal (right) 

views.

truth 병변 지역(Fig. 4a), 2D 오토인코더의 dense 

(Fig. 4b), spatial 모델(Fig. 4c)과 3D 오토인코더 모

델(Fig. 4d)의 병변 추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D 

오토인코더의 dense 모델은 2D 슬라이스 데이터를 

1차원 vector로 구성하였고, spatial 모델은 2차원으

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두 가지 2D 모델 모두 대략적

인 병변 위치만 보여줄 뿐, 정확하고 디테일한 병변 

검출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3D 오토인코더 기반 모

델에 대해서는 2D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훨씬 더 정

확한 위치와 세부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병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a)에서는 두 개의 다른 축으로 추출된 2D 

슬라이스 데이터를 사용한 2D 오토인코더(spatial) 

모델에 대한 병변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상

면 축의 2D 모델로 발견된 병변 지역이 횡단면 축의 

2D 모델에서는 잘 검출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3D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Fig. 5 (b)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축과 관계없이 동일 지역에 있는 병

변이 잘 예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2D 

오토인코더에서는 이러한 비등방성 형태를 가지는 

병변에 대해서 특정 축에서만 병변이 잘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특정 축을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 반면에 3D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 

볼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축에 전혀 상관없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은 MS 테스트셋 25개에 대한 2D 오토인코

더(dense, spatial) 모델과 3D 오토인코더 모델의 

AUROC, AUPRC, DSC 정량적 지표 통계를 보여주

고 있다. 2D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관상면 축을 기

준으로 추출한 전체 2D 슬라이스를 사용하였고, 3D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전체 MRI 불륨을 사용하였

다. AUROC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오토인코더 

방법이 기존의 2D 오토인코더(dense) 방법보다 평균 

2.4% 증가, AUPRC는 11.8% 증가, DSC는  12.7% 증

가하였다. 2D 오토인코더(spatial) 방법보다는 AUROC

는 9% 증가, AUPRC는 25.9% 증가, DSC는 28.7%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D 모델의 경우에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여 dense 방법이 spatial 방법 보다 좋

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7]. 마지막으로 skip con-

nection을 적용하지 않은 3D 오토인코더 기본 모델

에서는 층의 크기가 8x8x8로 데이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역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여 

false positive가 증가하나, skip connection을 추가함

으로서 검출 성능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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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S 환자의 뇌 MRI 볼륨 데이터에

서 건강한 뇌 MRI 볼륨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는 

3D 기반의 오토인코더 모델 구조와, 이를 이용한 MS 

병변 지역 검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3차원 공간

정보를 한 번에 사용하여 학습하므로, 기존의 2차원 

학습 방법에서 발생하는 특정 축의 병변 예측의 어려

움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3D 오토인코더 모델

에 skip connection을 추가함으로써 복원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정보는 유지하면서 병변 

영역만 추출할 수 있었다. 공개 MS 환자의 MRI 데이

터를 이용한 검증에서 본 3D 오토인코더 기반 제안 

방법이 기존 2D 기반 방법보다 최대 15% 정도의 병

변 검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본 제안 기술은 MS뿐만 아니라 MRI로 검출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및 희소병에 적용하여 뇌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단일 병변

이 아닌 여러 병변이 함께 발생한 복합 병변의 경우

에 대해서도 단일 병변만 학습된 모델에서는 검출하

기 힘든 병변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제안한 방법으로 검출된 이상 영역들에 대

해 어떠한 병변인지 분류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개

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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