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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기반 전이학습을 이용한 뼈 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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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le body bone scan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nuclear medicine imaging to evaluate bone
metastasis in cancer patients.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a VGG16-based transfer learning clas-
sifier for bone scan images in which metastatic bone lesion was present. A total of 1,000 bone scans
in 1,000 cancer patients (500 patients with bone metastasis, 500 patients without bone metastasis) were
evaluated. Bone scans were labeled with abnormal/normal for bone metastasis using medical reports
and image review. Subsequently,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s (Grad-CAMs) were gen-
erated for explainable AI. The proposed model showed AUROC 0.96 and F1-Score 0.90, indicating that
it outperforms to VGG16, ResNet50, Xception, DenseNet121 and InceptionV3. Grad-CAM visualized that
the proposed model focuses on hot uptakes, which are indicating active bone lesions, for classification
of whole body bone scan images with bone metast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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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영상 분야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X-ray, CT

영상에서 병변을 검출하고 병변의 악성 여부를 판단

하여 질병 진단을 보조하는 컴퓨터보조진단(CAD;

Computer Aided Diagnosis)이 있다. 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촬영술 영상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은 진단 능력에서 영상의학 전

문의를 뛰어넘었으며, 전문의의 진단과 결합하면 더 

정확한 판독결과를 얻을 수 있다[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판독 시 AI 알

고리즘을 이용하면 표준 진단법 대비 10배 빠른 분석

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가 가능하다[2].

전신 뼈 스캔(Whole Body Bone Scan)은 악성종

양의 뼈 전이 여부, 골 염증성 질환 판별, 골절 및 

외상 등 골격과 관련된 질환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핵의학 영상검사에서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

나이다. 특히 뼈 스캔은 암 환자의 치료 전후 뼈 전이 

여부 판별을 위한 추적검사로 널리 이용되며 암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검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그러나 영상 판독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는 

검사 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4,5]. 또한,

영상 판독은 경험에 의존적이며 시각적 분석이라는 

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판독결과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보조 진단 

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영상 분석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의료데이터의 특성

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넷(ImageNet)과 같은 아주 

큰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이용한 전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수의 데이터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VGG16 기반 전이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평균 F1-Score 0.90, 평균 AUROC 0.96으

로 CNN 기반 다른 전이 모델에 대비하여 높은 성능

을 보였다. VGG16모델은 모든 합성곱층에 3x3 크기

의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깊은 층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뼈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된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3

장에서 뼈 스캔 영상에서 뼈 전이 여부를 분류하기 

위한 VGG16 기반 딥러닝 전이학습 모델을 소개한

다. 그리고 4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관해 서술하고, 전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비교한 후 설명가능을 위한 

Grad-CAM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Nikolaos Papandrianos[6]는 그리스 라리사에 있

는 진단 의료센터 ‘Diagnostico Iatriki AE’의 핵의학

과를 방문한 전립선암 환자의 뼈 스캔을 이용하여 

뼈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GG16, ResNet 50,

InceptionV3, MobileNet, Xception과 3개의 합성곱

층을 갖는 CNN 모델을 제안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제안한 CNN 모델이 200 에포크의 실

행시간이 418초로 다른 모델보다 2배 이상 적게 소요

되었다. 분류 정확도는 97.38%로 ResNet50 94.98 %,

VGG16 93.75%, InceptionV3 96.7%, Xception

96.36%보다 높았고, MobileNet 98.13%과 비슷한 성

능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훈련데이터 586건(양성 

368건, 악성 218건), 테스트 데이터 88건(양성 27건,

악성 61건)으로 매우 적은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었

고 전립선암에 한정된 데이터로 학습되어 다른 부위

의 암으로부터 발생한 뼈 전이에 관해서는 모델 성능

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Nikolaos Papandrianos의 또 다른 연구 [7]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뼈 스캔을 이용하여 뼈 전이 여부 진

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Diagnostico Iatriki AE’의 핵의학과를 방문한 유방

암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유방암 환

자의 전신 뼈 스캔에서 뼈 전이를 식별하기 위해 CNN

모델을 제안하였고 92.50%의 우수한 정확도를 얻었

다. 하지만 신경망의 블랙박스 특징 문제 해결을 위

해 시각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Zhen Zhao[8]는 뼈 전이 진단을 위해 ResNet50 기

반의 다중입력 CNN 모델을 제안하고 훈련된 AI 모

델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3명의 핵의학과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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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비교하였다. [8]에서 제안한 모델은 완전연결

층이 제거된 ResNet50에 전면영상과 후면영상을 각

각 입력값으로 넣은 후 최대집계연산자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커널의 크기가 다른 3개의 

풀링층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율의 정보를 추출한 후 

완전연결층을 적용하여 뼈 전이 여부를 분류한다. 그 

결과 총 1,223건의 테스트 데이터에서 93.38 %의 정

확도를 나타내었다. 400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AI

모델과 3명의 의사의 진단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99.88%의 시간이 절약되었고 정확도 또한 의사1

87.25%, 의사2 89.00%, 의사3 84.00%, AI 모델 

93.50%로 AI 모델이 더 높았다. [8]에서 수행된 연구

는 중국 사천대학교 화서병원에서만 수집된 데이터

로 다른 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테스트할 경우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Te-Chun Hsieh[9]는 대조학습을 이용하여 뼈 스

캔 영상의 뼈 전이 여부를 분류하였다. 중국 의과대

학병원 환자 19,041명의 37,427개 스캔이 수집되었으

며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지 않는 스캔 34,386개, 뼈 

전이가 병소가 존재하는 스캔 3,041개로 구성되어 있

다. 3개의 합성곱층으로 이루어진 CNN, ResNet50,

DenseNet121 모델을 사용하여 대조학습을 수행한 

결과 모든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주

었다.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준 ResNet50의 정

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 AUROC 및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는 각각 0.961, 0.878,

0.599, 0.712, 0.92 및 0.965였다. [9]에서는 높은 NPV

를 강점으로 삼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재현율과 

F1-Score를 통해 병변이 존재하는 영상을 병변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VGG16 기반 전이학습을 이용한 뼈 전이 분류 

모델

VGG16[10] 모델은 2014년 ILSVRC 대회에서 2등

을 차지한 모델로 합성곱층의 깊이가 이전 모델에 

비해 깊어졌고, 이는 모델의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

침을 보여준다. VGG16 모델은 합성곱층과 최대 풀

링층(Max Pooling Layer)이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

를 갖는다. 모든 합성곱층의 필터는 3 × 3 크기가 사

용되며 이로 인해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깊은 모델

을 구성할 수 있다. 각 합성곱 연산은 비선형 함수 

ReLU[11]를 포함한다. 이때 큰 필터를 한번 사용하

는 것보다 3 × 3 필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비선형 함수가 적용된다. 층이 깊어지면서 모델

의 비선형성이 증가하여 유용한 특징 식별 능력이 

향상된다. 뼈 스캔 영상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회

색조 이미지이다. 데이터의 특성에 비해 모델이 너무 

복잡할 경우 오히려 과적합 되어 성능이 떨어질 가능

성이 있다.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12]이란 이미지넷

과 같은 큰 데이터셋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

를 가져와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전이학습

의 경우 사전 학습된 모델의 구조를 이용하므로 신경

망의 구조 및 가중치가 각 모델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의 특징 추출 부분의 가중치

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지 않

도록 동결시킨 후, 데이터 분류를 위한 분류기 부분

만 재학습 시킨다. 전이학습을 사용하면 사전 학습된 

변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학습속도와 정확도 

향상에 이점이 있다. 전이학습을 위한 방법으로는 크

게 특성 추출 기법과 미세 조정 기법 두 가지가 있다.

특성 추출 기법은 사전 훈련된 합성곱층의 가중치는 

고정시키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완전연결층만 새롭

게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미세 조정 기법은 사전 훈

련된 합성곱층과 완전연결층을 미세 조정하여 학습

하려는 데이터셋에 적합하게 모델을 재학습 시키는 

방법이다. 사전 훈련된 데이터셋과 새롭게 학습시키

는 데이터셋이 유사할 경우 특성 추출 기법이 효과적

이지만 유사성이 작다면 잘못된 특징 추출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뼈 스캔 영상의 수가 

적고 사전 훈련된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유사성이 크

지 않기 때문에 합성곱층의 일부 부분과 완전연결층

을 새롭게 학습시키는 미세 조정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뼈 스캔 영상에서 뼈 전이 여부를 

분류하기 위하여 VGG16 모델의 합성곱층의 일부 가

중치만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재학습 시키는 VGG16

기반 전이학습 모델인 TL-VGG16(Transfer Learn-

ing based VGG16) 모델을 제안한다. TL-VGG16 모

델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VGG16 모델의 10번째 

합성곱층까지는 사전 훈련된 가중치를 재사용하고 

이후 합성곱층과 완전연결층은 뼈 스캔 영상의 특성

으로 재학습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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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셋

본 연구에 사용한 전신 뼈 스캔 영상 데이터는 화

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집되었다. 뼈 스캔 검사는 

암의 전이 여부 판단을 위한 추적검사로 널리 이용되

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데이터가 다량 존재한다. 이

는 모델의 일반화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중복

되지 않는 총 1,000명의 환자의 영상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뼈 스캔 영상 데이터는 뼈 전이 병소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비정상(abnormal) 스캔 500건, 뼈 전

이 병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normal) 스캔 500건

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뼈 스캔 

영상에서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소아

와 청년에서 양상이 다양하여, 영상 수집은 비정상 

스캔과 정상 스캔 모두 39세 이상 80세 미만의 환자

로 한정하였으며 연령대별 영상 수를 균일하게 수집

하였다. 데이터의 구성은 Table 1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뼈 스캔 영상 데이터는 전면에서 촬영된 전면

(anterior view)영상과 후면에서 촬영된 후면(poste-

rior view)영상이 동시에 얻어진다. 뼈 스캔 영상의 

예시는 Fig. 2와 같다. Fig. 2의 (a)는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는 비정상 환자의 전면영상이고, (b)는 후면영

상이다. (c)는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 

환자의 전면영상이고, (d)는 후면영상이다.

4.2 데이터 전처리

뼈 스캔 이미지는 전면영상과 후면영상이 동시에 

얻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뼈 전이 병소가 전면 또는 

후면 중 한쪽에서만 관찰될 수 있으므로 두 영상을 

가로로 배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열한 원본 영

상은 너비 1,800픽셀, 높이 3,000픽셀의 크기를 갖지

Fig. 1. The Proposed Model (TL-VGG16 Model).

Table 1. Dataset Classification.

Class
Group of Age

Abnormal Normal Number of Samples

More than 39
and Under 50

120 143 263

More than 50
and Under 60

120 124 244

More than 60
and Under 70

130 123 253

More than 70
and Under 80

130 110 240

Number of Samples 5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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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amples of Bone Scan. Anterior View (a) and 

Posterior View (b) Images in Patients with Bone 

Metastasis (Abnormal Scan) and Anterior View 

(c) and Posterior View (d) Images in Patients 

without Bone Metastasis (Normal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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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실험에서는 모델의 효율적 학습을 위해 3분의 

1 크기인 너비 600픽셀, 높이 1,000픽셀 크기로 리사

이즈하였다.

모델의 성능평가를 위해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용 데이터를 각각 80%와 20%의 비율로 나누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용 데이터를 5개로 나

누어 4개는 훈련용 데이터로, 나머지 1개는 검증용 데

이터로 사용하여 학습하는 5-Fold 교차검증(Cross

Valid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5-Fold 교차검증에 대한 도식은 Fig.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실제 핵의학전문의

가 매일 뼈 스캔을 판독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데이터

셋을 구성하고자 환자군을 특정 암으로 한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유방암(36%), 전립선암(32%), 폐암(9%),

대장직장암(4%), 위암(3%), 신장암(2%) 등 다양한 

고형암 환자가 포함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ImageNet 데이터셋으로 사전 훈련

된 CNN 모델(VGG16[10], ResNet50[13], Xception

[14], DenseNete121[15], InceptionV3[16])을 특성추

출 기법을 이용해 전이학습 시키고 VGG16 기반 전

이 모델인 TL-VGG16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

이학습의 경우 사전 학습된 모델의 구조를 이용하므

로 신경망의 구조 및 가중치가 각 모델에 대해 최적

화되어 있다. 따라서 신경망에서 일부분의 층을 고정

하고 새로운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모든 모델의 학습률은 0.0001로 고

정하였고 옵티마이저(Optimizer)는 Adam을 사용하

였다.

모델 평가방법으로는 정확도와 의료 AI 성능 측정

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UROC(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및 macro aver-

age의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F1-Score

값을 사용하였다. AUROC는 ROC 곡선의 아래 영역 

넓이로 ROC 곡선은 다양한 임계값에서 모델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FPR(False Positive

Rate)의 변화에 따라 TPR(True Positive Rate)의 변

화가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ROC 곡선이 가운데 직

선과 멀어질수록, AURO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

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정밀도는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한다고 예측한 영상 중 실제로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는 영상의 비율이고 재현율은 실

제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는 영상 중 모델이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한다고 예측한 영상의 비율이다. F1-

Score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두 값 모

두 고려하기 위한 지표로 식은 다음과 같다.

  ×Pr
Pr×

(1)

Table 2는 5-Fold 교차검증을 이용하여 학습시킨 

각각의 모델들을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한 

평균 결과이다.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는 비정상 영

상을 뼈 전이 병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 영상으로 

Fig. 3. Bone Scan Data with 5-Fold Cross Validation.

Table 2. The Result of Average by Fold.

Average Precision Recall F1-Score AUROC

VGG16 0.884 0.878 0.875 0.949

ResNet50 0.82 0.802 0.802 0.885

Xception 0.852 0.842 0.843 0.928

DenseNet121 0.8 0.792 0.792 0.876

InceptionV3 0.84 0.832 0.833 0.918

TL-VGG16 (Ours) 0.914 0.912 0.907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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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경우 환자의 위험이 커지므로 재현율을 중점

으로 F1-Score와 AUROC 값을 고려해야한다. 실험 

결과 평균 정밀도 0.914, 평균 재현율 0.912, 평균 F1-

Score 0.907, 평균 AUROC 0.96으로 본 논문에서 제

안한 TL-VGG16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Fig. 4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기법 중 하나인 Grad-CAM(Gradient-wei-

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17] 을 이용하여 

TL-VGG16 모델의 뼈 전이가 존재하는 영상 분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을 시각화하였다. Grad-

CAM이란 CAM(Class Activation Map)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으로 Global Average Pooling 층이 존재

하지 않는 모델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Grad-

CAM은 Gradient 값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특성맵을 시각화한다. (a)는 뼈 전이가 존재하지 않

는 영상을 뼈 전이가 존재하지 않다고 옳게 판단한 

경우(True negative)이고, 주로 관절염에 섭취가 증

가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나 전이가 아님을 

옳게 판단하였다. (b)는 뼈 전이가 존재하는 영상을 

뼈 전이가 존재한다고 옳게 판단한 경우(True pos-

itive)의 예시이고, 흉추 4번과 5번의 뼈 전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고 뼈 전이라고 옳게 판단하였다. (c)

는 뼈 전이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 영상을 뼈 전이가 

(a) (b)

(c) (d)

Fig. 4. Representative Cases of Grad-CAM in the Proposed Model (TL-VGG16). (a) True Negative (Label: Normal, 

Prediction: Normal), (b) True Positive (Label: Abnormal, Prediction: Abnormal), (c) False Negative (Label: 

Normal, Prediction: Abnormal), and (d) False Positive (Label: Abnormal, Prediction: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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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비정상으로(False positive) 잘못 판단한 

경우인데, 골반과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부위와 

방사성의약품을 정맥 주사한 부위 및 소아마비로 인

한 자세 비대칭에 기인한 스캔 비대칭 부위를 집중적

으로 보고 있으나 뼈 전이 영상으로 잘못 판단하였

다. (d)는 뼈 전이가 존재하는 비정상 영상을 뼈 전이

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으로(False negative) 잘못 판

단한 예시인데, 좌측 대퇴골에 작은 뼈 전이 부위를 

집중하여 보기는 했으나 뼈 전이가 없다고 잘못 판단

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암 환자에 대해 뼈 스캔 영

상에서 뼈 전이 병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 학습을 위해 사전훈련된 CNN 모델(VGG16,

ResNet50, Xception, DenseNet121, InceptionV3,

TL-VGG16)을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시키

고 뼈 전이 영상 분류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TL-VGG16 모델이 평균 정밀도 0.914, 재현율 0.912,

F1-Score 0.907, AUROC 0.96의 가장 높은 성능으로 

뼈 전이가 존재하는 뼈 스캔 영상을 분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인 

Grad-CAM을 이용하여 모델이 뼈 스캔 영상에서 주

로 섭취가 진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고 뼈 전이 여

부를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는 VGG16 모델을 기반으로 더 높은 성능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며 진단 보조도구로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소의 국소화(Lesion Localiza-

tion)에 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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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

2004년～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
학 의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핵의학, 분자영상, 분자치료, 테라노스틱스

범 희 승

1988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
업(의학사)

1985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의학석사)

1982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의학박사)

1991년～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
학 의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심장핵의학, 방사성요오드치료, 의료정보학

김 현 식

2008년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이학사)

2011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공
학협동과정(공학석사)

2015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공
학협동과정(공학박사)

2018년～현재 선임연구원, 한국
광기술원

관심분야 : Computer vision, 의료영상처리, 인공지능

강 세 령

2008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
학과(의학사)

2012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의학석사)

2020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의학박사)

2014년～현재 임상교수, 화순전
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관심분야 : 핵의학, 분자영상, 의료정보학

양 형 정

1991년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 
학사

1993년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석사

1998년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 
박사

2005년～현재 전남대학교 AI융
합대학 인공지능학부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 처리, 영상처리, 인공지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