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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1

년 8월 초 기준,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 2억 명 이상, 사

망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률은 0.00-1.54%(중

앙값, 0.23%)로 발표되고 있다[1]. 코로나-19의 중증 호흡

기 감염을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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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threatened public health. Medical imaging 

tools such as chest X-ray and computed tomography (CT)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VID-19. 

Recently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further strengthen the power of imaging tools and help 

medical professionals. We reviewed the curre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ies for the diagnostic 

imaging of COVID-19. 

Current Concepts: The rapid development of AI, including deep learning,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may assist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prediction of disease risk and prognosis, health index 

monitoring, and drug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AI can improve work efficiency through 

accurate delineation of infections on chest X-ray and CT images, differentiation of COVID-19 from other diseases, and 

facilitation of subsequent disease quantification. Moreover, computer-aided platforms help radiologists make clinical 

decisions for disease diagnosis, tracking, and prognosis.

Discussion and Conclusion: We reviewed the current progress in AI technology for chest imaging for COVID-19.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bine clinical experts’ observations, medical image data, and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for reliable and efficient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OVID-19. Future AI research should focus on multi-

modality-based models and how to select the best model architecture for COVID-19 diagnosi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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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X선 및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과 

같은 영상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동

화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적용했을 

때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분류하고, 치료 경과

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흉부 영상검사에 있어 AI

의 적용사례에 대해 정리하고, 그 한계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흉부 영상검사  

코로나19 감염의 전파를 막고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

해서 신속 정확하고, 저렴하면서도 접근도가 높은 진단검

사법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표준 진단검사법은 역전사

효소중합효소사슬반응(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인데, 결과를 확인하는 데 평균 

6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특히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의

심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대유행 초창기에는 길게

는 1주일까지 지연 보고가 발생하는 등 적절한 진단이 어려

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흉부 X선 검사와 CT가 코로나19

의 진단을 위한 일차 확진 검사로서 그 역할을 기대 받았으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RT-PCR 검사의 민감도가 개선되

고, 코로나19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흉부 

영상검사는 일차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대한흉부영상의학회 권고안을 포

함한 대부분의 의료영상 권고안은 흉부 영상검사를 진단 후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나 의료 물자가 제한된 상황에

서 코로나19의 가능성의 높거나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추천하고 

있다[2]. 2020년 초반 대구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집단감염 자료에 따르면, 7,057명의 지역 코호트 가운데 약 

77.4%는 무증상/경증(30.6%/46.8%)이었고, 중등증(14%), 

중증(5.4%), 위중증(3.2%)으로, 사망률은 2.5%로 보고되었

다[3]. 중국 전역의 1,099명의 확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1%의 환자에서 예후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 치료(5%) 및 인공 호흡기 치료(2.3%)가 필요했고, 

1.4%는 사망에 이르렀다[4].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나

이가 많고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도가 높았다[3,4].

 흉부 X선 검사는 폐질환을 분류하고 추적관찰하는 데 있

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 영상검사

법이다.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상기도 호흡기 감염으로 시

작하여 점차 폐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병원 단위의 선별

진료실에서 중증 감염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부 

X선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폐렴의 경우 흉부 X

선 검사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흉부 CT가 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데 있어 흉부 CT의 민감도는 높으

나 특정 원인균을 감별하는 특이도는 낮다. 코로나19 폐렴의 

전형적인 흉부 CT 소견은 변연부 중심의 다발성 간유리음영

과 반점형 폐경화이며, 양측성이 흔하고, 후방의 하폐를 주

로 침범하며, 증상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수한 간

유리음영에서 혼합 간유리음영 또는 폐경화로 진행하는 경

향을 보인다[2,5,6].

코로나19 대유행에 흉부 영상검사로 중증 호흡기 감염을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

한 적절한 영상 질 관리, 일관된 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

규 시간뿐 아니라 정규 시간 외 촬영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AI 기술의 의료 적용

2012년 이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AI 기술은 인간의 삶

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미래에는 AI가 질병을 진단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7,8]. 하지만 AI 기술

의 임상 적용은 현재 초기 단계이고,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 널리 사용되는 예

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기계학습은 AI를 구현하는 한 방

법으로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

여하는 연구 분야이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 바탕을 둔 기



 

66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1 October; 64(10):664-670

계학습의 세부 분야로서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사람의 뉴런을 모방하여, 단순한 연산 단위를 여러 계층으로 

설계하여 대단위로 구성하고, 여기에 다량의 데이터와 반복 

훈련을 통해 패턴 인식에 관련된 각종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기법이다. 딥러닝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연산능력이 필

요하며, 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단점이 있지만, 미

리 고안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스로 특

성을 추출해내며, 정확도가 높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

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딥러닝 기술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가운데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으로도 알

려진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영상 

분야에 적용되면서 영상의학은 AI 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

되는 의학 분야가 되고 있다. 최근, 영상의학에서는 기존의 

공개 영상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과 추가적인 대규모 영상 데

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딥러닝을 적용한 수많은 논문 발

표와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흉부 영상과 AI 기술 적용 현황

코로나19 흉부 영상 AI 연구는 2020년 4월 Bai 등[9]의 

딥러닝 논문이 Radiology에 출판된 이후 수백 편의 논문이 

출간되었으며, 이보다 훨씬 많은 연구들

이 arXiv, medRxiv, SSRN, Research 

Square 등 연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

고 있다. 

딥러닝 연구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병

변의 검출, 병변의 분할, 진단 및 예후 

예측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 왔다. 연구문헌에서 확인

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영상 AI 연

구의 주된 세 가지 주제는 코로나19 탐

지, 폐렴의 원인이 코로나19인지에 대

한 구분, 코로나19 이환 부위 정량화를 

통한 예후 예측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AI 알고리즘이 흉부 영상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폐 침윤을 검출하는 데 민감도가 높았고, AI가 폐

렴의 다른 원인균과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9-13]. Zhang 등[13]은 코로나19 폐렴 환

자 2,060명과 그 외 원인균에 의한 폐렴 환자 3,148명의 흉

부 X선 사진으로 AI 모델을 학습했다. 테스트 데이터세트

에서 AI 모델은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 

0.92, 민감도 및 특이도가 각각 88%와 78%로 나타났다. 

Hwang 등[14]은 흉부 X선 사진에 대한 상용 AI 시스템을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여 평가하였다(Figure 1). AI의 성

능은 RT-PCR 및 흉부 CT를 참조표준으로 삼았을 때 각

각 AUC 0.71 및 0.79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유사한 성능

(AUC, 0.70 및 0.78)을 보였고, 타과 전문의(AUC, 0.58 및 

0.65)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상의학과 전문

의에게 AI를 판독 보조로 지원하였을 때 코로나19 진단 및 

폐렴에 대한 진단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각각 AUC 0.58

에서 0.66 및 0.65에서 0.74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임). 또

한, 의료진 간의 진단 합의도 개선되었다(Fleiss 카파계수, 

0.21에서 0.32로 향상).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의학

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용 AI 시스템을 코로나19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을 식별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흉부 X선 검사의 해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 선

별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Bai 등[9]은 코로나19 폐렴 

A B C

Figure 1.  Chest radiography (A) shows patchy infiltrates in both lower lung fields (arrows). The correspond-
ing chest computed tomography image (B) obtained in the same day with the chest radiography shows 
multifocal patchy ground-glass opacities in both lower lobes of the lu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correctly detected pulmonary infiltration (C). In the reader-alone interpretation, four thoracic (4 of 5) radiolo-
gists correctly identified the abnormality while none (0 of 5) of the non-radiologist physicians identified the 
abnormality.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assisted interpretation, all five thoracic radiologists and four non-ra-
diologist physicians identified the abnormality. Adapted from Hwang EJ, et al. PLoS One 2021;16:e0252440,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BMJ Publishing Group. Representative case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pneumoni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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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21명과 그 외 원인균에 의한 폐렴 환자 665명의 흉부 

CT 사진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켰고, 학습된 최종 AI 알고리

즘은 AUC 0.95, 민감도 및 특이도가 각각 95%와 96%로 나

타났다. 또한 해당 AI 시스템의 보조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

의가 코로나19 폐렴으로 분류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주

었다(정확도 85%에서 90%로, 민감도 79%에서 88%로, 특이

도 88%에서 91%로 모두 의미 있는 향상을 보임). Brunese 

등[15]은 다기관에서 수집한 6,523개의 흉부 X선 영상에 대

한 실험 분석 결과 코로나19 검출에 평균 약 2.5초의 시간 

동안 평균 정확도 90%의 성능을 보고하였다. 또한 Singh 등

[16]은 흉부 X선 영상을 사용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

게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는데, 이들의 

시스템은 표준 데이터세트에서 세 가지 그룹, 즉 코로나19

군, 그 외 폐렴군, 정상군으로 나누어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98.67%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 임상에서 코로나19 환자 평

가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코로나19 유무에 대한 판별이나, 폐렴의 원인이 코로나

19인가 아닌가 같은 이분법적 진단 모델은 초기 AI 연구 모

델 중 하나였고, 더 나아가 확진 환자들이 향후 산소치료나 

기관 삽관 등과 같은 치료가 필요할 것인가[17], 급성호흡곤

란증후군 또는 사망으로 진행할 것인가[18,19] 등의 경과 예

측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진단 24-48시간 이내의 영상검사에

서 폐렴 영역이 폐의 50%를 초과할 때 이를 중증 환자로 분

류하고 있으며[1], 코로나19 환자의 흉부 영상에서 폐렴의 

범위가 클수록 중증 폐렴에 이환되거나 사망의 확률이 높

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5,6,17-20]. Jeong 등[6]에 따르

면 코호트 환자의 CT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정량적 방

법으로 점수화한 병변의 범위와 자동 정량화 AI 소프트웨어

가 도출한 병변의 범위 사이에 일치도가 높았고, 두 수치 모

두 환자의 불량 예후를 예측하는 독립적 지표임을 밝혔다. 

Mushtaq 등[19]의 사망률 예측 연구는 코로나19로 확진된 

697명의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기관 연구로서, 상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초기 흉부 X선 사진을 분석하여 폐병변

의 침범 정도를 점수화하였는데, 이는 위중증 환자(중환자실 

입실 또는 사망)를 예측하는 데 있어 위험도 3.4로 유의미함

을 보여주었다.

그 외 초기 흉부 영상뿐만 아니라 추적 영상을 함께 AI 모

델링에 활용하는 연구[21] 및 AI 모델이 여러 국가의 환자들

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 

연구[22]도 발표되었다. 영상데이터와 임상데이터를 통합하

여 AI 모델링에 적용하여, 임상의무기록은 자연어 처리를 통

해, 흉부 X선 검사에서의 폐 침윤의 정보 등을 함께 활용하

여 중환자실 입원 유무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이 발표되

기도 하였다[23].

코로나19 의료영상 AI 연구의 한계점 

코로나19 의료영상 AI 연구들은 훌륭한 진단 성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

직은 분명치 않다. 대부분의 AI 연구는 구체적인 임상적 효

용성의 검토 없이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여 개발되었고, 학습 

데이터가 임상 상황을 충분히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AI 연구에서 코로나19 음성 환자의 

경우 다양한 폐질환(폐암이나 폐 전이, 기관지 확장증과 같

은 비감염 염증 질환)들은 모두 배제한 채, 단지 정상 또는 

다른 폐렴균을 가진 환자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실제 임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AI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독자

가 AI 결과를 참고하되 다양한 임상정보와 검사실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임상 결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최근 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서 구축한 코로나19 임상, 영

상데이터 코호트(Korean Imaging Cohort of COVID-19) 

및 Cancer Imaging Archive, the British National COVID 

-19 Chest Imaging Database 및 Valencian Region 

Medical Image Bank 등 온라인에 공개하는 코로나19 데

이터세트들이 증가하고 있다[24-28]. 공개 데이터세트들은 

품질과 그 효용이 다양한데, 의료영상 및 이상소견의 유무, 

레이블링, 검사실 소견 및 치료 결과 데이터들의 포함 여부

와 범위 등은 상이하다. 레이블링 또한 코로나19 여부와 같

은 단순한 차원으로 디자인된 것부터 병변 부위에 대한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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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정보 및 진단 항체검사 결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데

이터세트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공개

하고 있어 AI 연구에 통합적으로 사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AI 모델의 성능이 과적합이 아니라, 일반화하여 적용 가능한

가를 평가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외부 데이터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품질을 갖춘 

충분한 임상 데이터세트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연구디자인에 환

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 현장의 요구와 의료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 쓰임새에 대한 충분한 고려, AI 

기술의 적절한 검증을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또한 의료 분야에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의료 빅데

이터가 드물며, 실제로 의료 빅데이터의 구축이 매우 어렵다

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의료영상 AI를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기 위

해서는 AI 시스템을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접목했을 때, 재원

기간의 단축, 합병증과 사망률의 감소 등과 같은 치료 결과

의 이득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AI 모델에 영상소견 이외에도 임상정보 및 검사실 소견 

등이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로 인한 장기 후유증을 분석하는 연구도 기대된다.

결론

코로나19 진단 및 중증도 평가, 경과 관찰에 있어 흉부 X

선 및 CT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흉부 영상에 기반한 

AI 연구들은 코로나19 진단에 대하여 기대할 만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고, 병변의 정량화를 통한 예후 예측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진료 현장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 전 단계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의심환자

를 선별해 확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확진 환자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 및 고위험으로 진행할 환자

를 예측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입원치료의 우선순

위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

료영상 AI를 실제 코로나19의 임상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AI가 사용될 구체적인 임상 상황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축

을 하고, AI 모델에 영상소견 이외에도 임상정보 및 검사실 

소견 등이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외

부검증을 통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찾아보기말:  코로나19; 방사선영상촬영; 진단영상;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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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COVID-19 감염증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영상진단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를 정

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COVID-19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영

상 검사의 역할에 대한 소개와 딥러닝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간단

한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이후 발간된 수백 편의 논문을 탐지, 

감별진단, 예후 예측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소개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 개발 한계점 및 전망으로 마무

리하고 있어서 현재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에 대

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대한 

위협인 COVID-19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균형 잡

힌 소개를 제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 전반 및 그 임상 적용 가

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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