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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diction model for osteopenia and osteoporosis based on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using computed tomography(CT) images. In a single CT image, 

CNN had a limitation in utilizing important local features for diagnosis. So we propose a compound 

model which has two identical structures. As an input, two different texture images are used, which are 

converted from a single normalized CT image. The two networks train different information by using 

dissimilarity loss function. As a result, our model trains various features in a single CT image which 

includes important local features, then we ensemble them to improve the accuracy of predicting 

osteopenia and osteoporosis. In experiment results, our method shows an accuracy of 77.11% and the 

feature visualize of this model is confirmed by using Gr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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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미지를 이용한 합성곱 신경망(CNN)을 기반의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의 CNN은 단일 CT 이미지에서 예측에 중요한 지역정보

를 활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CT 이미지를 정규화하여 질감

정보가 다른 두 개의 이미지로 변환하고,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한 쌍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제안

한다. 동일한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 각각의 신경망은 질감 정보가 다른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

하고 비유사성 손실함수를 통해 다른 정보를 학습한다. 최종적으로 제안 모델은 중요한 지역정보

를 포함한 단일 CT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 정보를 학습하며, 이를 앙상블하여 골감소증 및 골다공

증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모델의 정확도 77.11%를 확인할 수 있으며 

Grad-CAM을 이용하여 모델이 바라보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컴퓨터 단층촬영, 골감소증, 골다공증, 비유사성 손실함수, 특징 정보,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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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골다공증은 뼈의 칼슘 질량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

서 골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골격계 질환이다[1]. 골다공

증은 고관절 골절의 주요 원인이 되며, 골절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사전 인지가 어려운 

질병이다[2,3]. 고령화 시대로 진행됨에 따라 골다공증 환

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상률, 

사망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골다공증 치료

는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가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

기 진단과 치료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5].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영상 분야에서

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7]. 이에 골다공증 진단 

분야에서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를 이

용한 진단 예측 방법이 제안되어왔다[8, 9, 10]. 하지만 

CNN 모델에서 특징을 학습 시에 데이터에 따라 특징을 

편향적으로 학습하는 문제가 있다[11]. 이는 단일 CT 영상

을 이용한 CNN 진단은 특정 정보에 편향되어 골다공증 

진단에 중요한 지역 정보보다 다른 지역의 정보를 더 중요

하게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CNN

의 문제를 극복하고 골다공증의 판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구조를 가진 두 개의 CNN 모델을 통해 각기 다른 

정보를 학습하여 특정 정보에 편향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제안하다. 제안 방법에서는 먼저 전처리를 통해 픽셀 도메

인이 다른 정보가 다른 두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들을 제안하는 한 쌍의 신경망에 학습 데이터

로 사용하여 제안 신경망이 서로 다른 특징 정보를 학습하

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정상, 골감소증, 골

다공증에 대해 각각 훈련 데이터셋 1200장, 테스트셋 300

장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CT 데이터를 이용한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측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 단일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예측한다.

⚫ CT 이미지를 이용한 예측에서 비유사성 손실함수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특징을 학습하는 신경망을 한 

쌍으로 결합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여 

예측 성능이 개선된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골다공증 예측

에 관한 이전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 CT 이미지의 전처

리 및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손실 함수를 소개한다. 4

장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 모델의 

성능을 입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Fig. 1. CT data - (a) Normal, (b) Osteopenia, 

(c) Osteoporosis

II. Related Works

Fig 1은 각각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환자의 CT 이

미지를 보여준다. 정상의 경우에는 직사각형의 형태와 균

일한 질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HU(Hounsfield Unit)의 감소로 인한 질감 정보

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의 판단은 

CT 이미지에서 HU의 감소에 따른 질감 차이로 구분한다.



Efficient Osteoporosis Prediction Using A Pair of Ensemble Models   47

1. Osteoporosis Prediction with Deep Learning

최근 딥러닝의 발전으로 의료분야에서도 딥러닝을 이용

한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X선, CT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발전됨에 따라 골다공증 예측 또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Yasaka 등[8]은 CT 이미지를 

간단한 CNN 모델을 이용해 골밀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

안하였으며, 해당 논문을 통해 CNN을 이용한 골밀도 예측

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an 등[9]은 저선량 흉부전

신단층촬영 이미지를 통해 골밀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딥러닝 기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저선량 흉부전신단층촬

영 이미지를 샘플링 한 3D 패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같

은 크기의 세분화 마스크 4종을 출력하는 3D U-net 기반

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Yamamoto 등[10]은 고관절 방사

선 이미지를 이용해 골다공증을 예측하기 위해 CNN을 사

용하였으며, 추가적인 임상 정보를 사용하여 예측 진단의 

정확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ResNet, GoogleNet 등의 

CNN 모델을 이용하여 골다공증 예측 성능을 비교평가 하

였고 임상 정보를 앙상블 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이전연구에서 사용된 CNN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질감 정보가 다른 CT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

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특징을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한

다. 제안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성능이 

우수한 CNN 모델인 ResNet, GoogleNet 등을 사용하여 

비교를 진행한다.

2. Biased towards specific feature in CNNs

사람은 시각적 판단에 있어 형태와 질감 등을 복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CNN 모델도 사물이 가지는 

형태와 질감의 특징을 학습하고 판단하지만 특정 정보에 

편향되는 현상을 보인다. R Geirhos 등[11]은 이미지넷 

으로 사전학습 된 CNN이 코끼리 질감을 가진 고양이 이

미지가 코끼리로 예측된다는 결과를 통해 CNN이 질감 편

향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이미지넷 데

이터셋으로 학습된 CNN은 질감에 정보가 편향된다는 것

을 의미하며, 학습 이미지의 질감 정보를 지속적으로 변형

하면서 학습할 경우에는 형태의 편향을 증가되어 정확성

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MA Islam 등[12]의 논

문에서는 네트워크가 학습 초기 대부분의 형태 정보를 학

습하고 이 정보가 CNN의 마지막 몇몇 계층에 인코딩되어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학습에 사용된 CT 이미지는 골격과 장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의 편차가 적어 효과적

인 특징 학습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CT 이미지를 정규화하여 질감 정

보가 다른 두 개의 이미지로 변환하고, 두 이미지를 각기 

다른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

델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한 쌍 신경망으로 구성하고 비

유사성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신경망이 서로 다른 

특징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입력 이미지의 질감 

차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신경망이 다른 특징을 학습하며, 

비유성 손실함수를 통해 학습하는 특징의 다양성을 확보

한다. 이를 통해서 두 개의 신경망이 특정 정보의 편향 되

는 것이 아닌 골다공증 예측을 위한 정확한 특징 정보를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실험 결과을 통해 모델의 성능 결과

를 확인하고, Grad-CAM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안 모델이 

바라보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Pre-processing

본 연구에서 CT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CT 영상의 

한 픽셀은 Hounsfield Unit(HU)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

위는    이다. 일반적인 CNN의 입력으로 사

용되는 이미지의 범위는    로 CNN에서 CT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U를 일반 이미지의 픽셀 범위로 변환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T 영상에서 HU의 특정 범

위를 지정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회색조 이미지의 픽셀 범

위 ∈ℝ ×로 변환한다. CT 영상의 픽셀 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max m in

 m in


∈ ∈

(1)

min과 max은 각각 지정한 HU 범위에서의 최솟값

과 최댓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max  로 

고정하고 min∈  을 통해 질감 정보가 

다른 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min  , 

 min  를 사용한다.

2. Proposed Neural Network

본 논문은 질감 정보가 서로 다른 두 이미지  , 를 

각각 학습하는 한 쌍의 CNN 신경망( ,  )과 신경망들

의 특징 정보를 적응적으로 결합하여 정상, 골감소증, 골

다공증을 분류하는 완전 결합 층 로 구성된 신경망으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신경망의 구조는 Figure 2와 같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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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twork Architecture

쌍의 신경망( ,  )은 ResNet18[13]+ACM[14]으로 각

각 완전 결합 층 갖고 있으며 에서는 정상, 골감소증, 골

다공증을 분류한다. 이때 F는 CT 이미지의 각 클래스 확

률을 가진다. 

제안 신경망에서 완전 결합 층 는 과 의 대표 특

징 정보  , ∈ℝ
× × 을 적응적으로 결합한 정보 

∈ℝ× × 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와 는 각각 
와 의 완전 결합 층의 입력이 되는 대표 특징 정보로 채

널별 평균 정보를 갖는 벡터이다. 는 와 를 가중치 

합 연산하여 결합한 특징 정보 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특

징 정보 와 의 결합 과정에는 라는 가중치를 이용하

여 와 의 중요도를 조절한다. 중요도 조절은 에 를 

곱하고 에  를 곱하여 서로 더하는 연산으로 이루어

진다, 이때, 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학습을 통해 최적

의 값을 학습한다. 를 이용한 가중합 연산방법에 대한 실

험은 4.6에서 자세히 다룬다. 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2)

3. Loss function

배치 단위 에서 입력 데이터 

  


와 


  


가 

있고 이들에 대한 공통된 정답 값   
 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 작업을 위한 손실함수와 와 가 서

로 다른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서 비유사성 손실함수를 통

합한 손실함수를 사용한다. 제안 신경망에서 와  , 

의 분류 작업 손실함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3)

식 (3)의 는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이다. 분류 작업 

손실함수는 그 값을 최소화하여 신경망들의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 

두 신경망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류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와 는 질감 정보가 다른 입력 와 을 통

해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신경망이 다른 정보를 학

습하기 위해 비유사성 손실함수 를 제안한다. 은 

두 신경망의 특징 정보의 유사성이 적도록 학습하여 두 신

경망의 서로 다른 특징 정보를 추출하도록 한다. 비유사성 

손실함수 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4)

비유사성 손실함수 는 와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학습 과정에서는 비유사성 손실함수를 

최소화하여 와 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한다. 를 

통해서 두 신경망이 분류 작업 손실함수 의 최적화 과

정에서 비슷한 특징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제안 신경망은 분류 작업 손실함수 와 비 유사성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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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함수 을 합한 손실함수를 학습하며 계산식은 식 (5)

와 같다.

    , (5)

식 (5)에서 는 비유사성 손실함수 의 영향을 조절하

는 매개변수이다. 비유사성 손실함수의 유무에 따른 실험

은 4.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IV. Experiment

1. Implementation details

본 논문은 실험을 위한 이미지는 정상, 골감소증, 골다

공증 각각 1500장으로 이루어지며 총 4500장의 CT 영상

을 사용한다. 실험을 위해 80%는 학습으로 사용하고 나머

지 20%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제안 신경망의 

와 는 실험적으로 성능이 좋은 ResNet18+ACM을 사용

했다. 학습을 위한 하이퍼파라미터로는 배치 크기 128, 학

습률 0.001, 는 0.1을 사용하였고 는 0.5로 초기화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최적화를 위해 Adam optimizer와 

Cosine Annealing 학습률 스케줄러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이미지넷에 대하여 사전 학습된 신경망으로 이루

어졌다. ViT[16]를 제외한 모든 신경망은 60 epoch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ViT는 임베딩의 학습이 오래 걸리

다는 특징 때문에 500 epoch 학습하였다. 실험 환경은 아

래의 Table 1과 같다. 하드웨어는 CPU Xeon Silver 

4114, GPU는 RTX 3090, RAM은 256GB를 사용하였으며, 

Ubuntu Server 18.04 운영체제에서 파이토치 1.7.1 버전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OS Ubuntu Server 18.04

CPU Xeon Silver 4114

GPU RTX 3090

RAM 256GB

Deep learning framework Pytorch 1.7.1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2. Ablation study

Table 2는 서로 다른 질감 정보를 갖는 이미지 와 

에 대한 ResNet18+ACM의 성능과 제안 방법에서 비유

사성 손실함수를 생략한 방법(Ours- ), 제안 방법과의 

성능 비교이다. ResNet18+ACM은 데이터에서 64%의 

성능을 보이며 에 대해서 68.44%의 성능을 보였다. 비

유사성 손실함수를 생략한 방법의 경우에는 74%의 성능

으로 두 ResNet18+ACM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나 비

유사성 손실함수를 포함한 제안 방법보다는 3.11%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비

유사성 손실함수가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ethod Accuracy

ResNet18+ACM( ) 64.00%

ResNet18+ACM( ) 68.44%

Ours  74.00%

Ours 77.11%

Table 2. Ablation study

3. Ensemble perspective

Table 3은 와 의 입력 이미지를 동일하게 했을 

때와 다르게 했을 때에 대한 성능 비교이다. 비유사성 손

실함수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성능 비교를 위해 비유사성 

손실함수는 생략하여 실험하였다. 질감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을 와 의 입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반대로 와 를 모

두 사용한 제안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실험 결

과를 통해 와 을 입력으로 두 관점에서 학습한 신경

망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ethod Input Accuracy

Single perspective
  63.89%

  66.67%

Two perspective   74.00%

Table 3. Ensemble perspective

4. Analysis on α ratio rules

제안 방법은 앙상블을 이용한 방법으로 와 의 특

징 정보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4는 두 

신경망의 특징 정보를 결합하는 연산에서 를 특정한 값

으로 고정했을 때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Ours)로 변경

한 경우에 대한 성능 비교이다. 를 고정적으로 한 경우

에는 실험적으로 0.5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가 

0.1로 설정 했을 때보다 0.22%p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 가 0.9인 경우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설정한 경우에 

77.11%의 정확도가 나왔으며 해당 결과는 실험 방법 중 

가장 좋은 성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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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racy

0.1 74.00%

0.3 73.00%

0.5 74.22%

0.7 73.56%

0.9 71.22%

Ours 77.11%

Table 4. Ensemble method 

5. Ensemble method

Fig 3은  (S)와  (T)에 대한 클래스별 정확도 성능 

비교이다. 와 는 골다공증 클래스에서는 비슷한 정

확도를 보이나, 정상과 골감소증 클래스에서는 성능차를 

보였다. 는 정상 클래스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

고 은 정상 클래스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

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와 가 클래스별 정확도 관

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Class-wise accuracy(%)

6. Comparisons with vision algorithm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

반적으로 성능이 검증된 학습 모델을 선택하여 제안 모델

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Table 5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방법들과 제안 모델의 정상, 골감소

증, 골다공증 분류 평균 정확도이다. 성능 비교에 사용된 

비교 신경망들의 입력 데이터로 를 사용했다. 실험 결과

를 통해 기존의 모델들 중 EfficientNet-b0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ViT-×은 가장 낮은 성능인 것

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는 제안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

이 77.11%를 보이며, 해당 정확도는 비교 모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EfficientNet-b0 보다 5.00%p 높은 정

확도이다.

Network Accuracy

ResNet18[13] 66.67%

ResNet18+ACM[13,14] 68.44%

Xception[17] 69.22%

Inception-v3[18] 68.77%

EfficientNet-b0[16] 72.11%

ViT-16×16[15] 55.67%

Ours 77.11%

Table 5. Performance with vision algorithm

7. Visualization with Grad-CAM

Fig 4는 Grad-CAM[19]을 적용하여 검증 데이터셋 CT 

이미지에서 해당 클래스에 대하여 네트워크들의 공간적 

중요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ResNet18+ACM과 비교하였을 

때에 제안 신경망들은 척추 위치에 더 집중하여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골다공증 클래스에서 제

안 신경망들과 비교 시에 ResNet18+ACM은 척추 이외의 

부분을 높은 중요도로 학습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제안 신경망의 두 신경망들은 이미지에서 보는 지역에 차

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이 

신경망의 특징 개선에 효과적이며 두 신경망은 본 논문의 

의도대로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에서는 

CT 이미지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도메인의 영상으로 변환

하고, 한 쌍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징 정보를 앙

상블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두 신경망이 서로 다른 특징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비유사성 손실함수를 제안하였으

며 실험을 통해 최적의 모델을 확인하고 한 쌍의 신경망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특징을 학습함에 따라 성능 개선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능평가에서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들보다 높은 정확도 77.11%의 성능을 보이며, 

Grad-CAM 결과를 통해 진단을 위한 특징 영역을 효과적

으로 학습함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CNN 이외에 GCN(Graph Convolutional Network) 등을 

이용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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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 result – Gr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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