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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컴퓨터 공학

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지적 행동을 모방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비록 인공지능의 작

업수행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일지라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구축된 높은 정확성과 인간을 뛰어넘는 빠른 

처리 속도를 장점으로 앞세워 소프트웨어 기반 분야의 전반

에 걸쳐 접목되고 있다[1]. 이는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

니며, 특히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은 의료영상 분야의 발전

을 선도할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2]. 

AI 의료영상 분석이란 사전 학습된 AI가 의료영상으로부

터 특징(feature)을 추출하여 병변을 진단하는 기술이다[3]. 

의료영상에서 특징이란 명도(brightness), 대조도(contrast), 

공간주파수(spartial-frequency), 균질성(homogeneity), 곡

률(curvature), 길이(length) 등 영상의 데이터를 통해 정

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병변은 서로

를 구분 짓게 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4].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은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에 기반을 둔 학습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5].

딥 러닝은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의 일종으로, 여러 층으로 쌓인 신경

망 내부에서 각종 파라미터를 갱신하며 학습을 수행하는 기법

이다. 딥 러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는 개념은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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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소개되었으나[6], 당시의 느린 컴퓨터 연산 속도

와 데이터 셋 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데이터 

셋이란 딥 러닝이 특정 질환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대한 양의 의료영상 데이터 모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셋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레이블링(질

환명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를 사전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

지를 성능 검증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의 문제로 데이터 셋의 공유가 적었고, 컴퓨터 연산 

속도의 한계로 딥 러닝은 실용화하기 어려운 기술로 여겨졌

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저비용 그래픽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GPU)가 등장하여 복잡한 

딥 러닝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딥 러닝의 학습에 사용

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셋 공유가 늘어났다. 또한, 과잉적

합을 방지하는 다양한 규제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 딥 러

닝 모델의 단점이 다수 극복되었다[7-10].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을 통해 인공지능의 이해와 영상의학

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의료영상 분석에서의 딥 러닝의 개요, 알고리즘의 원리, 그리

고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논의한다. 2장에서는 인공지능,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의 개념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딥 러닝을 구현

하기 위한 합성곱 신경망의 학습 원리와 최적화 과정을 소개한

다. 4장에서는 다양한 질환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그에 대한 고찰과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Ⅱ. AI 의료영상 분석의 개요

Russel, S의 저서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에 따르면, 다음의 4가지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있다[11]. 첫째, 인간적으로 사고하는(Thinking 

Humanly), 둘째, 인간적으로 행동하는(Acting Humanly), 

셋째, 이성적으로 사고하는(Thinking Rationally), 넷째, 

이성적으로 행동하는(Acting Rationally) 의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인공지

능의 하위 개념인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ML)이라

고 한다(Fig. 1). 머신 러닝이란 어떠한 작업에 대해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작업의 성능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된다[12]. 

다시 말해, 의료영상의 분석이라는 작업에 대해 영상을 꾸

준히 학습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의료영상 

분야에서 머신 러닝의 학습과 분석에는 의료영상의 특징

(feature)을 사용한다. 특징이란 명도, 대조도, 공간주파수, 

균질성, 곡률, 길이 등 영상의 데이터만을 통해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병변은 서로를 

구분 짓게 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

한 고유의 특징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 모델에게 해당 병변

의 정보를 제공한다[13]. 판독과정에서는 판독의 대상이 되

는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사전에 학습된 해당 병변의 정

보와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원리로 병변을 분류한다. 

Fig. 1.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머신 러닝 기반 기법은 학습 방식에 따라 크게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으로 나뉜다[14].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

키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종양 부위를 분

할하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실제 의사가 직접 영

상에 ROI를 표기(labeling)해야 한다. 알고리즘은 정답 값

인 이 ROI를 기준으로 종양의 명도, 대조도, 균질성, 공간

주파수, 곡률, 길이 등의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ROI 선정에 있어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므로 객관적인 데이터 분류로 받아들이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 정답을 알려주지 않

고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군집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종양 영역이 강도, 대조도, 균질성, 공간주파수, 곡

률, 길이 등의 특징에 대해 정상 소견의 영상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 이상값(outlier)을 보이는 특성을 활용한 기법이다. 

다시 말해, 종양 영역에 의한 이상값은 정상 소견의 영상에

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차이를 이용해서 각 영상을 서로 

다른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이즈 신호에 의한 

이상값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다.

머신 러닝의 하위 개념으로는 딥 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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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 존재한다. 머신 러닝과 비교하여 딥 러닝 기반 기법

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에 필요한 특징 추출 모델을 수동

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15]. 딥 러닝은 학습 과

정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자체적으로 추출하는데, 영상 기기

나 질환 부위에 상관없이 일관된 특징 추출 모델을 가진다

[16]. 이는 머신 러닝 보다 딥 러닝이 의료영상분석에서 더 

많은 수요를 보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관

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재사용하여, 다른 병변에 대해 추가로 학습시키는 전이 학

습(transfer learning)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

보다는 이미 유의미한 판독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에 

전이 학습을 수행하면 학습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최종 알고

리즘의 판독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여겨진다[17]. 다시 

말해, 전이 학습은 이미 특정 병변에 대해 유의미한 판독 성

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이 의료영상의 경계선, 명도, 형

상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성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근

간을 둔다. 딥 러닝 기법도 정답 값인 레이블링 유무에 따라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뉜다(Fig. 2).

Ⅲ. 딥 러닝 기반 의료영상 분석의 원리

1. 합성곱 신경망

1) 합성곱 층 

입력층의 영상 데이터가 첫 번째로 전달되는 층은 합성곱 

층이다. 합성곱 층(Convolution Layer)은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의 핵심적인 계층

으로 입력 영상과 특징 커널 간의 유사도를 연산한다(Fig. 

3). 특징 커널이란 학습 초기에는 난수 배열에 불과하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판정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영상 패턴으로 최적화되는 공간 필터로 이해할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특징 커널을 입력 영상 상에

서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며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다(Fig. 

4). 윈도우와 특징 커널의 사이즈가 n*n일 경우, 합성곱 연

산은 아래의 식(1)으로 나타낼 수 있다[21].

    … (1)

이때, xij는 윈도우 내부의 입력 영상의 요소이고 wij는 특

징 커널의 요소이다. z는 해당 영역의 특징 커널에 대한 유

사도이다. 입력 영상과 특징 커널의 합성곱 결과인 유사도

로 이루어진 행렬을 특징 지도(feature map)라 한다. 특징 

지도는 특징 커널에 대한 입력 영상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특성 지도의 각 요소에 편향을 합산한 값을 가

중 입력이라 하고, 이는 합성곱 층의 출력 데이터이다. Fig. 

3의 예시는 숫자 2를 나타낸 6*6 입력 영상과 대각선 성분

의 3*3 특징 커널의 합성곱 연산 과정이다. 출력 데이터의 

유사도 분포를 확인하면, 입력 영상 중 특징 커널과 유사하

게 대각선 패턴을 띄는 부분에서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출

력 데이터는 입력 영상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축소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딥 러닝에는 고도의 연산량이 요

구되므로 합성곱 층을 통한 데이터 축소는 연산 속도 증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2. Supervised learning and unsupervi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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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층

활성화 층(Activation Layer)은 임계점 아래의 유사도 

데이터를 정류하는 계층이다(별도의 계층이 아닌 합성곱 층

의 출력 함수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즉, 특징 커널과의 

유사도가 낮은 영역의 데이터를 학습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

함인데, 일반적으로 ReLu(rectified linear unit) 함수를 사

용한다. 함수는 아래의 식(2)로 나타낼 수 있다[23].

Fig. 3. Calculation process of the convolution layer

Fig. 4. Convolution between each window and the feature kernel

Fig. 5. Calculation process of the ReLu layer



AI 의료영상 분석의 개요 및 연구 현황에 대한 고찰

방사선기술과학 2020년 제43권 제3호   199

   max (2)

이때, zij는 합성곱 층의 출력 데이터의 각 요소이고, aij는 

ReLu 함수의 출력값인 가중 입력이다. 입력값 zij에 대해, 

zij>0 이면 출력의 기울기는 1이고, zij<0이면 출력은 0이 된

다(Fig. 5). 따라서, 특징 커널과 유의한 유사도를 나타내는 

영역에 대해서만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그림

을 통해 활성화 층의 연산을 확인할 수 있다[21].

3) 풀링 층

풀링 층(Pooling Layer)에서는 합성곱 층과 활성화 층을 

거치며 분류된 유의미한 유사도 데이터를 압축 계층이다. 

막대한 연산량이 필요한 딥-러닝 학습모델에서 연산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풀링은 압축 방법에 따라 최대 풀링(max 

pooling), 평균 풀링(mean pooling), 확률 풀링(stochastic 

pooling)으로 나뉜다[12].

- 최대 풀링: 임의의 영역(m*n) 내에 있는 요소 중 최댓

값을 대푯값으로 출력하는 연산 방법(Fig. 6)

- 평균 풀링: 임의의 영역(m*n) 내에 있는 요소의 평균

을 대푯값으로 출력하는 연산 방법

- 확률 풀링: 임의의 영역(m*n) 내에 있는 요소 중 하나

를 확률에 근거하여 대푯값으로 설정하는 방법

의료영상 분석에는 최대 풀링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24].

4) 출력층

출력층(Output Layer)은 합성곱 층, 활성화 층, 풀링 층

을 거쳐 압축된 원본 영상의 유의미한 정보들을 하나의 판

정 값으로 연산하는 계층이다(Fig. 7). n의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은 입력 영상에 대해 n개의 신경망으

로부터 출력된 n개의 풀링 출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

인다. 각 출력 유닛은 모든 풀링 층으로부터 출력 값을 받는

다. n번째 출력 유닛의 연산은 아래의 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23].

      

             

                  (3)

이때, 
은 k번째 풀링 층으로부터 출력된 i행 j열의 요

소이고,  
 는 n번째 출력 유닛의 가중치이다. 

은 n번

째 출력 유닛의 편향이며, 
는 n번째 출력 유닛의 출력 값

이다. 이후 출력 값 
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면 최종 출력 

값 
이 출력되며, 이를 해당 출력 유닛의 예측값이라고 한

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아래의 식(4)로 나타낸다[23].

 (4)

이후에 판정 값과 정답 값의 차이를 제곱 오차로 나타낸

다. 정답 값은 사전에 영상에 레이블링 된 값으로, n개의 판

정이 가능한 분류기의 경우 n개의 정답 값을 가진다. n번째 

판정이 정답일 경우, tn을 1, 그 외의 정답 값을 0으로 입력한

다. m개의 학습용 영상을 입력하여 n개의 판정을 분류하는 

신경망의 제곱 오차는 아래의 식(5)로 나타낼 수 있다[25].

(5)

이때, Ck는 학습용 입력 영상 중 k번째 영상의 제곱 오차

를 나타낸다(k=1, 2, 3, …, m). tn은 각 영상에 레이블링 

된 n번째 판정에 대한 정답 값이다. 
는 n번째 판정에 대

Fig. 6. Data compression via the pool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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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측값이다. 이는 예측값이 정답 값에 비해 큰 경우와 작

은 경우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기 위한 연산이며, 단일 영상

에 대한 오차이다. 모든 학습 영상에 대한 오차의 총합은 비

용함수 CT라 하고 아래의 식(6)으로 나타낸다[25].


    …  (6)

이때, Cm는 m입력 영상의 제곱 오차이고, CT는 비용함수

를 나타낸다.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과정은 이 비용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라미터(가중치, 편향, 필터)를 조정해나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비용함수가 최솟값을 

나타내면 학습이 종료된다. 즉, 이 시점을 인간이 제공한 사

전 지식을 습득하는 지점으로 여긴다. 

2. 오차역전파법

비용함수를 최솟값이 되도록 파라미터를 정하기 위해서 

제곱 오차와 각 파라미터를 함수 관계로 고려한다. 함수가 

최솟값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가 

0이어야 함을 응용한다. 하지만, 수많은 가중치, 편향이 함

수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경망에서 연쇄적인 미분 연산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오차역전파법(back propagation)이다[25].

오차역전파는 대규모 미분 계산을 수열의 점화식으로 대

체한다. 수열의 점화식이란 유한수열 {an}이 있을 때, n번째 

항 an과 인접한 n+1번째 항을 앞항과의 관계인 an+1로 정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한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이 점화식을 제공하는 변수를 유닛의 오차라고 한다. 

유닛의 오차란 모든 층의 모든 값(유닛)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임의의 층 l에서 j번째 유닛의 가중치에 대한 유닛

의 오차 δ
는 아래의 식(7)으로 나타낼 수 있다.

δ
 


∂


∂
  (7)

이때, C는 단일 영상의 제곱 오차, 
는 임의의 층 l의 j번

째 유닛의 가중치이며, δ
은 임의의 층 l의 j번째 유닛의 오

차이다. 즉, 유닛의 오차는 제곱 오차에 대한 단일 가중치의 

편미분이며, 임의의 가중치 
가 제곱 오차에 미치는 변화

율을 의미한다. 즉, 제곱 오차의 최솟값이 되는 조건에서 


에 의한 제곱 오차의 변화율은 0이며, 이를 유닛의 오차 0으

로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임의의 층 l의 j번째 유닛의 


의 편향 편향에 대한 유닛의 오차도 아래의 식(8)으로 나타

낼 수 있다.

δ
 


∂


∂
(8)

즉, 오차역전파법이란 출력층, 풀링 층, 활성화 층, 합성

곱 층의 역순으로 각 유닛의 오차를 연산하는 기법이다. 상

술하였듯이 각 유닛의 오차는 해당 가중치 혹은 편향이 제

Fig. 7. Calculation process of the outpu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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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오차에 미치는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편미분 값이 0

이 되면 함수의 순간 변화량이 0이므로 최솟값일 확률이 있

으나, 변화량이 0이라 하더라도 극솟값이 아닌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수차례 반복 학습을 통해 모든 파라미터에 대

해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오차역전파 과정이 끝나면 n개의 입력 영상에 대하여 모

든 층의 모든 파라미터의 유닛의 오차 δ
가 계산된다. n개

의 입력 영상에 대한 임의의 유닛 오차 δ를 통해서 다음 회

차에 사용될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과정은 아래의 식(9), 

(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δ   
  



δ (9)

      δ η (10)

여기서, δ는 전 회차 학습의 k번째 입력 영상의 임의의 

층 l에서 j번째 유닛의 파라미터의 유닛의 오차, δ 

은 n개의 입력 영상의 같은 층 l에서 j번째 유닛의 오차 합산 

값,  은 l층의 j번째 파라미터의 전 회차 학습에 

사용되었던 값, η는 학습률,  은 다음 회차 학습

에서 l층의 j번째로 사용될 파라미터 값이다. 즉, 1개의 유닛

을 갱신 값은 모든 영상에 대해서 그 유닛 값을 합산하고 전

회차 가중치에 감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학습률이란 파

라미터 값이 너무 큰 폭으로 갱신되어 그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파라

미터가 갱신되는 정도를 작게 하여 정밀한 최적화를 돕는 

값이다. 학습률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0.2를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파라미터의 

갱신이 완료되었다면, 갱신된 파라미터들로 다음 회차의 학

습을 수행하고 비용함수를 확인하면 된다. 수차례의 파라미

터 갱신과 학습을 통해 비용함수가 최솟값을 보이면 학습을 

중단한다. 이때, 대부분 유닛의 오차는 0이다. 이 상황을 학

습이 종료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실사용 예시

딥 러닝을 이용해서 흉부 X선 영상의 폐렴과 폐암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 그 학습 및 판독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과정

학습 과정의 첫 단계로 의사의 진단 결과를 딥 러닝에게 

학습시켜야 한다. 의료영상에 학습의 정답을 표기하는 것을 

레이블링(labeling)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그 

편의성 때문에 폴더의 이름을 판정 값으로 불러올 수 있는 

폴더 레이블링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흉부 X선 영상을 통

해 폐렴과 폐암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경우, 폐

렴으로 진단된 영상을 “폐렴” 이름의 폴더에 넣고, 폐암의 

영상을 “폐암” 이름의 폴더에 넣으면 소프트웨어상에서 ”폐

렴”과 ”폐암” 두 가지 판정 선택지가 생성된다. 이때, ”폐렴” 

폴더에 있는 영상들은 폐암=0, 폐렴=1, ”폐암” 폴더에 있는 

영상들은 폐암=1, 폐렴=0의 정답 값이 표시(labeling)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때, 1과 0이란 각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해당 질환 판정의 일치율이다. 즉, 각 질환 판

정에 대해 100%의 일치율을 보이는 레이블링 영상들은 알

고리즘의 입장에서 해당 판정을 내리기 위한 영상 특징의 

정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정답 값들은 상술한 것과 같이 

비용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차례의 학습과 파라

미터 갱신을 걸쳐 비용함수가 최솟값을 나타내면 알고리즘

이 폐암과 폐렴을 분류할 적절한 성능을 띄며, 이를 “폐암, 

폐렴 분류 모델”로 고려한다.

2) 판독과정

상술한 과정을 거쳐 의사의 사전 지식이 충분히 학습된 

“폐암, 폐렴 분류 모델”에 흉부 X선 영상을 입력할 경우, 

학습을 통해 최적화된 폐암을 분류해낼 수 있는 특징 커널

과 폐렴을 분류해낼 수 있는 특징 커널에 대해 합성곱 연산

을 수행한 응답인 특징 지도가 계산된다. 이후 활성화 함수 

계산과 풀링 층, 출력층을 거쳐 정보가 압축되며 각 분류에 

대한 판정 값이 출력된다.

Ⅳ. 연구 동향

현대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은 일반촬영술을 시작으로 전

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초음파촬영, 투시 촬영 등의 

다양한 영상 장비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질환을 대상

으로 유의미한 판독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6-38]. 

1. 흉부

일반촬영을 통한 흉부 질환 분류는 가장 유의한 정확도를 

보이는 분야이다. CNN의 일종인 CheXNeXt 네트워크가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무기폐(atelectasis), 심장비대

(cardiomegaly), 폐경화(consolidation), 부종(edema), 흉막 

삼출(effusion, emphysema), 섬유증(fibrosis), 탈장(he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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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infiltration), 종양(mass), 결절(nodule), 횡경막 비

후화(pleural-thickening), 폐렴(pneumonia), 공기가슴증

(pneumothorax) 등 AP 영상만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질환

의 종류가 다양하다. Rajpurkar 등[26]이 14종의 흉부 질환

에 대해 CheXNeXt 알고리즘과 실제 의사의 정확도를 비

교한 결과, 결핵 및 폐암 등을 포함한 11종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실제 의사와 유사한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를 보였으며, 그 중 무기폐 소견에 대해서는 

0.862 AUC를 보여 실제 의사의 0.808와 비교하여 유의하

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영상에

서 비대칭성을 보이거나 국소 부에 관찰되어 비교적 판단의 

근거가 명확한 질환에 한정된다. 그 외의 폐기종과 열공 탈

장 등의 병변에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폐기종의 경

우 넓은 범위에 걸쳐 대칭적으로 병변이 관찰되기 때문에 

병변만의 특징을 학습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고, 열공 탈장은 

여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증례로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것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상기한 유

의미한 판독 결과는 양쪽 흉부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AP(anteroposterior) 혹은 PA(posteroanterior) 영상을 토

대로 이루어진 것 또한 현재 기술의 한계이다.

2. 심장

심장 질환 분야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는 관상동

맥 전산화 단층 혈관조영술(coronary arte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CTA)을 통한 관상동맥 석회

화 수치(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ACS)를 자동

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관상동맥석회

수치(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C)는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심전도 동기 하의 비 조

영증강 전산화 단층촬영상으로 평가한다. 석회화 병변이 명

도 등에서 이상값을 보인다는 특성을 활용한다. Shadmi 등

[27]은 합성곱신경망의 일종인 U-Net과 DenseNet을 이용

해서 조영증강 없는 전산화단층촬영상에서 관상동맥 석회

수치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실제 의사의 레이블링에 대해 

0.98의 높은 피어슨 상관 계수를 보였고, 두 관측치의 일치

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랜드-앨트먼(Bland-Altman plot) 

분석을 시행한 결과 95% 일치한계에서 0.4의 낮은 평균오

차(bias)를 나타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승모판(mitral 

valve)에서의 거짓 양성 판정과 대동맥과 관상동맥이 밀접

한 경우 등에서의 오판독을 현재 기술의 한계점으로 보고하

고 있다.

3. 뇌

1) 뇌종양

뇌종양 분야에서는 병변을 자동으로 분할하는(segmentation) 

딥 러닝 기반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셋은 BRATS(Brain Tumor Image 

Segmentation Benchmark)으로, 274장의 뇌종양 자기공

명영상에 대해 방사선 전문의의 뇌종양 분할 정답 값이 입

력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다[28].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BRATS 데이터 셋에 제시된 뇌종양 분할의 정답 값과의 유

사도를 뇌종양 학습모델의 성능지표로 보고하고 있다. 이 

유사도는 Dice score로 나타내며 아래의 식(11)으로 나타낸다.

  
 

 ×
 (11)

BRATS 데이터 셋의 정답 값에 대한 의사 그룹의 Dice 

score 지표로는 Menze 등[28]이 제시한 의사 그룹의 Dice 

score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whole 종양에 대해 0.85, 

core 종양에 대해 0.75, active 종양에 대해 0.74를 나타낸

다. Urban 등[29]은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딥 러닝 학습모델

을 이용하여 BRATS 데이터 셋의 영상의 뇌종양 병변을 분

할한 결과가 whole 종양에 대해 0.87, core 종양에 대해 

0.77, active 종양에 대해 0.73을 나타내어 core 종양과 

active 종양에 대해 의사 그룹보다 낮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Zikic 등[30]은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딥 러닝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BRATS 데이터 셋의 

영상의 뇌종양 병변을 분할한 결과가 whole 종양에 대해 

0.84, core 종양에 대해 0.74, active 종양에 대해 0.69를 

나타내어 core 종양과 active 종양에 대해 의사 그룹보다 낮

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2)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예후가 

좋지 못하므로, 빠른 진단과 처치가 중요한 질환이다. 즉, 뇌

졸중 진단 분야에서 인공지능 판독 기술의 이점은 신속성이

다. 주로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TA)에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딥 러닝 모델

로 판독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Omen 등[31]은 합성곱

신경망의 일종인 DeepMed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CTA

로부터 허혈성 뇌졸중 병변 분류를 시도하였다. 사전 학습

을 위해 전문의가 수작업으로 뇌졸중 병변에 ROI를 표기한 

분할 영상이 사용되었다. 방사선 전문의에 의한 수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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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병변과 비교한 결과, DeepMedic 소프트웨어는 0.93

의 민감도와 0.82의 특이도를 나타내어 유의한 수준의 판독 

능력을 나타냈다. 현재 다양한 뇌졸중 촬영 알고리즘을 바

탕으로 뇌졸중의 진단 속도 및 영상의 질이 향상되어, 성공

적인 뇌졸중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32-34], 향

후 발전하는 AI 기술은 더욱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은 자기공명영상 혹은 PET 영상을 통한 자

동화 진단, 경도 인지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환자의 알츠하이머 전환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뇌의 국소부위에서 미세한 해

부학적 변화가 있으므로 전체 뇌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를 초기에 판독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35]. Liu 등[35]은 상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뇌의 전체가 아닌 국소 랜드마크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알츠하이머를 초기에 진단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랜드마

크는 정상 소견 환자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데이터를 비교하

여 해부학적 변화를 나타낸 50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판독을 

진행하였다. 이 기법은 알츠하이머 진단에 0.96의 높은 

AUC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 Choi 등[36]은 18F-FDG 

PET 영상에 합성곱신경망을 적용하여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의 알츠하이머 전환을 84.2%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유방

유방 분야에서는 대부분 유방암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Huynh 등[37]은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딥 러닝 모델을 전이 학습시켜 디지털 유방촬영 영상에서 

자동 유방암 진단을 하였고, 0.86의 유의한 AUC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2020년 구글 헬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38], AI와 실제 의사의 유방암 판독을 비교한 결과, 

AI의 허위 양성(false positive) 비율이 방사선 전문의 진단 

결과보다 5.7% 적었고, 허위 음성(false negative) 비율은 

9.4%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AI가 인간 의사의 진단 효율

을 높이기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허위 양성에 의한 불필요한 조직 생검(biopsy)이나 재촬영

으로 인한 피폭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허위 음성에 의한 

오진을 줄일 수 있다. 

Ⅴ. 고  찰

1. 보조 진단 기구로서의 딥 러닝

상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딥 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판

독 기술이 유의미한 성능을 나타냄을 뒷받침하며, 이에 많

은 연구진이 딥 러닝 기반 의료영상 판독 시술이 의사를 보

조할 수 있는 보조 진단 기구(computer aided diagnosis; 

CAD)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38-42]. 다시 말해, 의

사의 임상적 지식과 경험, 환자에 대한 이해와 딥 러닝의 빅 

데이터 학습 결과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진단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딥 러닝을 진단의 주체가 아닌 보조 도구의 성

격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는 딥 러닝의 빠른 

처리 속도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Rajpurkar 등[26]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전문의 그룹이 420장의 의료영

상을 판독하기 위해 평균 240분이 걸렸지만, 딥 러닝은 동

일 조건에서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의료영

상 분석은 노동집약적 업무로서 판독이 난해한 질환의 경우

에는 수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어, AI의 보조는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노동 부담을 상당수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Mckinney 등[38]의 유방암 판독 실험결과에 따르면 딥 

러닝이 허위 음성에 의한 오진이 방사선 전문의 그룹에 비

해 9.4%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질환이 대처 시점이 늦어질

수록 예후가 나빠짐을 고려하면, 딥 러닝의 낮은 허위 음성 

수치는 인간의 실수에 의한 오진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영상의학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평가받고 있는데, Dross 등[43]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100만 명

당 영상의학 의사가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다. 국내의 경우, 

응급 영상의학 인력의 공백이 지적됐는데, 대한영상의학회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상의학 전문의 약 3700명 중 응급

실에서 영상 판독을 전담하는 의사는 0.27%에 그치는 10여 

명으로 나타났다[44].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판독 지연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한 오진으로 이어져 환자 케어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딥 러닝이 가까운 미래에 이를 보완

하는 솔루션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데이터 셋

현대 딥 러닝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법의 빠른 성장세는 

다양한 데이터 셋의 공유에 기인한다. 데이터 셋이란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레이블링이 수행된 대규모 

의료영상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 중 일부를 사전 학습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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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나머지를 판독 성능 검증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의료영상에서의 데이터 셋은 빅 데이터의 5대 요소

인 양(volume), 다양성(variety), 처리속도(velocity), 신뢰

도(veracity), 수치(value)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료영상 

데이터 셋은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공유되고 있는데, 대표적

으로 흉부 일반촬영상을 위한 Chest X-ray8[45], 자기공명

촬영 영상의 알츠하이머병 영상을 포함하는 ADNI-1[46], 

MIRIAD[47], 각종 유방 질환의 영상을 포함하는 INbreast 

등이 있다[48].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주석

이 달린 의료영상 빅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의료영상을 판독해서 주석을 다는 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의사 개인에 

따라 상이한 소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희귀한 

증례를 다루는 데이터 셋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49]. 

또한, 데이터 셋에 관한 윤리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데, 의료영상은 환자의 사적 정보이므로 이를 다루는 인력

은 환자의 비밀보장, 사적정보 보호 등의 윤리적 책임이 포

함된다. 따라서, 데이터 셋의 익명화와 제한된 접근이 중요

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데이터 셋의 볼륨을 줄일 가능성

이 있고, 데이터 접근성을 줄인다는 단점도 수반하므로 적

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전망

의료영상 분야에서의 딥 러닝 기술은 초입 국면으로, 구

글 딥마인드, IBM 왓슨 등의 대형 기업의 연구소를 중심으

로 연구 생태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IBM은 의료진과 협업

하여 실제 의료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구

하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의 협업을 통해 실명 진

단을 위한 홍채 분석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GE Healthcare 와 Siemens 

등 의료기기 회사들도 딥 러닝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GE healthcare 사는 보스턴 아동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

아 뇌질환을 예측하는 스마트 영상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

고, UC San Francisco와의 협업을 통해 정상 소견과 의사

의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개발 중이다[49].

최근에는 의료영상을 분할하거나 판독하는 것 이외에 딥 

러닝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례

로 저선량 CT 영상의 화질을 딥 러닝으로 개선하는 기법

[50, 51], 관류자기공명영상의 화질을 딥 러닝으로 개선하

는 기법[52], 저선량 PET의 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기법 등

이 있다[53]. 특히, CT, PET 등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

상화 기기에서 저선량 영상의 화질을 개선함으로써, 영상의 

진단적 정보는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여 환자 

케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azzak 등[49]은 희귀한 증례에 대한 데이터 셋을 확보

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기존의 레이블링에 기반을 둔 지

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딥 러닝 연구 영역이 데이터의 

내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unsupervised 

learning) 혹은 레이블링 데이터와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

를 모두 학습에 사용하는 준 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또한, 의료영

상에서 딥 러닝 분야가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닉층

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야 함을 시사했는데, 일부 의료진이 

딥 러닝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 이러한 설명력의 

부재에 근거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능과 별개로 인식에 

관한 문제로 여겨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영상 

분야 외에도 자율운전, 로봇공학 등 실생활의 중요 분야에

서 딥 러닝이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이고, 은닉층에 대한 설

명력을 개선해야 함을 제언했다. 

상술한 합성곱 신경망 이외에도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의 등장으로 관

련 연구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54]. 생성적 적대 신경

망이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본 영상과 유사한 특징

을 지닌 인공 영상 정보를 생성(generative)해낼 수 있는 신

경망이다. 적대(Adversarial)라는 용어는 이 신경망이 생성

자(generator)와 식별자(discriminator)로 나뉘어 적대적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대적 학습이란 생성자

가 인공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식별자를 속이고, 식별자는 

인공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이들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결과로 생성자는 실제 

데이터와 구분할 수 없는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고, 식별자

는 뛰어난 식별 성능을 가지게 된다. 의료영상 분석에는 주

로 화질 개선, 해상도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

과 자기공명영상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55-58], 단일 환자의 자기공명영상으로부터 그에 대응하

는 전산화 단층 영상을 생성해내는 기법 등이 연구되고 있

다[59].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기존의 신경망에 비해 최적화

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분류기

의 역할을 벗어나 인공 정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

다는 점에서 AI 연구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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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점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상술한 것과 같이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딥 러닝 기법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딥 러닝 기술은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특정 질환의 병변 특징을 잘 

나타내는 명료한(clear) 영상이 대규모로 필요하다는 것인

데, 이는 레이블링도 수반해야 하므로 적절한 데이터 셋의 

확보가 관건이다. 두 번째는 딥 러닝이 오로지 영상의 정보

만을 반영하여 환자 개인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을 고려할 수 

없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세 번째로 딥 러닝은 필터, 

가중치, 편향, 학습률 등 수많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매우 민

감한 기법이므로 이미 학습된 모델의 일부 바이어스만을 수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려야 하지만 과적합(over- 

fitting) 될 수 있다는 모순도 존재한다. 그리고 상술한 설명

력의 부재는 딥 러닝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기술에 대

해서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였고, 문헌 고찰을 통해 관련 연

구 현황을 논의하였다. 딥 러닝은 컴퓨터 연산 성능과 빅 데

이터 공유의 증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며, 질환

의 분류, 분할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다. 현

재 일반촬영, CT, MRI, PET 등 다양한 영상화 기법에 적용

되고 있으며, 다수의 질환에 대해서 인간 의사의 진단 정확

도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진단 정확도를 보이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이력 등을 반영하지 않

고 영상의 정보만을 토대로 판독을 수행하는 원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인간 의사를 대체할 진단의 주체로 여기

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진단 보조 

도구(computer aided diagnosis; CAD)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신속한 처리 속도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

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병변 식별 능력 등 딥 러닝의 가지는 

장점이 의사를 보조하여 오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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