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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 암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 어디까지 발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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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도암과 위암을 포함한 상부위장관 암은 전 세계적으

로 가장 흔한 암이며 암 관련 사망률 또한 높다. 진행성 암의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하지만 조기에 진단된 경우는 5년 생존

율이 90%에 육박한다. 조기 위장관 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협대

역 영상 기술 등 관련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종종 진단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많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을 기반으로 한 영상 분석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나 특징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상부위

장관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는 내시경 영상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중국 내 6개 병원의 총 84,424명에서 촬영된 1,036,496장의 

백색광 내시경 영상을 연구에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진단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후향적으로 18,765명에서 촬영된 

157,207장의 백색광 내시경 영상을 수집한 후 이를 Google에서 

배포한 DeepLab’s V3+ 기반의 인공지능에 교육시켜 Gastro- 

intestinal Artificial Intelligence Diagnostic System (GRAIDS)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GRAIDS는 2018년 7월 21일에 온라인으

로 공개하였으며 Sun Yat-sen 대학병원의 암센터를 포함한 다른 

5개의 병원에서 사용 중인 내시경 기계에 GRAIDS를 추가 장착

하여 전향적으로 모집된 환자 65,659명을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

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한 879,289장의 백색광 내시경 영상을 분

석하여 식도암과 위암 진단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인공지능

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내시경 시행 의사의 경력별로 10년 

이상의 전문가 집단, 5년 이상의 준전문가 집단, 2년 이내의 

수련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네 집단 간의 진단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진단 

정확도에 있어서 GRAIDS가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다

소 낮았으나(0.928 [95% CI 0.919~0.937] vs. 0.967 [95% 

CI 0.961~0.973]; P<0.0001), 민감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0.942 [95% CI 0.924~0.957] vs. 0.945 [95% CI 

0.927~0.959]; P=0.692). 준전문가 집단(0.858 [95% CI 

0.832~0.880], P<0.0001) 및 수련생 집단(0.722 [95% CI 

0.691~0.752], P<0.0001)과 비교하였을 때는 GRAIDS의 민감

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양성 예측률에서 GRAIDS는 

0.814 (95% CI 0.788~0.838), 전문가 집단은 0.932 (95% CI 

0.913~0.948), 준전문가 집단은 0.974 (95% CI 0.960~0.984), 

수련생 집단은 0.824 (95% CI 0.795~0.850)로 확인되었으며, 

GRAIDS가 전문가 집단과 준전문가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수련생 집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GRAIDS의 특이

도는 0.923 (95% CI 0.912~0.933), 음성 예측률은 0.978 (95% 

CI 0.971~0.984)로 다른 집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과 GRAIDS를 조합할 경우에 민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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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DS 혹은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984 [95% CI 0.973~0.991], P<0.0001). 준전문

가 집단(0.978 [95% CI 0.966~0.987], P<0.0001)과 수련생 집

단(0.964 [95% CI 0.949~0.975], P<0.0001)에 GRAIDS를 조합

한 경우에서도 민감도의 의미 있는 향상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발된 상부위장관 암 진단 

프로그램인 GRAIDS는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

감도는 전문가 집단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지역

사회 병원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 상부위장관 암 진단 능력의 

의미 있는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설: 2012년 딥러닝(deep learning)이란 방법론을 통하여 

세계 영상 인식 대회(ImageNet Challenge)에서 토론토 대학교

의 연구팀이 우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연구는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은 하루

가 다르게 발전하였고, 의료에서는 영상의학적인 진단뿐만 아

니라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한 예후 예측 모델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성능을 보고한 바 있다.1,2 최근 소화기내

과의 진단 내시경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대장 용종

의 유무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하여 진단하여 선종 발견율

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29.1% vs. 20.3%, P<0.001), 나아

가 해당 용종이 비종양성인지 종양성인지를 예측하는 수준까지 

보고되었다.3,4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토대로 2019년 3월 4일 올

림푸스사를 통하여 EndoBRAIN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 진

단 내시경 기술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하였다.5

상부위장관 질환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Zhu 등6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백색광 내시경 영상 

분석을 통하여 위암의 침윤 예측이 내시경 시행 의사보다 인공

지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Yoon 등7은 SELVAS AI사

와 협업을 통하여 백색광 내시경 영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조기 

위암 진단 및 침윤 예측의 우수한 성능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o 등8은 위암을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감별진단인 양성 위궤

양 등을 포함한 비종양성 병변, 저도 이형성증, 고도 이형성증

과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감별진

단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Lee 등9은 정상과 양

성 위궤양, 정상과 위암을 감별진단하는 데 인공지능 기반 분석

의 정확도가 각각 96%, 92%임을 확인하였으나 임상적 난제인 

양성 위궤양과 위암의 감별진단 정확도는 77%로 인공지능으로 

감별진단하기 쉽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위암뿐만 아니라 식

도암 진단에 대해서도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Ohmori 등10과 

Nakagawa 등11이 표재성 식도암에 대하여 백색광 내시경 영상

에 확대내시경 영상과 협대역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반 분

석이 전문가 수준의 내시경 시행 의사와 비교하였을 때 표재성 

식도암 진단 및 침윤 예측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

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

전은 내시경 분야에서 조기 상부위장관 암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조기 진단 이후 암의 침윤을 예측

하여 치료 내시경의 적응증을 확인하고 조기 상부위장관 암 환

자에게 치료 내시경 시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상

부위장관 암의 전체적인 예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진단 내시경 기술의 발전은 

내시경 시행 의사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이번에 소개한 연구는 백색광 내시경 영상만을 이

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협대역 영상 기술 등의 특수 영상 기술

이 보급되지 않은 곳이나 비전문가가 내시경을 시행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들이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자료로만 분석되었기에 여러 나

라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도 종양

에 있어 서양은 바렛식도에 의한 종양이 흔하고 동양은 편평세

포 종양이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6개 병원의 대

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결과를 보고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GRAIDS의 양성 예측률이 

0.814 (95% CI 0.788~0.838)로 전문가 집단(0.932 [95% CI 

0.913~0.948])에 비하여 낮고 수련생 집단(0.824 [95% CI 

0.795~0.850])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GRAIDS가 정상 구조물(유문부, 위각부, 다량의 점액질, 

연동운동 중인 위벽 등)을 병변으로 오인한 경우와 상부위장관 

암의 유병률이 낮은 자료(3.8~9.5%)로 검증을 진행한 경우 나

타났다. 내시경 시행 당시 정상 구조물들은 내시경 시행 의사가 

쉽게 구별하여 위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GRAIDS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위양성이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

하여 암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의료 분야 또한 

다양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정보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5~10년 후에는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보고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한 후속 임상 연구들에 대하

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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