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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딥 러닝 기법을 적용한 분류 및 예측 모델은 각종 분야에서 우

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예측 결과에 대한 각 입력변수들의 기여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블

변수 중요도를 이용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의 시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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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eep learning techniques have been actively used in the medical field where precise diagnosis and results are very important. Deep neural 

network-based models utilizing big data from medical records are supporting medical opinions and are revolutionizing the medical industry. In addition,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shows excellent performance in analyzing image data and are used for image classification and X-ray/CT image 

reconstruction.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visualization study using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in the medical field. Results: In order 

to determine input variables affecting mortality and to evaluate their importance, a total of five techniques, namely, the augmented neural network model 

with multi-task learning, random forest, extra tree, gradient boosting and xgboost are appli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data. Variable importance is cal-

culated for each technique, and these indicators are all converted to ratio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considering the patient group as a stratifi-

cation variable. The converted values are shown in three graphs, a lollipop graph, a bubble chart graph, and a heat map graph. Through the visualization, 

it was easy to see which variables were relatively important for each technique and to what extent. InceptionResnetV2 was used as a classification model 

for skin cancer image data, and LIME and Grad-CAM were applied to the model to easi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ncer.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we apply several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medical data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results of analysis and to help 

identify and visualize important input variables and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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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박스 모델로도 불리며 모델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1,2]. 이를 해

결하고자 최근 딥 러닝 모델로 얻은 결과에 대해 시각화, 설명 및 해석

을 가능하게 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

gence, XAI)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3]. XAI 기법은 미국의 국방고등

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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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 선정될 만큼 주목받고 있다[4]. 

딥 러닝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에 XAI 기법을 적용하

고 시각화를 하면 결과에 대한 해석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연구된 

XAI 기법들 중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ations (LIME) 

[5]과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Grad-CAM) [6]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Feng et al. [7]은 다중작업학습 증강신경

망(Augmented neural network with multi-task learning, ANN-MTL)으

로 변수 중요도 추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추출된 변수 중요도를 통

해 각 입력변수들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딥 러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환자에

게 높은 정확도를 갖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모델의 투명성 결여

는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학 분야에 적합한 XAI 기법

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8,9]. Lamy et al. [8]은 실제 유방암 데이

터를 기존의 사례 기반 추론(Case-Based Reasoning, CBR) 방법에 자동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각적인 추론을 

위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 시각적으로 제시 될 수 있는 새로운 CBR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쿼리와 유사한 사례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Sabol et al. [9]은 조직 병리학적 이미지로부터 유방암 검출을 

위해 의학적 영역에서 의미적으로 설명 가능한 분류기인 Cumulative 

Fuzzy Class Membership Criterion (CFCMC)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CFCMC와 일반적으로 쓰이는 3가지 분류기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Stacked Auto-Encoder, Deep Multi-Layered Perceptron

을 비교하였다. CFCMC는 결과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분류 가능성에 대한 의미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여 의학 분야에서의 정형·비

정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변수 중요도를 기반으로 시각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는 사망 유무에 대한 중환자실 환자들

의 상태를 측정한 정형 데이터이다. 사람들은 환자가 중환자실 내에서 

사망했다는 결과보다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주목하기 때문

에 수치적인 근거와 함께 올바른 예측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환자실 데이터 중 환자 유형을 나타내는 변수를 층화 변수로 삼고, 

각 환자군마다 ANN-MTL과 머신러닝 기법들을 데이터에 적용한 후 

각 입력변수들의 중요도를 추출하여 기법별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비교하였다. 나아가 추출된 변수 중요도를 

시각화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는 일곱 가지 종류의 피부암을 분류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

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피부암의 종류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지 분류를 위한 CNN 구조 모델에 이미지 

데이터를 적용한 후, 해당 모델에 LIME과 Grad-CAM을 적용하여 많

은 픽셀들 중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픽셀들의 집합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피쳐(feature)들의 시각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시각

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피부암 종류에 따라 어떤 부분이 좋은 분류 결

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LIME 

Ribeiro et al. [5]은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 위주로 국소적인 범위의 

데이터에 근사하여 분류기 또는 회귀 예측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알

고리즘인 LIME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결과 신뢰의 문제를 각각 예측 

결과의 신뢰 문제와 모형의 신뢰 문제로 정의하였다. 예측 결과의 신뢰 

문제란 개별의 예측 결과를 통한 의사결정 가능 여부이고, 모형의 신

뢰 문제는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형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Figure 1으로 예를 들면, 예측 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요소들로 인해 감기에 걸렸는지

를 신뢰도가 높은 모델을 통해 나온 결과로 설명한다면 전체적인 진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모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델에 입력되는 값

인 피쳐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를 해석가능한 데이터 표현(interpretable data representation)이라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숫자의 의미를 알기 힘든 임베딩 벡

터가 아닌 단어의 유무를 나타내는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 이

미지 데이터의 경우 픽셀의 유무를 나타내는 이진 벡터를 뜻한다. 

원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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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때, 해석가능한 데이터 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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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낸다고 하자. 해석 가능한 데이터 표현으로 원 데이터를 변환

하는 작업은 디리클레 할당(Dirichlet allocation), 주성분 분석 등을 사

용하여 높은 차원을 갖는 복잡한 데이터의 한 포인트에 대하여 변수

변환을 한 뒤, 변환된 변수를 사람이 얼마나 잘 원래 데이터와 같은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실험을 통하여 변수 변환법을 선정

하고 해석 가능하게 변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가능하게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차원이 변할 수 있으므

로 차원을 d´로 표기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IME은 설명하고

자 하는 데이터 위주로 국소적인 범위의 데이터에 근사하기 때문에 국

소의 공간에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포인트의 전체적

인 충실도(fidelity)를 고려하게 되면 설명력과 국소적 충실도가 작아지

는 단점이 생기며 이를 충실도-해석력 트레이드오프라고 한다. 따라서 

국소적 충실도와 설명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명자(explainer)인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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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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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의된 비용함수 L은 범위 인지 로스(Locality-aware loss)로, 다

음과 같은 계산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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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델 f는 f: Rd → R의 함수로 데이터를 학습한 모형이자 블랙박

스 모델이다. 예측 결과의 설명자인 g는 g∈G로 정의되며 G는 선형 회

귀모델, 의사결정 나무와 같이 설명 가능한 모델들의 집합이다. πx는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x와 다른 데이터인 z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

는 유사도 측도이고, Ω(g)는 모형의 복잡도를 나타낸다. 유사도 측도는 

대표적으로 벡터로 표현된 데이터들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

tance), 맨해튼 거리(Manhattan Distance),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

larity) 등으로 측정되며, 모형의 복잡도란 특정 모델이 갖는 파라미터

Figure 1. Principle of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Ribeiro et al., 2016).

Figure 2. Architecture of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Selvaraju et al., 2017). 

의 수 등으로 결정되는 모델의 크기에 대한 측도이다.

이러한 국소적 설명자를 생성하기 위해는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

를 기준으로 주변의 데이터들을 샘플링 해야 한다. 이 때 LIME은 f를 

특정한 모형으로 가정하지 않고도 국소적 설명자를 생성하여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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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이 아닌 값을 랜덤하

게 뽑은 뒤 샘플을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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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데이터 표현이기 때문에 예측 값을 얻기 위해 다시 모델에 입력되

는 피쳐의 형태로 변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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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피쳐 z를 통해 

얻은 f(z)의 결과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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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이가 작을수록 유사도의 

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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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커진다. 

Grad-CAM

Selvaraju et al. [6]은 Class Activation Mapping (CAM)을 구할 때 예

측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지역 맵(local map)을 생성하기 

위해 마지막 합성곱 층으로 흐르는 정답 클래스에 대한 기울기를 이용

하는 Grad-CAM을 제안하였다. CAM은 이미지 분류 task에서 관심 

있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가능 부분을 히트맵 형태로 나타

내는 딥 러닝 시스템 해석 방법 중 하나로서 Zhou et al. [10]이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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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ure 2에서는 Grad-CAM 기법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Grad-

CAM 기법은 이미지 분류, 이미지 캡셔닝, 시각 질의응답 task에 대해

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류 task에 적용하였다. 

 아래는 분류 문제에 있어서 클래스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Table 1. Variable types and names for intensive care unit (ICU) data 

Variable type Variable name

GCS (Glasgow Coma Scale) GCS:_get_slope
GCS:_get_last_datapoint
GCS:_get_mean
GCS:_get_max
GCS:_get_min

HCO3 HCO3._get_last_datapoint
HCO3._get_max
HCO3._get_mean
HCO3._get_min

BUN (blood urea nitrogen) BUN._get_last_datapoint
BUN._get_max
BUN._get_min

WBC (white blood cell) count WBC._get_last_datapoint
WBC._get_max
WBC._get_mean
WBC._get_min

Temp (temperature) Temp._get_last_datapoint
Temp._get_max
Temp._get_mean
Temp._get_min

Glucose Glucose._get_max
Glucose._get_mean
Glucose._get_min

Na Na._get_max
Na._get_mean
Na._get_min

HR (heart rate) HR._get_max
HR._get_mean
HR._get_min

K K._get_max
K._get_mean
K._get_min

HCT (hematocrit) HCT._get_max
HCT._get_mean
HCT._get_min

RespRate (respiration rate) RespRate._get_max
RespRate._get_mean
RespRate._get_min

SysABP (invasive systolic arterial 
blood pressure)

SysABP._get_last_datapoint
SysABP._get_max
SysABP._get_mean
SysABP._get_min

MechVent (mechanical ventilation) MechVent._get_max
Lactate Lactate._get_last_datapoint

Lactate._get_max
Lactate._get_mean
Lactate._get_min

Urine Urine._get_sum
O2 O2._get_ratio
Gender Gender._get_identity
Age Age._get_identity
Height Height._get_identity
Weight Weight._get_identity

Table 2. Selected variable types and their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for 
intensive care unit (ICU) data 

Variable type Variable name VIF

GCS (Glasgow Coma Scale) GCS:_get_last_datapoint 2.3311
GCS:_get_max 1.3858

HCO3 HCO3._get_last_datapoint 1.2076
BUN (Blood Urea Nitrogen) BUN._get_last_datapoint 4.6472

BUN._get_min 1.7191
BUN._get_mean 4.9614

WBC (white blood cell) count WBC._get_last_datapoint 2.5807
WBC._get_max 4.0058
WBC._get_min 3.9879

Temp (temperature) Temp._get_mean 1.7821
Glucose Glucose._get_mean 2.0490
Na Na._get_min 4.2650
HR (heart rate) HR._get_mean 3.0250

HR._get_min 5.5341
K K._get_max 2.2552
HCT (hematocrit) HCT._get_mean 1.4327
RespRate (respiration rate) RespRate._get_mean 5.1890

RespRate._get_min 1.1844
SysABP (invasive systolic  

arterial blood pressure)
SysABP._get_last_datapoint 1.0980

MechVent (mechanical  
ventilation)

MechVent._get_max 4.2346

Lactate Lactate._get_mean 1.1824
Urine Urine._get_sum 1.2708
O2 O2._get_ratio 3.7321
Gender Gender._get_identity 2.1208
Age Age._get_identity 1.9622
Height Height._get_identity 9.2872
Weight Weight._get_identity 5.5832

Figure 3. Example of augmented neural network (Fe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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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표시해 주는 맵(class-discriminative localization map)인 Grad-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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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11]. u와 v는 각각 
특성 맵 Ak의 너비와 높이이다. 우선 뉴런의 중요도 가중치(neuron im-

portance weight) 

- 6 -

 

 



′∈′

′∈
′

∈ 

 ′ ′ 




 ∈×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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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yc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기 전 단계의 정답 클래스 c에 대

한 레이블 y의 점수이며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거쳐  

k번째 특성맵(feature map)의 (i,j)위치에 있는 

- 7 -


 

   








 




 








 

 
  




 

 
  


   

  



        

에 대한 기울기 값을 

얻는다. Z는 k번째 특성맵의 크기이고 모든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에 대

해 Global Average Pooling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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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한다. 

이렇게 얻은 가중치를 통해 정답 클래스 c에 대한 k번째 특성 맵 Ak

의 중요도를 포착할 수 있다. k개의 각 뉴런의 중요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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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

Table 3. Variable importance (%) based on different methods for intensive care unit (ICU) data of coronary artery intensive care unit

Input variable
Variable importance (%)

ANN-MTL Random forest Extra tree Gradient boost Xgboost

Weight._get_identity 0.001 1.984747 2.700235 0.907925 2.039848
WBC._get_min 0.001 7.102743 8.036932 10.247638 7.334815
WBC._get_max 0.206412 6.067605 6.255920 7.068826 11.962324
WBC._get_last_datapoint 3.428973 1.700929  3.704210 0.480767 0.830201
Temp._get_mean 0.512520 3.026570 3.042546 1.344442 1.674072
SysABP._get_last_datapoint 0.814416 6.109344 3.933065 3.869344 4.195320
RespRate._get_min 0.714252 4.801497 3.964689 6.152663 4.214692
RespRate._get_mean 3.941493 4.398003 3.707564 2.005488 3.334712
O2._test_ratio 2.899602 4.217877 3.510046 2.613592 2.931038
Na._get_min 6.039317 4.807719 3.948315 6.978437 3.818661
MechVent._get_max 5.528200 4.208337 3.688343 7.860636 4.614375
Lactate._get_min 4.598643 4.069973 3.089717 0.923987 2.494430
Urine._get_sum 3.515563 4.112411 3.432908 6.115355 2.390260
K._get_max 2.719401 2.811379 3.071433 1.059791 4.870373
HR._get_min 3.515563 2.365891 2.712851 0.884194 2.919153
HR._get_mean 5.225837 3.379394 3.640571 3.651095 2.776185
Height._get_identity 4.994149 2.323724 2.798093 2.035993 1.862700
HCT._get_mean 5.453311 2.643528 2.884201 2.498373 2.485545
HCO3._get_last_datapoint 4.837351 1.533862 3.102590 3.561430 2.542626
Glucose._get_mean 5.225837 1.180669 3.764013 4.642934 7.333767
Gender._get_identity 4.837351 5.454393 3.407977 5.276186 3.740742
GCS._get_max 5.453311 3.369225 3.268667 3.343644 1.467233
GCS._get_last_datapoint 5.528200 2.318257 2.729552 1.694452 4.518577
BUN._get_min 4.598643 4.626013 4.078473 4.345094 3.123457
BUN._get_mean 5.602621 4.379347 3.433827 5.523975 2.258781
BUN.get_last_datapoint 4.355722 3.146328 4.006811 3.844906 5.561736
Age._get_identity 5.453311 3.860236 4.086444 1.068835 2.704380

성 맵 Ak을 곱해 선형 결합을 한 후 나온 맵의 픽셀 값들로 중요한 부

분을 강조하는 지역 맵을 생성하기 위해 픽셀별로 ReLU함수를 씌워 

양의 중요도 값을 갖는 픽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음수는 0값으로 만든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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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작업학습 증강신경망 

Feng et al. [7]은 설명변수들의 다양한 부분집합에 대해 효율적인 계

산이 가능한 손실함수와 ANN-MTL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그들은 데

이터를 적합할 때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data-generating mechanism)의 

함수로서 변수 중요도를 고려하는 것이 특정 예측 알고리즘의 사용보

다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세울 때 변수 중요도 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단일의 증강신경망으로도 설명변수들의 다

양한 부분집합들의 중요도 추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다중작업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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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함을 보였다[7]. 

어떤 특정한 분포 P에서 도출된 n개의 독립적인 관측치 O1, O2, ..., 

On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 관측치 Oi는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인 (Xi, Yi)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Xi는 입력변수의 행벡터로 Xi: 

= (Xi1, Xi2, ..., Xip)∈Rp이고, Yi는 관측치로 Yi∈R이다. 그리고 분포 P를 

따르는 s⊆{1, ..., p}에 속하는 입력변수 {Xi}i∈s의 중요도를 입력변수들의 

전체집합과 부분집합 s를 제외한 축소 집합의 조건부 평균을 통해 측

정하고자 한다. 입력변수들의 전체집합으로 얻은 조건부 평균은 µP(x)

라 하고 부분집합 s를 제외한 축소 집합의 조건부 평균은 µP,s(x)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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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값 간의 차이가 크면 입력변수들의 부분집합 s의 중요도는 큰 것

이고 작으면 s의 중요도는 작다. 이를 통해 {Xj}j∈s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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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n개의 관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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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려지지 않은 분포 P0로부터 
관측되었다고 가정하고, µP0와 µP0,s의 추정량인 µ̂  와  µ̂  s 로 이루어진 P̂n가 

P0의 일치추정량이라고 한다면, 중요도의 추정량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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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추정량을 구하는 식은 부분집합 s의 중요도 ψ0,s를 추정하기 위해 

P0와의 관련 구성요소를 추정한 µ̂와 µ̂s를 사용하여 Ψs로 매핑하는 과

정을 거치며 중요도의 추정량을 계산할 수 있다. 즉, ψ0,s: =Ψs(P0)이고, 

Table 4. Variable importance (%) based on different methods for intensive care unit (ICU) data of Cardiac intensive care unit

Input variable
Variable importance (%)

ANN-MTL Random forest Extra tree Gradient boost Xgboost

Weight._get_identity 0.0001 5.959468 4.524703 1.121654 3.506411
WBC._get_min 2.138305 7.450499 8.414269 17.780270 11.932611
WBC._get_max 5.270900 5.833208 6.704595 1.659070 9.340221
WBC._get_last_datapoint 0.00001 0.640560 1.711124 0.0001 4.593001
Temp._get_mean 2.299458 3.605929 4.050904 1.899135 3.124144
SysABP._get_last_datapoint 0.00001 4.122259 3.566776 3.236429 3.765896
RespRate._get_min 1.976677 3.419955 3.285464 6.427495 3.359787
RespRate._get_mean 4.659616 3.250535 2.637879 5.491383 1.412965
O2._test_ratio 2.460134 3.383015 2.862100 4.370873 2.880383
Na._get_min 3.414195 2.421272 2.831085 0.615576 1.594466
MechVent._get_max 3.884799 3.146988 2.814208 3.677039 1.501748
Lactate._get_min 2.620335 6.406952 4.392777 10.470476 6.654652
Urine._get_sum 2.939307 2.551934 2.942353 0.601345 1.146474
K._get_max 4.196154 5.399280 4.692628 3.435476 3.977400
HR._get_min 6.024294 3.699771 3.655368 2.005268 3.104613
HR._get_mean 3.884799 2.661642 3.085963 10.257143 3.481806
Height._get_identity 3.728407 3.669415 3.638732 4.096971 3.987188
HCT._get_mean 3.098079 4.416741 3.321754 0.174189 1.910782
HCO3._get_last_datapoint 9.474909 1.580238 2.754314 1.260308 3.670819
Glucose._get_mean 4.505605 0.418093 2.355160 0.0001 0.0001
Gender._get_identity 6.322319 4.200228 3.888120 6.354813 3.345132
GCS._get_max 6.322319 3.005077 3.129361 0.0001 2.814240
GCS._get_last_datapoint 5.118793 2.739699 3.634824 0.0001 2.155007
BUN._get_min 5.270900 5.887796 3.380698 9.600376 5.989433
BUN._get_mean 0.0001 2.727353 3.516871 5.148142 3.884172
BUN.get_last_datapoint 5.118793 2.804205 3.465983 0.156768 4.083366
Age._get_identity 5.270900 4.597888 4.741987 0.159803 2.7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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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계산을 거치면 추정량 ψ̂n,s을 아래의 식으로 구한 값으로 사용

하게 된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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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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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ANN의 모든 모수들의 집합이 Θ(q)이고 입력층의 노드가 q개, 출력

층의 노드가 1개라 하자. 이 때 모수 θ∈Θ(q)는 f(·  ; θ)로 표현한다. 훈련 

데이터 셋은 n개의 관측치이며 {(x(i), y(i))}    와 같이 순서쌍의 형태를 갖

는다. 증강신경망의 구조는 Figure 3과 같다.

ANN 구조에서 입력 층은 각각 입력변수 task인 xi와 조건부 평균 

task인 mi로 이루어져 있다. 모델의 핵심은 이러한 입력 층의 구조로 인

해 위의 두 가지 task로 동시에 학습하는 다중작업학습을 통하여 조

건부 기댓값을 추정함으로써 변수 중요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진벡터 es∈{0,1}p로 입력 노드의 개수를 입력변수 개수의 2배만

큼 늘인다. p개의 입력변수 X1, ..., Xp가 모두 주어졌을 때, 조건부 평균 

E(Y|X1, ..., Xp)를 얻으려면 m1, ..., mp에 모두 0을 넣는다. 그리고 관심 있

는 입력변수를 Xj, 1≤ j ≤ p로 하고 Xj를 제외한 나머지 입력변수들이 주

어졌을 때, 조건부 평균 E(Y|X1, ..., Xj-1, Xj+1, ... Xp)을 얻으려면 mj에 1을 

넣고 나머지 mj들에는 0을 넣는다. 이렇게 두 가지 task로 인해 발생하

는 모델의 multi-los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θ를 찾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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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Ws는 실수로 이루어진 공간인 R|s|에 속한 확률변수이다. Feng 

et al. [7]은 실험을 통해 확률적 경사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매 단계에서 적합한 Ws를 찾아 대체 하는 것이 loss를 더욱 줄일 수 있는 

면에서 나음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과도 비교하

기 때문에 고정된 값으로 Ws를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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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Table 5. Variable importance (%) based on different methods for intensive care unit (ICU) data of internal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Input variable
Variable importance (%)

ANN-MTL Random forest Extra tree Gradient boost Xgboost

Weight._get_identity 1.313213 5.111148 3.657771 3.606611 3.550381
WBC._get_min 0.0001 5.482862 6.264846 8.487957 13.527627
WBC._get_max 2.728389 2.286591 3.206881 1.632727 2.913420
WBC._get_last_datapoint 2.937520 1.505589 3.422733 0.682628 2.097240
Temp._get_mean 4.980232 4.176438 4.059628 3.838539 2.994533
SysABP._get_last_datapoint 8.071779 6.905809 4.356698 9.360910 4.460533
RespRate._get_min 2.539217 3.468726 3.982990 4.158083 3.743716
RespRate._get_mean 1.700814 4.756374 3.993136 4.533939 2.864446
O2._test_ratio 3.321890 3.625559 3.755108 3.257326 2.253265
Na._get_min 4.411125 4.346511 3.643005 3.596672 3.227546
MechVent._get_max 8.421295 3.760300 3.651645 4.281329 4.385176
Lactate._get_min 4.211780 4.035580 3.320316 4.484678 3.106723
Urine._get_sum 0.282746 3.527303 3.359838 2.800620 2.546731
K._get_max 1.495444 3.148612 3.424907 2.509678 3.565694
HR._get_min 2.775200 3.287242 3.669624 3.908434 3.468104
HR._get_mean 6.550448 3.191219 3.318066 2.109585 2.178870
Height._get_identity 2.914476 3.671482 3.513619 3.957206 1.954604
HCT._get_mean 4.701102 3.211956 3.520727 2.309994 3.186791
HCO3._get_last_datapoint 3.187821 2.667612 3.866917 1.455748 3.668066
Glucose._get_mean 1.624162 0.475035 2.079197 0.392247 2.876285
Gender._get_identity 5.421344 5.311181 4.546159 6.061881 4.686853
GCS._get_max 4.272090 4.227520 3.269199 4.616641 3.048196
GCS._get_last_datapoint 4.489512 1.190535 2.045394 1.233720 3.179331
BUN._get_min 5.106781 5.862623 4.532318 5.824200 4.761057
BUN._get_mean 3.734993 3.655422 3.842717 4.054883 4.850372
BUN.get_last_datapoint 4.048834 3.410322 3.679027 2.625454 3.133811
Age._get_identity 4.757796 3.700448 4.017533 4.218310 3.7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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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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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집합 s에 속한 
변수들을 Ws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x,w)를 Rp로 매핑하여 기존의 p차

원을 유지한다. 식(2.1)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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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경우의 조건부 기댓값을 추정하는데 있어 손실함수 값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이 증강신경망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을 이

용해 조건부 기댓값을 구함으로써 변수 중요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중환자실 데이터에 대한 변수 중요도의 시각화

데이터 설명 및 실험 목적

 본 연구의 중환자실 수치형 데이터는 PhysioNet/CinC Challenge 

2012로부터 공개되었다[12]. 중환자실 환자들의 사망률 예측 방법의 

개선을 위해 입원했던 4,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개의 환자 고유 

변수를 제외한 최대 36개의 변수에 대해 48시간 동안 시간마다 측정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수의 수치 변화에 따라 위험하거나 안정적인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 고유변수는 환자

번호, 나이, 성별, 키, 몸무게이다. 그 외 36개의 변수 중 중요도 측정에 

사용된 변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분류한 값(Intensive 

Care Unit, ICU 타입)을 나타내는 변수를 층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환

자군마다 응급실 내 사망에 대해 작용하는 변수들이 차이가 있고 그 

결과로 머신 러닝 기법들의 변수 중요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

였기 때문이다. ICU 타입은 총 4가지로, 1은 관상 동맥계 중환자실, 2는 

심장계 중환자실, 3은 내과계 중환자실, 4는 외과계 중환자실이다. 사

용된 변수 중 하나인 인공호흡기 Mechventialtion (MechVent)는 차고 

있지 않은 상태인 0이 정상임을 뜻한다. 48시간 동안 2번 이상의 측정

값을 가진 변수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각 변수의 최

솟값, 최댓값, 평균값, 합계, 변화량, 마지막 수치의 추가 변수를 생성하

Table 6. Variable importance (%) based on different methods for intensive care unit (ICU) data of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Input variable
Variable importance (%)

ANN-MTL Random forest Extra tree Gradient boost Xgboost

Weight._get_identity 0.0001 3.650538 3.053597 4.618936 2.862142
WBC._get_min 0.0001 7.209325 8.104899 16.825437 14.341876
WBC._get_max 0.245416 6.837394 7.421712 2.103836 6.977782
WBC._get_last_datapoint 0.822838 2.093095 3.222705 1.584576 1.714369
Temp._get_mean 3.177637 4.115112 4.006885 5.472223 4.252891
SysABP._get_last_datapoint 8.919172 7.859078 4.778725 10.338187 4.691458
RespRate._get_min 1.748892 5.950134 5.678819 7.987829 6.282029
RespRate._get_mean 3.464816 3.569654 3.139229 2.583669 1.859348
O2._test_ratio 4.817297 3.757061 3.580982 2.046982 3.064959
Na._get_min 1.658329 3.208044 3.530784 4.102899 3.854127
MechVent._get_max 1.198707 4.002945 3.450060 3.780867 3.584676
Lactate._get_min 2.884897 3.404088 2.942227 2.502872 2.618749
Urine._get_sum 3.746434 3.814217 3.289525 4.465988 3.741363
K._get_max 4.139099 2.783826 3.071632 2.170050 3.934206
HR._get_min 5.799187 3.564722 3.467324 3.698861 3.146863
HR._get_mean 4.177741 3.406604 3.189839 2.311588 2.036769
Height._get_identity 4.743758 3.904514 3.534513 2.920932 2.487597
HCT._get_mean 5.178186 2.483274 2.644311 0.890918 2.412638
HCO3._get_last_datapoint 4.482794 3.142019 4.025327 3.109981 3.346658
Glucose._get_mean 5.389272 0.411850 1.935010 0.211530 1.396616
Gender._get_identity 3.177637 2.984321 3.098911 3.638714 3.334089
GCS._get_max 4.061474 3.125933 3.072938 2.426047 2.459663
GCS._get_last_datapoint 5.630375 1.930603 2.368201 0.542395 2.423868
BUN._get_min 6.477215 2.956192 3.194304 2.559336 1.842412
BUN._get_mean 5.389272 3.178690 3.848187 3.025548 4.875683
BUN.get_last_datapoint 4.963015 2.633018 3.014962 2.138782 3.182973
Age._get_identity 3.706543 4.023748 3.334392 1.941016 3.2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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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본 연구에 쓰인 변수는 총 55개이다. 더 나아가, 각 변수의 최솟

값, 최댓값 등을 모두 사용하여 머신 러닝 기법에 적용한다면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변수 중요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

석을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각 변수의 대푯값을 설정하

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합계, 변화량, 마지막 수치를 모두 포

함한 55개의 변수들에 대한 분산팽창지수를 계산하여 다중공선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수 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선택된 변수는 총 27개였

으며 각 변수 명과 계산된 분산팽창지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타겟

변수는 중환자실 내에서의 사망 여부이고, 4,000개의 데이터 셋을 

scikit-learn api [13]의 함수 중 train_test_split을 사용하여 랜덤하게 훈

련 데이터 셋 3,200개, 테스트 데이터 셋 800개로 나누어 ANN-MTL로 

학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CU 데이터를 중환자실 타입으로 분류한 뒤 머신러

닝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그래디언트 부스팅, Xgboost

로도 학습하여 각 기법별로 응급실 내원 환자군에 따라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 변수들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

지 비교해보았다. 나아가 변수 중요도의 값들을 시각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수 중요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결

과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실험 결과

분산팽창지수를 고려하여 선택된 27개의 중환자실 데이터 설명변

수를 신경망 기반의 ANN-MTL과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그

래디언트 부스팅, Xgboost에 적용한 후 각 기법별 변수 중요도의 산출 

기준이 다름을 고려하여 비율로 변환하였다. 총 4개의 중환자실 환자

군에 각각 기법들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Tables 3에서 Table 6과 같다. 

첫 번째 중환자실 타입인 관상 동맥계 중환자실의 경우, 랜덤포레스

트, 엑스트라 트리, 그래디언트 부스팅의 기법들에서 백혈구의 수를 나

타내는 단위의 변수인 WBC의 최솟값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Xgboost의 경우도 또한 두 번째로 높은 변수로 나타나 

관상 동맥계 중환자실의 경우 사망 여부에 백혈구의 최소 숫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NN-MTL의 경우 

Figure 4. Lollipop plot of variable importance ratio for coronary artery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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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의 최솟값 변수인 Na._get_min 변수가 약 6.0%의 변수 중요도 

비율로 가장 높게 나왔다.

두 번째 중환자실 타입인 심장계 중환자실의 경우, 관상 동맥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그래디언트 부스

팅, Xgboost 모두 WBC의 최솟값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

음을 알 수 있고, 그래디언트 부스팅의 경우 17.5% 이상의 중요도를 보

이며 가장 높은 변수 중요도를 기록했다. ANN-MTL의 경우엔 중탄산

이온의 마지막 수치가 중환자의 사망 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약 9.4%의 변수 중요도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변수는 

환자 의식 수준의 마지막 측정값인 GCS._get_last_datapoint로 약 6.3%

로 나타났다.

세 번째 중환자실 타입인 내과계 중환자실은 엑스트라 트리와 Xg-

boost의 경우 WBC의 최솟값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각각 6.2%

와 13.2%로 나타났다. 랜덤 포레스트와 그래디언트 부스팅은 동맥 혈

압인 SysABP의 마지막 기록 변수가 각각 약 6.9%와 9.3%, ANN-MTL

의 경우는 인공 호흡기의 여부인 MechVnt._get_max의 값이 약 8%로 

중환자의 사망 예측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변수로 계산되었다. 

네 번째 중환자실인 외과계 중환자실의 경우도 엑스트라 트리, 그래

디언트 부스팅, Xgboost 3가지 모델에서 WBC의 최솟값이 각각 8.1%, 

16.8%, 14.3%로 가장 큰 변수 중요도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WBC 가장 

큰 값인 WBC._get_max 변수도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Xgboost 

세 개의 모델에서 두 번째로 큰 변수 중요도를 보여 외과계 중환자의 

경우 백혈구의 수가 사망 예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N-MTL의 경우엔 동맥 혈압의 마지막 측정치인 Sys-

ABP._get_last_datapoint가 약 8.9%로 중환자의 사망을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변수 중요도 값으로 나타났다.

4가지 중환자실 유형에서 머신 러닝 기법들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변수 중요도를 갖는 변수로 자주 선별된 것은 백혈구 수치이다. 백혈구

의 수치는 광범위한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4], 혈관과 관련이 있는 관상 동맥계와 심장

계 중환자실의 경우와 내과계, 외과계 중환자실 모두 사망 예측에 중

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Figure 5. Lollipop plot of variable importance ratio for cardiac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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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ubble chart of variable importance ratio for internal endoplasmic reticulum intensive care unit.

또한 총 4가지의 중환자실 타입별 비율로 변환한 변수 중요도를 통

계 프로그램 R의 ggplot2 패키지[15]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각

화 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응급실 유형인 관상 동맥계와 심장계 중

환자실은 Figure 4와 Figure 5로 롤리팝 플랏으로 나타내었다. 각 Fig-

ure의 x축은 변수 중요도의 비율이며 y축은 설명변수들이고 색깔은 

변수 중요도를 비교한 각 기법이다. 또한 세 번째 유형인 내과계 응급

실은 버블 차트를 사용하여 기법별로 변수 중요도에 따른 크기로 나타

내었으며 Figure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은 네 번째 유형인 외과

계 응급실의 히트맵으로, 큰 변수 중요도를 가질 수록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다. 시각화한 그림들을 통해 각 기법마다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

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여 이를 바

탕으로 시각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피부암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피쳐 중요도의 시각화 

데이터 설명 및 실험 목적

두 번째로 사용한 데이터인 피부암 이미지 데이터는 Tschandl et al. 

[16]의 Human Against Machine with 10000 training images (HAM10000) 

데이터 셋이다. HAM10000 데이터 셋은 총 10,015장이며 이미지 한 장

당 크기는 크기는 600 ×450 × 30이다. 피부암의 종류는 광선각화증

(akiec), 기저세포암(basal cell carcinoma, bcc), 지루각화증(bkl), 피부섬

유종(dermatofibroma, df), 악성흑색종(melanoma, mel), 비정형색소모

반(Melanocytic nevi, nv), 혈관종(vascular lesion, vasc)으로 총 7가지이

다. 각 병변별로 특징이 있지만 일반 환자들이 구별하기엔 무리가 있으

며 초기에는 점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병변이 진행됨에 따

라 위험도 높은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nv와 mel은 매우 

비슷한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병변을 잘 분류하고 LIME과 

Grad-CAM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피쳐 중요도를 나타내어 분류한 결

과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다음은 피부암 이미지 데이터에 관한 실험 결과이다. 7가지 병변별

로 LIME과 Grad-CAM 기법 적용 후의 이미지와 함께 생김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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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bcc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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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한다. 

Figure 8은 LIME 기법을 적용하여 bcc에 속한 이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이미지는 분류하려는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도출해낸 레이블에 기여한 부분만 보였으며 

두 번째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 전체에 경계만 추가한 것이다. 세 번째 

이미지에서 초록색은 1위의 레이블을 도출하는데 확률을 높이는 부

분이며 빨간색이 확률을 낮추는 부분이다. Figure 9는 bcc에 속한 이미

지에 Grad-CAM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용해 원본 이미지에 히트맵

(heatmap)을 더한 것이다.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레이블에서 강조하

고 있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나타났으며 원본 이미지에서는 그 부분이 

Figure 7. Heatmap of variable importance ratio for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Visualization of XAI for Health Dat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29

빨간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테스트 셋 이미지 데이터들 중 정답을 

맞춘 이미지들의 다섯 가지 결과를 통해 각 병변의 고유한 특징 시각화

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1순위로 0.5에 이르는 확률의 오답 레이블, 2순

위로 정답 레이블을 출력한 이미지는 출력된 두 순위의 특징이 비슷하

기 때문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도 LIME과 Grad-CAM을 적용했다.

akiec는 각화증인 만큼 표면이 건조하고 거칠며 적갈색의 원형모양

이 1개에서 수십 개씩 생기고 기름기 있는 비늘과 딱지의 모양을 띤다. 

초기에는 습진과 비슷하여 습진치료를 주로 받지만 잘 낫지 않기 때문

에 초기에 조직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Figure 10은 각각 

거의 1에 가까운 0.99의 확률 값을 갖고 확실하게 분류하였으며 모두 

akiec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Figure 11은 0.57의 가장 높은 확률을 갖

고 1순위로 mel이라 분류하였고 0.3의 확률을 갖고 2순위로 bkl이라 

분류한 예시이다. 1순위 오답으로 mel이 가장 많았으며 mel로 분류하

지만 이에 대한 1순위 확률 값이 0.5를 조금 넘는 정도이고 비슷한 확

률 값으로는 2순위로 정답인 akiec를 도출했음을 통해 변색 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mel로 가장 많이 오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cc는 출혈상처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색깔은 주로 붉은 색이고 검은 

점을 특징으로 한다. 각각 1.0과 0.77의 확률 값으로 잘 분류하였으며 

Figure 12를 통해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답은 mel, bkl, nv 순으로 가장 많았다. Figure 13을 통해 실례를 볼 수 

있다. 각각의 상단에서는 0.95의 확률 값으로 mel이라 오분류하였다.  

1순위를 0.53의 확률 값으로 mel, 2순위를 0.46의 확률 값으로 nv라 오

분류 하였다. 이 경우에서는 mel과 nv의 유사성에 의해 각각 0.5에 가

까운 확률 값으로 정확한 분류를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bkl은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겨 저승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작

은 점들이 여러 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Figure 14는 이런 특징들을 잘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9의 확률 값으로 잘 분류하였다. 그러

나 akiec와 마찬가지로 병변의 진행에 따라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짙

어지는데, 이런 이미지들은 mel과 nv 순으로 오분류하였으며 이는 

Figure 15로부터 알 수 있다. 각각의 하단에서는 넓은 범위의 검정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0.78의 확률 값으로 mel

로 오분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f는 멍이 든 것 같이 대체적으로 피부색과 비슷한 색을 띄거나 분

홍, 회색, 적갈색으로 나타내지만 병변이 진행되면서 변색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정답을 맞췄으며 Figure 16을 통해 이런 특징을 강조하고 

Figure 10.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akiec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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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bcc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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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akiec images which are incorrectly classified as mel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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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bcc images which are incorrectly classified as mel for skin cancer data.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Figure 14.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bkl for skin cancer data.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단과 하단에서는 각각 1.0, 0.7의 확률 값을 갖

고 잘 분류함을 보였다. 그러나 Figure 17과 같이 검은 점이 있는 이미

지에 대해서는 0.78의 확률로 흑색종(mel)이라 오분류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 확률 값은 위에서 정답을 맞춘 그림이 도출한 확률인 0.70보

다 더 큰 값이므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df에 대해서 mel로 오분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mel은 전이의 확률 및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기 때문에 피부암 중에

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른 병변에 비해 6 mm 이상의 비

교적 큰 크기로 발병, 울퉁불퉁한 경계, 비대칭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

며 Figure 18은 1.0의 확률 값으로 잘 분류하였고 앞서 기술한 mel의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분류된 이미지들을 분석

해보니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1순위로 추출된 레이블들은 nv와 bkl 

순이었다. 그러나 아래의 Figure 19의 경우 0.60 정도의 가장 높은 확률 

값으로 nv라 도출하였으며 2순위는 0.40 정도의 확률 값을 갖고 정답

인 mel로 분류하였다. 각 값이 0.5보다 조금 작거나 크기 때문에 mel을 

nv로 오분류할 가능성이 높지만 mel과 nv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v는 실제 mel 진행될 확률이 다른 병변에 비해 높고 모양도 mel과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Figure 20은 1.0의 확률 값으로 정답을 맞추었

고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분류된 레이블들

로는 bkl과 mel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분석해보니 

Figure 21을 예로 들면, bkl이 1순위로 도출되었음에 불구하고 확률은 

0.40이었다. 이어서 2순위인 mel의 확률은 0.34, 3순위로 정답인 nv의 

확률은 0.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특징도 잡지 못하

며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2.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bcc for skin cancer data.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0 50 100 150 200 250



Visualization of XAI for Health Dat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31

Figure 15.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bkl images which are incorrectly classified as mel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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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df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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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df image which is incorrectly classified as mel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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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vasc는 주로 혈관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붉은 덩어리의 모양을 띄는데 Figure 22는 1.0의 확률 값으로 정답을 

잘 맞췄고 해당 병변의 특징을 잘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

적으로 분류를 잘 하였지만 Figure 23과 같이 검은 점도 있는 이미지

는 0.78의 확률 값을 갖고 bcc, 넓은 부위에 검정색을 보이는 이미지는 

0.92의 확률 값을 갖고 mel로 오분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학 분야에서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형 데이터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측정된 기록 데이

터이다. 종속변수는 중환자실 내 사망 여부이며 어떤 변수들이 중환자

실에서 사망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변수 중요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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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mel images which are incorrectly classified as nv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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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inions) result of nv images which are incorrectly classified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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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nv for skin cancer data.

출하였다. 사용된 기법들은 다중 작업 학습을 통한 증강 신경망, 랜덤 

포레스트, extra tree, 그래디언트 부스팅, xgboost이다. 각 기법별로 변

수 중요도 지표가 다름을 고려하여 모두 퍼센트 단위의 비율로 변환

하였다. 변환한 데이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중요한 변수들

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

려 시각화를 함으로써 각 기법별로 타겟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

수들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더 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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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mel for skin cancer data.

 이어서 비정형 데이터는 7가지 범주의 피부암 이미지 데이터이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 중 LIME과 Grad-CAM을 적용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레이블을 도출하는데 있어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시각

화하였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은 피부암의 특징들을 

범주에 따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bkl, mel, nv은 실

제로도 매우 유사하게 생겼으며, 특히 nv은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mel

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든 피부암은 병변이 진행되면서 짙



Visualization of XAI for Health Dat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33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Figure 22.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vasc for skin canc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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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result 
of vasc image which is incorrectly classified for skin cancer data.

은 갈색이나 검정색을 띄기 때문에, 실험 결과 위의 세 범주가 가장 높

은 빈도의 오답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LIME과 Grad-CAM

을 적용하여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

적인 점과 비슷한 모양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의심될 경우 내

원 후 조기에 병변과 알맞은 치료법으로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자 및 질병 데이터에 관한 분류 및 예측 결과는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높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에게 신뢰를 안겨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의학 데이터의 변수 중요도를 이용한 분류 및 예측의 

시각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공지능 기법 기반의 XAI 기

법인 다중작업학습 증강신경망과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에 수치

형 데이터를 적용하여 각 기법별 변수 중요도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

출된 변수 중요도를 시각화하여 변수 관점에서 사망 결과에 대한 원

인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LIME, Grad-CAM에 이미지 데이터를 적용

하여 분류된 범주의 특징을 강조하는 부분의 피쳐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분류 및 예측에 있어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

었는지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고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델 적합에 사용된 변수 각각의 중요도에 대

해서만 실험하였다.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들뿐만 아니라 다중작업학

습 증강신경망 또한 변수들의 부분집합에 대한 중요도를 구할 수 있

다[17]. 일례로 Gregorutti et al. [17]는 트리 모형에서의 기존 퍼뮤테이션 

방법으로 계산하던 변수 중요도를 변수의 그룹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도 마찬가지로 변수 각각이 아

닌 변수들의 부분집합에 대한 중요도를 구하여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치형 데이터에는 LIME도 적용할 수 있으므

로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의학 데이

터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 데이터에도 XAI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으

며 계속해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최신 XAI 기법들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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