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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코로나로 인해 X-ray, CT, MRI와 같은 의료영상 분야에서 딥러닝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다. 간단히 접할 

수 있는 X-ray 영상으로 코로나 진단을 위해 CNN, R-CNN 등과 같은 영상 딥러닝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영상 기반 딥러닝 학습은 바이오마커를 정확히 찾아내고, 최소한의 손실률과 높은 정확

도를 필요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위한 학습 모델을 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딥러닝 알고리즘(Deep Learning Algorythm), 코로나19(COVID-19), 

흉부 엑스레이(Chest X-ray), 크로스 엔트로피(Cross-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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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원격진료, 비접촉 진료의 방향으로 

의료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 연구, 발전되고 있다. YOLO, U-NET, 

CNN, R-CNN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영상진단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 영상 처리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알고리즘은 영역 추출, 이미지 패턴분석, 이미지 재구성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 과정은 데이터 준비, 데이터 전처리, 

모델 생성, 모델 학습, 모델 평가로 표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상 분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관련 연구를 통해 높은 분류 성능을 

가진 학습모델을 기반으로 흉부 엑스레이 코로나 진단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주로 사용되

고 있는 CNN을 기반으로 한다.

II. Related works

2-1. CNN기반 학습 모델 비교

논문[1]에서는 기존 영상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VGGNet-16

과 ResNet-50의 비정상, 정상 영상분류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1은 

흉부 방사선 검사 영상의 병변 유무로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한 

F1-score의 성능 비교 표로 흉부 방사선검사 영상의 정상, 비정상 

분류에 VGGNet-16이 ResNet-50보다 각각 0.107, 0.161 가량 높은 

결과를 보였다.

Network VGGNet-16 ResNet-50

Abnormal 0.925 0.818

Normal 0.861 0.7

Table 1. 제안된 알고리즘의 F1-score 비교

2-2. VGGNet-16

VGGNet-16은 대량의 이미지를 인식함에 있어 망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3×3 convolution과 2×2 max pooling을 사용하는 구조에서 

망의 깊이(depth)가 16일 때 최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다중 전달 

학습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나[2],깊이가 깊어지면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여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vanishing gradient)와 과접합 

현상(overfitting)이 발생하기 쉬워 성능 개선이 미미해지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처리하려는 데이터의성격에 따라 망의 깊이와 파라미터 

수는 달라질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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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ep Learning based Chest X-Ray COVID19 

Classification 

3.1 학습모델과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는 VGGNet-16을 기반으로 그림1과 같이 딥러닝 모델을 

구성하고 maxpooling 방식으로 데이터의 형태에 맞춰 Layer을 추가하

거나 활성화 함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데이터셋은 

Extensive and Local Phase Enhanced COVID-19[3]로 정상, 폐렴, 

COVID-19의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X-ray의 흉부 데이터를 이용했다.

Fig. 1. 학습 모델

3.2 테스트 결과

데이터 셋 각각 손실함수로써 Categorical Cross Entropy와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적용하고 실험을 실행하였다.

Fig. 2. 테스트 결과

IV. Conclusions

최근 CT, X-ray 등의 방사선 촬영 장치를 이용한 코로나 진단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X-ray의 경우 빠른 이미징 시간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진단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GGNet-16과 ResNet-50를 비교한 관련연구만을 근거로 모델을 

제시하여 알고리즘을 테스트 하였으나 손실함수, Pooling 방식들을 

비교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성능 향상으로 다양한 다중 

클래스 분류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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