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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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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Area of Dysphagia
Seong Jae Lee, M.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ve been revolutionary ever since adoption of deep
learning algorithms. It is expected that AI will induce tremendous changes in many parts of society and industry,
including medicine. The spread of AI is accelerated by the availability of extensive Open Source Libraries and common platforms. Importance of data acquisition is increasingly emphasized for AI learning. Digitalization of images
and medical record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in medical fields. Support systems
for reading diagnostic images and decision-making for patient care are currently under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efficiency and precision of AI.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dysphasia can be potentiated by AI, although
there is not much research in this field. Automated reading of videofluoroscopy, analysis of cervical auscultation,
and dysphagia coaching system have all shown promising results. Hopefully, safer and more efficient care of dysphagia patients will be possible through more active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JKDS 20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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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 벗어나게 되었다.
1996년 IBM이 개발한 Deep Blue가 체스게임에서 세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1956년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하고 2011년 역시 IBM이 개발한 왓

John McCarthy가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

슨(Watson)이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당시 상금 순

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

위 1, 2 우승자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인공지능의 성능 향

1

려져 있다 . 당시 McCarthy를 비롯한 11명의 과학자들은

상이 입증되면서 인공지능은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적 사고와 개념

다. IBM은 이후 암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결정보조시

을 형성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고 주

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을 상용화함으로

2

창하였다 . 이후 인공지능은 컴퓨터 개발의 한 분야로서 부

써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2016년 구글

침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의

(Google)이 개최한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개인용 컴퓨터(PC)가 자리 잡으면서 대중과 산업의 관심에

에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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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자 전세

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

계는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충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는 데에는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파고는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성

CNN)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이후 인공지능을 주
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의 상징이 되었다.

CNN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12년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이다. 이미지

인공지능이 현재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류(classification) 알고리즘의 성능을 경합하는 이 대회

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약적 발전, 인터넷의 속도 향상과

에서 Alex Krizhevsky, Ilya Sutskever, Geoffrey Hinton

보편화, 컴퓨터 공학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해진

으로 구성된 토론토대학 팀은 CNN에 기초한 Alexnet 모델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을 적용하여 에러율(error rate)을 전년도 우승팀에 비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10.8% 감소시키면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 이전 대회까지

도입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알파고 대국으

매년 2-3% 감소하였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결과였으며

로 입증된 인공지능의 성능은 대중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의

2위와의 차이도 10% 이상이었다.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세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많은 연구기금과 산업자금의 투

포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여 입력된 데이터의 특성

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IBM

을 추출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의 왓슨온콜로지(Watson for onconlogy)를 필두로 인공

된다. Krizhevsky 등은 그래픽처리장치(graphic process-

지능을 환자 진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및 개발이 활발

ing unit, GPU)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고 인공신경망에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연하장애 분야에서

“dropout” (학습할 때 신경망 내의 모든 뉴런을 사용하지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에

않고 무작위로 일부를 탈락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여 과적합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을 감소시킴으로써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였다 . 이후 많은

4

4,5

연구자들이 CNN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모델을 개발하여

딥러닝과 합성곱신경망

2015년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5%의 에러율을 달성하였고
2017년에는 2.5%까지 에러율이 낮아지면서 딥러닝은 인공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 핵심은 기계학습(ma-

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이 되었다. 지금은 이미지 분류 외에

chine learning)이다. 인공지능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컴퓨

음성인식, 문자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세

터를 학습시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추론할

간에 유명해진 알파고 역시 기본 학습 알고리즘은 CNN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수학적

이용하였다고 한다.

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람과 같이 추상적 사고
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기계

인공지능 관련 연구환경

학습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기존

인공지능의 성능이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

의 기계학습은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고 있는 배경에는 소위 ‘집단지성’을 제공하는 연구환경이

사람이 수행한 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수식과 프로그램에

있다. 각자 폐쇄적인 환경에서 경쟁하며 연구하던 연구자들

의존하였기 때문에 성능의 한계를 보였고 활용도가 낮았다.

이 과거와 달리 개발된 알고리즘과 모델 등을 신속히 공개

딥러닝(deep learning)은 원자료로부터 특성을 추출하고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발전속도도 빨라지

여러 단계를 거쳐 합성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도출해 내는

고 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3

전 과정을 컴퓨터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 방식으로서 이미

스마트 기기와 클라우드 개념의 데이터 관리가 도입되면서

지 인식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지금은 인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itHub,

공지능 알고리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

TensorFlow 등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과 풍부한 오픈소스

3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성능을 획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였고 Python과

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속도가 느리고 과적

같은 비교적 배우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가 보급되면서 발전

합(overfitting: 학습에 사용된 과제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공개적인 연구환경의

있으나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는 성능이 현저히 감소

조성되면서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알고리즘 등 프로그램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결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

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상호 공동 작업으로 개발하여 속도를
JKDS Vol. 10, No.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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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실용화 단계에서는 각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활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과정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사회 및 산업 분야의 주목을 끌고
있고 의료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Naylor는 의료분야에

인공지능은 학습과정 없이는 활용될 수 없고 학습에는

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도입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7

데이터가 필수적이므로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 (1) 디지털 이미징의 역량이 점점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딥러닝 등 학습 알고리즘이나 모델

강해지고 있으며 의료분야에서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의 성능은 2010년대 후반에 접어 들면서 최소한 이미지,

(2) 의무기록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질 높고 잘

음성, 문자 인식 등의 분야에서는 그 성능이 거의 정점에

분류된 전문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다. (3) 다양한 정보원으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에 좌

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하여 통합적

6

7

우될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기본적으로 다

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4) 새로운 연관성을 밝혀 냄

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으로써 건강 관련 연구와 가설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확보는 인공지능의

고 있다. (5) 의료종사자들의 일상업무를 간소화하고 환자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인도적이고 참여

데이터의 양(amount)뿐 아니라 데이터의 질(quality) 역

적인 접근방식을 촉진하고 있다. (6)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시 중요한 요소이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

상용 프로그램의 조합을 통하여 딥러닝이 빠른 속도로 확산

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되고 있다. (7) 딥러닝의 발전은 기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는

관계 없이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진화할 수 있다.

하겠지만 학습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정확한 데이터

의료에서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인지 학습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데

있는데 딥러닝이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서 가장 좋은 성능

이터를 제외하고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에 의한 바이어스

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흉부

(selection bias)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단순방사선촬영 소견에서 폐렴 등의 이상소견을 찾아내는
연구, MR 혈관조영술 결과에서 뇌동맥류를 포착하는 연구,

기계와 사람의 특성

복부 CT에서 간의 종양을 찾아내는 연구, 복부 MR에서 간
섬유화를 판독하는 연구 등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 영상의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의 지능을 대치하거나 사람의 지능

학과 전문의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높은 민감도, 낮

을 초월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으로 발전할 수 있

은 위양성율, 큰 AUC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을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

characteristic curve) 등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학습에 사

조일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현 수준의 인공지능은 오

용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그 외에 대

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이

장내시경 판독, 유방촬영술 판독,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 피

다.

부암 병변의 조기 발견, 병리표본 판독, DNA/RNA 시퀀싱

8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의 최대의 장점은 속도이다. 복잡

(sequencing) 등에도 딥러닝이 유용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

한 연산을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뛰

다 . 저선량 CT에서 신장결석을 찾아내는 연구 , 복부 CT

어나다. 과제 실행의 정확도가 높고 지루해하거나 지치지

에서 급성복부(acute abdomen) 소견을 찾아내는 연구 ,

않고 반복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계의 장

관상동맥 CT에서 심근경색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 ,

점이다. 이에 반해 사람은 창의성이나 직관력, 환경변화에

두부 CT에서 수두증과 급성 뇌경색을 진단하는 연구

적응하는 능력 등은 기계보다 우수하지만 복잡하고 반복적

다양한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 인공지능은 좋은 성적을 보였

인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게 되면 피로와 심리적 한계로 인

다. Lassau 등은 CT와 MR, 초음파 등 다양한 영상의학 이

해 실수와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계의 장점을 활

미지 5,170개를 대상으로 181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26

용하여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개의 다학제간 팀이 경합을 벌이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였

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하여 우리 생

다 . 연구 결과 1) 반원판(meniscus) 파열, 2) 신피질(r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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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ex)의 구분화(segmentation), 3) 간병변의 발견 등 세

동화된 방식으로 설골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추적

가지 분야에서 딥러닝 모델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90% 이상

하는 연구인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용된 모델은 모

의 정확도(overall accuracy)를 보였으며, 유방 병변과 갑

두 딥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영상 인식 모델로서 영상 판독

상연골(thyroid cartilage) 병변의 발견은 각각 82%, 70%

성능이 예상 외로 뛰어나 데이터만 뒷받침된다면 향후 활용

이 정확도를 기록했다.

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된 인공지능 기반 진단 프로그램도 등장하기 시작

삼킴 시 인두부(pharynx)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분석하

하였다.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적

여 연하과정의 이상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도 발표된

응증을 제한하기는 했으나 AI를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증 진

바 있다. Nagae와 Suzuki는 연하과정에서 발생하는 목넘

15

단기의 시판을 허용하였다 . IBM이 미국 Memorial Sloan-

김 소리를 기록 및 분석할 수 있는 연하경(swallowscope)

Kettering Cancer Center의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개발

을 고안했고 이후 Jayatilake 등은 이 장비를 더욱 개선하

한 치료방법 선택 보조 프로그램인 왓슨온콜로지(Watson

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신호를 전송 할 수 있었다 . Dudik

for oncology)는 동 병원의 의료진과 91-100%의 일치율을

등은 55명의 정상인과 53명의 연하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보고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도입한 병원들에서

연하과정 중 인두부에서 발생하는 진동(vibration)을 변환

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기(transducer)로 기록한 후 multi-layer Deep Belief net-

의료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

works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과 연하장애를 분류한 결과 민

고 알려져 있으며, 고위험 환자의 모니터링, 수술로봇 개발

감도 90.7%, 특이도 83.7%, 정확도 87.2%의 성능을 얻을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

수 있었다 . 인두부 압력측정(pharyngeal manometry)에

지고 있다.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Kritas 등은 179

20

21

22

명의 연하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두부 압력측정 결과를 인

연하장애 분야의 인공지능

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분류했을 때 임상적 척도인 연하
위험도(swallow risk index)에 비하여 흡인이나 폐렴 발생
23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연하장애의 평가나 치료에 인공

예측도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 Basiri 등은

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보다 객

non-linear support vector machines (SVM) 모델을 이용

관적이고 효율적인 비디오투시연하검사(videofluorosco-

한 기계학습으로 삼킴소리신호(swallowing sound signals)

pic swallowing study, VFSS) 판독을 위한 연구가 가장 많

를 분석하여 위식도역류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

은데 딥러닝 도임 이전에 이루어진 반자동 판독 시스템에

ease)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한 결과 신호정확도(signal ac-

16-18

관한 연구가 많다

. VFSS 동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리하

여 판독자가 최초의 몇 프레임에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curacy) 66.1%, 개체정확도(subject accuracy) 95.7%의
24

성능을 보고하였다 .

지정(demarcation)하면 이후 컴퓨터가 추적(tracking)하

치료에 관한 연구로는 턱수그림(chin tuck)의 자세를 평

는 방식이다. CNN 도입 이전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가

가하여 올바른 자세를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성능의 한계가 있고 판독자의 수정이 많이 필

있다. Freed 등은 랩탑 컴퓨터 카메라에 입력된 환자의 얼

요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CNN

굴 자세를 landmark-based machine vision 알고리즘으

모델을 이용한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Zhang 등의 연구

로 분석하였다 . 5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오차는 4도

가 유일한데 판독자의 도움 없이 컴퓨터 단독으로 설골

이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연하자세코치(auto-

(hyoid bone)의 위치파악(localization)에 성공하였다고 한

mated dysphagia coach)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19

다 . 저자 등은 완전자동화된(fully automated) VFSS 판독

25

하였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 첫 단계로

인공지능은 연하장애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

식괴(bolus)의 기도침투(airway invasion)를 판독자의 개

로 예상된다.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연하과정의 분석은

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효율과 정확도가 뛰어난 인공지능의 특성에 잘 맞는다고 생

시험하고 있다. 프레임 기준으로 정확도(accuracy) 97.0%,

각한다.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다양한 센서와 테

특이도(specificity) 97.8%,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크놀로지를 활용한다면 방사선 조사량이 많은 VFSS를 탈피

value) 99.0%, AUC 0.97의 우수한 성능을 관찰할 수 있었

하는 뛰어난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현재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역시 자

연하장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각종 치료법의 효과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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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자의 특성과 비교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을 도와
주는 인공지능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량
의 체계화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개인
보다는 다기관 혹은 학회 차원의 데이터망 구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제언
알파고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
리즘은 거의 최적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미래는 데이터에 좌우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연하장해 분야도 예외
는 아닐 것이다.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연하장애 분야의 인
공지능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인공지능 연구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데이터 확보는 필수적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인공
지능에 적합한 좋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며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개발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현 시점에
서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은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는 있으
나 만능은 아니다.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모델을
적용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너무 큰 욕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모델은 지도학습 알고
리즘을 이용한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류하
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공학적 기초지식을 갖추고 공학자와 협
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언어, 특히 Python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단독 연구개발도 도전해 볼 만
하다. 향후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연하장
애 평가와 치료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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