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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통적으로 의료 영상은 의사들이 육안적 소견을 바탕으로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관적이거나 경험에 영향을 받는 육안 판독의 단점을 보안하고자 

standardized uptake value ratio (SUVR)등의 정량 평가 결과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는 SPM, PMOD, FreeSurfer 등의 

의료영상분석용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X-ray 사진과 같은 초기 형태의 영상검사는 1~3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 반해 최근에는 

한가지 검사에서 최대 3 천여장의 사진이 제공되며, 이러한 방대한 양의 사진이 한 

병원에서 매일 수백명의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양과 

속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정확하면서도 빠른 영상 분석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수년간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기법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로 대규모의 디지털화된 영상 자료의 처리와 분석에도 

인공지능이 활발히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의료 영상 분석의 결과는 환자의 치료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과정이나 결과가 

납득가능해야 하고 학문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의료 영상 분석을 위해 영상 자료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공지능 모델의 선택과 

영상 전처리 및 결과의 해석에 모두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 

영상 분석에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주도로 이뤄졌다면 최근의 의료에는 다양한 

학문적 협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일반화됨에 따라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핵의학 영상에서 대표적 검사인 양성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영상의 재구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을 나눔으로써 더 활발한 

학문간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Short scanning image restoration of brain amyloid PET 

 

영상 복원 (Image restoration)은 사진 속의 노이즈나 이물질 또는 흔들림에 의해 영상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저화질의 영상을 고화질의 깨끗한 영상으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며, 

많은 연구들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 복원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일반 

영상뿐만 아니라 의료 영상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복원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1, 2]. 

핵의학 검사인 PET 검사는 종양, 뇌신경, 심장, 감염 진단 등의 여러가지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PET 검사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동안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비정상단백질을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검사이지만 20 분 정도 움직임이 없이 촬영하는 것이 인지기능이 

감소한 고령의 환자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고 실제로 검사 중 움직임으로 재촬영을 

하거나 검사하는 것이 힘들어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검사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촬영 시간을 짧게 하면 획득된 데이터의 양이 적어서 영상의 

질이 나빠져 판독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2 분간 짧게 촬영하여 얻은 저화질의 영상을 영상 복원 기법을 

사용하여 20 분간 촬영한 것과 같은 고화질로 복원하고자 하였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협업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림 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딥러닝 모델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사용하였고, 모델 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아래와 같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원본과 유사한 영상을 얻었다. 

 

 

 

 

 

 

 

 

 

 

 

그림 2. Amyloid PET images. 20-min ground-truth (left), 2-min short-scanning (middle) and 

synthetic (right) images 
 

인공지능기법을 통해 얻어진 영상이 원본과 유사한 지 그리고 의사들이 판독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판독 의사 3 명을 대상으로 Turing test 를 시행하였고 20 분간 

얻은 원본 영상과 인공지능에 의해 얻어진 영상을 육안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2min 20min Synthetic  



(표 1),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진 영상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판독을 하였을 때, 판독 

정확도는 90% 정도를 보여(표 2) 원본 영상을 이용해 얻은 정확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Turing test 

 
Test 1 Test 2 

4yrs exp non-MD 32/57 (56.1%) 26/58 (44.8%) 

4yrs exp NM physician 25/57 (43.9%) 28/58 (48.3%) 

Over 15yrs exp NM physician 36/57 (63.2%) 35/58 (60.3%) 

Over 20yrs exp NM physician 25/57 (43.9%) 32/58 (54.2%) 

 

표 2. Accuracy,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n clinical reading. Data in parentheses are 95% 

confidence interval (%). 

 

미국의 대표적인 치매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ADNI)의 amyloid PET data 를 이용해 external validation 을 시행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과를 얻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의 편의는 높이면서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올해 Scientific Reports 에 발표하였다 [3]. 

 

Generation of missing data of brain amyloid PET 

 

PET 검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중의 하나는 몸속에 있는 미량의 물질의 

절대값을 살아있는 생체에서 영상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절대값의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촬영 방법이 아니라 방사성의약품을 체내에 주사하면서 

동시에 촬영이 시작되고 몸에서 배설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동영상을 찍듯이 계속 영상 

검사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적 데이터 (dynamic data)라고 하며, kinetic 분석에 

이용된다 [5]. Amyloid PET 의 경우는 1 시간 가량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여야 한다. 이 

시간동안 환자는 움직임이 없이 누워있어야 하며, 이러한 검사상의 어려움 때문에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Dynamic data curves of amyloid PET images. Conventional data curve (left) and proposed 

curve (right)  
 

Metric Reader 1 Reader 2 Reader 3 Mean 

Accuracy 91.4% (81.0, 97.1) 89.7% (78.8, 96.1) 86.2% (74.6, 93.9) 89.1% 

Sensitivity 95.2% (83.8, 99.4) 88.1% (74.4, 96.0) 90.5% (77.4, 97.3) 91.3% 

Specificity 81.3% (54.4, 96.0) 93.8% (69.8, 99.8) 75.0% (47.6, 92.7) 83.3% 



그림 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방법으로 얻은 full-time 그래프가 일정한 경향을 가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흔들림이 적은 중간시간대의 데이터는 생략하고, 초기 및 

후기 데이터만을 얻어서 중간 시간대의 값을 수학적으로 예측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면 

환자는 짧은 시간만 촬영하여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동적 검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함께 해결을 시도하였다. 

정상인과 치매 환자 각 15명에게 60분간 얻는 full-time dynamic data 를 정답으로 하고, 

초기 15 분과 후기 15 분을 이용해서 중간 30 분 데이터를 예측하도록 하였고, 예측된 

값은 정답과 일치 정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전체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배함수를 정하였고, 각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상수값을 예측하여서 각 환자마다 최종 피팅 함수를 구하여 중간 시간대의 값들을 

예측하였다. 

 

 

수식 1. 지배 함수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일부)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Examples of fitting functions of normal subjects (left) and fitting curve (right) 

 

예측된 값들과 실제값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R2 값이 30 명 모두의 

자료에서 0.99 이상으로 확인되어 중간값을 잘 예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추가로 시행한 연구에서 전체 60 분 데이터 중에서 초기 10 분, 후기 10 분 

데이터만으로도 중간의 40 분 데이터를 잘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60 분간 촬영해야 했던 불편에서 처음과 나중 각 

10 분만 촬영하여 검사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동적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full-time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는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unmet need’를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으며,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병원에 여러가지 새로운 검사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검사에서 정확한 정량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수학적인 방법과 해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와 

수학이 함께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문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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