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러닝 기반 경추의 해부학적 계측점 자동 인식 및
골 연령 진단 보조 프로그램

치과에서 교정진단을 위해 촬영하는 안면골의 측모 두부 방사선

계측사진의 두개골, 안면골 및 경추 등의 해부학적 계측점을 자동으로

인지 표기하고, 이를 통해 골 연령을 추정하는 기술

경추의형태를이용한환자성장단계및골연령표시기술의필요성

· 소아 및 청소년, 교정 분야에서 위턱뼈 또는 아래턱뼈의 성장에 따라 치열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치열 교정 시 성장예측은

양호한 교정치료 결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

· 골 연령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종래 소아청소년과와 정형외과에서 널리 쓰이는 손 골격사진(handwrist radiography)이

이용되어 왔으나, 손골격사진은 머리 부분의 골격성장을 예측하는 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함

· 최근 들어 위턱 및 아래턱뼈, 두개골 등에 국한하여 해부학적 계측점을 마킹해주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교정학적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딥러닝 기반 진단 보조 프로그램이 다수 출시되어 있음. 그러나, 종래 기술은 현재 상태에서의 환자의 치과

교정학적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국한됨

· 즉,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골 연령을 제시하는 기술이 필요한 실정임

기술적 배경

딥러닝 예측모델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능과 사용자 인터렉션 기능을 통해 정확한 경추 계측점 트레이싱(tracing) 가능

세팔로 내 해부학적 계측점을 이용하여 경추 하연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 값, 수선을 내린 경추 하연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 값 및 경추 하연의 만곡도 비율 값 산출

송인석교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치과구강악안면외과)

기술성분석

기술개요

기술적 유용성

손골격사진이용한
골연령진단

위턱및아래턱뼈, 두개골등에국한한
골연령진단

경추형태를이용한
골연령진단

골연령진단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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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술의특징, 우수성및 파급효과

경추등의뼈발달양상을분석하고이를통해골격성장에필요한골연령등을제시하는마킹보조프로그램을통하여

치과교정환자의성장을예측하는프로그램을제공함

경추부위를자동으로크롭하고경추해부학적계측점을높은정확도로표기하여경추의골연령을분석함

한국인 경추 평가지표(평균 포함)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분포 내에서 피검자의 위치(연령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

의료 영상에 계측점을 자동으로 마킹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다양한 계측값을 하나의 화면에 제시함으로써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진단 가능

딥러닝 기반 경추의 해부학적 계측점 자동 인식 및
골 연령 진단 보조 프로그램

본 기술 관련 특허

본 기술의 우수성

본 기술의 특징

문의 고려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기술사업팀 신지현변리사 02-3407-4003,   jhshin22@korea.ac.kr

(STEP1) 골 연령 진단 프로그램 실행 화면

(STEP3) 경추 크롭 이미지 내 계측점 구분 가능

(STEP2) 크롭된 경추 이미지 위에 13개의 계측점 트레이싱

13개의계측점트레이싱

트레이싱된자표값을이용한
계측수치값

환자의성장속도와표준값비교

세팔로이미지 크롭된경추이미지

(STEP4) 계측점의 위치 부분적 수정 가능

각계측점에숫자매칭을통해
계측점구분용이

체크박스를통해
계측점의위치부분적수정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