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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prevent diseases and reduce damage 

in various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medicine, health, and bio. As a resul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and researched for image analysis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In this paper, we 

will directly apply a deep learning model for classification and detection of pneumonia using chest X-ray images, 

and evaluate whether the deep learning model of the Inception series is a useful model for detecting pneumonia. 

As the experimental material, a chest X-ray image data set provided and shared free of charge by Kaggle was 

used, and out of the total 3,470 chest X-ray image data, it was classified into 1,870 training data sets, 1,100 

validation data sets, and 500 test data sets. I di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result of metric evaluation 

of the Inception V3 deep learning model was 94.80% for accuracy, 97.24% for precision, 94.00% for recall, and 

95.59 for F1 score. In addition, the accuracy of the final epoch for Inception V3 deep learning modeling was 

94.91% for learning modeling and 89.68% for verification modeling for pneumonia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chest X-ray images. For the evaluation of the loss function value, the learning modeling was 1.127% and the 

validation modeling was 4.603%. As a result, it was evaluated that the Inception V3 deep learning model is a 

very excellent deep learning model in extracting and classifying features of chest image data, and its learning 

state is also very good. As a result of matrix accuracy evaluation for test modeling, the accuracy of 96% for 

normal chest X-ray image data and 97% for pneumonia chest X-ray image data was proven. The deep learning 

model of the Inception series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deep learning model for classification of chest diseases, 

and it is expected that it can also play an auxiliary role of human resources, so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In the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presented 

as basic data for similar studies in the case of similar studies on the diagnosis of pneumonia using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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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의학 ‧ 보건 ‧ 바이오 등 여

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1].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물 인식' 분야에서는 인간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 

폐렴은 호흡기 질환 중 사망자 수 1위 (대한민국 

통계청, 2017)에 해당하는 질병이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폐렴을 진단하기 위한 일차적인 검사 방법

이다[3]. 흉부 엑스레이 촬영 이미지에서 병변을 찾

아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의사가 직접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4]. 하지만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

에서 폐렴은 다른 양성 이상을 나타내거나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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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에 가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폐렴 

진단에서 전문의 사이에서 변동성을 야기하고 시

간의 지체 또한 발생하게 된다[5].

최근에는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영상

의학 검사의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

어 연구되고 있다[6]. 그리고 이러한 연구 등으로 인

공지능 기술을 영상의학 검사의 영상 분석에 도입

한다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7].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흉부 X선 영상을 

이용하여 폐렴의 분류와 검출에 대한 딥 러닝 모델

을 직접 적용해보고 실제로 Incep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이 폐렴 검출에 있어 유용한 모델인지 평가하

고자 한다. 그리고 Incep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이 

폐렴 검출에 있어 유용하다면 딥러닝 모델 개발을 

제안하여 폐렴 검출에 대한 자동진단의 보조적인 

역할과 함께 관련 연구 또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의 기초자료로 제시되고자 한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실험재료

1.1 프로그래밍 언어 & 프레임 워크

딥러닝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로 파이썬

(Python, version 3.7.3)을 이용하였다. 파이썬 언어는 

딥러닝, 빅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라이브러리(library)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에 개발된 라이브러리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목적

에 적합한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다[8]. 그리고 딥러

닝 모델링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케라스

(Keras)를 적용하였다. 

1.2 가상환경 & 웹 기반의 파이썬 개발환경

가상환경으로 아나콘다(Anaconda, version 4.7.11, 

Continuum Analytics, Texas, USA)를 사용하였으며, 

웹 기반의 파이썬 개발환경으로 주피터 노트북

(Jupyter notebook)을 이용하였다. 

1.3 컨볼루션 인공신경망

흉부 X선 영상을 이용한 폐렴의 분류와 검출에 

대한 딥 러닝 모델링을 컨볼루션 인공신경망 아키

텍처(Architecture)를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컨볼루

션 인공신경망은 2차원의 이미지 형태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특징 인식 및 추출을 통한 이미지 분류 

기법에 우수한 성능을 가진 아키텍처로 보고되고 

있다[9].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은 하나 또는 여러 개

의 컨볼루션 층과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신

경망 층들로 이루어져 컨볼루션 층에서 전처리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 인공신경망이다[10].

Fig. 1. Convolution Artifical neural network.

1.4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 

Inception V3는 노드 간의 연결을 줄이고, 행렬 

연산은 Dense 연산을 하는 구조이다. 기존의 

Inception 모델과의 차이점은 Stem layer의 7×7 컨볼

루션 연산을 3×3 연산을 세 번 하는 것으로 대체하

고,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RMSProp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딥러닝 모델의 경우 layer 증가에 

따라 연산량도 함께 많아져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었지만, Inception V3 모델은 컨볼루션 layer에

서 사용하는 커널을 개선하여 연산의 복잡도를 줄

이고 파라미터 수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학습 속도

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11]. 그리고 마지막 

Average pooling 전의 Inception module을 더 넓게 

형성하여 같은 입력값으로 다양한 연산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차원을 줄이는데 발생하는 정보 손실

을 방지하고 Label Smoothing으로 데이터의 정규화 

작업을 통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12]. 

1.5 데이터 세트(Dataset)

캐글(Kaggle)에서 무료로 제공 및 공유하는 흉부 



"J. Korean Soc. Radiol., Vol. 14, No. 6, November 2020"

775

X선 영상 데이터 세트 (License: CC BY 4.0)를 사용

하였다. 데이터 세트에는 전체 3,370개의 흉부 X선 

영상 jpeg 이미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The Inception module.

2. 실험방법

흉부 X선 영상을 이용한 폐렴의 분류와 검출에 대

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을 선

정하였다. 그리고 흉부 X선 영상 파일을 데이터 세트

로 하여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2.1 탐색적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시각으로 데이터

를 관찰함으로써 데이터의 속성과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도표나 그래프로 나타내어 통계적,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다[13]. 본 연

구에서는 전체 3,370개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을 시행하여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중 정상 흉부 

X선 영상의 경우 라벨링 0, 폐렴 흉부 X선 영상의 

경우 라벨링 1로 라벨링 작업을 완료하였다.

Fig. 3. The bar graph showing the number of 
labeling of the dataset.

2.2 데이터세트의 분류

캐글(Kaggle)에서 무료로 제공 및 공유하는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 전체 3,470개

의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중 학습 데이터 세트 

1,870개, 검증 데이터 세트 1,100개, 테스트 데이터 

세트 500개로 분류하였다. 학습 데이터 세트의 경

우 전체 1,870개의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중 라벨

링 0으로 분류된 정상 흉부 X선 영상은 870개, 라

벨링 1로 분류된 폐렴 흉부 X선 영상은 1,000개로 

분류하였다. 검증 데이터 세트의 경우 전체 1,100개

의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중 라벨링 0으로 분류된 

정상 흉부 X선 영상은 500개, 라벨링 1로 분류된 

폐렴 흉부 X선 영상은 600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의 경우 전체 500개의 흉부 X

선 영상 데이터 중 라벨링 0으로 분류된 정상 흉부 

X선 영상은 200개, 라벨링 1로 분류된 폐렴 흉부 X

선 영상은 300개로 분류하였다(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dataset

Normal
Chest image

Pneumonia
Chest image

Training dataset 870 1,000

Validation dataset 500 600

Test dataset 200 300

2.3 딥러닝 모델링(Deep learning modeling)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에 드롭아

웃 층의 확률 p 값은 0.5를 적용하였으며, 활성함수

는 Sigmoid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은 Adam을 적용하였으며 학습 속도는 0.001을 적

용하였다. 배치 정규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배치 

사이즈는 32로 설정하였으며, 학습 에포크는 35로 

설정하여 흉부 X선 영상의 페렴 검출 및 분류에 대

한 딥러닝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Fig. 4. Train dataset chest X-ra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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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흉부 X선 영상의 페렴 검출 및 분류에 대한 딥러

닝 모델링을 구현하였으며, 딥러닝 모델링의 에포

크마다 출력되는 결과를 저장한 후 딥러닝 모델의 

성능평가에 이용하였다. 성능평가 항목으로는 정확

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 

score, AUC(Area under the curve) score, 학습 모델링 

및 검증 모델링의 정확도(Train & Validation 

accuracy), 손실함수 값(Train & Validation loss), 테

스트 모델링의 Matrix 평가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

였다. 

3.1 정확도 · 정밀도 · 재현율 · F 1 score · 

AUC score 평가

딥러닝 모델의 테스트 모델링의 결과 값인 예측 

값과 실측 값의 대조 시의 정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정확도이며, 예측한 것 중 실측과 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정도는 정밀도이다. 그리고 재현

율이란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된 항목 중 실제 검

색된 항목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F1 스코어는 정밀

도와 재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AUC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아래 면적으로 데이터의 결과값이 우수할

수록 면적은 넓어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12].

3.2 학습 모델링 및 검증 모델링 성능평가

학습 모델링 및 검증 모델링 과정의 결과 출력값

인, 학습 정확도 학습 손실함수 값, 검증 정확도, 검

증 손실함수 값을 구하여 딥러닝 모델의 성능 및 

인공신경망의 학습상태를 평가하였다. 

식 (1)은 정확도를 구하는 수식[14]이다.

 
 


(1)

T : 실제값

F : 예측값

N : 음성

P : 양성
  

그리고 식 (2)는 손실함수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식[14]이다.

 






   


(2)

 yk : 신경망의 출력

 tk  : 정답레이블

 k  : 데이터의 차원 수

3.3 테스트 모델링 매트릭스 평가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테스트 모델링

을 수행한 후 정상 흉부 X선 영상 데이터와 폐렴 

흉부 X선 영상 데이터의 실측결과와 출력된 예측

결과를 매트릭스로 평가하였다.

Ⅲ. RESULT

본 논문에서는 정상으로 판단되는 흉부 X선 영

상 데이터세트 와 폐렴으로 판단되는 흉부 X선 영

상 데이터 세트를 통해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링

을 이용한 폐렴 유무에 따른 분류 및 정확도를 평

가 하고자 하였다. 

1. Metric 평가

1.1 정확도 · 정밀도 · 재현율 · F 1 score · 

AUC score

테스트 모델링의 결과값인 예측값과 실측값의 

비교 평가를 위하여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AUC score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Table. 2는

은 딥러닝 모델의 Metric 평가에 대한 결과값이다. 

Metric 평가의 결과에서 정확도는 94.80%, 정밀도

는 97.24%, 재현율은 94.00%, F1 스코어는 95.59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정상 흉부 X선 영상과 폐렴 

흉부 X선 영상에 대한 분류 및 검출에 있어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 Metric results

Metric Results

Accracy 94.80(%)

Precision 97.24(%)

Recall 94.00(%)

F1-score 95.59

AUC score 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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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모델링 성능 평가 – Accuracy 평가

2.1 정확도 평가

흉부 X선 영상의 페렴 검출 및 분류에 대하여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링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Fig. 6.은 학습 모델링과 검증 모델링의 폐

렴 유무에 따른 분류 및 정확도 평가를 도식화 한 

그래프이다.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는 최종 에포크 

35에서 학습 모델링의 경우 94.91%, 검증 모델링은 

89.68%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은 흉부영상 데이터의 특

징 추출 및 분류에 있어 매우 우수한 딥러닝 모델

이라고 평가하였다. 

Fig. 6. 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y.

2.2 손실함수 값 평가

흉부 X선 영상의 페렴 검출 및 분류에 대하여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링에 대한 손실함수 값을 

평가하였다. Fig. 7.은 학습 모델링과 검증 모델링

의 손실함수 값을 도식화 한 그래프이다. 최종 에

포크 35에서 손실함수 값의 평가는 학습 모델링은 

1.127%, 검증 모델링은 4.603%의 손실함수 값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

은 흉부영상 데이터의 특징 추출 및 분류를 위한 

인공신경망의 학습상태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2.3 딥러닝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 ROC curve

Fig. 8.는 ROC curve를 도식화 한 그래프이다. 

AUC score의 값이 1에 수렴 할수록 성능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ROC curve를 통해서도 AUC score의 

값이 0.99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Training and Validation loss.

Fig. 8.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3. 테스트 모델링 매트릭스 정확도 평가

흉부 X선 영상의 페렴 검출 및 분류에 대하여

Inception V3 테스트 모델링을 평가하였다. Fig. 9.

는 테스트 모델링의 흉부촬영 영상 폐렴의 유무를 

실측값 및 예측값으로 평가한 매트릭스 정확도 평

가를 도식화 한 그래프이다. 매트릭스 정확도 평가 

결과 정상 흉부 X선 영상 데이터의 경우 전체 200

건 중 192건은 정상, 1건은 폐렴으로 판단하여 96%

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폐렴 흉부 X선 영상 데이

터의 경우 전체 300건 중 282건은 폐렴, 18건은 정

상으로 판단하여 97%의 정확도가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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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st modeling confusion matrix evaluation.

Ⅳ.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흉부 X선 영상을 데이터세트로 

파이썬과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딥러닝 모

델링을 적용한 폐렴의 분류와 검출에 있어 성능과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은 성능평가 및 정확도 평가에서 

폐렴의 분류 유무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로 Incep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

의 경우 흉부 질환의 분류에 있어 유용한 딥러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의료 인력의 

보조적인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되어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에도 해결점이 될 것이

라고 사료된다. 향후 딥러닝을 이용한 폐렴의 진단

에 대한 유사 연구 시 본 연구는 유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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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의학 ‧ 보건 ‧ 바이오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

상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영상의학 검사의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흉부 X선 영상을 이용하여 폐렴의 분류와 검출에 대한 딥러닝 모델을 직접 적용해보고 실

제로 Incep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이 폐렴 검출에 있어 유용한 모델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실험재료는 캐

글(Kaggle)에서 무료로 제공 및 공유하는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3,470개의 흉부 

X선 영상 데이터 중 학습 데이터 세트 1,870개, 검증 데이터 세트 1,100개, 테스트 데이터 세트 500개로 분

류하였다. 실험결과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의 Metric 평가에 대한 결과값은 정확도는 94.80%, 정밀도는 

97.24%, 재현율은 94.00%, F1 스코어는 95.59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흉부 X선 영상의 페렴 검출 

및 분류에 대하여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링에 대한 최종 에포크의 정확도는 학습 모델링의 경우 94.91%, 

검증 모델링은 89.68%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손실함수 값의 평가는 학습 모델링은 1.127%, 검증 모델링

은 4.603%의 손실함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Inception V3 딥러닝 모델은 흉부영상 데이터의 특

징 추출 및 분류에 있어 매우 우수한 딥러닝 모델이며 학습상태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테스트 

모델링에 대한 매트릭스 정확도 평가 결과 정상 흉부 X선 영상 데이터의 경우 96% ,폐렴 흉부 X선 영상 

데이터의 경우 97%의 정확도가 입증되었다. Inception 계열의 딥러닝 모델의 경우 흉부 질환의 분류에 있어 

유용한 딥러닝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인력의 보조적인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

어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에도 해결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향후 딥러닝을 이용한 폐렴의 진단에 대한 

유사 연구 시 본 연구는 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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