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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로봇 수술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해당 수술을 진행 시, 특정 혈관, 신경 또는 물체를 건드리면 

인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기 어려움.

o 고안한 인공지능이 주요한 물체를 미리 표시해주어 수술 과정 시 해당 물체에 경각심을 주며 수술 

도중 해당 구조물이 손상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o 최정족으로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해 로봇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의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고자 함.

o 또한, 수술 과정을 정량화 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로봇 수술을 교육받는 초심자들에게 

수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본 연구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Artificial Intelligence, XAI)를 기반으로 하

는 분류(Classification)모델 및 탐색(Detection)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내용

o 딥러닝의 연구 방법 중 분류(Classification)을 통해 수술 동영상 내에서 부갑상선이 존재하

는 I-Phase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딥러닝의 연구 방법 중 탐색(Detection)을 통해 수술 과정 중 부 갑상선의정확한 위치를 찾

아내는 것을 목표로 함.

o 인공지능이 물체를 분류 및 탐지하는동시에 그 판단 근거 또한 제시하는 XAI 기법을 적용하

여 시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분류 모델 성능 평가 결과

Precision Recall Accuracy
ResNet151 61.87% 70.25% 92.88%

VGG19 62.11% 70.86% 92.90%

Modified 
3D-ResNet

65.23% 71.22% 92.92%

탐지 모델 성능 평가 결과

IoU Precision Recall
SSD 51.48% 57.71% 65.51%

YoLo 53.16% 59.40% 66.91%

Ours 54.55% 60.63%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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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영상 내 부갑상선 탐지(Detection) 기법을 설명하는 인공지능(XAI) 개발 결과

a.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XAI를 결합할 수 있을 뿐더러, 문맥을 고
려하여 부갑상선을 찾아낼 수 있음.

b. 이전 프레임에서 보이다가 현재 프레임에서 로봇 팔에 가린 경우라도, 부갑상선이 존재
한다고 여겨지는 위치에bounding box를 표시하여 준다.

c. Dual-phase XAI를 사용하여, 현재 프레임에서, AI가 의도하는 바를 시각화 할 수 있으
며, 자동적으로의미를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음.

d. XAI가 해당 행위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임.

e. 판단 근거의 히트맵(heatmap)이미지들이 총 5개의 클러스터(cluster)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4개는 특징이 보이나, 나머지는 명확한 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특징이 뚜렷한 4개는 
임상학적으로 (사람이) 부갑상선으로 판단하는 근거와 비슷한 이유가 많이 보임.

i.     부갑상선이 훼손되지 않게 로봇 팔로 절제부위에서 멀리 밀어 두거나 잡아당김

ii.    부갑상선처럼 보이며, 모양과 색깔이 비슷함

iii.  안에 액체가 있어 다른 부위보다 빛이 반사된다.

iv.  부갑상선을 살리려는 시도가 있음.

활용방안 / 기대효과

1) 본 연구의 결과로 수술 영상을 context 기반으로 phase를 분류하는 AI 알고리즘이 개발 
될 것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함.

- 수술의 과정을 정량화 하여, 수술을 배우는 의료 초심자들의 교육에활용할 수 있게 함.

- 수술의 과정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어, 좀 더 안전한 수술을 받게끔 유도할수 있음.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갑상선 수술동영상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혈관, 신경, 부
갑상선 등, 손상을 피하고자 하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도
록 함.

- 이미지 기반의 해부학적 구조물 탐지가 아닌, 수술 과정에 맞는 phase를 기반으로 해부
학적 구조물을 탐지하는알고리즘 개발

- 이를 활용하여, 수술 시, 중요 부위 (신경, 부갑상선 등)를 실수로 절제하는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의료 사고의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음.

3) 외과의사는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술 중 안전한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로봇 수술의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은 줄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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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