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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부 질환은 흔한 질병 중에 하나로써 피부 발진

부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피부암까지 종류는 다양

하다. 매일 대한민국에서는 1,458만 명의 사람들이 

피부 질환으로 진료받으며, 매년 10명당 2.8명의 사

람들이 간단한 발진부터 치명적일 수 있는 피부암으

로 치료받고 있다. 피부 질환은 대부분이 정상 피부

와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 특성을 통해 내리는 빠른 진단은 환자가 

받는 고통을 줄이거나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을 줄이

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부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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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진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피부 질환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피부암과 외형적 특성이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

은 의사들이 진행하는 진단 이후에도, 피부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분석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의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분석 장비와 같은 특수한 장비를 요구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석에 많은 시간

을 소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 번에 많은 분석 요구

를 수용하고 인력의 지나친 소모를 막기 위해 피부확

대경검사로부터 얻은 영상을 활용하는 컴퓨터 지원 

진단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컴퓨터 지원 진단 시스템 내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심층 합성곱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DCNN) 기술이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 기

반 모델을 활용하여 피부 병변 진단을 위한 분류 기

술 개발 뿐만 아니라 영역 분할 같은 연구가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피부 질환 영상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딥러닝 모델 학

습을 위해서는 표기된(annotated) 방대한 양의 데이

터셋이 필요한데 현재 표기된 피부 질환 영상들의 

수가 부족하며 또한 질환별 부류(per class)에 따른 

데이터 개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딥러닝 모델

을 최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피부확

대경검사 특성상 환자 피부에 존재하는 털과 피부색,

혈관 및 밝기 또는 대비의 차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

은 정확한 분류 성능을 얻는 데 장애 요소가 된다.

셋째, 같은 피부 질환 분류에 속하는 영상들 사이에 

컬러, 모양 및 텍스처 특징의 가변성이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 질환 분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피부 질환 관심 영역 분할(Region-of-interest

segmentation) 정보 활용, 다중 스케일 어텐션(Multi-

scale Attention) 기법 및 심층 앙상블 분류(Deep en-

semble classification)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기술들의 특징 및 장점을 설명하면, 입

력 단계에서 원 피부 병변 영상의 영역 분할 부분을 

투명도 정보로 전달받아 다중 어텐션 활성화 맵들과 

비교하여 피부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

안한다. 또한 기존 개발된 어텐션 모듈을 활용하는 

딥러닝 모델들과 달리 여러 개의 어텐션 맵을 사용하

고 모든 어텐션 활성화 맵(Activation map)의 평균

을 이용하여 피부 병변의 중요 부위를 자동으로 인지 

및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개의 딥

러닝 모델을 하나의 공통 손실 함수로 동시에 학습시

켜(Joint training) 딥 모델 앙상블을 구축한 후 테스

트 영상 분류 시에 다중개의 분류 결과들을 결합하여 

분류 성능을 높이는 딥 앙상블(Deep ensemble) 분류 

방법을 활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 기술들을 통해 심층 합성곱 

신경망의 분류 성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

터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Data imbalance)에 의한 

성능 저하를 줄이고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위 제안 방법들을 적용한 EfficientNet-B0+

B1+B2 딥 앙상블 모델의 경우, 사람의 피부 질환 데

이터셋인 HAM10000[12]에서 94.4%의 분류 정확도

를 얻었다. 이는 다른 최신 연구[13,14,15]와 비교하

여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

한 모델에 대해서 본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동물 피부 병변 데이터셋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분

류 정확도 81%를 얻었다.

2. 관련 연구

Krichevsky[1]이 제안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사

용하는 영상 분류 연구가 다수 진행되면서 피부 질환 

영상 분류에도 적용을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병변 영상 

데이터셋은 대부분이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를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피부 병변 자체가 가지는 

질환별 부류 간에 낮은 특성 차이로 인해 심층 신경

망 모델로부터 높은 분류 성능을 획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존 연구가 수행되었다. Masood[2]가 제안한 

피부 병변 분류 연구에서는 데이터 보정, 전처리, 영

역 분할, 분류별 데이터 불균형 해소와 데이터셋 교

차 검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피부 병변 분류 프

레임 워크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방법은 데이터 

불균형이 극심한 피부 병변 분류 데이터셋에서 분류 

모델이 과적합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능을 향

상하는데 성공했다. Valle[3]의 연구에서는 피부 병

변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했으며 또한 데이

터 증강, 입력 영상 정규화, 영역 분할 정보 활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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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타 모델의 구조나 학습 

기법보다는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기술

이 분류 성능을 향상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이 높았다

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언급된 피부 병

변 영상 데이터셋의 태생적 한계인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습 데이터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해 Zunair[4]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의 개수가 적은 피부 질환 부류를 대상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가지는 분류에 대해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

터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류 성능을 개선하고자 했다.

피부 질환을 위한 분류 모델로서 주로 심층 합성

곱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을 활용하여 연구됐으며 다양한 기법을 기반

으로 변형된 분류기 모델로서 발전되어왔다. 심층 합

성곱 신경망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분류 모델은 Alex

Net[5], ResNet[6], EfficientNet[7]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심층 합성곱 신경망 분류기 모델을 기초

로 피부 병변 부위의 중요 부분을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분류 결과에 반영하는 어텐션 기법을 추가한 

모델[8]과 스스로 생성한 특징 맵에 대해 다른 위치

의 요소와 연관성을 비교 및 학습하는 셀프 어텐션 

모듈에 관한 연구[9]도 있다. 어텐션을 사용하는 분

류 모델의 경우, 피부 병변 영상으로부터 병변 분류

에 중요한 부분을 분류 모델이 구분하고 분류기가 

목표로 하는 피부 병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어텐션을 활용하는 연구 외에도 이와 유사

한 역할을 하는 가버 필터와 밀도 기반 공간 클러스

터링[13] 활용하여 피부 병변의 이상 감지를 통해 피

부 병변을 검출하는 연구 또한 존재하며 주로 실생활

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일반화 성능을 지닌다.

위와 같은 연구들 중에서도 EfficientNet은 Tan

et al.[7]이 제안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으로 모델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매개변수에 합성 계수를 적용하

여 입력 해상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Layers)

의 깊이와 넓이까지 조정 가능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

이다. EfficientNet-B0가 가장 작은 경량화 모델이며 

EfficientNet-B7가 가장 고도화된 모델이다. 본 논문

에서는 앙상블 분류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네트

워크 모델들 사이에 다양성(Model diversity)을 확보

하기 위해 EfficientNet 네트워크 계열을 활용하였다.

분류 모델에서 앙상블 기법은 개별로 학습된 분류 

모델에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일련의 분류기들

의 결과를 모아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측 결과를 

모두 모은 후 결합하여 가장 가능성(확률)이 높은 부

류(class)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결정 방식에

는 단순 투표(Hard voting)와 가중치 투표(Soft vot-

ing) 방법이 있으며[17], 단순 투표(Hard voting)은 

각각의 분류 모델이 내린 예측을 모아 가장 많은 득

표를 한 분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가중

치 투표(Soft voting)은 각각의 분류 모델에서 내린 

예측 신뢰도 확률을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예측한 분류기에 가

중치가 부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분류 문제에서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다. 앙상블 

모델은 서로 다른 구조의 신경망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한 신경망 구조에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가중치 초기화 및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시킬 

수도 있다. AlexNet [5], VGGNet [10], DenseNet121

[11]등의 모델을 활용한 여러 모델 중에는 동일한 모

델을 서로 다른 초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

한 모델들이 있다.

3. 제안 피부 병변 분류 방법

Fig. 1은 제안 모델의 전체적 설계 구성을 보여준

다. Concat.는 채널 간 병합을 의미하며 실선 화살표

는 순전파, 점선 화살표는 역전파 진행 과정을 보여

준다. 제안 모델은 입력으로 피부 병변 영상과 해당 

영상의 영역 분할 정보가 투명도로 변환된 영상을 

받는다. 해당 영상은 특징 추출 신경망으로 사용된 

EfficientNet을 사용하여 특징 맵으로 변환되며 해당 

특징 맵은 아래에서 제안하는 다중 어텐션 모듈을 

통해 여러 어텐션 맵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어텐션 맵과 특징 맵이 합성되어 심층학습 기반 분류

기에 전달되어 피부 병변의 종류를 판단하게 된다.

피부 병변 영상의 특징 맵 추출을 위해 앙상블 심

층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Efficient

Net-B0, B1, B2[7]를 사용했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피부 병변 영상은 영역 분할 투명도 융합 단계를 거

쳐 피부 병변 영상과 영역 분할 정보가 하나의 영상

에 융합되게 된다. 이후 융합된 영상은 EfficientNet-

B0, B1, B2에 전달되어 각각 특징 맵을 얻게 된다.

이후 다중 어텐션 네트워크 모듈들을 통해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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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을 얻고 각각의 특징 맵과 융합되어 최종적으로 

앙상블 분류기에서 피부 병변 영상이 속하는 병변으

로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는 가중치 투표(soft vot-

ing)[17]을 사용하며 EfficientNet-B0, B1, B2에서 유

래된 결과를 모두 더 하고 평균 내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피부 질환 부류를 최종 결과값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0, B1, B2 모델의 학습은 개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단일 손실 함수로 세 

개의 심층 네트워크 모델들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joint training) 방법을 활용한다.

3.1 영역 분할 투명도 융합 단계

제안 모델은 Fig. 2와 같이 입력 영상으로 피부 

병변 영상과 해당 영상의 영역 분할 정보를 투명도 

정보로 전환 시킨 영상에 병합된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을 위해서 병변 분할 영상과 해당 

영상에 해당하는 영역 분할 정보가 별도로 다른 모델

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제공된 영역 분할 정보

는 신경망에서 사용되기 전에 피부 병변 영상과 병합

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영역 분할 정보는 

영상의 투명도 정보로 전환되어 피부 병변 영상과 

병합된다. 이는 피부 병변 영상과 피부 병변 영역 분

할 정보가 개별적으로 특징 맵을 추출하지 않고 서로

의 연관성을 학습하면서 하나의 특징 맵으로 피부 

병변 영상과 피부 병변 영역에 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EfficientNet이 별도의 영역 분할 

Fig. 1. Overall framework of the proposed skin lesion classification method. FC and GT denotes fully-connected layer 

and ground-truth, respectively.

Fig. 2. Fusion of original lesion image and its segmentation information for improve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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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입력으로 받기 위해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

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해당 제안 

방법이 EfficientNet 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 추출 모

델에도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한다. 결과

적으로 투명도 정보와 피부 병변 영상의 병합으로 

이루어진 입력 영상은 제안 모델의 다중 어텐션 모듈

에서 얻은 어텐션 맵과 비교하여 환부 영역의 중요도

를 두 번 판단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하게 한다.

영역 분할 정보의 형태에 따라 이를 투명도 정보

로 전환한다. 집중 영역의 경계가 명확한 하드 어텐

션(hard attention)이라면 0과 1의 값에 각각 100%와 

0%의 투명도를 부여한다. 이는 영역 분할되어 제거

되는 부분을 100% 투명하게, 제거되지 않은 부분은 

0%의 투명도를 부여하여 불투명하게 하여 피부 병

변 영상에 영역 분할 정보를 부여하게 한다. 집중 영

역의 경계가 선형관계를 따르는 소프트 어텐션이라

면 0과 1 사이의 값에 반비례하는 100%와 0% 사이의 

값으로 부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 어텐션

의 영역 분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투명도 정보

는 100% 또는 0%를 사용하였다.

3.2 다중 스케일 어텐션 네트워크

기존 합성곱 신경망 분류 모델에선 정상 피부 영

역과 환부 영역을 동일한 중요도로 관찰했다. 하지만 

이는 정상 피부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영상에서 

환부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정상 피부

의 특성에 압도되어 신경망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Fig. 3과 같은 어텐션 모듈을 사

용하여 분류 모델이 정상 피부 영역보다 환부 영역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환부 영역에서 획득한 특성

에 대해 더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환부에 비해 정상 피부 영역이 큰 영상에 대해 성능

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여러 개

의 3차원 특징 맵을 생성하며 이는 특징 맵의 채널간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어텐션 맵 생성에 활용하게 하

며, 단일 어텐션 맵이 놓칠 수 있는 중요 요소에 대해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어텐션 맵을 피부 병변 영상의 특징 맵과 곱

한다. 낮은 어텐션을 가지는 부분은 0에 가까운 가중

치를 가지게 되고,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어텐션 부

분은 1에 가까운 가중치를 가지게 되어 정상 피부 

영역과 피부 병변 영역이 분류 모델에 미치는 영향력

을 조절하고 중요 부위에서 얻은 정보가 모델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중 어텐션 앙

상블 모듈의 출력은 라고 할 때, 는 아래와 같

이 정의된다.

  &
  




 (1)

Fig. 3. Architecture of multi-scale atten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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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EfficientNet으로부터 생성되는 (h, w,

d)의 크기를 가지는 특징 맵을 의미한다. h, w, d는 

각각의 B0, B1, B2의 계산으로 결정된다.  는 3차

원 합성곱 신경망의 가중치에 해당한다. 는 최대 

생성할 어텐션 맵의 수이다. &는 채널 간 병합, 는 

요소간 곱셈을 의미하며 는 3차원 합성곱 

계층의 번째 필터의 가중치를 사용한 출력에 차원

을 한단계으로 낮추며 요소별 덧셈을 수행한 값을 

의미한다.

제안 다중 스케일 어텐션 모듈은 3차원 합성곱 계

층으로 이루어진다. 특징 추출 신경망에서 얻은 특징 

맵을 입력으로 받아 (h, w, d, k)의 형태를 가지는 

여러 개의 어텐션 맵을 얻도록 한다. 해당 값들은 활

성 함수로 소프트맥수 함수를 사용한다. 이후 모든 

어텐션 맵의 차원 수를 낮추면서 모든 값에 요소별 

덧셈을 수행한다. 이때 (h, w, d, k)의 형태를 가지는 

3차원 합성곱 계층의 출력에서 k개의 차원에 속하는 

(h, w, d)에 대해 요소별 덧셈을 진행한다. 이후 (h,

w, d)의 형태로 변환 된 어텐션 맵을 소프트맥스 함

수를 사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경하고 Efficient

Net으로부터 얻은 특징 맵과 요소 별 곱셈을 실행한

다. 어텐션 결과가 곱해진 특징 맵은 어떤 부분의 특

징 맵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 해당 어텐션 특징 맵은 어텐션이 없는 특징 맵

과 병합되어 최총적인 출력을 구성한다(Fig. 4 참조).

이때 3차원 합성곱 계층으로 생성한 어텐션 맵의 수

는 지나치게 많으면 연산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배치 크기를 크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EfficientNet의 스케일링을 수치에 비례하는 수치로 

선택했다. 따라서 EfficientNet-B0, B1, B2는 각각 8,

8, 16개의 어텐션 맵을 생성하여 앙상블 하는 과정을 

거친다.

3.3 조인트 앙상블 분류 기법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을 다양한 스케일의 

EfficientNet 특징 추출 모델에 적용하여 조인트 앙

상블 학습 기법을 적용한다.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

법은 기존 앙상블 기법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단일 손실 함수를 사용한다. 기존 앙상블 기법은 대

표적으로 개별 모델을 각자 학습 단계를 거쳐 추론 

단계에서 모든 결과를 합친 후 분류 결과를 얻게 된

다. 하지만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은 하나의 손실 

함수로 모든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키게 된다. 이 경

우, 각각의 모델은 서로 다른 모델에게 영향력을 미

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앙상블 모델은 추론 단계에

서만 서로의 결과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며 서로 보완

할 수 있었던 반면,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은 학습 

단계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어 서로의 학습 단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Fig. 5와 같이 EfficientNet-

B0, B1, B2를 사용하여 조인트 앙상블 분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각 EfficientNet의 출력인 특징맵

은 각각의 다중 스케일 어텐션 네트워크에 전달되며 

어텐션 맵과 특징맵의 병합 결과를 완전 연결 계층에 

전달하여 분류 결과를 얻게 된다. 이때 각각의 

EfficientNet에서 얻은 결과를 평균 내어 최종적인 

분류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최종 분류 결과를 정답

과 비교하며 아래의 손실 함수 계산에 따라 손실 값

을 얻는다. 하나의 손실 함수가 3개의 EfficientNet

모델의 결과로부터 결정되었으므로 역전파 과정에

서 각각의 EfficientNet 모델이 손실 함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서로 다른 크기의 입력을 받는 

모델을 앙상블 할 때, 입력 크기 및 해상도에 따른 

차이점을 모델 간에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일반화 성능

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한다. Fig. 5에서 묘사한 

EfficientNet-B0, B1, B2를 사용하여 3개의 개별 모

델을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을 활용한다고 할 때,

손실 함수(loss function)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

Fig. 4. Examples of original skin lesion images (first row) and their corresponding attention maps (second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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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총 분류 수, 는 분류 에 대한 지표,


은 EfficientNet 의 에 대한 예측 확률을 의미

한다. 는 불균등한 데이터에 추가하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분류에 속하는 영상의 수에 반비례하는 

값을 손실 함수 계산 시 곱한다. 는 c 번째 분류에 

속하는 데이터 수이다. 기본적으로 손실 함수는 개별 

분류 예측 확률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사용하며 

손실 계산을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를 개별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통해 손실 함수

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전파 과정을 통해 학습하

게 되면 해당 손실 함수가 속한 모델만 가중치가 갱

신되게 된다. 반면에,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의 손

실 함수는 학습 과정에서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확률

이 최종 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갱신되며 이는 

Fig. 5에서 역전파의 방향과 같이 학습 단계에서 모

델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HAM10000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 사람 피부 질환 실험은 HAM10000

[12]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Fig. 6와 Table 1 참조).

HAM10000은 10015개의 피부확대경검사 영상을 포

함하고 있는 피부 병변 데이터셋이다. 50%의 영상이 

조직 검사를 통해 병명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50%

는 임상적 추적 검사, 전문가 의견, IVCM에 의해 결

정되었다. 모든 영상은 450 × 600의 크기를 가지고 있

다. 영상들은 7개의 분류를 가진다. 분류는 아래와 

같다. Melanoma(MEL), Melanocytic Nevi(NV),

Basal Cell Carcinoma(BCC), Actinic Keratosis, and

Fig. 5. Architecture of joint ensemble training method.

Fig. 6. Examples of HAM10000 Dataset.

Table 1. Details of Animal Skin lesion Dataset.

Atopic Bacterial Etc Fungal Normal

Number of images 47 118 27 7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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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Epithelial Carcinoma(AKIEC), Benign Kera-

tosis(BKL), Dermatofibroma(DF), Vascular lesions

(VASC). 실험을 위해서 모든 영상은 360 x 360으로 

변환했으며 피부 병변의 영역 분할 정보 또한 동일한 

크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2 동물 피부 병변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동물 피부 질환 실험 또한 진행했

다. 반려 동물 피부 질환 영상은 ㈜오엔디자인, ㈜주

오 및 한강동물병원을 통하여 고양이와 강아지의 피

부를 디지털 확대경을 통하여 20배 고배율 영상을 

취득하였다(Fig. 7과 Table 2 참조). 취득된 영상은 

수의사에 의해 피부 질환의 종류가 분류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학습 및 분류를 진행하였다. 모든 영상은 

450 × 600의 크기로 변경하였다. 분류는 아토피성, 곰

팡이성, 박테리아성, 기타, 정상으로 구성 되어있다.

기타 분류는 피부 질환에 속하지만 아토피, 곰팡이,

박테리아성이 아닌 모든 피부 질환에 속한다.

4.3 실험 환경

병변 영상을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

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HAM10000 데이터셋과 동

물 피부 질환 영상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을 구성했

다. 특징 추출을 위한 앙상블 모델은 EfficientNet-

B0, B1, B2를 사용했으며 단일 모델은 EfficientNet-

B4를 사용했다. 모든 모델은 ADAM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학습률은 1-e4를 시작으로 100

회 Epoch를 지날 때 마다 학습률을 0.1배하도록 했

다. 배치 크기는 16개로 설정하고 손실 함수는 크로

스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사용하며 데이터 불

균형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분류 학습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분류 기준의 손실 함수 계산은 

분류에 속하는 영상 수에 반비례하는 수치의 가중치

를 부여했다. 동물 데이터셋에서의 실험 또한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나, Epoch의 학습률 감

쇄율은 0.1배가 아닌 0.5배로 설정하였다.

딥러닝 모델 구현을 위해 Ubuntu 20.04에서 Py-

thon 3.8을 기반으로 Tensorflow 2.5를 사용하여 구

현되었다. 모델 학습과 구현을 위해 Intel i7-10700K,

Nvidia RTX 3090 1개를 사용한 PC에서 수행되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선 HAM10000 데이터셋과 피부 동

물 피부 질환 데이터셋을 학습과 시험용으로 각각 

8:2, 6:4로 구성하고 모든 분류 영상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Accuracy와 데이터 불균형에 따른 가중치

를 적용한 Balanced Accuracy를 성능 지표로 사용

하였다. 성능 지표를 위한 시험용 데이터는 K-Fold

Validation을 따르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총 

5회 진행되어 계산되었다.

4.4 실험 결과

모델 성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Accuracy와 

Balanced Accuracy 지표를 사용했다. Accuracy는 

HAM10000[12]과 동물 피부 병변 데이터셋의 모든 

Fig. 7. Examples of animal Skin lesion Dataset.

Table 2. Accuracy and Balanced Accuracy comparison on HAM10000 Dataset.

Model ACC Balanced Acc

dermoscopic images and deep CNN models [7] 91.7% n/a

loss balancing and ensemble efficient nets [14] 92.6% n/a

Soft-Attention with CNN model [8] 93.7% 91.6%

EfficientNet-B4 Multi-Attention Ensemble Module 94.3%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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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주며 Balanced Accuracy

는 각각 영상의 종류에 속하는 영상 수를 반영한 

Accuracy 값을 의미한다. Balanced Accuraccy는 다

수에 해당하는 분류에 의해 정확도가 편향되는 것을 

반영하고 데이터가 적은 분류에 대해 가중치를 사용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영상이 있는 분류에 의해 정확

도 지표가 압도되는 것을 막아준다. 본 실험에서는 

HAM10000[12]와 동물 피부 병변 데이터셋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고 비교한다.

Table 3은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의 피부 병

변 데이터셋인 HAM10000[12]을 학습하고 분류 성

능을 검증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 모델이 

94.4%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 두 번째로 높

은 성능을 가지는 최신 방법[8]과 비교하여 1.0%p

차이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단일 어텐션 맵을 생

성하고 Soft-Attention을 활용하는 최신 피부 병변 

분류 기법[8]과 달리 제안 방법의 다중 어텐션 앙상

블 모듈의 어텐션 성능이 더 나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 어텐션 맵을 활용하는 것보다 다

중개의 어텐션을 앙상블 하여 활용하는 것이 분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Table 8은 EfficientNet-B4가 배치 크기 1을 사용

하면서 입력 영상 10장 분류할 때 걸리는 시간을 보

여준다. Table 8에 따르면 제안 다중 어텐션 모듈은 

처리 속도에 약 3% 이하의 영향을 주면서 분류 성능

은 최대 3.5%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처리 속도에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분류 성능은 개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는 제안 방법의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

의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지표 비교를 보여준다. 제

안 기법을 적용한 모델은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 

0.5%p 높은 균형 정확도를 보여준다. 정확도 뿐만 

아니라 균형 정확도의 값이 상승하였으므로 이는 데

이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가 

적은 분류에 대해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모

델을 개별 손실 함수에 각각 학습시켜 앙상블 하는 

기존의 앙상블 기법보다 하나의 손실 함수에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켜 앙상블 하는 제안 기법이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며 균형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사람의 피부 병변 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동물의 

피부 병변 데이터에 동일한 모델을 학습 및 검증하였

Table 3. Accuracy and Balanced Accuracy comparison on HAM10000 Dataset for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using the proposed joint ensemble training method.

Model ACC Balanced Acc

Without using joint ensemble method 95.6% 93.8%

Using joint ensemble method 97.8% 94.3%

Table 5. Confusion Matrix of EfficientNet B0+B1+B2 Ensemble model without using proposed joint ensemble method 

on HAM10000.

Actual

Predicted
AKIEC BCC BKL DF MEL NV VAS

AKIEC 91.3% 0 1.5% 0 0 0 0

BCC 0 88.4% 0 3.3% 0 0 0

BKL 0 7.6% 89.2% 9.9% 0 0.3% 0

DF 4.3% 0 0 86.7% 5.8% 0 0

MEL 4.3% 0 1.5% 0 88.2% 0 0

NV 0 4.0% 7.8% 0 5.8% 99.6% 10%

VAS 0 0 0 0 0 0 90%

Table 4. Accuracy and Balanced Accuracy comparison 

on Animal skin lesion dataset.

Model ACC Balanced Acc

InceptionResNetV2[16] 78% 71%

VGG19[15] 77% 73%

EfficientNet[7] B0+B1+B2 80% 74%

Proposed model 8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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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의 결과를 Table 5에서 보여준다. Table 5에 

의하면 다른 분류 모델과 개별 학습 후 앙상블을 진

행한 모델과 달리 제안 기법들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

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HAM10000 데이터셋

에 비해 더 큰 데이터 불균형을 가진 데이터셋에서도 

제안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 수가 적은 분류에 대한 

분류 정확도 및 균형 정확도의 개선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6, 7의 Confusion Matrix에 의하

면 데이터의 다수를 차지하는 Nv 부분의 정확도가 

99.6%에서 99.3%로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가 적었던 BCC, FG, VASC는 평균적으로 1～2%p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을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

가 적은 분류의 예측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준

다. 단일 모델 학습에서는 제안 방법을 적용한 

EfficientNet B4는 최대 94.3%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최대 97.8%의 검

증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기존 Soft-Attention Improves Skin Cancer Classi-

fication Performance [8]에 비하여 Accuracy와 

Balanced Accuracy가 약 3.5%p, 2.2%p 향상된 결과

이다.

Table 6 및 7은 제안 모델을 HAM10000과 동물 

피부 병변 데이터에서 테스트했을 때의 성능을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로 보여준다. 두 표를 비교

하면 상대적으로 제안 모델의 경우, 데이터가 적었던 

분류(VASC, MEL, BCC)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제안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앙상블 

모델은 데이터가 적었던 분류의 정확도가 상대적으

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제안 모

델은 제안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앙상블 모델에 비해 

데이터가 많았던 쪽의 분류(NV) 정확도는 미세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데이터 불균형으로 일

어나는 특정 분류에 대한 모델의 정확도를 비약적으

로 향상시키면서 영상 데이터가 많은 분류의 정확도 

감소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조인트 앙상블 학습 기법이 개별 

학습을 통해 얻은 모델을 앙상블 했을 때보다 Bal-

anced Accuracy의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다중 어텐션 모듈과 투명도 

기반 영역 분할 정보를 통한 분류 모델 설계와 조인

트 앙상블 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피부암 데이터로 

구성된 HAM10000에서의 피부암 진단 신경망 모델

과 동물 피부 병변에 대한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다.

EfficientNet의 B0, B1, B2 모델과 B4 모델을 활용하

여 제안 방법을 적용하고 앙상블을 사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단일 어텐션을 사용하는 기존의 어텐션 모듈

Table 6. Confusion Matrix of EfficientNet B0+B1+B2 Ensemble model with the use of proposed joint ensemble methods 

on HAM10000.

Actual

Predicted
AKIEC BCC BKL DF MEL NV VAS

AKIEC 91.30% 0 0 0 0 0 0

BCC 0 96.2% 0 0 0 0 0

BKL 0 0 93.8% 3.3% 2.9% 0.3% 0

DF 0 0 0 96.7% 0 0 0

MEL 0 0 0 0 94.1% 0.6% 0

NV 8.6% 3.8% 6.1% 0 2.9% 99.3% 0

VAS 0 0 0 0 0 0 100%

Table 7. Inference 10 images latency comparison with/without multi-scale attention ensemble module on batch 

size 1.

Model 10 Images Latency (ms)

EfficientNet-B4 w/o Multi-scale attention ensemble module 151.1

EfficientNet-B4 w Multi-scale attention ensemble module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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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투명도로 전환된 영역 분할 정보와 다중 어

텐션을 활용한 기법을 통해 모델이 더 정확한 집중 

영역을 학습하고 분류 정확도를 기존 최신 연구와 

비교하여 약 1.0%p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위 제안 

방법을 서로 다른 크기의 3개의 EfficientNet 모델에 

적용하고 이를 하나의 손실 함수로 학습하는 조인트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인 

HAM10000과 동물 피부 병변 데이터셋에서 상대적

으로 적은 수의 영상을 가진 분류의 예측 정확도를 

약 1～2%p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단일 모델 학습

에서 제안 방법을 적용하고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최신 연구에 비해 약 3.5%p 향상된, 97.8

%의 검증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다. 본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의사의 

피부 병변 진단에 활용되는 컴퓨터 지원 진단 시스템

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량의 분석 의료를 수용하여 피

부 진단을 위한 고급 의료 분석 장비와 의료 인력의 

소모를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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