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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콘빔전산화단층영상에서 하악과두의  

라디오믹스 분석을 이용한 연령감정 모델  

 

<지도교수 한 상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승  현 

 

 

연구목적: 콘빔전산화단층영상에서 하악과두 해면골의 라디오믹스 분석을 시행하

고, 머신러닝을 통해 연령 집단과 상관관계가 높은 주요 요소만을 선별하고자 한

다. 또한 이들 주요 라디오믹스 요소를 통해 연령 집단을 추정하는 모델을 구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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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2017 년 9 월부터 2020 년 11 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질환이 아닌 치과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된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 154 명, 여성 196 명, 총 350 명의 

한국인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10~78 세 (평균 나이: 34.38 세) 였다. 

이들을 하악 과두의 성장이 완료되는 25 세를 기준으로 25 세 이하와 25 세 

초과인 2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전체 700 개의 하악과두에 대해 과두 중심부의 해면골 상에서 관심영역을 

지정하고, 49 개의 라디오믹스 특성요소에 대해 그 값을 얻었다. 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 두가지 알고리즘의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두 연령 집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 요소를 선별하였다. 전체 샘플의 80%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령 집단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20%의 샘플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연구결과: 총 49개의 라디오믹스 특성 요소 중 두 가지 알고리즘 모두에서 연령 

그룹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11개의 특성이 선정되었다. 선택된 11개의 라디오

믹스 특성요소를 바탕으로 연령 그룹을 예측하는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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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최종 모델로 확립하였으며 분석 결과 이 프

로그램에 어떤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을 넣었다면 25세 이하라고 맞추는 정확도

(accuracy)가 68.57%이고, 정밀도(precision)는 68.75%, 민감도(sensitivity)는 

53.23%, 특이도(specificity)는 80.77%로 나타났다.  

결론: 하악과두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의 라디오믹스 분석 모델을 통해 연령추정이 

가능하였으며, 대량 인명 피해로 신속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연령 집단 추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핵심어: 콘빔전산화단층영상, 하악과두, 연령감정, 법의학, 라디오믹스,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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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빔전산화단층영상에서 하악과두의  

라디오믹스 분석을 이용한 연령감정 모델  

 

<지도교수 한 상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승  현 

 

Ⅰ. 서론 

 

연령 추정은 법의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성인 신

분 예측에 대한 법적 분쟁 자료, 사망자 식별, 이민자격 확인과 같은 맥락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신체 성숙도 관련 측정치를 분석 및 비교함으

로써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성장 속도와 참조 모집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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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통계 방법의 적용 및 분석 도구의 발달로 인해 그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 장비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데이터의 질과 

양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라디오믹스라는 영상 진단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다. 라디오믹스는 의료영상으로부터 정보를 추

출하여 환자의 예후예측을 하는 학문으로서 개인별 맞춤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밀 진료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치료 결과 및 암 유전

학에 대한 잠재적 예측력으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맞춤형 의

학을 위한 중요한 응용 분야로 여겨진다.[4, 5] 라디오믹스는 영상을 추출 

가능한 데이터로 파악하여 정량적이고 다차원의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로, 영

상을 가공하고 분석하여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에 이르는 영상 지표를 추

출하는 방법이다. 육안으로는 정량화가 어려운 영상 특성을 데이터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하악과두의 해면골 특성과 같이 성숙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나 기존에는 표준화된 진단을 내릴 수 없었던 분야에도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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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을 위해 추출되는 정보들은 영상에서 지정된 조직의 모양, 부피, 신호 

강도, 텍스처, 기울기와 같은 요인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수백 개의 수학적인 특징을 가진다.[5] 2020년 열린 북미방사선학회 

컨퍼런스에서는 화재에 노출된 시간에 따른 뼈 샘플을 라디오믹스로 분석하

여 법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6] 또한 V. Kumar는 종양

의 위치와 분포 정보를 바탕으로 획득한 폐암의 병기 정보를 라디오믹스 특

징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환자의 예후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발견하

였다.[7]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콘빔전산화단층영상(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에서 라디오믹스 분석 방법을 이용

하여 하악과두의 분석을 시도하여 연령 추정을 진행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두개골, 하악골, 치아, 손과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연령을 추정하였다.[8] 이중 하악골은 다른 뼈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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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따른 변화가 커 신체 연령과 하악골 형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9] 하악골 중에서도 하악과두는 하

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비교적 늦은 연령대까

지 지속적으로 발육하여, 25세 전후에 그 성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콘빔전산화단층영상에서 하악과두 해면골의 라

디오믹스 분석을 시행하고, 이 중 연령 집단과 상관관계가 높은 주요 요소만

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선별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주요 라디오믹스 요소

를 통해 연령 집단을 추정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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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내원한 한국인 환자 중, 측두하악관절질환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치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콘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에 사용된 콘빔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은 Alphard 3030 (Asahi Roentgen Ind.,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관전압 80kVp, 관전류 8mA, 촬

영 영역(Field of view) 154 X 154 mm3, 체적소(voxel) 크기 0.3 mm 및 

노출시간 17초의 조건으로 획득되었다. 총 350명의 대상자를 하악과두의 성

장이 완료되는 25세를 기준으로 25세 이하와 25세 초과의 2개 그룹으로 나

누었다.[10]  

전체 연구 과정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2-2018-0064)의 승인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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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개인정보의 보

호를 위해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처리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350명 대상자의 연령 집단 및 성별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각 연령 집단의 남녀 비율을 비교적 일정하게 선정하여 남녀간 하

악과두 성숙도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그림 1)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38세이며, 연령 범위는 10~78세로 구성되었다. 

 

Table 1. Subject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and sex 

 

 

 Group 1 ( ≤ 25 age) Group 2 (>25 age) Total 

Male 72 82 154 

Female 84 112 196 

Total 156 19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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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bject distributions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2. 영상 분석 및 라디오믹스 특성값 추출 

관심영역의 설정을 위해 콘빔전산화단층영상에서 좌우의 하악과두가 가장 

크게 보이는 축상면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축상면에서 좌측 및 우측 하악과

두의 피질골을 제외하고 해면골만을 포함하는 일정한 크기(8~10 mm2)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그림 2) 총 49개의 라디오믹스 특성요소에 대해 값

을 추출하였으며 분석에 AVIEW Research software (Coreline Soft Inc., 

Seoul,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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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ection of the region of interest on mandibular condyle head for 

radiomics analysis 

 

 

3. 특성 선택과 예측 모델 개발 

각 관심영역에서 추출된 라디오믹스 특성값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은 8:2의 

비율에 따라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무작위 분할되었다.(표 2) 

Table 2. Data distribution of training and test set according to age group 

Group Training set (n) Test set (n) Total (n) 

Group 1 ( ≤ 25age) 250 62 312 

Group 2 ( > 25age) 310 7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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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방법 중 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연령 집

단과 상관성이 높은 특성요소를 선택하였다. 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기술하였다.[11, 12] 

Table 3. Description of the algorithm for feature selection 

Feature 

selection 

method  

Description  

Random Forest 
A ensemble algorithm of learning multiple decision trees created by selecting a 

fraction of samples of the input data and the random choice of a subset of variables  

XGboost 
A gradient boosting ensemble algorithm of learning multiple decision trees using 

regularized learning and cache-aware block structure tree learning  

두 개의 모델에서 각각의 특성 요소를 중요도 순서로 나열한 후, 두 모델 

모두에서 중복으로 포함되는 총 11개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표 

4)  

Table 4. Selected radiomics features using random forest and XGboost algorithms in 

order of importance 

Random Forest XGboost 

Moment_J1*  GLRLM_RV  Moment_J1*  GLSZM_ZV  

GLCM_SumEntropy*  GLSZM_LAHGLE  GLDM_DE*  GLCM_Hom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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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M_Entropy  GLSZM_GLN*  GLSZM_ZE*  FirstOrder_Skewness  

Moment_J2  GLRLM_LRHGE  GLCM_SumEntropy*  GLDM_DNN  

Histo_Energy  FirstOrder_rMAD  FirstOrder_Max  GLCM_InverseVariance  

GLSZM_ZE*  Grad_Std*  GLCM_Correlation  NGTDM_Complexity  

Histo_Std  Histo_ExcessKurtosis  GLDM_SDLGLE  FirstOrder_Range* 

GLCM_ASM  GLDM_SDHGLE  NGTDM_Busyness*  Grad_Std*  

NGTDM_Coarseness*  GLRLM_RE*  NGTDM_Coarseness*  GLRLM_LRE  

GLDM_DE*  GLDM_GLN*  NGTDM_Contrast  Percentile_10  

GLSZM_SZN  FirstOrder_Mean  GLCM_CS  GLCM_MCC  

GLDM_DN  GLDM_HGLE  GLDM_SDE  GLRLM_RE* 

GLDM_GLV  NGTDM_Busyness*  Percentile_25  GLSZM_GLN*  

FirstOrder_Range* GLCM_IDM  GLSZM_LAE  GLDM_GLN*  

GLCM_Contrast  GLRLM_RLNUN  FirstOrder_ExcessKurtosis  Percentile_95  

*; features selected by both algorithms 

최종적으로 선택된 11개의 특성요소가 속한 분류 및 정의는 표 5에서 기

술하였다. First order, Gradient,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Gray-Level 

Run-Length Matrix (GLRLM), Moment의 5개의 그룹에서 각각 1개 Gray-level 

size zone matrix (GLSZM), Neighborhood gray-tone difference matrix (NGTDM), 

Gray-level dependence matrix (GLDM)의 3개의 그룹에서 각각 2개의 특성이 선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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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on of the selected radiomics features and feature groups to which 

they belong 

Feature group (abbreviation) Feature Definition 

First Order FirstOrder_Range Range of gray values 

Gradient Grad_Std Standard deviation value of gradient image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GLCM_SumEntropy Sum entropy 

Gray-Level Run-Length Matrix 

(GLRLM) 
GLRLM_RE 

Uncertainty or the randomness in the 

distribution of run lengths and gray levels 

Gray-Level Size Zone Matrix 

(GLSZM) 

GLSZM_GLN Variability of gray-level intensity values 

GLSZM_ZE 
Uncertainty or the randomness in the 

distribution of zone sizes and gray levels 

Neighborhood Gray-Tone 

Difference Matrix (NGTDM) 

NGTDM_Coarseness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center voxel 

and its neighbours 

NGTDM_Busyness Degree of change from a pixel to its neighbour 

Gray-Level Dependence Matrix 

(GLDM) 

GLDM_GLN Similarity of gray-level intensity values 

GLDM_DE Uncertaintiy/Randomnss of dependence matrix 

Moment Moment_J1 
Certain particular weighted average of the 

pixels’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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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총 11개의 라디오믹스 특성값을 학습하여 연령 집단을 예측하는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구축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파라미터인 결정 트

리 수(범위: 1~500)와 결정 트리의 최대 깊이(범위: 1~10) 값을 조절하여 

연령 집단을 예측하는데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최종 모델로 확립

하였다. 

4. 통계 분석 

두 연령 집단 별 라디오믹스 특성값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신뢰구간, 

95%)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최종 확립된 연령 집단 예측 모델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및 특이도를 분석하여 최종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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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령 집단 별 라디오믹스 특성값 차이 

연령 집단의 예측에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선택된 11개 특성요소의 그룹

별 평균값 및 표준오차를 표 6에서 나열하였다. 3개의 특성요소를 제외한 나

머지 요소에서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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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lue distribution of selected feature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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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elected radiomics features for each group 

Feature 
Group 1 (≤ 25 age) 

(n = 312) 

Group 2 (>25age) 

(n = 388) 
p-value 

FirstOrder_Range 330.33   72.49 355.21   76.04 0.000* 

Grad_Std 30.82   8.14 32.63   7.77 0.003* 

GLCM_SumEntropy 3.70   0.33 3.82   0.27 0.000* 

GLRLM_RE 0.82   0.15 0.83   0.13 0.479 

GLSZM_GLN 7.79   2.13 8.15   1.51 0.011* 

GLSZM_ZE 4.22   0.29 4.32   0.19 0.000* 

NGTDM_Coarseness 0.09   0.05 0.07   0.03 0.000* 

NGTDM_Busyness 0.04   0.01 0.04   0.01 0.208 

GLDM_GLN 13.23   3.87 13.66   2.93 0.100 

GLDM_DE  4.57   0.33  4.70   0.21  0.000* 

Moment_J1  9912.66   4702.18  8412.10   3069.62  0.000* 

Independent t-test;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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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집단 예측 모델의 성능평가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추정 트리수=31, 최대 트리 깊이=9인 경우,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해당 파라미터로 설정한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최종 모델로 확립하였다.  

테스트 데이터셋에 최종적으로 확립된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25세 이하 

집단에 속한 데이터를 25세 이하라고 예측하는 정확도(accuracy)가 68.57%

이고, 정밀도(precision)는 68.75%, 민감도(sensitivity)는 53.23%, 특이도

(specificity)는 80.77%의 결과를 보였다. 표 7과 8 에서 혼동행렬

(confusion matrix) 및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특이도를 제시하였다.  

Table 7. Confusion matrix of test dataset result  

      Number of data 

Predicted Group 

Group 1 (≤25 age) Group 2 (> 25age) 

Actual 

Group 

Group 1 (≤25 age) 

(n=62) 
33 29 

Group 2 (> 25age) 

(n=78) 
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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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odel evaluation metrics of test results  

Evaluation 

metrics  
Accuracy  Precision  Sensitivity  Specificity  

Value (%) 68.57  68.75  53.23  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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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895년 Wilhelm Konrad Rontgen이 X선을 발견한 이후, 방사선 사진은 

질병의 진단, 치료 및 결과 평가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법

의학이란 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의사와 병리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 영상의 전문 분야로 연령 추정을 위해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13] 

방사선 영상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대상의 크기, 골조직 변화와 같은 개

인식별이나 연령 추정을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14] 

다양한 연구들에서 방사선 영상의 비교를 통해 개인식별과 연령감정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 1992년 Kang 등은 대형재해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흉부 및 요추전후방사선 영상의 사전(死前)과 사후(死後) 비교 

평가를 통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개인식별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또한 Kellinghaus 등은 502건의 CT영상으로 촬영된 쇄골의 근

심측 골말단부의 골화 단계를 5단계를 분류하여 연령 추정에 사용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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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6]  

특히, 치아를 포함한 두경부의 경조직은 연조직과 달리 화재 등의 대형 재

난 시 손상이 덜하며, 치과 치료 시 방사선 영상의 획득이 빈번히 이루어져 

사전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치과방사선영상들은 그 법의

학적인 가치가 높다.[17] 2000년 대 초반, 이미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단방

사선영상을 통해 치관의 석회화, 치근단공의 폐쇄 여부 등을 토대로 그 발육 

시기를 8단계(A-H)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법정 성인 연령인 18세의 도달 

여부를 감정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8] 이러한 연구는 또한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로, 단근치에서 치수강 및 치질의 면적 비율이나 

크기 비율을 토대로 연령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최근까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19] Marroquin 등은 소구치 혹은 견치 등의 단근치아

에서 치수/치아 면적 비율 계산법과 치수/치아 넓이-길이 비율계산법이 가

장 쉽고 빠르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연령추정법으로 제시하고 있다.[17]  

최근에는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의 급속한 도입으로 이를 토대로 한 삼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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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법의학적 분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20] 특히 콘빔전산화단

층영상은 일반 CT에 비해 낮은 방사선 노출량과 저렴한 비용의 장점을 갖

추고 있어,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에서 그 사용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을 뿐 아니라,[21] 높은 공간해상도를 보이는 특징으로 인해, 해면골과 같

이 작은 골조직의 분석에 마이크로 CT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연

구도 보고된 바 있다.[22]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사선 영상에서 법의학적인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비교적 최근 도입된 개념인 라디오믹스 역시 법의학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2020년 열린 북미방사선학회에서는 화재에 노출

된 시간을 달리한 뼈 샘플을 라디오믹스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6] 

라디오믹스는 의료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정량적인 특징정보를 통합하여 진

단 및 예후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5] 통상 개별 

종양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예후를 예측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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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종양의 감별 진단, 진행 상황에 따른 병기의 구분, 이에 따른 치료법의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5] 

점점 라디오믹스의 활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질환과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astegar 등은 척추와 엉덩이뼈 부위에서 촬영된 방

사선흡수계측영상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에서 라디

오믹스 분석과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정도를 예측하

는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였다.[4] 이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 집단의 감

별에 라디오믹스를 적용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디오믹스의 특성값을 통한 예측 모델의 개발에 있어 주요 특성 요소의 

선택은 까다로운 과정이다. 특성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부터 수십 가지의 특성 요소 값이 추출되게 된다. 이 중 질환의 예후 등과 

같이 원하는 정보를 예측하는데 상관성이 높은 특성들을 적절한 통계 모델

이나 기계학습 모델을 통하여 선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랜덤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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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Forest), SVM(Support Vector Machine),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 등이 주로 적용되며 최근에는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도 사용되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

하는 모델 중 빈번히 사용되는 랜덤포레스트, XGboost를 동시에 적용하여 

수십 가지의 라디오믹스 특성 요소 중 주요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하

였다. 또한, 데이터셋을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할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특성요소 선정 및 무작위 데이터 

추출법은 객관적인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되며 다른 연

구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두개골, 하악골, 치아, 손과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연령을 추정하였다.[8] 하악 과두의 경우 25세 전후에 하

악 내부의 적골수(red marrow)가 황색골수(yellow marrow)로 변화가 완

료 되어 그 성장이 종료된다고 알려져 있어, 비교적 늦은 나이까지 연령 추

정이 가능하다.[10] Liu 등 과 Lei 등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콘빔전산화

단층영상에서 하악과두 연골하 피질골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였다.[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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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ayrak 등은 전문가가 콘빔전산화단층영상영상을 평가했을 때, 연령에 

따라 피질골 성숙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25] 하지만 앞서 언

급된 연구에서 방사선 영상의 평가는 전문가의 시각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

어졌기 때문에 관찰자마다 주관적인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악과두의 

정량적인 라디오믹스 값으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를 통한 연

령감정을 시도해봤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콘빔전산화단층영상에서 하악과

두를 대상으로 연령 추정을 시도한 연구는 그동안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관심영역 설정이 이차원 영상에서 이루어져서 제한적

일 수 있다는 점, 대상자 수가 적어서 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지 못했다는 점, 

기본 데이터인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의 낮은 대조해상도의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관심영역 설정을 삼차원 입체영상에서 얻을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예

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악과두의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을 이용하여 정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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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믹스값으로부터 추출된 특성값을 통해 연령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라디오믹스 특성이 다양하

지만 중요한 특성을 고르는 연구가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특성 선

택에 머신러닝 기반의 두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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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e estimation model using radiomics analysis  

for the mandibular condyle on cone-beam computed 

tomographic images 

Seung-Hyun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Sun Han, D.D.S., Ph.D.)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radiomics analysis of the mandibular 

condyle cancellous bone in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and to select only the main 

elements with high correlation with the age group through machine learning. In addition, 

we intend to build a model that estimates the age group through these major radiomics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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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image which taken from September 2017 to November 2020 at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for the purpose of dental treatment other than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s. Images of 154 males, 196 females, and a total of 350 

Koreans were selected, and the subjects were 10 to 78 years old (average age: 34.38 years 

old). They were again divided into two groups: under 25 years of age and over 25 years 

of age, based on the age of 25 at which the mandibular condylar head has completed 

growth. 

For a total of 700 mandibular condyles, the region of interest was designated on the 

cancellous bone in the center of the condyle, and the values were obtained for 49 

radiomics characteristics. Using machine learning of two algorithms, Random Forest and 

XGboost, we selected the most correlated trait elements with the two age groups. A model 

predicting the age group was constructed by randomly selecting 80% of all sampl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tested with the remaining 20% of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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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a total of 49 radiomics feature elements, 11 features that show high 

correlation with age groups in both algorithms were selected. We constructed a random 

forest model that predicts age groups based on the 11 selected radiomics characteristics. 

Among them, the model with the highest accuracy was established as the final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f a certain CBCT image was inserted into this program, the 

accuracy to be considered as under 25 years old was 68.57%, the precision was 68.75%, 

and the sensitivity was 53.23% and specificity was 80.77%. 

Conclusions: Age estimation was possible through radiomics analysis model of 

mandibular CBCT,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help in estimating the age group when 

rapid identification is required due to mass casualties. 

 

 

Keywords: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Mandibular condyle, Age estimation, 

Forensics, Radiomics, Machine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