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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 비해 대한성장의학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TW3 기반

의 최대신장예측 기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관적이며, 진료에 있어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재 딥러닝, 특히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해 영상을 분류하는 기술은 인간의 눈보다 더 정확한 

수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성장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단

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 좌측 수골의 발달 수준을 예측하고 소아청소

년의 최대신장예측에 활용되는 딥러닝을 이용한 TW3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current TW3 - based maximum height prediction technique used in KMAA(Korean Medical Academy of 
Auxology) is manual and subjective, and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in the medical treatment, while the interest 
in the child 's growth is very high. In addition, the technique of classifying images using deep learning, especia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s used in many fields at a more accurate level than the human eyes, also there is no 
exception in the medical fiel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TW3 algorithm using deep learning, that uses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o predict the growth level of the left hand bone, to predict the maximum height of child 
and youth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predictions and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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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키가 또래보다 작은 경우는 물론, 정상적으로 자

라는 경우에도 성장속도는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

등학교 입학 즈음에는 병원을 찾아 성장판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권장된다. 기존의 TW3 알고리즘은 수동으로 

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x-ray가 

찍힌 방향 및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또한,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영상

처리 기반의 자동판독 시스템은 영상의 명도 등의 요소

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아, 빠른 판독은 가능하나 정확

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ILSVRC의 

결과에 따르면 2015년 ResNet이 인간의 평균 오류율인 

5% 보다 낮은 3.57%의 오류율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

하였다[1]. 이로써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이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간의 눈보다 이미지를 

정확하게 판독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CNN 알고리즘을 

통하여 x-ray 상의 골연령에 대하여 자동으로 판독을 할 

경우, 기존에 영상처리를 이용할 때나 육안으로 발달단

계를 판독할 때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더 정확한 결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상 분할 및 영역 발견

을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많은 방법들이 의료영상 분야

[2]에서 인식 및 분할 작업 등에 이용되어왔다[3-5]. 특
히 골연령의 경우에는 의료분야에서 많은 질병 상태를 

판독하는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수골 x-ray 
영상을 통하여 골연령 판독을 자동화하려는 연구는 계

속되어왔다[6][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CV를 이

용한 영상처리를 통하여 분리된 13곳의 관심영역[8]을 

CNN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9][10]을 통하여 B~H, 혹
은 I까지의 발달 단계를 판별해내고, 그를 통하여 얻어

진 RUS값을 이용해 아동의 최대신장을 예측하는 방법

에 대하여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2.1. TW3(Tanner-Whitehouse 3)기법

TW3 기법은 왼손 수골 x-ray 이미지에서 13곳의 성

장판의 골성숙 정도를 판정해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

의 합으로 RUS 값이라고 불리는 골성숙점수를 계산해 

골연령을 측정하고, 최대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이 TW3 기법은 Tanner와 Whitehouse, 그리고 Healy
에 의해 1962년 고안된 TW1, 그리고 TW1을 보완하여 

성별과 뼈 부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점수를 부

여하여 골 성숙 점수를 계산하는 TW2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8, 11]. TW3에서는 기존 TW2의 자료에

서 1990년대 유럽과 북미의 소아 청소년 자료를 추가하

여 RUS의 기준 값과 도표를 수정하였으며, 기존에 상황

에 따라 변화하는 골 연령을 기준으로 하던 성인키 예상 

공식을 인구집단 간에 변화가 없는 RUS 점수를 기준으

로 하도록 수정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TW3 성장예측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사용할 아동의 성장정도를 판별하기 위

한 방법인 TW3 기법의 최대신장 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

다[8]. 첫 단계로 좌측 수골 영상을 이용해 13곳의 관심

영역의 성장단계를 판독한다. 이 때 판독의 대상이 되는 

13곳의 관심영역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eparation Position of Hand Bone

TW3 방법상에서는 성장단계를 A부터 Ulna의 경우 

H, 나머지 부위의 경우 I까지로 분류한다. 표 1, 표 2는 

각각 남아와 여아의 수골 부위별 발달 단계에 대한 골 

성숙 가중치 점수 표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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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ne Growth Weighted Score(Boy)
B C D E F G H I

Radius 16 21 30 39 59 87 138 213
Ulna 27 30 32 40 58 107 181
Met1 6 9 14 21 26 36 49 67
Met3 4 5 9 12 19 31 43 52
Met5 4 6 9 14 18 29 43 52
Pph1 7 8 11 17 26 38 25 67
Pph3 4 4 9 15 23 31 40 53
Pph5 4 5 9 15 21 30 39 51
Mph3 4 6 9 15 22 32 43 52
Mph5 6 7 9 15 23 32 42 49
Dph1 5 6 11 17 26 38 46 66
Dph3 4 6 8 13 18 28 34 49
Dph5 5 6 9 13 18 27 34 48

Table. 2 Bone Growth Weighted Score(Girl)

B C D E F G H I
Radius 23 30 44 56 78 114 160 218
Ulna 30 33 37 45 74 118 173
Met1 8 12 18 24 31 43 53 67
Met3 5 8 12 16 23 37 47 53
Met5 6 9 12 17 23 35 48 52
Pph1 9 11 14 20 31 44 56 67
Pph3 5 7 12 19 27 37 44 54
Pph5 6 7 12 18 26 35 42 51
Mph3 6 8 12 18 27 36 45 52
Mph5 7 8 12 18 28 35 43 49
Dph1 7 9 15 22 33 51 51 68
Dph3 7 8 11 15 22 37 37 49
Dph5 7 8 11 15 22 36 36 47

표 1, 표 2에서의 Met는 Metacarpal의, Pph는 Proximal 
Phalanges의, Mph는 Middle Phalanges의, 그리고 Dph
는 Distal Phalanges의 약자이며, 뒤의 숫자는 몇 번째 손

가락인지를 의미한다. 이 때 A단계는 골 발달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H,혹은 I단계는 성장이 모두 완

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때 A단계는 골 발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참조 영상도 존재하

지 않고, 실제로 성장판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상 연령과

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므로 제외

한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촬영된 좌측 수골 엑스레

이 영상에 대해 B~H, 혹은 I까지의 판독을 마친 후, 표 1
과 표 2에 따라 가중치를 모두 더해준다. 그렇게 하여 구

해진 13개의 가중치를 모두 더해 최종 RUS 값을 도출해

낸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RUS 값을 통하여 다음의 

최대신장 예측 식을 이용해 최대신장을 예측한다.

   

   

    

여기서,  예측된최대신장  현재신장
남아
 





  

여아초경전
 

  



여아초경후
 

  

수식 (1)은 아동의 연령이 4~9세일 때 남아의 계산식

이고, 수식 (2)는 아동의 연령이 4~9세일 때 여아의 계산

식이며, 수식 (3)은 연령의 10~18세에 해당할 때의 계산

식이다. 이러한 TW3 방법은 전부 수동으로 진행하기에

는 판독 자체에도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되며, 판독자 

개개인에 대한 편차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히스토그램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독하

는 영상처리 기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판독 대상

이 아동이며 병원마다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

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

합하는 영상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

은 영상을 이용할 경우엔 분리된 수골의 발달단계의 판

독에 있어서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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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TW3 최대신장예측 
시스템

3.1.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수동으로 판독하는 것 보다는 빠른 판

독속도로 처리하고, 영상처리를 이용한 기존의 알고리

즘보다는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 CNN 기반의 알고리

즘을 이용해 수골의 발달단계를 판단하는 최대신장 예

측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그림 2와 같은 왼손 수골 x-ray 
영상을 입력받아 영상처리 과정을 거쳐 관심영역의 부

위를 검출하고, 검출된 관심영역을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학습시켜 수골의 발달 단계를 판독해낸

다. 이와 같이 판독된 단계를 기반으로 TW3 기법에 따

라 RUS 값을 도출하여 최대신장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Fig. 2 System flow

3.2. 영상 처리 알고리즘

입력받은 엑스레이 영상에서 배경은 검게, 손은 하얗

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해 손 영역을 검출해내고, 검출

된 손 객체에서 컨벡스헐을 이용해 손가락 끝을 인식해 

손가락 영역을 추출해낸다[12]. 그 후 손목 영역에서 관

심영역을 레이블링 한 뒤, 가장 크기가 큰 영역을 요골, 
두 번째로 큰 영역을 척골로 판단하여 찾아낸다. 그리고 

이전에 추출된 손가락 영역들 중 최대신장 예측을 위해 

필요한 엄지, 중지, 새끼손가락만 잘라내 준다. 다음으

로 잘라낸 손가락 영역에서 밝기 평균값을 구해 히스토

그램으로 나타낸다. 손가락 마디가 분리되는 부분은 밝

기가 낮은 특징을 이용하여 가장 어두운 세 곳을 찾아서 

일정 크기로 영상을 분리한다. 원본 수골 x-ray 영상인 

그림 2의 입력 값을 위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 분리한 관

심영역은 그림 3과 같다.

Fig. 3 Separated Region of Interest from input

3.3. CNN 알고리즘

이렇게 분리된 13곳의 분리된 수골 영상을 이용해 각 

부위별로 해당 부위의 발달단계를 추출하는 CNN 기반

의 학습을 시행한다. 이 때 ulna를 제외한 나머지 12부위

는 B~I까지 8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지며, ulna는 B~H까

지의 7개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 모델은 그림 4와 같으

며,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셋에 사용된 영상은 임상에서 

이용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360개의 수골 영상으

로, 이를 각각 13개 관심영역별로 잘라 각 부위별로 트레

이닝 셋 270개, 테스트 셋 90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 Deep Learning Training Model

이렇게 4개의 3x3 사이즈의 convolution Layer, 4개의 

2x2 사이즈의 Pooling Layer, 1개의 Flatten Layer, 그리

고 2개의 Dense Layer로 이루어진 모델로 학습을 진행

하며, Epoch는 각각 39로 설정한다. 이 때, Convolution 
Layer에 사용된 activation function은 relu이고, 최 하단 

Dense Layer에 사용된 activation function은 다중분류에 

적합한 softmax이다. 이와 같은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각 부위별로 분류된 발달단계로부터 표 1, 표 2를 참조

해 구해진 13개의 가중치 값을 모두 더해 최종 RUS 값
을 도출한다[11]. 이렇게 구해진 최종 RUS 값을 2장의 

최대신장 예측 식에 대입해 아동의 예측 최대신장을 구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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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시험은 13개 부위 별로 트레이닝 셋 270개와 테스트 

셋 90개, 총 36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학습

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골 영상을 이용해 골성숙도를 판

독해낸다. 판독된 골성숙 가중치인 RUS값과 아동의 연

령으로부터 아동의 예측 최대신장을 계산해 낸다.
실험에 사용될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이 때 표에 제

시된 연령은 아동의 역연령을 의미한다.

Table. 3 Test Data
A B C D E

Sex Fe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11 6 15 12 18

Menarche X X X O X
RUS score 517 215 718 725 914

Height 145cm 120cm 166cm 150cm 172cm
Bone age 10.2 3.9 14.8 12.5 16.1
Maximum 

height 166.5cm 169cm 174cm 156.9cm 172.8cm

표 3에 해당하는 아동의 왼손 수골 엑스레이 영상을 

기존의 영상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얻어낸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Maximum Height Prediction Result of Existing 
Program

A B C D E
RUS score 649 491 542 603 456
Bone age 11.7 9.9 13.4 11.2 12.4
Maximum 

height 160.7cm 169cm 179.7cm 158.2cm 173.8cm

그와 동일한 영상을 입력하여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얻

어낸 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Maximum Height Prediction Result of New CNN 
Program

A B C D E
RUS score 430 227 623 740 697
Bone age 9.1 4.3 14.2 12.6 14.7
Maximum 

height 170.3cm 169cm 177.1cm 156.7cm 173.3cm

Fig. 5 Result of Experiment

그림 5는 위의 표 3, 표 4, 표 5의 결과 값 중 RUS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존에 영상처

리만을 이용하여 판독했을 때에 비해, CNN기반의 알고

리즘에서는 오차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 아이들의 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통해 소아 청소년의 성장을 관찰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키 성장은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

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 성

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키 성장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면서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

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키 성장에 관한 예측이 관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TW3는 수동으로 판독하기

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개인편차가 존재하고, 판독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히스토그램 기반의 영상처

리 알고리즘은 빠른 판독은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장예측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

이면서도 더 높은 정확도를 얻어내기 위하여 4개의 

convolution 레이어와 3개의 max pooling 레이어를 기

반으로 하는 CNN기반의 영상분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 정확도가 숙련

된 진단자가 직접 판별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

만, 기존의 영상처리 기술에 비해서는 결과 값의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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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데에 성공하였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추가적

으로 확보하여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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