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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서울대학교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 이규언 교수

학생창의자율과제명
구개열 환자 진단용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GAN 기반의 학습데이터 증강 

알고리즘 개발
연구기간 2020. 5. 29 – 2020. 10. 15

연구 필요성
o 다른 도메인과 달리 의료영상 데이터는 정상에 비해 비정상 소견이 매우 부족하여 데이터의 클래스

에 있어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음

o 구개열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환자의 비인두운동을 직접 볼 수 있는 비디오투시촬영 

(videofluoroscopy)을 주로 사용하지만 연구개인두 주변의 복잡한 구조물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개인두 괄약운동의 평가와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

o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진단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되지만 딥러닝 기반 알고리

즘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양의 고품질 의료 영상 데이터가 요구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투시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구개열 환자 진단용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 필요

한 학습 데이터 증강 방법 개발

□ 주요내용

o Auxiliary Classifier GAN (ACGA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 비인두폐쇄부전의 심각도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증강

o 기존의 GAN 방법들과 생성된 비디오투시촬영영상과 영상 품질을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GAN

의 우수함을 증명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연구개인두부전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비디오투

시촬영영상을 획득 

- 총 742장의 이미지를 획득함

o 기존의 ACGAN 보다 높은 품질의 비디오투시촬

영영상 생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loss 함수 

개발

- 질적 평가 (qualitative comparison)을 통해 기존

의 ACGAN 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GAN이 높

은 품질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보임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본 연구를 통해 ACGAN 기반으로 비디오 투시촬영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Generator와 Discriminator를 통해 기존의 ACGAN보다 높은 품질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보

여줌

o 의료 영상 데이터 수집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도 (class information) 불균형 문제를 제안한 

GAN 모델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이 가능함

o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GAN 알고리즘은 구개열 환자의 비디오투시촬영영상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

를 겪고 있는 다양한 의료 영상에도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