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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림프부종은 조직 사이에 비정상적인 림프액의 축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림프부종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과 시진, 촉진을 이용한 물리적 소견 및 선별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림프부종의 원인에 따라 부종의 단계를 나누며, 이에 맞는 치료 및 환자의

예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는 X-ray, Computed Tomography(CT),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초음파 등의 의료장치가 사용된다.

조직 내의 과도한 단백질 축적은 조직의 섬유화로 진행되고, 섬유화가 진행될수록 조

직내 림프 흡수가 억제되거나 역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섬유화는 CT 이미지에서

벌집모양(Honeycomb-patterned)의 구조로 발견될 수 있으며 림프부종 섬유화증

(fibrosis)의 마커가 될 수 있다.

딥 러닝을 이용하여 의료영상을 분할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뇌 MIR 이미

지에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이용한 뇌졸중 영역의 분할, 폐 X-ray 

이미지에서 폐 영역의 분할,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에서 황반 부종 영역

의 검출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딥 러닝을 적용하여 영상을 분할하는 연구들이 시도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벌집모양 구조의 영역을 이용하여 환자의 부종 정도를 대표하는 값인

CT reticulation index(CTRI)를 정의하고, 임상 척도 및 생체전기저항검사(BEI; bio-

딥 러닝을 이용한 림프부종 CT 영상

내 섬유화된 조직의 의미론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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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impedance) 방법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CTRI 알고

리즘이 림프 부종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벌집모양의 구조를 분리해 내기 위해, 각 환자의 CT 이

미지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분리해 내어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벌집모양을 검출하는 알

고리즘에서, CTRI가 역치 값을 기준으로 생성되는데, 이때 사람이 역치 값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준에 모호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딥 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방법 중 의미론적 분할에서 사용되

는 SegNet 모델을 이용하여 CTRI 생성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역치 값 설정 시

cluster 방법을 이용하여 모호성을 줄였으며, 새로운 부종 정도를 대표하는 값인 edema 

fibrosis reticulation index(EFRI)의 사용을 제안하여 환자의 부종 대표 값과 임상척도와

의 Correlation 증가를 보이고자 한다.

[주제어] 림프부종 섬유화, 기계학습, Semantic segmentation, 부종 지수



6

목  차
[국문 요약] ....................................................................................................................................................................................4

[그림 목록] ....................................................................................................................................................................................8

[표 목록].........................................................................................................................................................................................9

1. 서  론.......................................................................................................................................................................... 10

1.1. 연구 배경 및 목표............................................................................................................................................ 11

1.2. 배경이론................................................................................................................................................................. 13

1.2.1. 생체전기저항검사......................................................................................................................................... 13

1.2.2. 사지둘레 측정법............................................................................................................................................ 14

1.2.3. 딥 러닝.............................................................................................................................................................. 15

1.2.4. 의미론적 분할................................................................................................................................................ 16

2. 본  론.......................................................................................................................................................................... 17

2.1. 의료 데이터 확보.............................................................................................................................................. 18

2.2. 학습 데이터.......................................................................................................................................................... 20

2.2.1. 학습 데이터 선택......................................................................................................................................... 20

2.2.2. 학습 데이터 생성......................................................................................................................................... 21

2.3. 딥러닝..................................................................................................................................................................... 23

2.3.1. 딥러닝 모델..................................................................................................................................................... 23

2.3.2. 딥러닝 모델 학습......................................................................................................................................... 24

2.3.3. 딥러닝 모델의 평가방법............................................................................................................................ 26

2.3.4. 딥러닝 모델의 평가결과............................................................................................................................ 27

2.4. 부종지수 분석..................................................................................................................................................... 29

2.4.1. 부종지수 계산방법....................................................................................................................................... 29

2.4.2. 부종지수 통계분석....................................................................................................................................... 31



7

2.4.3. 부종지수 계산결과....................................................................................................................................... 33

3. 토의 및 결론............................................................................................................................................................ 35

3.1. 토의 및 결론....................................................................................................................................................... 36

참고 문헌..................................................................................................................................................................................... 40

[Abstract] ...................................................................................................................................................................................... 42



8

[그림 목록]
그림 1 하지에서 둘레측정 위치[23] .......................................................................................................... 14

그림 2 기계학습의 학습방법의 변화[13]................................................................................................. 15

그림 3 이미지 분류 방법의 예시[14]........................................................................................................ 16

그림 4 Flow chart ................................................................................................................................................ 19

그림 5 제외된 의료영상의 해부학적 위치 ............................................................................................... 20

그림 6 제작된 GUI .............................................................................................................................................. 21

그림 7 GUI를 이용하여 라벨 된 이미지들 .............................................................................................. 22

그림 8 SegNet모델의 모식도.......................................................................................................................... 23

그림 9 Confusion matrix의 모식화 ............................................................................................................. 26

그림 10 Semantic Segmentation 결과...................................................................................................... 28

그림 11 정규CDF와의 비교............................................................................................................................. 32



9

[표 목록]
표 1. 림프 부종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임상정보 ......................................................................... 18

표 2 데이터 증폭에 사용된 옵션.................................................................................................................. 24

표 3 SegNet모델과 Hierarchical 모델에서 사용된 SegNet의 학습 조건.............................. 25

표 4 SegNet의 정확도 ....................................................................................................................................... 27

표 5 ks-검정법의 p-value .............................................................................................................................. 31

표 6 Index 방법과 Summation 방법의 Correlation과 p-value.................................................. 34



10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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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및 목표

림프부종은 조직 사이에 비정상적인 림프액의 축적이 일어나는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림프부종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과 시진, 촉진을 이용한 물리적 소견 및

선별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맞는 치료 및 환자의 예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는 X-ray, Computed Tomography(CT),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초음파 등의 의료장치가 사용된다[1].

림프부종은 원인에 따라 일차성 림프부종과 이차성 림프부종으로 단계를 나눈다. 일차

성 림프부종은 선천적인 림프관 형성에서 발생한 문제로 부종이 나타나며, 이차성 림프

부종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수술이나 생활에서 발생한 림프관이나 림프절의 손상으로 림

프액 이동경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종이 나타난다[2].

림프부종은 세계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질병이며 세계적으로 130만명 이상의 사람들

의 건강을 위협한다. 암 수술의 후유증으로도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며 미국에서는 유방

암의 경우 림프부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300만 명 존재한다[3] 이러한 림프부종은

일상생활이나 대외 활동 등의 환자의 삶의 질에 크게 관련된다. [4]

림프액의 정체는 조직에서 섬유아세포(fibroblast), 지방세포(adipocytes) 및 각질형성

세포(keratinocytes)수를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콜라겐 침착이 증가하며 부종

피부와 피하 조직에서 지방 및 결합조직이 과도하게 성장한다. [5]. 이러한 림프액의 만

성적인 정체는 결국 조직의 섬유화로 진행되며 이는 조직내 림프 흡수가 억제되거나 역

류할 가능성이 있어 부종이 악화될 수 있다[1], [2]. 섬유화된 조직은 CT 이미지에서 벌

집모양(Honeycomb-patterned)의 구조로 발견될 수 있으며[6] 이러한 구조는 림프부종

섬유화증(fibrosis)의 진단을 위한 마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영상을 딥 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원하는 영역을 분리해 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폐 X-ray 이미지에서 Encoder-Decod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이용한 폐 영역의 분할[7],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에

서 Deep residual networks (DRNs)모델을 이용한 황반 부종 영역을 분할하고 분할영역

이미지에서 황반 부종의 발생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연구[8], 뇌 MIR 이미지에서 LeNet

을 사용하여 뇌졸중 발생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SegNet을 이용하여 뇌졸중 영역을

분할하는 연구[9]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CNN모델들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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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는 림프부종 환자의 사지 CT 영상에 나타난 벌집모양 구조를 이용하여

환자의 부종 정도를 대표하는 값인 CT reticulation index(CTRI)를 정의하고, 임상 척도

및 생체전기저항검사(BEI; bio-electric impedance)분석 방법과의 Correlation를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해 CTRI 생성 알고리즘이 림프 부종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10].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벌집모양의

구조를 분리해 내기 위해, 각 환자의 CT 이미지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분리해 내는 작

업은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벌집모양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에서 사람이 임의로

threshold 값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모호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딥 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할방법 중 의미론적 분할에서 사용되

는 SegNet 모델을 이용하여 선행 연구의 문제점 개선 및 새로운 부종 정도를 대표하는

값인 Edema Fibrosis Reticulation Index(EFRI)을 제시하고 사지둘레측정법과 BEI법과의

Correlation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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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경이론

1.2.1. 생체전기저항검사

생체전기저항검사는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를 이용하여 인체의 저항을 측정하고 이를 신

체 구성성분의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 침습적이고 통증이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들

어 실용적이다. 신체의 저항은 통과하는 교류 전류에 저항하며 수분 및 전해질 함량과

반비례한다[11]. 또한 교류전류의 주파수에 따라 측정되는 저항 값이 달라지며 이는 조

직 내 체성분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 신체 구성 성분 중 부종을 평가할 수 있는 생체 구

성 성분인 세포외액(extracellular fluid)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주파수인 1kHz를 이

용하여 환자의 부종이 발생한 사지에 생체전기저항이 측정되었다[12]. 본 연구에서는 림

프 부종 지수를 표준화하기 위해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임피던스 값에서 부종이 발생하

지 않은 임피던스 값을 뺀 값을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임피던스 값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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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지둘레 측정법

사지 둘레측정법(Standardized circumferences difference ratio, SCDR) 은 림프 부종의

부피 측정 방법 중 하나이며 사지에 발생한 부종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2]. 본 연

구에서는 누운 상태의 환자에 대해 양측 사지의 전와부(mid-antecubital fossa), 다리오

금 중심(mid-popliteal fossa)의 5cm 아래와 5cm 위 부분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측정값

은 표준화를 위하여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둘레 값에서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둘레 값을

뺀 값을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둘레 값으로 나누어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 하지에서 둘레측정 위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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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딥 러닝

딥 러닝은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에 대한 한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ering)에서 발

전된 기계 학습의 한 기법이다. 기존의 기계학습이 규칙기반(rule based)방법을 기반으로

수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분류하는 방식이며(그림 2 (a)), 딥 러닝은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 깊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특징추출과 분류가 함께 수행된다(그

림 2 (b))[13].

딥 러닝은 지도적 학습과 비지도적 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적 학습은 분류 및

회귀 문제를 푸는데 활용되며 주어진 데이터와 레이블을 입력으로 받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출력하는 예측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비지도적 학습은 주어진 데이

터를 활용하여 군집화, 확률밀도 추정, 공간변환 등을 수행한다[13].

그림 2 기계학습의 학습방법의 변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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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의미론적 분할

이미지 분류는 이미지 내에서 객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분류(classification), 이미

지 내에서 객체의 위치를 박스 형태로 제공하는 지역화(Localization) 여러 객체를 인식

하여 객체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탐지(Detection),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에

대해 분류하는 분할(segmentation), 마지막으로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에 대하

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객체를 각각 인식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인스턴스 분할(instance 

segmen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14]. 아래 그림 3 에서 (a)는 원본 이미지, (b)는 지

역화, (c)는 탐지, (d)는 분할, (e)는 인스턴스 분할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분할 수준으로 분류한다. 의미론적 분할은 주어진 이미지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을 분류(classification)하며 같은 클래스인 객체들은 같은 영역으로

분류한다. 객체 검출은 픽셀수준의 분류를 요구하며 convolution 만으로 이루어진 모델

은 이러한 픽셀 수준의 분류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Convolution이 수행되며 원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ncoder-

Decoder의 구조를 가진 딥러닝 학습모델을 사용한다. Encoder 에서는 down-sampling

을 통해 원본 이미지에서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이 이루어 지고, Decoder에서는

up-sampling을 통해 이미지의 특징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 크기로 회복하는 과정이 이

루어 진다.

그림 3 이미지 분류 방법의 예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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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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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 데이터 확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임상에는 상지 또는 하지의 한쪽 팔다리에만 림프부종의 섬유화

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CT 스캔, 다중주파수 BEI 및 SCDR 가 시행되었다. 피험자

41명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중 제공된 CT 데이터가 충분히 길지 않은 6명의 데이터, CT 

스캔에서 제거할 수 없는 노이즈가 나타난 1명의 데이터와, 제공받은 BEI 데이터가 없

는 환자 2명의 데이터,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부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환자 1명을 제

외한 31 명의 CT 이미지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였다. Correlation 분석에는 학습데이터

로 이용한 환자 데이터에서 4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24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SCDR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환자 1명의 데이터, 팔꿈치 아래의 CT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환자 1명의 데이터 그리고 CT 이미지 상에서 사지의 위치가 심각하게 대칭적이지 않은

환자 2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그림 4). 이들의 인구학적 정보는 표 1에 나타나 있으

며 인구학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1명의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았다. 임상정보는 울산대

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제공받았다.

표 1. 림프 부종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임상정보

Number (%) or mean ±S. E

Age 58.38(2.08)

Sex
Male 1(2.5)

Female 39(97.5)

Side
Right 20(50.0)

Left 20(50.0)

Weight 58.67(1.39)

CT number 160.9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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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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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 데이터

2.2.1. 학습 데이터 선택

환자 CT 이미지에서 상지 또는 하지의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여 다섯가지 클래스에

분류될 수 없는 영역들을 포함하는 전와부, 다리오금 중심과 손 발목 아래의 CT 이미지

는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다.(그림 5). 제외 대상은 상지의 경우 위팔뼈(Humerus)와

노뼈(Radius), 자뼈(Ulna)가 CT 영상에서 접촉되기 시작한 부위부터 CT 영상에서 위팔

뼈만 나타난 영상이고, 하지의 경우 슬개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CT 영상부터 슬개골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은 CT 영상이다.

그림 5 제외된 의료영상의 해부학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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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학습 데이터 생성

임상에서 제공받은 CT스캔 이미지를 기계학습에 사용될 Training data set으로 가공하

기 위하여 GUI(Graphic User Interface)(그림 6)을 구현하였다. 제작된 GUI는 CT 이미

지의 형태적 정보와 HU(Hounsfield units)값을 토대로 이미지의 영역을 분류할 수 있도

록 제작되었다. GUI는 입력된 위치정보에 따라 반자동으로 사지의 한 쪽 단면을 선택하

고, 선택된 이미지를 원본과 라벨링 중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라벨링 중인 이미지에 대

해 threshold, dilation, close, open, k-mean cluster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그림 6의 오른

쪽 상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Air, Fat, Skin, Fibrosis, Muscle의 다섯가지 클래스로 이미

지 영역을 분리한다.

그림 6 제작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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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서, 왼쪽부터 차례로 원본 이미지, Skin 클래스, Muscle 클래스, Fat and 

Edema 이미지, Fat 클래스를 보여준다. 구현에는 Matlab (Mathworks, U.S.A.)을 이용하

였다.

그림 7 GUI 를 이용하여 라벨 된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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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딥러닝

2.3.1. 딥러닝 모델

이미지 영역 분류에 의미론적 분할에서 사용되는 SegNet을 사용하였다. SegNet[15]

은 GoogleNet[16]과 VGG16[17] 등과 같이 픽셀수준의 이미지의 의미론적 분류에 사

용되는 딥러닝 모델이다. SegNet은 지도적 학습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해내는 모델

로서, convolution 층 과 deconvolution 층을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후,

다시 복원 작업을 거쳐 라벨링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 데이터 셋은 원본

이미지와 GUI를 이용하여 Air, Skin, Fat, Fibrosis, Muscle로 분류된 라벨링 이미지이다.

SegNet은 학습 완료 후, 주어지는 새로운 CT 이미지에 대하여 다섯가지 범주로 분류하

게 된다(그림 8).

그림 8 SegNet 모델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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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딥러닝 모델 학습

제작된 GUI를 통해 만들어진 1,920개의 학습 데이터 셋은 각 환자 단위로 이미지 그

룹을 이루어 Training, Validation, Test 데이터 셋에서 이미지들이 섞이지 않도록 배

치하였다. 각 데이터의 비율은 Training 70% (1,252 개), Validation15% (290 개),

Test 15%(378 개)로 학습에 사용되었다. 딥러닝 학습은 feature extraction이 딥러닝

모델 내부에서 이루어 지면서, 더 많은 수의 학습데이터를 요구한다[13]. 따라서, 학

습에 사용될 학습데이터의 증폭을 위해 augmentation을 진행하였다. Augmentation 

은 Training 데이터 셋에만 적용되었으며, X축 또는 y 축으로 -3 pixel에서 3 pixel 

크기 사이의 값만큼 이동, X축 반전, -15°에서 15° 사이의 각도만큼 회전이 랜덤으로

이루어 진다 (표 2). 따라서 학습에 사용된 Training 및 Validation 데이터 셋은 총

4,684,596 개로 증폭되었고 전체 과정에서 사용된 Training, Validation, Test 학습

데이터 수는 4,684,974개이다.

표 2 데이터 증폭에 사용된 옵션

Augmentation Option

Reflection X axis
Translation -3 pixel to 3 pixel

Rotation -15 t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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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데이터를 이용하여 SegNet 기반 모델을 Pre-training 하였으며 Validation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진행 중 50 Iteration 마다 학습 진행상황 및 정확도를 테스트하

였고, Test 데이터로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hyper-parameter는 표 3 와 같다. 손실함수로 piecewise를 사용하였

으며 초기 학습률은 0.002 이다. 데이터 증폭 및 학습은 Matlab (Mathworks, U.S.A.)에

서 진행되었다.  

표 3 SegNet 모델과 Hierarchical 모델에서 사용된 SegNet 의 학습 조건

Options

Initial Learn Rate 0.002
Loss function piecewise

Epoch 70
Mini batch siz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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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딥러닝 모델의 평가방법

모델의 평가에는 Accuracy, IoU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Accuracy는 각 클래스에 대해

올바르게 식별된 픽셀의 백분율을 의미하며 Confusion matrix의 TP/(TP + FN) 값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Accuracy는 모든 픽셀의 라벨을 Edema로 설정할 경우 정확도

는 100% 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ntersection over Union(IoU)의 방

법을 또한 고려되었다. IoU는 Jaccard coefficient 라고도 하며 두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잘못된 분류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TP/(TP +FP+FN) 

값으로 표현된다(그림 9).

그림 9 Confusion matrix의 모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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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딥러닝 모델의 평가결과

모델의 평가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Test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시행되었다.(표 4).

Accuracy는 Air에서 99.99%, Muscle에서 97.01%, Fat에서 87.28%, Skin에서 95.70%, 

Fibrosis에서 77.58%로 나타났다. IoU는 Air에서 99.99%, Muscle에서 94.65%, Fat에서

81.59%, Skin에서 87.07%, Fibrosis에서 58.43%으로 나타났다. Global Accuracy는

98.28% 이며 Mean IoU는 84.35%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다섯 개의 CT 이

미지를 Segmentation 한 결과는 (그림 10)와 같다. 첫번째 행부터 원본 사지 이미지, 원

본 라벨 이미지, 모델의 예측 이미지이다.

표 4 SegNet의 정확도

Accuracy IoU

Air 1.0000 1.0000

Muscle 0.9701 0.9465

Fat 0.8728 0.8159

Skin 0.9570 0.8707

Fibrosis 0.7758 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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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emantic Segment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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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종지수 분석

2.4.1. 부종지수 계산방법

제시된 SegNet 학습 모델은 각 환자들의 부종이 발생한 사지 및 부종이 발생하지 않

은 사지의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에 대해 부종 영역의 양을 다섯가지 클래스의 픽셀의 개

수로 출력한다. 본 연구에서 이를 환자의 부종 정도를 대표하는 값인 부종지수(EFRI)로

계산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번째 부종지수 방법(Index1)은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지방과 섬유화 클래스 픽셀의

합을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지방과 섬유화 클래스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식 1).

���� �� �������� + ��������� �� ��������

���� �� ���������� + ��������� �� ����������
                                       (1)

두번째 부종지수 방법(Index2)은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섬유화 클래스 픽셀에서 부종

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섬유화 클래스 픽셀을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단면적을

뺀 값을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식 2). 

��������� �� �������� − ��������� �� ����������

����� �� ����������
                                      (2)

세번째 부종지수 방법(Index3)은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섬유화 클래스 픽셀을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섬유화 클래스 픽셀로 나눈 값이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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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네번째 부종지수 방법(Summation )으로, 부종이 발생한 사지의 섬유화 클래스 전체의

합으로 표현된 값이다.

픽셀의 개수는 환자의 CT 이미지 슬라이드 수 마다 학습된 모델을 통해 출력되며

EFRI 방법을 통해 표준화 하였고, Index 방법에서는 환자마다 단일한 지수로 표현하기

위해 각 환자의 Index 값의 평균값과 합을 Index mean, Index sum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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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종지수 통계분석

EFIR의 정규성검증은 Kolmogorov-Smirnov(ks-analysis) 검정법을 통해 이루어 졌다

(표 5,그림 11). ks-검정법은 ‘주어진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세우고

이를 기각하는 여부가 0 과 1로 나타난다. ks-검정 결과 모두 0, 즉 ‘기각하지 않는다’로

나타났으며 표는 기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p-value이다. 검정이 이루어진 부종 지수들

은 로그변환이 이루어 졌으며, Index방법 중 Index2에서 두 사지의 픽셀 값을 서로 뺀

값을 사용하여 음수가 발생하여 로그변환 시 허수가 나오게 되므로, 각 환자의 Index 값

에서 작은 양의 상수를 추가하여 변환하였다. [18] 로그변환 및 정규성 검증은 Matlab 

(Mathworks, U.S.A.)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5 ks-검정법의 p-value

Index1 Index2 Index3

Indexmean 0.8449 0.1443 0.1038

Indexsum 0.0578 0.6156 0.5040

Index_UP mean 0.5860 0.1514 0.2168

Index_UP sum 0.3135 0.3540 0.6125

Index_Down mean 0.9366 0.0557 0.8614

Index_Down sum 0.5501 0.6245 0.9965

Summation 0.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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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규 CDF 와의 비교



33

2.4.3. 부종지수 계산결과

EFRI와 SCDR, IMP에 대한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표 6)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SCDR_UP으로 표현되는 proximal SCDR과 유의미한 Correlation을 보이는 지수는

Index1_Downmean(r=0.44, p<0.05), Index2_Downmean(r=0.42, p<0.05)이다. SCDR_DOWN으

로 표현되는 distal SCDR과 유의미한 correlation을 보이는 지수는

Index1_Downmean(r=0.42, p<0.05), Index2mean(r=0.40, p<0.05), Index2_Downmean(r=0.45, 

p<0.05)이었다. IMP 와 correlation을 보이는 지수는 Index1mean(r=0.59, p<0.01), 

Index1sum(r=0.50, p<0.01), Index1_Downmean(r=0.70, p<0.001), Index1_Downsum(r=0.55, 

p<0.01), Index2mean(r=0.83, p<0.001), Index2sum(r=0.80, p<0.001), Index2_UP mean(r=0.62, 

p<0.001), Index2_UPsum(r=0.72, p<0.001), Index2_Downmean(r=0.87, p<0.001), 

Index2_Downsum(r=0.83, p<0.001), Index3sum(r=0.41, p<0.05), Index3_Downmean(r=0.51, 

p<0.01), Index3_Downsum(r=0.54, p<0.01), Summation(r=0.55, p<0.01)이며 특히 Index2

의 방법에서 IMP 와의 전반적인 correlation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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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ndex 방법과 Summation 방법의 Correlation 과 p-value

Index
IMP and SCDR

SCDR_UP SCDR _DOWN IMP
Index1mean 0.3110 0.2741 0.5957**
Index1sum 0.0499 0.0372 0.5080**

Index1_UP mean 0.0198 -0.0267 0.2938
Index1_UP sum -0.1600 -0.1739 0.3259

Index1_Down mean 0.4476* 0.4269* 0.7013***
Index1_Down sum 0.1908 0.1829 0.5521**

Index2mean 0.3805 0.4063* 0.8357***
Index2sum 0.3100 0.3043 0.8089***

Index2_UP mean 0.2183 0.2325 0.6296***
Index2_UP sum 0.2808 0.2625 0.7287***

Index2_Down mean 0.4242* 0.4599* 0.8748***
Index2_Down sum 0.3179 0.3210 0.8320***

Index3mean 0.2104 0.2307 0.2229
Index3sum 0.1760 0.1989 0.4198*

Index3_UP mean 0.1476 0.1746 0.1926
Index3_UP sum 0.0593 0.0903 0.3238

Index3_Down mean 0.2393 0.2498 0.5061**
Index3_Down sum 0.1799 0.1898 0.5458**

Summation 0.1602 0.1825 0.5508**
* 0.01 < p < 0.05, ** 0.001 < p < 0.01, *** p < 0.001



35

3. 토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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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림프부종 환자의 사지 CT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fibrosis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semantic segmentation을 수행하는 SegNet 기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Fibrosis 영역을 Accuracy 77.58%, IoU 58.43%으로 분류해 내는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fibrosis 영역을 표준화 할 수 있는 네가지 EFRI 

부종지수 계산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임상 정보들과 Correlation 분석을 수행하여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image segmentation을 위한 수동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중

간 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반복적인 초기화 작업을 요구한다. 또한 역치(threshold)기반

의 알고리즘에서 적절한 역치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알고리즘 수행이 필수적

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알고리즘의 사용은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지연을

발생시키며 작업자의 피로도 또한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미지 처리를 위한 GUI를 개발을 통하여 학습 데이터의 생성에 필요한 영상

처리 기법들을 버튼 형식으로 구현하여 반복적인 초기화 작업을 없애 작업 시간을 단축

하였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역치 값 선택 방법으로 k-mean 클러스터링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작업자가 선택해야 할 역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적용한 구역

내로 선택할 수 있게 축소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줄임과 동시에 임의성을

줄여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기반 알고리즘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

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내기 쉽지 않다. 또한 반복적인 규칙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므로

자동화된 영상 처리와 함께 이미지 분할을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 사용이

필요하다. 의료 영상 이미지를 딥 러닝을 통해 원하는 영역만 분리해 내려는 시도는 뇌,

폐, OCT 등의 여러 목적 부위에 대해 적용하여 시도되었다[7]–[9]. 본 연구에서는 사지

CT 이미지에서 1,920개의 데이터셋을 HU 값에 기반한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Air, 

Muscle, Fat, Skin, Fibrosis의 다섯가지 클래스로 단순화하여 라벨링을 진행하였다. 이를

이미지의 segmentation에 자주 사용되는 SegNet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모델에 학습시켰

고, 각 클래스의 Accuracy는 100.0%, 97.01%, 87.28%, 95.70%, 77.58%, IoU는 100.0%, 

94.65%, 81.59%, 87.07%, 58.43%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로, 뇌졸중 환자의 뇌 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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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SegNet으로 학습시켜 뇌 병변 부위를 segment 하는 연구가 있었다[9]. 210개

의 normal, 210개의 abnormal 한 뇌 CT 이미지를 normal과 abnormal 두가지 클래스

로 라벨링 하여 학습시켰으며 Training 과 Test 데이터셋을 70:30 비율로 학습하였다.

그 결과 Accuracy는 85~87% 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확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분류한 클래스의 수가 5개인 본 연구와 달리 2가지 클래스로 분류하여 비교

적 높은 정확도를 보일 확률이 있다. 또다른 연구결과는 OCT 이미지를 이용하여 변형된

SegNet에 학습시켜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안구에 생성되는 혈관 segmentation을 시도

하였다. DRIVE dataset에서 제공된 1200개의 Training 데이터와 20개의 Test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개의 클래스 background, vessel, tissues로 라벨링 하여 학습시켰다. 그러나

평균 정확도는 87.73% 에서 95.94%로 나타난 반면 각각의 Recall(Accuracy)은 1.00, 

0.44, 0.95로 나타났다[19].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의 의료영상 이미지의 특성 및 질병, 성별, 연령과 같은 다양

한 종류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과 본 연구의 임상시험의 비교적 작은 표본크기를 고려하

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훈련 모델을 이용한 EFIR는 림프 부종에 대한 임상

golden standard인 IMP, SCDR과의 correlation 비교 결과에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CTRIMIN의 correlation은 IMP(r=-0.46,p<0.05), proximal

SCDR(r=0.45,p<0.05)로 나타났다[10].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EFIR 방법 중

Index2_Downmean 방법은 proximal SCDR(r=0.44, p<0.05), distal SCDR(r=0.42, p<0.05), 

IMP(r=0.70, p<0.001)의 결과를 보여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관련성을 보인다.

SCDR은 부종의 발생정도를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둘레를 기준으로 삼아 부종

이 발생한 사지의 부종 발생정도를 표준화 한 값으로, 두 둘레의 차이에 포함된 fibrosis

의 증가 또는 세포외액의 증가가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단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나타나

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신경

성 위축(neurogenetic atrophy) 또는 주로 사용하는 사지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사지에

서 근육 질량의 차이와 관련된 해부학적 변이에 따라 측정 기준이 다를 수 있고[20] 부

종이 발생하였으나 조직의 섬유화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그 유의미함이 섬유화된 부종의

영역에 대한 지표인 EFRI와의 관련성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MP의 경우 SCDR과 비교하여 높은 correlation을 보인다. 지속적인 림프액의

축적 및 정체는 림프구(lymphocytes), 대식세포(macrophages), 호중구(neutrophil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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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를 포함한 다양한 염증세포의 축적으로 이어져 림프관의 형성

을 촉진하고 조직 내 콜라겐 침착의 증가와 부종 피부와 피하 조직에서 지방 및 결합조

직의 과도한 성장을 유도하여 섬유화를 일으킨다. [5], [21]. 이는 낮은 주파수에서 시도

된 BEI법의 전류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세포막을 관통하지 않고 세포외액을 통과하게

되므로 세포외액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22]. 사지에 발생한 섬유화가 조직에서 저항

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이는 IMP 값과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11]. 이를

통해 IMP 값과 전반적인 Index 값의 correlation이 높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IMP와 상관분석이 이루어진 Index2의 모든 지수들은 다른 두 지수들 보다 신뢰도와 상

관성 모두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났다(0.62< r <0.87, p<0.001). 이는 부종이 발생한 사지

의 섬유화 클래스 픽셀의 합에서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사지의 섬유화 클래스 픽셀의 합

을 빼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한 사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ndex2 방법이 IMP의

표준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다른 두가지 Index 방법들 보다 연관성

이 높은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습모델을 사용한 EFRI의 계산은 EFRI의 golden standard와

의 관련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연구에서 수작업으로 시행한 CTRI 계산에 비해 비교

적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작업을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으로 대체하여 fibrosis 영역 segmentation에 걸리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segmentation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진행 한 결과 보다 임의

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의 정확도는 hyper-parameter의 optimization이 필요하고, fine-tunning

을 위하여 transfer learning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도 증가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CT 이미지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의 피험자

가 이 결과를 증가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emantic segmentation을 수행하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부종환자의 사

지 CT 이미지를 다섯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segmentation의 임의성과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줄였다. 또한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여

부종 환자의 사지 CT 이미지에서 섬유화 영역의 크기를 계산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임

상에서의 golden standard인 SCDR과 BEI법과 correlation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높은

연관성을 보여 림프 부종 환자의 특성 및 모니터링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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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ymphedema is an abnormal accumulation of extracellular fluid among tissues.

Abnormal protein accumulation in the tissue proceeds to lymph-edema fibrosis of the 

tissue. As the progression of lymphatic edema fibrosis, absorption of Lymphatic fluid 

in the tissue is suppressed or refluxed. Fibrosis can be found in a honeycomb-

patterned structure on CT images that could be a marker of lymphedema fibrosis.

In this research, we propose the Deep-Learning based model, SegNet, to semantic 

segmentation of honeycomb-patterned structure on CT image. The segmentation 

accuracy and IoU was 77.58% and 58.43% respectively. And we suggest the edema 

fibrosis reticulation index (EFRI) represents the degree of edema. Index2_Downmean

shows th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pproximal SCDR (r=0.44, p<0.05), distal SCDR 

(r=0.42, p<0.05) and IMP (r=0.7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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