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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compared to the existing InceptionV3

model by proposing a new model modified with the fully connected hierarchical structure of InceptionV3, which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medical image classification. The data used for model training were trained after

data augmentation on a total of 1026 chest X-ray images of patients diagnosed with normal heart and Cardiomegaly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learning classification accuracy and

loss of the InceptionV3 model were 99.57% and 1.42, and the accuracy and loss of the proposed model were 99.81%

and 0.92.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for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of Inception V3,

the precision of the normal heart was 78%, the recall rate was 100%, and the F1 score was 88. The classification

accuracy for Cardiomegaly was 100%, the recall rate was 78%, and the F1 score was 88.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roposed model, the accuracy for a normal heart was 100%, the recall rate was 92%, and the F1 score was 96. The

classification accuracy for Cardiomegaly was 95%, the recall rate was 100%, and the F1 score was 97. If the chest

X-ray image for normal heart and Cardiomegaly can be classified using the model propos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better classification will be possible and the reliability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will

graduall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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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심장비대증(Cardiomegaly)은 심장 내부 공간의 확장이

나 심실비대에 의해 심장이 커진 상태를 의미하며 초음파나

흉부 X-ray 영상의 판독으로 진단할 수 있다[1]. 그러나 의료

영상 판독 시 전문의의 숙련된 기술이나 영상의 질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2,3], 조기에 발견되지 못

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4,5].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러닝을

의료에 접목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6]. 그 중에는

주로 영상의학 분야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7,8]. 현재 이미지 분류를 이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에는 VGGNet, ResNet, GoogLeNet(Inception)

등 우수한 분류 성능 결과를 보여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지고 있다[9].

GoogLeNet(Inception) 알고리즘은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우

수한 분류 성능으로 우승하였다. GoogLeNet(Inception) 알

고리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InceptionV3 모델을

개발하였고, 의료 영상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에서도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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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주었다[10,11].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료 영상을

이용한 분류 연구에서는 CT, MRI, X-ray 영상과 같은 여러가

지 의료 영상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 X-ray 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12,13]. X-ray 영상에

대한 연구 중에서 InceptionV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

에서 제공되어지는 흉부 X-ray 영상의 폐 질환에 대한 분류 연

구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10]. 최근에는 InceptionV3의

단점을 보완한 InceptionV4모델이나 Inception-ResNet과

같이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InceptionV3의 기

본구조를 이용하여 의료영상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

키는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VGGNet과 ResNet 등의 다양한 딥러닝

분류 네트워크 모델이 있지만 흉부 X-ray 영상을 이용하여 폐

질환 분류에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Inception V3 모델을

이용하여 InceptionV3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에서

완전연결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통해 정상 심장과 심

장비대증 이미지 분류에 대한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

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II. 연구 방법

1. 개발 및 구현 환경

표 1은 연구에 사용된 개발환경을 나타내며 연구 진행을

위하여 CPU : Intel (R) Core (TM) i7-8700k CPU@3.70GHZ,

RAM : 32.0GB, GPU : NVIDIA GeForce GTX 1080Ti을

사용하였다. 표 2는 알고리즘 구현환경 조건을 나타내며 딥

러닝 알고리즘 구현 환경으로 파이썬(Python) 언어를 사용

하여 아나콘다(Anaconda) 환경의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을 이용하였고 Python 3.8.5, Tensorflow 2.4.1, Keras

2.4.3, Jupyter notebook 6.1.4, Numpy 1.19.2, Matplotlib

3.3.2을 사용하였다.

2. 데이터 수집

사용된 흉부 X-ray 데이터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내 X-

ray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되어진 영상이며 경북대학교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소견받은 심장비대증 데이터와 정

상심장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임상 시험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경북대학교병원 내 PACS 시스템(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20세 이상 95세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상 심장 및 심장비대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흉부 X-ray 영상 1026건을 수집하였다(KNUH

2020-08-017).

3.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

본 연구에서는 기존 InceptionV3 딥러닝 알고리즘과 제

안하는 수정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의료 영상 분류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1) InceptionV3

InceptionV3는 2014년 IRSVRC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모델 GoogLeNet을 응용한 버전으로 총 48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며 여러 엄격한 제약 조건 에서도 잘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그림 1의 a)와 같이 설계되어 있다[14]. InceptionV3는 노드

간의 연결을 줄이며, Dense 연산을 하는 구조로 데이터의 특

징을 추출하기 위해 Convolution 연산을 1×1, 3×3, 5×5로 구

성하여 연결하였고 Max pooling을 이용하여 연산을 한다. 이때

연산의 양이 많아서 1×1 Convolution 연산을 부분마다 넣

어 차원을 감소시킨 뒤 3×3과 5×5 Convolution 연산을 수

행함으로써 연산의 양이 줄어들며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조로 InceptionV3는 연산의 복잡도를 줄여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16]. 효율적인 연산을 바탕으로 IncetpionV3의

마지막 출력층에서 다중 분류에 사용되는 softmax 함수를

통해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의 분류 결과 값이 출력된다.

(2) 제안된 InceptionV3

본 연구에서 제안된 InceptionV3 모델은 정상 심장과 심

표 1. 연구에 사용된 개발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used for research

Components Specification

CPU Intel (R) Core (TM) i7-8700k

Speed 3.70 GHz

RAM 32.0 GB

GPU NVIDIA Geforce GTX1080 Ti

OS Windows 10

표 2. 딥러닝 모델 구현환경

Table 2. Deep learning model implementation environment

Components Version

Python 3.8.5

Keras 2.4.3

Anaconda 2020.11

Jupyter notebook 6.1.4

Tensorflow 2.4.1

Numpy 1.19.2

Matplotlib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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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증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었다. 제안하는

InceptionV3의 구조는 기존의 InceptionV3의 Convolution 연

산의 구조는 유지하되 그림 1의 b)와 같이 Keras 기반의

InceptionV3의 완전연결계층(Fully connected layer)의

구조를 수정한 신경망이며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global

average pooling과 flattern을 거친 후 기울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로 relu함수를 적용하여 입력 뉴런의 수가 769

인 하나의 입력층을 시작으로, 신경망의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드롭아웃(drop out)의 비율을

0.5로 설정하여[17]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을 분류하기 위해 이

진 분류에 적합한 sigmoid 함수를 사용하는 마지막 출력층

으로부터 결과 값이 출력된다.

4. 데이터 세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8bit의 JPEG(Joint

photograph experts group, JPEG) 파일 형식으로 직접

수집한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흉부 X-ray이미지 각각 526

개와 500개를 사용하였다. 표 3은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세트를 나타낸다. 정상 심장 흉부 X-ray 이미지 526개의 경

우 학습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

류하여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 셋 226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며, 검증 데이터은 셋 200개로 학

습시킨 딥러닝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

사용되어지며, 테스트 데이터 셋은 100개로 최종적으로 모

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심장비대증 흉부 X-ray 이미

지 500개도 학습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 셋 250개는 딥러

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며, 검증 데이터은 셋

150개로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

인하기위해 사용되어지며, 테스트 데이터 셋은 100개로 최

종적으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데이터 Annotation

그림 3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데이터의 annotation 전과

후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annotation의 경우 심장비대증을

판별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annotation 프로그램(Aview Research,

Coreline Soft, Korea)을 사용하여 데이터 annotation을 진행

하였으며 annotation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장비대증은

심장이 커진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흉부 후전위(Chest PA)

영상에서 양쪽(쇄골) Clavicle의 정중선을 기준으로 심장의

최대 횡내경과 흉곽의 최대 횡내경의 비로 도출할 수 있으며,

심흉비가 0.5 이상이면 심장비대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18].

Annotation은 정상 심장 및 심장비대증 영상에서 심장의

크기에 맞게 네모난 ROI(Region of interest, ROI) 박스를 이

용하여 심장을 나타내었다.

(2) 데이터 Augmentation

본 연구에서 학습 데이터의 경우 학습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증대(augmentation)를 진행하였다. 정상 심

그림 1. 기존 InceptionV3의 구조와 제안된 InceptionV3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the original InceptionV3 and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InceptionV3

표 3. 사용된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의 구성

Table 3. Compose of images in train, validation, test data

Normal Heart Cardiomegaly

Train 226 250

Validation 200 150

Test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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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학습 데이터 226개를 증대시켰으며, 증대 방법은 회전

(rotation), 줌 범위(zoom range)를 이용하였다. 회전 조건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를 기준점인 0°로부터 10°에서 90°까지

무작위로 회전을 주었으며, 줌 범위의 경우 줌 인과 줌 아

웃의 범위를 말하며 이미지 원본 기준점인 100%로부터 60%에

서 140%까지 이미지의 배율을 무작위로 확대시키거나 이

미지의 배율을 무작위로 축소시켜 정상 심장의 학습 데이터를

총 14,527개로 증대시켰다. 심장비대증의 학습 데이터 250

개도 회전과 줌 범위를 정상 심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총

16,501개로 증대시켰다.

5. 딥러닝 파라미터 설정

딥 러닝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 영상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같아야하므로 사용되는 정상 심장과 심

장비대증 이미지들을 299×299의 해상도 크기를 가지는 영

상으로 정규화를 진행하였다. 배치사이즈는 32로 적용하였고

에포크(epoch)는 10에서 100까지의 조건으로 학습을 진행

하였을 때 더 이상의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모델의 학습 성능

결과와 소요되는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30으로 적용하였다. 활

성화함수는 이진 분류에 적합한 Sigmoid를 사용하였고 최

적화 알고리즘은 InceptionV3에 적합한 RMSProp를 사용

하여[19] 흉부 X-ray의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분류를 위

한 딥러닝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6. 딥러닝 모델 평가

의료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할 때에는

그림 2. AVIEW 프로그램을 이용한 흉부 X-ray 영상에서의 심장 Annotation (A) Annotation 전 데이터 (B) Annotation 후 데이터

Fig. 2. Heart Annotation on Chest X-ray Image Using AVIEW Program

그림 3. InceptionV3와 제안된 InceptionV3의 분류 정확도 및 손실 (A) InceptionV3 (B) 제안된 InceptionV3

Fig. 3. Classification accuracy and loss of InceptionV3 and Proposed InceptionV3 (A) InceptionV3 (B) Proposed Inception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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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정상군과 비정상군에 대한 분별이 확실하여야 하며

실제 임상의의 판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지, 환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20].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nceptionV3 딥러닝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흉부 X-ray 심장비대증 이미지 분류를 구

현하였으며, 구현한 딥러닝 모델링의 학습 에포크 마다 출

력되는 결과 딥러닝 모델의 성능평가에 사용하였다. 성능평가

에서 TP(True Positive)는 딥러닝 모델이 실제 양성을 양

성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TN(True Negative)는

실제 음성을 음성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FP(False

Positive)는 실제 음성을 양성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FN(False Negative)는 실제 양성을 음성으로 분류한 결과를

의미한다.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F1 스코어(F1 Score)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계산식은 아래의 식 (1)~(4)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21].

Accuracy = (1)

Precision = (2)

Recall =  (3)

F1 Score = 2× (4)

III. 연구 결과

1. InceptionV3의 흉부 X-ray 분류 정확도 및 손실

InceptionV3를 이용하여 데이터 증대를 적용한 흉부 X-ray

이미지의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분류에 대한 학습의 성능을

평가하여 결과를 아래의 그림 3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

의 학습 결과, 최종 학습 횟수인 에포크가 30일 때 InceptionV3

딥러닝 모델의 경우 정확도와 손실은 각각 99.57%, 1.42의

결과를 보였다.

2. 제안하는 InceptionV3의 흉부 X-ray 분류 정확도 및 손실

제안하는 InceptionV3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 증대를

적용한 흉부 X-ray 이미지의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분류에

대한 학습의 성능을 평가하여 결과를 아래의 그림 3의 (B)로 확

인할 수 있다. 모델의 학습 결과, 최종 학습 횟수인 에포크가 30

일 때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정확도와 손실은 각각 99.81%,

0.92의 결과를 보였다.

3. InceptionV3과 제안하는 InceptionV3의 성능 비교

InceptionV3와 제안하는 InceptionV3 모델을 이용하여

흉부 X-ray 이미지의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분류에 대한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의 표 4와

표 5는 모델의 분류를 평가한 표이다. 

정상 심장에 대하여 InceptionV3 모델의 분류 정밀도는

78%와 재현율이 100%인 결과를 보였고 심장비대증에 대한

분류 정밀도는 100%, 재현율이 78%의 결과를 보였다.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을 의미하는 F1 Score는 100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분류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InceptionV3

모델의 경우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에 대한 F1 Score가

100에 가까운 88의 결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제안하는 InceptionV3 모델의 경우 정상 심장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율의 결과를 바탕으로 F1 Score가 96인

결과를 보였고 심장비대증에 대한 F1 Score 값은 97의 결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InceptionV3 모델에 비해

제안하는 InceptionV3 모델이 흉부 X-ray 이미지에 대한

특징 추출 및 정상심장과 심장비대증에 대한 분류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III. 고찰 및 결론

의료영상 분류에서 우수한 분류 능력을 보여준 InceptionV3

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InceptionV3의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Fully Connected Layer의 구조를 수정하여 의료영상을 이

용한 이미지 분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된 구조를 갖는 InceptionV3모델을 통하여 기존의

InceptionV3와 분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모델의

분류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확

도의 경우 0.24%가 증가하였고 손실은 0.5가 감소한 결과를 보

였다. InceptionV3와 제안하는 InceptionV3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면 InceptionV3는 정상 심장 환자를 100%로 잘 찾

TP TN+

TP FP TN FN+ + +
------------------------------------------ 100×

TP

TP FP+
------------------ 100×

TP

TP FN+
------------------- 100×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표 4. InceptionV3 모델의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평가 결과

Table 4.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evaluation results of

InceptionV3 model

Precision(%) Recall(%) F1 Score(%)

Normal 78 100 88

Cardiomegaly 100 78 88

표 5. 제안하는 InceptionV3 모델의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평

가 결과

Table 5.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evalu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InceptionV3 model

Precision(%) Recall(%) F1 Score(%)

Normal 100 92 96

Cardiomegaly 95 10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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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냈지만 그 중 78%를 정상 심장으로 분류하였고 심장비대

증 환자는 100%중에 78%만을 심장비대증 환자로 판별하였

으나 78%의 환자 모두 심장비대증으로 잘 분류하였다. 제안하는

InceptionV3는 정상 심장 환자 100%중에 92%로 판별하였지

만 판별해낸 92%의 정상 심장 환자 모두를 정상 심장으로

분류하였다. 심장비대증 환자의 경우 100%로 잘 찾아냈으며 그

중 95%를 심장비대증 환자로 분류해내어 매우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다. F1 Score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높은 값일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음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InceptionV3의 F1 Score는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모두 88의 결과를 보였고 제안하는

InceptionV3의 F1 Score는 정상 심장은 96, 심장비대증은 97

의 결과를 보여 제안하는 InceptionV3의 모델이 조금 더 우수

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도 제

안하는 모델이 평균적으로 40초정도 빨랐다. 이는 학습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InceptionV3에 비해 제안하는 InceptionV3

가 적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에포크가 30일

때 Validation loss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델의 학

습 시 오버피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모델

의 학습 데이터를 더 늘이거나 하이퍼파라미터의 수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인 Kim, J. Y의 InceptionV3를 이

용하여 흉부 X-ray 영상 분류 연구에서 InceptionV3의 뛰

어난 분류 성능 결과를 보여주었고[1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와 동등하거나 조금 더 훌륭한 분류 성능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모델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의 비율 그리고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

설정이 다른 차이점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 흉부 X-ray영상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의료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모델의 분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해외 유사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8:2 혹은 7:3의

데이터 비율로 연구를 진행해본다면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 심장과 심장비대증에 대한 흉부 X-ray 영상 분류 시

제안하는 모델을 이용할 경우 보다 우수한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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