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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WHO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는 새롭게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다. 코로

나19는 주로감염자의입이나코에서배출된비말을통해감

염된다. 질병관리 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1년 5월 4일 기준

124,269명, 사망자 수는 1,840명이다[1].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21년 5월 4일 기준 154,323,338명, 사

망자 수는 3,230,006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초

기, 중국에서 AI 딥러닝으로 CT 자료를 판독하여 코로나19

폐렴 증상을 전문의 수준으로 선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폐렴환자와다른질병의 55명대조군환자를

포함한 106명의 입원 환자의 46,096개의 익명 이미지를 수집

해 딥러닝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선별 정확도는 전문의

와 비슷한 95~99%, 방사선 전문의의 판독 시간은 65% 단축

했다[2]. 앞으로도 이러한 딥러닝 기술로 엑스레이나 CT 자

료를판독해서질병을분석해서기술이많이쓰일것으로기

대된다.

2. 이론적 고찰
2.1 부스팅

 부스팅 알고리즘은 앙상블 알고리즘의 하나로, 결정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또 다른 앙상블 알고리즘

인 배깅 기법과의 차이점은, 배깅 기법이 평행하게 학

습시키는 반면,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학습시킨다는 점

이다. 첫 번째 약한 학습기가 분류를 진행하며,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고 두 번째 학습기가 다

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잘못 분류된 데

이터에 가중치를 두면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여 결

론적으로 강한 학습기를 구축한다[3].

2.2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은 이미지 데

이터를 다룰 때 주로 쓰이는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

즘으로, 풀링 계층(Pooling Layer),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 합성곱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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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 CNN과 XGBoost를 활용하여 CT 데이터에대해코로나판독 모델을제안한다. 캐글에서다운받은 CT
데이터들은케라스의 ImageGenerator 함수를통해서증식되고 255로 나누어졌다완전연결계층을사용하여최종분류
를 하는 기존 CNN 모델과 달리, 본 논문은 완전 연결 계층 대신에 XGBoost를 결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험에서
XGBoost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SVM을 결합한 모델들과 비교하였으며, Imagenet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들인 VGG16, VGG19, MobileNet, Xceptio과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제안하는모델이 95.37 %를 기
록하며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CNN과 XGBoost를 결합한 모델이 다른 딥러닝 모델들보다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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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CNN이 이미
지를 입력 데이터로 받게 되면, 먼저 합성곱 계층은 필

터(Filter)를 통해 이미지의 특징맵(Feature Map)을
추출하면, 풀링 계층이 특징맵의 평균값이나 최댓값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완전 연결 계층에서 실제로 분

류하게 된다[4].

3. 제안 방법

3.1 CT 데이터

코로나 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데이터는 캐글(Kaggle)에서

다운받았다[5]. 이 데이터는 코로나 환자 1252명과 정상인

1230명의 CT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케라스의

ImageGenerator 함수를 통해서, 각도, 밝기, 가로, 세로 등을

조금씩 조정해 증식시키고, 전부 255로 나누었다.

[그림 544] 본 논문에서 사용한 CT 데이터

3.2 CNN + XGBoost

본연구에서제안하는딥러닝과머신러닝모델을이용한코

로나 진단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기존의 CNN 알고리즘의

경우 특징 추출 및풀링 계층을 거친 후 완전 연결계층에서

분류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완전연결계층대신에머신러

닝기법중하나인 XGBoost를 연결하는방법을제안한다. 실

험에서는 XGBoost 뿐만아니라또다른머신러닝분류기법

들인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활용한다. 또한, Imagenet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pre-trained) 모델들인 VGG16, VGG19, MobileNet,

Xception과 정확도를 비교한다.

4. 연구 결과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95.37 %의 정확도를 기록하였

다. 로지스틱회귀, 결정트리, SVM을결합하였을때는각각

93.76 %, 82.09 %, 93.36 %가 나왔다. VGG16, VGG19,

MobileNet, Xception은 각각 82.8 %, 49 %, 64.79 %, 78.06%

로 도출되었다.

[그림 545] 모델 간의 정확도 비교 결과

5. 결론
본 논문은 CNN과 XGBoost를 결합하여 CT데이터를 통한

코로나 진단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정확도

가 가장 높았으며 사전 훈련된 모델들의 정확도가 상대적으

로낮았는데, 훈련및검증데이터셋에서는정확도가높았던

것을고려하면, 오버피팅이발생한것으로예상된다. 본 연구

는 CNN과 XGBoost 모델을결합함으로써다른딥러닝모델

들보다 훈련 시간이 짧으면서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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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코로나 진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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