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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ray AI는 자궁경부암을 조기발견하여
전세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인공지능과 원격판독 기능의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솔루션

Cerviray AI



Cervira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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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focus

·
·
·

·

인공지능 기반의 자궁경부암 원격판독 시스템
휴대용 확대경 + AI 소프트웨어
서울대학병원, 고려대병원 산부인과 공동연구 데이터 기반
자체개발 인공지능 알고리즘 AidotNet v1.2
(Sensitivity 93%, Specificity 89%)

Green filter

Convenient settingWireless transfer

Picture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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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콜포스코프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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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줌 렌즈

배율 3배

F3.2~F3.7

직경

F No

촬상 가능 거리

시스템

구분 스펙

1/3.2” 5M-PIXEL  17.8(W) x 28.0(H) x 43.1(L)

Ф5.92mm

20cm ~ 30cm

IMX415

UART, 9600bps 이상

MIPI, Coaxial cable

TOF

Auto / Manual

PWM

이미지 센서

렌즈 컨트롤

영상 출력 인터페이스

거리 센서

오토포커스

백색 LED 컨트롤

가장 진보한 자궁경부암 검진 시스템



Cerviray AI (인공지능 기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제품 사양)

Platform Spec Note

OS Windows Vista SP2 이상
Android 8.0 이상 PC와 태블릿 모두 대응

.Net framework 4.0 이상

CPU Intel Dual core 이상

Memory 1GB 이상

Storage 1GB 이상

Resolution PC버전: 가변형
安卓버전: 1920 * 1200

AI Framework TensorFlow

AI Network AIDOTNet v1.2
자궁경부암 특화 자체개발 AI
민감도: 93%
특이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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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ray AI의 자궁경부 검진과 판독은 원격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Relearning
전문판독의 판독결과를 재학습
(인공지능 판독정확도 지속 상승)

5

Report
비대면 또는 원거리 컨설팅
리포트 즉시 전송

4

Cerviray
Web Admin

Picture1

Cerviray 
fo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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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육안검진

가장 진보한 자궁경부암 검진 시스템



· 민감도 93%
· 특이도 89%

· TTA
국제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검사의
최종리포트 결과

Server

인공지능의 1차 스크리닝 판독2

3

Cerviray
for Experts

Remote consultation
전문의의 비대면 또는
원거리 컨설팅

Normal

CIN 1

CIN 2,3

C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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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ray 휴대용 콜포스코프

SD 카드

광학 줌 렌즈

촬영 버튼

배터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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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transfer

Green filter

Convenient setting

Auto focus

Picture album

Cerviray AI embedded

LCD 터치스크린

전원 버튼

줌/ 포커스



Clinical
Knowledge

Apply

Cerviray 인공지능 시스템
자궁경부암에 특화된 아이도트 자체 알고리즘 AidotNet v1.2 사용
인공지능 SW는 한국 수출용 KFDA 3급 허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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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권위의 의료기관과 공동연구

Database

AIDOTNet v1.1 Structure

(224*224) (54*54) (26*26)

(12*12)

(12*12)

(12*12)

(12*12)



KFDA 3급

민감도 : Max 93%
특이도 : Max 89%

Normal

C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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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5) (4096) (4096) (409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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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독의사 표시 인공지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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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ray 인공지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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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판독 선택

현장 판독 기능

5. 레포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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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궁경부 촬영

1~5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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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판독작업

인공지능 1차 판독 결과 참고

소요



원격 판독 기능

원격판독 선택

최종레포트 수령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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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궁경부 촬영

원격 상담



4. 인공지능 1차 판독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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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정보와 자궁경부 사진 전송 
(판독의뢰)

- 부인과 암 산부인과 종양 전문가

- 자궁 Colposcopy 진단전문가

-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부교수

- 대한 산부인과학회 정회원

- 대한 부인종양학회 정회원

- 대한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정회원

- 대한 암학회 정회원

- 대한 부인종양학회 수련위원

- 대한 부인종양학회 부인암 예방위원회

- 대한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학술위원

- 대한 의학 레이저학회 상임이사

판독의 그룹 책임자

한국 최고 권위의 산부인과
전문의 그룹이 원격 임상자문

송 재 윤 (고려대안암병원 교수)

시스템



세포진 검사 VIA Colposcopy

IFCPC(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ervical Pathology and
Colposcopy)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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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Benefits
Cerviray는 기존 세포검사 대비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합니다.



18

즉시 또는 당일

온라인 원격판독

인프라없음
(육안검사)

정확도 90%

세포검사

7일 ~ 30일

샘플 배송후 판독

인프라 비용 높음 
(실험실)

위음성율 55%

Cerviray AI



이제 Cerviray AI의 인공지능과 원격진료 시스템으로 훈련습득의 장벽 없이 누구나 쉽게 
중요한 검사 단계인 확대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HPV DNA test
자궁경부 세포를 솔로 긁어 샘플 채취
샘플을 보관하고 있다가 실험실로 보냄

j#c)*3$$,.:#A*0)'&&#,&#&,/A-'

j#k3&1#&'.(#16'#&%/A-'#10#16'#P%$

VIA

(Visual Inspection with Acetic acid,
Colposcopy)

3~5% 초산을 도포한 후 육안으로 초산반응을
통해 이상병변 유무(이형성증 및 암의 병태
생리학적 형태)를 관찰

Z(:%1+5"(%2/+".-%,2(1"-4,E

j#"//'(,%1'#*'&3-1

j#a0#,.7*%&1*3)13*'#*'?3,*'(

j#;*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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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logy (Pap smear, LBC) 자궁경부 세포를 솔로 긁어 샘플 채취,
병리학적 검사 진행

j#8,('-4#3&'(#,.#)03.1*,'&#5,16#:00(###
###/'(,)%-#)%*'#)0.(,1,0.&

j#8'--#e.05.#1'&1#/'160(

자궁경부암 육안검사의 중요성과 Cerviray AI 솔루션으로의 장애 요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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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식 진단방법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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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ervical cancer screening and management of cervical pre-cancers, WHO, 2017)

• 샘플채취가 간단

• 훈련, 습득의 장벽 낮음

• 전문 설비와 소모품 필요
• 설비가격이 비쌈
• 진단가격이 비쌈
• 세포 샘플 전달의 복잡성

• 조기 검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증된 
   검사 방법

• 긴 시간의 훈련 숙달이 필요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1분이내 스크리닝 판독

• 일반적인 확대경은 고가의 장비
10분의 1가격의 인공지능 솔루션 전용
휴대용 콜포스코프 활용

• 여성환자들의 방문검사에 대한 심적 불편함.
인공지능 스크리닝 후 원내 원격 비대면 전달 기능 
(상담시만 대면 가능)

j#Z'(,)%1'(#A%160-0:4#*'&03*)'#)%.#(0

• 의료환경 조건이 양호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

• 위음성률이 높음(최대 50%)

• 고가의 비용 (Lab 시설과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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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식이 간단

• 저렴한 비용

• 검진결과를 환자에게 즉시 알려 줄 수 있음

• 인프라 구축 필요 없음

•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일 수 있음

특징 문제점과 Cerviray AI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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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와 VILI는 자궁경부암 사전 스크리닝 검사에 적합합니다. 혁신기술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VIA 방식의 자궁경부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찍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Gallay C, Girardet A, Viviano M, et al.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low-resource settings: a smartphone
image application as an alternative to colposcopy. Int J Womens Health. 2017;9:455‐461. Published
2017 Jun 22. doi:10.2147/IJWH.S136351

VIA는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검사에서 단독으로 혹은 세포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세포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DOI: 10.1200/JGO.17.00127 Journal of Global Oncology - published online February 28, 2018

VIA의 정확도는 세포검사에 비할 만하며, 세포검사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Omole-Ohonsi A, Aiyedun T A, Umoru J U. Diagnostic accuracy of VIA compared to Pap smear cytology
in detecting premalignant lesions of the cervix. Afr J Med Health Sci 2013;12:25-30

VIA는 세포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세포검사는 VIA보다 특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Basu, et al.(2003). Visual inspection with acetic acid and cytology in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neoplasia in Kolkata,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cancer
: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Gynecological Cancer Society. 13. 626-32. 10.1046/j.1525-
1438.2003.13394.x.

인공지능을 자궁경부암 검진에 이용시 정확도가 30% 개선되었습니다.
https://med.sina.com/article_detail_103_2_60327.html
https://med.sina.cn/article_detail_103_1_59251.html

VIA(Visual Inspection with Acetic acid) 
임상적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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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외형

Cerviray

한국

휴대용/
광학/ 디지털

자동 + 수동

3배 ~ 5배 / 
광학식

배터리

LED
(눈부심 방지)

있음

있음

있음

Mobile ODT
_EVA

이스라엘

휴대용/ 디지털

수동

4배 / 광학식

배터리

LED

있음

No

No

Kejian-AD

중국

휴대용/ 디지털

수동

12배 / 
디지털 줌

배터리

LED

있음

No

No

MedGyn

미국

이동식/ 디지털

수동

36배 / 
디지털 줌

배터리

LED

있음

No

No

Leisegang 
Optik 2

독일

이동식/ 광학
/ 디지털

수동

3.75배, 7.5배,
15배

케이블

LED

있음

No

No

국가

타입

초점

배율

전원

광원

그린필터

원격진단

인공지능

타사 제품 비교
Cerviray AI 솔루션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최첨단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육안검진 시스템입니다.
최고 성능의 휴대용 확대경과 인공지능 보조진단, 전문판독의의 원격진단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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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Waxman, et al. MD12 ASCCP Colposcopy Standards: How Do We
Perform Colposcop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Standards, Journal of
Lower Genital Tract Disease: October 2017 - Volume 21 - Issue 4 - p 235-241
https://journals.lww.com/jlgtd/FullText/2017/10000/ASCCP_Colposcopy_Standards__
How_Do_We_Perform.5.aspx

Diagnosis of cervical precancer: Use of colposcopy
https://obgynkey.com/diagnosis-of-cervical-precancer-use-of-colposcopy/

Gallay C, Girardet A, Viviano M, et al.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lowresource
settings: a smartphone image application as an alternative to
colposcopy. Int J Womens Health. 2017;9:455‐461. Published 2017 Jun 22.
doi:10.2147/IJWH.S136351

Waxman AG, Buenconsejo-Lum LE, Cremer M, et al.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Affiliated Pacific Islands: Options and
Opportunities. J Low Genit Tract Dis. 2016;20(1):97‐104. doi:10.1097

Sriplung H, et al. Success of a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 trends in
incidence in songkhla, southern Thailand, 1989-2010, and prediction of future
incidences to 2030. Asian Pac J Cancer Prev. 2014;15(22):10003-8. PubMed
PMID: 25520060.

1

2

3

4

5

6

SOGC/ SCC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Colposcopic Management of Abnormal
Cervical Cancer Screening and Histology
http://ifcpc.org/newWP/wp-content/uploads/2017/10/Colposcopy-Guidelines-
FINAL-2012-0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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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ray AI 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이미 세계 각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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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marketing@aidot.ai  |  www.aidot.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