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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최신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캡슐내시경의 성능 개선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준석

Improved Capsule Endoscopy Using New Computer Vision Technologies

Junseok Park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Advanced computer vision technologies can be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apsule endoscopy. Specifically, new tech-

nologies can be used to enhance the image quality of capsule endoscopes, which has previously been limited by mechanical 

constraints. The trajectory of a capsule endoscope, which can be estimated by reconstructing the captured images, helps to predict 

the location of lesions. Computer vision technology is utilized in a more practical way in a recently developed capsule endoscope 

comprising a stereo camera. Using this device, images can be interpreted in three dimensions, enabling more accurate measure-

ments of size. The use of deep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s associated with an improved lesion detection rate and reduced read-

ing time in clinicians. This evolving technology requires close cooperation between medical and IT professionals for optimized 

clinical use.  (Korean J Med 2021;96:190-194)

Keywords: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Capsule endoscopy

서 론

캡슐내시경은 삼킬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 소화관 내부

를 촬영하는 의료 장비이다. 2000년대 초반에 소개되어 일반

적인 소화기 내시경으로 관찰이 어려운 소장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상 촬영을 위한 광학부, 무선 전

송이 가능한 송신부와 이들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부 부

품들을 삼킬 수 있는 크기에 집약해야 하고 소장 부위 촬영

에 충분한 작동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다른 소화

기 내시경에 비해 물리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일에 제한이 

많다. 장관 안에서 연동 운동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이동하

면서 5만 장이 넘는 디지털 사진을 4시간 이상에 걸쳐서 촬

영하는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영상의 분량은 전체에 

비해 매우 적다[1,2]. 게다가 이를 판독하는 데 소요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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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psule endoscope with stereo camera. The MC4000 
(IntroMedic® Co., Seoul, Korea) is equipped with a binocular 
camera to make advanced use of computer vision technology. It 
has improved functions while maintaining the size of the pre-
vious capsule endoscope.

Figure 2. An example of a 3D-reconstructed small bowel image
obtained via capsule endoscopy with a stereo camera. The
MC4000 (IntroMedic® Co., Seoul, Korea) with a stereo camera
can obtain images with improved quality compared to previous
devices, and can generate three-dimensionally reconstructed im-
ages using depth information.

Table 1. Clinical capsule endoscopy studies of lesion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Study Aim
Deep learning
architecture

Dataset (images) Outcome

Aoki et al. [22] 
(2019)

Detection of small bowel ulcers, 
erosions

SSD 15,800 AUROC 0.958, accuracy 90.8%, 
sensitivity 88.2%, specificity 90.9%

Klang et al. [24] 
(2020)

Detection small bowel ulcers in 
Crohn's disease

Xception 17,640 AUROC 0.99, accuracy 96.7%, 
sensitivity 96.8%, specificity 96.6%

Tsuboi et al. [20] 
(2020)

Detection of angioectasia SSD 10,488 AUROC 0.9998, sensitivity 96.6%, 
specificity 99.9%, accuracy 99.8%, 
reading speed 40.8 images/second

Aoki et al. [21] 
(2020)

Detection of blood contents ResNet50 27,847 Sensitivity 99.9%, reading time 5.9 
minutes

Ding et al. [26] 
(2019)

Detection of abnormal images ResNet 113,426,569 Sensitivity 99.9%

Park et al. [25] 
(2020)

Detection of clinically 
significant images

Inception-ResNet-V2 203,244 AUROC 0.9982, significantly 
improved lesion detection rate of 
reviewers

SSD,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AUROC,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간도 길어 판독자 간의 결과 편차가 크다.

디지털 영상은 밝기와 색상이 다른 일정한 수의 화소들로 

구성된다. 수학적 연산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은 영상의 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영상 내에서 객체 인

식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캡슐내시경의 기계

적 한계를 극복하고 판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캡슐내시경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제

안된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캡슐내시경은 촬영 순간에 내시경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광원의 밝기나 초점 거리를 감안하여 대상에 접근을 조절하

는 등의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촬상부의 성능도 일반 내

시경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흐린 영상(blurred image)이나, 신

호 잡음(noise)이 포함된 품질이 낮은 영상이 얻어지기 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다

양한 필터들을 비교한 결과, adaptive median filter (AM filter)

가 내시경 영상에서 묘사된 세부 사항의 훼손없이 잡음을 감

쇄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3]. 캡슐내시경 영상을 

서로 다른 색상 채널로 분리하고 각각을 회색조 영상으로 변

환하여 재분석한 결과를 조합하여 영상의 잡음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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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간에서 부족한 광량이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해 흐

려진 영상도 회색조로 변환하여 수치 해석이 용이하도록 전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를 적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5]. 전체 영상의 맥락의 감안하여 동일 대상이 촬영된 

다른 장면이나 주변 장면들을 참조하여 영상 정보를 합성한 

결과도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6,7].

근래에 각광받기 시작한 딥러닝 기술 역시 캡슐내시경의 

영상 품질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데, 대량의 내시경 영상을 

학습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열화된 내시경 영상을 고해상도

로 복원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8]. 특히, 내시경 영상의 특성

을 고려하여 설계된 알고리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바 있

어 캡슐내시경 기능 개선에 활용이 기대된다.

기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면 더 실용적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캡슐내시경이 한 개의 구동축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반면에 최근에 개발된 양안 캡슐내시경은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다(Fig. 1). 

그 결과를 조합하면 개선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모호

한 병변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판단을 명확히 하거나 더 정확

하게 크기를 측정하는 등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Fig. 2) [9].

캡슐내시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상적인 정보는 단순 

병변 영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캡슐내시경 영상을 활용하여 

추정한 병변의 위치 정보는 후속 검사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

는 데 중요하다. 별도의 체외 센서를 이용하여 캡슐내시경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복강 내에서 장관의 움직임 때문

에 임상적 효용성은 부족하다[10]. 촬영된 영상을 재구성하

면 캡슐내시경의 장관 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이는 

병변의 위치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기술(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촬영

된 특정 형상과 그림자를 분석하여 카메라의 자세와 이동 경

로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11,12]. 캡슐내시경

의 특성 상 인접한 영상 안에는 동일 대상이 촬영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재구성하여 캡슐내시경의 장관 내 위치 추정

이 가능한 지도 작성을 할 수 있다[13].

영상 안에서 특정 개체를 구별하는 영상 인식 기술은 컴

퓨터 비전 기술의 한 분야이다. 이는 캡슐내시경 영상 안에

서 병변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장 병변이 갖는 질

감 등 영상 특징을 수치화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영상을 

추려내는 방식의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장관 내 

출혈 소견에서 흔히 확인되는 붉은 색조의 화소가 탐지된 영

상에 우선 순위를 두거나 유사도가 높은 영상을 걸러내 판독

자가 관찰해야 하는 영상의 규모를 줄여줄 수 있다[14-19].

영상 인식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은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의 도입으로 크게 개선되

었다(Table 1). 잘 분류된 영상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높은 소

장 병변 인식률을 보였으며, 판독자의 부족한 경험을 보완할 

수 있었다[19-2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미란, 궤양 등의 

점막 손상이나 출혈, 혈관 확장증 등 주변부 점막과 잘 구분

되는 형상에 국한하여 학습자료를 구성하였고, 다른 이상 소

견을 인식할 수 없어 실제 임상에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소장 병변의 특정 세부 분류가 아니라 임상적인 구별이 

필요한지에 따라 영상을 양분하여 구성한 자료를 학습한 인

공지능은 다양한 종류의 병변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높은 

병변 인식률을 달성하고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25,26].

결 론

발전된 컴퓨터 비전 기술은 캡슐내시경의 기능을 개선하

는 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캡슐내시경이 갖는 기기적 

제한점을 극복하고 개선된 품질의 영상 정보를 판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캡슐내시경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병변의 

위치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기계적인 개선이 더

해지면 병변에 대한 더 많은 임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인식 기술은 판독자의 병변 발견율을 

향상시키고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어 효용성을 개

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 캡슐내시경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임상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후향

적으로 수집된 내시경 영상 정보를 표준화하여 잘 정리된 대

규모의 학습 자료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의 임상적 효용성

을 많은 증례에서 입증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

인 위, 대장내시경에 비해 캡슐내시경이 시행되는 빈도는 매

우 적은 편으로 다기관의 협력이 필수다. 대한민국은 의료, 

공학 기술 선진국이며 캡슐내시경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기

업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와 공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캡슐내시경이 발전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

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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