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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영상의 발전에 따라 의료 영상 생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제안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성된
의료 영상의 품질과 다양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생성된 의료 영상을 평가하는 방법으
로는 전문가의 시각적 튜링 테스트(visual turing test), 특징 분포 시각화, IS, FID를 통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나 의료 영상을 품질(fidelity)과 다양성(diversity)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 하는 방법은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DCGAN과 PGGAN 생성 모델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흉부 CT 데이터
셋을 학습하여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품질(fidelity)과 다양성(diversity) 측면에서 두 생성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다. 1차원 점수 기반 평가방법인 IS, FID와 2차원 점수 기반 평가방법인 Precision 및 Recall,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을 통해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의료영상에서의 각 평가방법들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
석한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researches on medical image generation have been suggested, and it becomes crucial to accurately
evaluate the quality and diversity of the generated medical images. For this purpose, the expert’s visual turing test, feature
distribution visualization, and quantitative evaluation through IS and FID are evaluated. However, there are few methods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medical images in terms of fidelity and diversity. In this paper, images are generated by learning a
chest CT dataset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through DCGAN and PGGAN generative models, and the
performance of the two generative models are evaluated in terms of fidelity and diversity. The performance is quantitatively
evaluated through IS and FID, which are one-dimensional score-based evaluation methods, and Precision and Recall,
Improved Precision and Recall, which are two-dimensional score-based evaluation method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evaluation method are also analyzed in medical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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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가방식[9, 16]을 사용하여 생성 영상과 실제 영상 간의
유사도를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은 생성 영상에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은 비지도 학습을 통해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
이다. 생성 모델은 분포를 근사하는 방법에 따라 변분 오
토인코더(Variational Autoencoder, VAE)[1], 생성적적대신경
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2] 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의료영상 분야의 다양한 응용 연구에서도 생
성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의료영상을

사용한

분류(classification)

및

분할

(segmentation) 응용 연구에서는 생성모델을 통해 훈련 데
이터를 증강하고, 적은 양의 데이터와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3]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생성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생성된 영상의 정확한
평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 영상 증강 관련 연구에서는 생성
영상 품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성한 영상을 바탕으로 학
습한 분류 및 분할 모델의 성능 개선 측면에서 데이터 증
강의 효과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거나[4, 5], 전문가의 시
각적 튜링 테스트를 수행하거나[5, 6, 7, 8, 9], 생성 영상의
특징 분포를 시각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10, 11, 12].
시각적 튜링 테스트를 통한 분석 방법은 전문가에게 실
제 영상과 생성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영상이 실제 영상인
지 생성 영상인지 구분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 평가 시 사용하는 생성 영상은 생성 모델로부터 임의
로 샘플링 된 영상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

대해 정량화하여 수치적인 분석은 가능하나, 영상의 품질
과 다양성 측면을 분리하여 고려하지 못하고 하나의 결과
값으로 평가하는 1차원 점수 기반 평가 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 컴퓨터비전 분야에서는 품질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이 제
안되었으나[14], 이를 의료 영상에서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
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한 의료 영상을 품질과 다양성 측면
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평가를 위
해 사용하는 정량적 평가 방법들을 의료 영상에 적용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합성곱층의 GAN 구조를 가진
DCGAN(Deep
Networks)[17]과

Convolutional
성능

개선

Generative
기법이

Adversarial

다양하게

적용된

PGGAN(Progressive Growing Adversarial Networks)[18] 모
델을 이용하여 흉부 CT 영상을 학습하고, 두 생성 모델의
생성 영상을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분
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량적 분석 방법 중 IS, FID와 같
은 1차원 점수 기반 평가 방법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생성 영상들의 품질과 다양성을 Precision 및 Recall 계열
의 2차원 점수 기반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의료
영상에서의 해당 평가방법들의 특징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자 한다.

2. 생성영상 성능 평가 방법

문가마다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점수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의료 영상 생성 및 정량적 평가 방

13]. 생성 영상의 특징 벡터 시각화를 통한 분석 방법은 합

법에 대한 개요도를 나타낸다. 먼저, 종양을 중심으로 크롭

성곱층(convolution layer)에서 데이터의 고차원 특징들을

된  ×  크기의 흉부 CT 영상을  ×  크기로

추출한

Embedd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특징들을 저차원으로

리사이징한 후 생성적적대신경망인 DCGAN과 PGGAN 모
델에 각각 학습시킨다. 둘째, 학습 후  ×  크기로 생

임베딩하고 2차원의 도표에서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성된 영상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생성 영상에 대한 평

다. 이 방법은 생성 영상의 특징들 간의 분포가 잘 분포되

가데이터를 만들고, 원 영상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기

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준데이터를 만든다.

특징 벡터 시각화 방법은 정량화된 수치로 비교 및 분석을

InceptionV3 모델을 학습 데이터로 파인 튜닝 후, 튜닝된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모델의 특징 공간으로 임베딩하고 1차원 및 2차원 점수 기

후,

t-SN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생성 영상의 품질과

셋째,

ImageNet으로 사전 학습된

반 평가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생성 영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품질은 생성 영상이 실제 영상을 얼마나 정확하고
유사하게 묘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criteria)이며, 다양성은
생성 영상이 실제 영상의 전체 분포를 얼마나 포함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13, 14]. 의료 생성 영상에 대한 정
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IS(Inception
Score) 평가 방식[15]을 사용하여 생성한 영상의 품질과 다
양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거나, FID(Fréchet Incep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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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을 갖는다. PGGAN은 학습을 위해 생성자에
 ×  합성곱층 후 픽셀 간 정규화 기법(pixelwise
normalization)을 사용하고, 미니배치 표준편차 기법을
판별자에 적용하여 다양성에 대한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또한, 학습률 균등화 기법을 사용하여 판별자와 생성자
의

학습

속도를

동일하게

보장하고,

손실함수로

WGAN-GP[19]를 사용하며 정규분포를 따르는 512차원의
랜덤 변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DCGAN 모델은 현재  ×  크기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지만 고해상도의 영상을 생성할 때는 학습이 불안
정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PGGAN

모델은

 ×  영상까지 생성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의 영
상을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ure 1: Overview of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for
generated medical images obtained from both generative
models
(a) DCGAN

2.1 생성적적대신경망을 이용한 영상 생성
본 논문에서는 의료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GAN 기반
모델인 DCGAN과 PGGAN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그림 2
는 DCGAN과 PGGAN의 학습 방식에 대한 그림이다.
DCGAN은 합성곱층을 사용한 GAN 기반 모델로, 생성

(b) PGGAN

Figure 2: Overview of training process for DCGAN and
PGGAN

2.2 1차원 점수 기반의 생성 영상 성능평가 방법

자(Generator)는 transposed convolution을 사용하여 업

1차원 점수(one-dimensional score)기반의 생성 영상 성

샘플링하며 마지막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배치 정규

능평가 방법은 단일의 결과점수를 갖는 평가방법으로, 품

화(batch normalization)를 사용한다. 각 층마다 활성화

질과 다양성의 정도를 합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함수로 ReLU 함수를 사용하고 마지막 층에서는 Tanh
함수를 사용한다. 판별자(Discriminator)는 풀링층을 사

IS[20]는

ImageNet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용하는 대신 strided convolution을 사용하며 마지막 층

InceptionV3 모델의 분류기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조건
부확률    과 주변 확률   의 확률분포 차이를

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배치 정규화를 사용한다. 각 층

KL-Divergence를 통해 구한 점수 값이다. 생성 영상의 품

마다 활성화 함수로 Leaky ReLU 함수를 사용하고, 마지

질이 좋으려면 조건부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entropy)는 낮

막 층에서는 Tanh 함수를 사용한다. DCGAN은 손실함
수로 이진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하며 정규분포를 따르

아야 하며, 생성 영상의 다양성이 높으려면 주변 확률분포
의 분산이 커야 하므로 주변 확률   의 엔트로피는 높

는 100차원의 랜덤 변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IS 점수는 두 확률분포 간의

PGGAN은 점진적인 층을 쌓아서 영상을 생성하는
GAN 기반 모델로, 영상의 전반적인 형태를 먼저 학습
후 세부적인 특징들을 학습하며 생성자와 판별자를 학
습한다. 영상의 크기를 저해상도인  × 에서 고해상도
인  × 까지 점진적으로 층을 쌓아가며 안정적
인 학습을 진행하고, 생성되는 영상의 다양성이 개선되

차이를 계산했을 때 값이 클수록 생성 영상이 잘 만들어졌
다고 평가한다.
IS  expx pyx py

(1)

이 때, 를 생성 영상, 를 클래스 레이블,   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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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확률로 영상 데이터를 InceptionV3 모델에 입력해 얻을

Precision 및 Recall의 계산은 InceptionV3 네트워크의
중간층을 이용하여 생성 영상과 실제 영상의 특징을 추

수 있는 클래스 y의 확률이다.
FID[21]는 InceptionV3 모델의 특정 층을 사용하여 데이

출하고,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통해 영상

터를 특징 공간으로 임베딩 후 식 2와 같이 생성 영상과

들의 군집을 나눈다. 이와 같이 군집 안에 속한 생성 영

실제 영상간의 평균과 공분산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의 분

상과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Precision과 Recall 값을 구

포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평가방식이다. 두 데이터의 분포

한다. 이 후에 식 3과 같이 조화 평균에 가중치()를 부

는 다변량 정규분포라고 가정하며, FID의 계산 결과가 작

과하는  Score 계산을 사용하여 최종 Precision과

을수록 두 데이터는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Recall 값을 계산한다.

FID  ∥ x  y∥   tr 

   
x

y

x







(2)

     × P recision × Recall
 × P recision Recall

y

(3)

  Score  



이 때,  와  는 각각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으로부터

와 는 실제 영

이 때,   은 Recall에 가중치를 주고,   은
Precision에 가중치를 주어 Precision과 Recall의 최종 두

상과 생성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특징 분포의 공분산을 의

수치값을 표현한다. Precision 및 Recall은 상대적인 밀

미 한다.

도에 의존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모드 붕괴나 단절



추출한 특징 분포의 평균을 의미하며



IS는 생성 영상의 다양성과 품질에 대한 상관관계를 점
수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나, 생성모델이 근사한 영상 분포

(truncation)에 의해 생성 영상들이 밀집화 되어 있는 현
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영상과의 정확한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23]은 InceptionV3 네트워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한, InceptionV3 모델의 클래스에 없

크의 중간 계층을 이용하여 생성 영상과 실제 영상의

는 영상을 평가할 경우, 클래스에 영향을 받으며 과적합

특징을 추출한다. 이 후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의 영역

(overfitting)과 모드붕괴 현상(mode collapse)을 잡아내지

(manifold)를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방식을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13]. 반면, FID는 생성된 영상을

통해

실제 영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IS 보다 정확한 비교 분석이

Precision을 구하는 식으로, 실제 데이터의 K번째로 가

구(hypersphere)로

근사한다.

식

4는

개선된

가능하다. 또한, 공분산 계산 비교를 통해 영상의 다양성에

까운 실제 영상의 영역에 생성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유

대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드붕괴 현상을 잘

무를

잡아낼 수 있다[13]. 그러나 IS와 FID은 1차원 점수지표이

Recall을 구하는 식으로, 생성 데이터의 K번째로 가까운

기 때문에 영상 분포의 다양성과 품질을 분리하여 제시하

생성 데이터의 영역에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유무

지 못한다[22].

이진값으로

구하여

평균낸다.

식

5는

개선된

를 이진값들을 구하여 평균 낸다. 식 6은 특징벡터간의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 정의된 식이며, K번째 특징벡터

2.3 2차원 점수 기반의 생성 영상 성능평가 방법

보다 가까운 벡터가 존재할 경우 1,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을 출력하는 함수식이다. 따라서 생성 영상 중 실제

2차원 점수(two-dimensional score)기반의 생성 영상

영상 영역에 생성된 생성 영상이 많이 위치할수록

성능평가 방법은 두 개의 결과점수를 갖는 평가방법으

Precision이 높으며, 실제 영상 중 생성 영상 영역에 실

로, 품질과 다양성에 대한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방법이

제 영상이 많이 존재할수록 Recall이 높다.

다.
Precision 및 Recall[14]은 품질과 다양성을 분리하여


Improved P recision r  g   
   
g  g∈  g

(4)


Improved Recall r  g   
    
r  r ∈  r

(5)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평가지표이다. Precision은 생성
영상 중 실제 영상 샘플 분포에 속한 비율을 의미하며,



생성 영상이 얼마나 정밀하게 실제 영상 샘플을 묘사하
였는가에 대한 정밀도를 의미한다. Recall은 실제 영상



중 생성 영상 샘플 분포에 속한 비율을 의미하며, 실제



영상이 얼마나 많이 생성 영상을 통해 재현되었는가를

if ∥  ′∥ ≤ ∥′   ∥

 f or∃′∈
  

 otherwise

(6) 

나타내는 재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Precision이 높을수
록 생성 영상의 품질이 좋다고 판단하고, Recall이 높을
수록 생성 영상의 묘사의 다양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때,    는 각각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들의 특징들
의 집합이며,    는 집합    의 특징 원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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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집합  에 속한 특징 벡터 중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

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였으며, 본 논문의 평가 결과 점

진 특징 벡터 ′ 와 K번째로 가까운 특징벡터를 출력하는

수들은 세 번 반복하여 생성한 영상들의 평가결과에 대

함수이다.

한 총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하였는데, 이 때 표준편차
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각 모델의 생성한 영상들을 품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3. 실험 및 결과분석

정량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1차원 점수기반 평
가방법은 IS, FID를 사용하였고, 2차원 점수기반 평가방

3.1 실험 데이터 및 환경
실험에

사용한

의료

영상

데이터셋은

NSCLC(Non-Small Cell Lung Cancer) Radiomics CT 공
개데이터[24]를 사용하였다.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종
(adenocarcinoma),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종류의 데이터 19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160장의 슬라이스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 
크기의 흉부 CT 영상을 전체 흉부 영상에서 종양을 중
심으로  ×  크기로 자른 후,  ×  크기로 리
사이징하여 생성 모델의 학습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학습 시 사용한 생성 모델인 DCGAN, PGGAN은 모두
 ×  크기의 영상을 생성하며 DCGAN은  ×  크

기의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  크기
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기존 모델에서 합성곱층을 한
층 추가하였다. 또한, 학습 중 불안정성을 줄이고 최적
화를 위해 생성자의 합성곱층 특징맵 개수가 판별자의
특징맵 개수보다 크도록 조절 후 학습하였다. 또한 학습
중에 손실함수 값이 수렴한 이후에는 학습을 종료하였
다. PGGAN은 모든 층에서 입력 영상의 배치 사이즈를
16으로 고정하였다. DCGAN 모델은 파이토치 공식 홈페
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사용하였고, PGGAN 모
델은 깃허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오픈 소스코드를 사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을 동일한 조건
의 영상 크기와 개수 하에 평가하기 위해, 평가 시 생성
영상과 비교될 실제 영상의 크기도 DCGAN과 PGGAN의
생성 영상의 크기에 맞게  × 로 리사이징 하였다.
생성 영상의 수는 슬라이스 총 영상 개수의 50%인
6080개를 생성하고 화소 범위는 (0, 255)로 정규화 후
저장하여 평가데이터를 준비하였으며, 실제 영상도 생성
영상과 동일하게 랜덤하게 6080개로 나누고 화소 범위

법은 Precision 및 Recall,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특징 임베딩
시 사용되는 모델은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ImageNet으
로

사전

학습된

InceptionV3[25]를

파인

튜닝

(fine-tuning)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파인 튜닝 시 튜닝
데이터는 생성 모델 학습 시 사용했던 전체 학습 데이
터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는 종양
이 있는 환자의 생존과 사망 두 개로 구성하였다.
보조분류기(Auxiliary

classifier)와

마지막

모델

완전연결층

(fully-connected layer)의 출력 클래스 개수는 1000에서
2로 바꾸고, 10 에폭(epoch) 동안 모델의 전체 레이어
중

마지막

InceptionV3

출력층을
모델은

제외하고

파인튜닝

ImageNet으로

사전

하였다.
학습

시

 ×  크기의 입력 영상이 (-1, 1)로 정규화된 3 채널

의 영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평가 및 파인 튜닝 시
에도 InceptionV3 모델의 입력 화소 범위는 (-1, 1)의 범
위로 정규화하고, 1채널의 영상을 3채널로 변형하였다.
영상의 크기는  ×  로 지정하였는데,

 ×  보
다 작은 크기의 영상은 선형 보간(bilinear interpolation)

으로 업샘플링 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평가 때
FID, Precision 및 Recall 계열의 경우 InceptionV3 모델
의 2048차원 평균 풀링층에서 특징벡터를 임베딩 하였
다. 실험의 Precision 및 Recall에서 K-평균 군집화를 위
해

사용되는

K값과

조화평균의

가중치인

 값은

Precision 및 Recall[14]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20과 8
을 사용하였으며,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에서 K-최
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위해 사용되는 K값은 3을 사용하
였다.

3.2 생성 영상 평가 결과

도 (0, 255)로 정규화 후 저장하여 기준데이터를 준비하

그림 3는 DCGAN과 PGGAN으로 생성한  ×  크기

였다. 또한,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평가 점수값을 측정하

의 생성 영상 예시로, 육안으로는 어떤 모델이 영상을 더

기 위해 실제 영상 중 기준 데이터 6080개를 제외한 나

욱 정확하고 다양하게 생성하였는지 비교하기 어렵다. 그

머지 6080개도 정규화 후 저장하였다. 이 때, 평가 시 기

림 4은 그림 3의 생성 영상들과 실제 영상들의 특징을 파

준 데이터는 실제 영상, 기준 데이터 이외의 실제 영상들

인 튜닝한 InceptionV3 모델에서 임베딩한 뒤 t-SNE 알고

은 생성 영상으로 가정하고 두 영상간의 유사성을 평가하

리즘을 통하여 시각화한 결과이다.

였으며, 표 1에서 Real의 점수로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영상 생성 시 유사난수 생성기의 시드
(seed)를 바꾼 잠재공간에서 6080개씩 생성 후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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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DCGAN과 PGGAN으로부터 생성한 생성 영상들
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이다. 첫째, 1차원 점수기반 평가방법인 IS와 FID를 비교
했을 때, IS의 경우 극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FID에서
는 두 모델간의 차이가 IS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CGAN의 생성 영상 분포의 평균은 실제
영상과 유사할지라도 PGGAN보다 DCGAN에서 두 영상
분포 간의 퍼짐 정도의 차이가 크고 다르게 생성이 되었다
(a) DCGAN

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두 분포 간 표준편차의 차이가 커

(b) PGGAN

지면서 FID 값이 커졌고 DCGAN이 PGGAN보다 실제 영

Figure 3: Examples of medical image generated by DCGAN

상 분포를 덜 학습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FID만

and PGGAN

으로는 품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어떠한 모델이 더욱 정량

그림 4에서 빨간색 점은 실제 영상들을 나타내며, 파란
색 점은 생성 영상을 나타낸다. 생성 영상의 특징들이 실
제 영상의 분포를 잘 근사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비교하
기 위해, 각 점이 의미하는 실제 영상을 t-SNE의 점 위에
표시하였는데, 이 때, 박스의 테두리가 빨간색인 영상은 실
제 영상, 파란색인 영상은 생성 영상이다. 파인 튜닝 모델
에서의 특징 임베딩 시, t-SNE를 통해 유사한 영상들끼리
가깝게 임베딩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PGGAN이 DCGAN보
다 실제 영상의 분포를 반영하여 더욱 다양하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으로 우수한지 분간하기 어렵다. 둘째, 2차원 점수기반
평가방법인 Precision 및 Recall,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을 비교했을 때, PGGAN이 DCGAN에 비해 품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모두 좋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
째, 두 생성 모델의 Precision 및 Recall의 점수는 K-평균
군집화 시 매 계산마다 초기화를 거치기 때문에 항상 평가
결과값이 바뀐다는 한계가 있으나,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은 K-최근접 이웃을 통해 평가를 반복 했을 때 일
관된 결과값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기존 Precision 및
Recall에서의 K-평균 군집화 방식은 실제 영상과 생성 영
상을 한 번에 묶어서 군집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밀도에
의존성이 발생한다. 이는 두 영상의 영역(manifold) 근사
시 생성 영상의 이상치가 군집화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은 두
영상의 영역 근사 시 분포가 아닌 데이터 간의 거리를 구
로 근사함으로써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간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데이터 각각에 대해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
드붕괴, 다양성이 적은 데이터의 군집과 이상치에 대응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results of evaluation metrics of medical

(a) DCGAN

images generated by DCGAN and PGGAN
Metrics
IS
FID
Precision
Recall
Improved
Precision
Improved
Recall

Real
1.30
2.05
0.997
0.997

± : standard deviation for 3 sample groups
DCGAN
PGGAN
1.12 ±0.010
1.18 ±0.005
120.75 ±0.722
6.79 ±0.354
0.902 ±0.006
0.991 ±0.011
0.841 ±0.004
0.989 ±0.005

0.987

0.202 ±0.002

0.705 ±0.003

0.987

0.342 ±0.011

0.873 ±0.014

(b) PGGAN

그림 5는 DCGAN과 PGGAN으로부터 생성된 영상들을 K-

Figure 4: t-SNE visualization of medical images generated by

최근접 이웃의 K값에 따라 바뀌는 개선된 Precision 및

DCGAN and PGGAN

Recall 점수를 도표화 하였다. 노란색 선은 DCGAN,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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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PGGAN을

의미하며,

실선은

각 모델의

개선된

성이 존재하여 이상치가 군집화 시 영향을 줄 수 있다. 반

Precision, 점선은 각 모델의 개선된 Recall을 의미한다. 개

면,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은 분포가 아닌 데이터 각각

선된 Precision 및 Recall은 특징 공간에서 실제 영상과 생

을 비교하여 영상의 영역을 근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

성 영상들이 임베딩 된 후,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의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

해서 분포의 영역을 근사한다. 이 때 K의 값이 증가할수록

은 하이퍼 파라미터인 K값에 의해 이상치가 점수에 영향에

분포의 영역의 크기가 커지면서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의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

분포가 겹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평가 점수가 증가하게

해 최근 Density 및 Coverage[26]가 제안되었고, 추후 연구

된다. 그림 5에서는 두 모델 모두 K값이 증가하면 점수가

에서는 본 연구의 생성 영상을 Density 및 Coverage를 통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K값이 증가해도 PGGAN

해 기존의 평가 방식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 DCGAN보다 품질과 다양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경향성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를 위한

을 보이고 있다.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에서는 실험을

DCGAN, PGGAN 학습 및 최적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통해 K값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수, 데이터셋 종류

있다. GAN은 학습이 불안정하고 손실함수의 수렴이 생성

에 따라 이상적인 K값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영상의 좋은 품질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

DCGAN의 경우,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생성 모델

이므로 다른 생성모델들에 비해 낮은 생성 영상의 품질이
평가에 반영된다[16]. 둘째, 컴퓨터 비전에서 IS, FID,
Precision

및

Recall,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은

ImageNet으로 사전 학습된 InceptionV3 모델의 특징공간에
임베딩하여 계산하는데 이 모델의 특징 공간은 ImageNet
에 편향된 공간일 수 있다[16, 27]. 의료영상의 특징을 잘
반영한 특징공간을 구축하려면 대규모의 의료 영상으로 사
전 학습된 모델의 특징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의료 영상 데이터 개수가 적기 때문에
ImageNet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의료 영상에 파인튜닝한
모델의 특징 공간에서 임베딩을 하였다.
Figure 5: Comparison results of improved precision and recall
metric K-value of medical images generated

본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StyleGAN 1, 2[28, 29],
BigGAN[30] 등의 다양한 생성 모델로 학습을 진행하고 모
델간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대규모의 의료 영상

4. 결론

데이터셋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의료 영상 데이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평가를 위해 사용
되는 1, 2차원 정량적 평가 방법을 통해 생성한 의료 영상
을 품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CGAN과 PGGAN 모델로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 흉부 CT 영상을 생성하고, 1차원 점수 기반
평가방법인

IS,

FID와

2차원

점수

기반

평가방법인

Precision 및 Recall, 개선된 Precision 및 Recall 평가 방법
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IS는 영상의 분포의 차이에 대해

터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공간에서 평가 점수
를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의료 영상의 표현 공
간에서 고품질로 평가된 의료 영상들을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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