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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X선 영상을 이용한

치아 와동 컴퓨터 보조 검출 시스템 연구

A Study of Computer-aided Detection System for Dental Cavity 

on Digital X-ray Image

허 창 회* ․ 김 민 정* ․ 조 현 종

(Chang-hoe Heo ․ Min-jeong Kim ․ Hyun-chong Cho)

Abstract - Segmentation is one of the first steps in most diagnosis systems for characterization of dental caries in an early 

stage. The purpose of automatic dental cavity detection system is helping dentist to make more precise diagnosis. We proposed 

the semi-automatic method for the segmentation of dental caries on digital x-ray images. Based on a manually and roughly 

selected ROI (Region of Interest), it calculated the contour for the dental cavity. A snake algorithm which is one of active 

contour models repetitively refined the initial contour and self-examination and correction on the segmentation result. Seven 

phantom tooth from incisor to molar were made for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algorithm. They contained a different form 

of cavities and each phantom tooth has two dental cavities. From 14 dental cavities, twelve cavities were accurately detected 

including small cavities. And two cavities were segmented partly. It demonstrates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the dental lesion 

detection using Computer-aided Detection (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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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치주질환과 함께 치아 우식증은 대표적인 구강병 

중 하나이다. 치과 의사를 통한 디지털 X-선 영상의 치아 우식증 

진단은 육안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

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교육과정을 통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진료를 진행하게 된다. 

특이하고 복잡한 치아의 형태인 경우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 우식증 진단에 오진이 발생할 수 있

고 초기 단계의 치아 우식증은 정지되거나 되돌릴 수 있고 간단

한 처치만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질환이 심화될수록 복잡한 

치료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정확한 치아 우식증 진단은 향후 치료의 예후를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기존의 나와 있는 다양한 치아 

충치 검출 방법의 대부분은 주로 치과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

으로 하여 육안 검사 및 촉감에 기초로 하고 이러한 방법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충치 병변을 감지 할 수 있다. 하지만 Fiber Optic 

Transillumination(FOTI), Digital Fiber Optic Transillumination 

(DIFOTI)은 낮은 민감도를 단점으로 뽑으며 DIAGNOdent, 

Electronics Caries Monitor(ECM), Quantitative Light Induced 

Fluorescence(QLF) 등의 방법은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치료비

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특별한 장비를 이용한 탐색 

방법이 아닌 획득 영상에 직접 영상처리를 해서 치과의사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보조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치아에 Active 

Contour Model (ACM)을 적용하여 병변을 탐지하거나 클러스터

링을 기반으로 병변 분할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치아 

병변 검출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2-6].

병변의 윤곽선 검출은 주어진 영상의 모양, 크기, 위치, 텍스처 

등의 유용한 여러 정보를 분석하여 영상 처리를 연구함에 있어 우

선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치아 우

식증의 초기 단계인 Non-cavitated caries lesion인 경우 X-선 영

상에 의해서 판별이 불가능하다[7]. 그래서 국제 충치 탐지 평가

시스템(International Caries Detection and Assessment System 

(ICDAS))에서 제시한 3 mm2 이상의 크기의 병변을 검출 하는 것

을 목적으로 치아 우식증 진단 보조 할 수 있는 디지털 X선 치아 

영상의 와동 진단 보조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8]. 

2. 이론 및 방법

윤곽선 검출 및 분할을 통하여 치아에서 와동의 경계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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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 3대구치를 

제외한 성인 치아 1번 중절치부터 7번 제 2대구치까지 7종의 자

연 치아를 확보한 후에, 각각의 치아마다 인위적으로 다른 형태

의 구멍을 만들어 제작된 치아 와동 X-선 영상을 이용하였다

[6]. 영상 획득을 위해 구내 X-선 발생장치(모델명: CS 2100, 

제조회사: Carestream Dental LLC, USA)를 이용하였고, X-선 

조사 조건은 관전압 60 kV, 관전류 7 mA, 그리고 노출 시간 

0.125 s으로 조정하였다.

2.1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치아의 병변의 결과는 영상의 해상도, 대조도와 병변의 형태, 

경계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일반화 하여 공통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몇 가

지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검출 성능을 높였다. 그림 1 (a) 원 영

상을 디스플레이에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 영상의 밝기가 밝고 

어두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서 계조간의 차이가 생긴다. 그 차

이를 보정 해주기 위하여 같은 데이터 용량으로 더 부드러운 계

조를 표현 하여 어두운 부분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로 표현하고 

밝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표현을 함으로 와동에 희

미한 부분을 도출한다. 영상에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을 

진행 한 결과가 그림 1 (b)이다[9].

   (a)         (b)               (c)

그림 1 (a) 원 영상 (b) 감마 보정 (c)양방향 필터

Fig. 1 (a) Raw image (b) Gamma correction 

(c) Bilateral filter

영상의 경계를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평활화 시키는 비선형 필

터로써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를 사용하여 그림 1 (c)의 영

상을 얻었다. 공간 필터는 중앙 화소에 공간적으로 가까운 화소

들에게 높은 가중치를 주고, 범위 필터는 중앙 화소의 그레이 레

벨과 비슷한 화소들에게 높은 가중치를 준다. 입력화소 값에 대

해 이웃 화소들의 값들을 공간(domain), 범위(range)에 대한 가

중치를 함께 적용한 가중 평균을 이용하여 결과 이미지를 구한

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

방향 필터(Bilateral filter)라고 불린다. 이렇게 구해진 결과 이미

지는 원영상보다 선명도는 증가하고 노이즈가 감소된다.[10]

2.2 라플라시안 가우시안 필터(Laplacian of Gaussian)

영상에서의 1차 미분 값의 크기는 에지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반면 2차 미분 값은 에지의 화소가 밝은 

부분에 있는지 어두운 부분에 있는지를 결정 하는데 사용 된다 

[9]. 2차 미분 방식을 이용한 라플라시안 마스크는 주변의 밝기

와 차이 값을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또한 에지 보다는 영상 내의 가는 선이나 고립점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치아 이미지에서 외곽이 아닌 내부에 있

는 와동을 찾기에 적합하다. 라플라시안 마스크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우시안을 적용한 것이 LoG 

(Laplacian of Gaussian)이다. 가우시안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2)

평균필터에 가우시안을 적용하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

질수록 적용되는 가중치를 줄여나가며 원본 영상을 최대한 손상

시키지 않고 노이즈를 제거한다. 

위의 식(1)과 식(2)를 합하여 정리하면 LoG(Laplacian of 

Gaussian)을 구할 수 있다. 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을 조절함으로 함수의 폭과 최대, 최소값을 조절 할 

수 있다. 함수의 폭이 넓으면 에지가 넓게 검출되며 함수의 폭이 

좁으면 경사가 급격하고 세세한 에지가 검출된다[11]. 위의 과정

에 따라 이미지에 적용을 하면 그림 2 (a)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b)

그림 2 (a)라플라시안 가우시안 (b) 골격화

Fig. 2 (a)Laplacian of Gaussian (b) Skeletonization

2.3 골격화 (Skeletonization)

위의 과정으로 추출된 에지 결과에서 인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직 남아있는 노이즈를 제거한 후 검출된 병변의 윤곽선

(contour)의 화소를 제거함으로써 점점 더 가늘어지게 두께를 줄

여서 ‘1’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골격선(skeleton)을 얻는

다. 여기서 두께 ‘1’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정보를 가능한 압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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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구해진 골격선은 병변의 모든 특징들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연결성,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그 결과는 그림 2 (b)와 같다.

       (a)         (b)

       (c)         (d)

그림 3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과정

Fig. 3 Snake algorithm process

2.4 스네이크 알고리즘(Snake Algorithm)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의 객체 윤곽에 존

재하는 스네이크 포인터들을 현재 프레임의 객체 윤곽으로 이동

시켜 객체를 추적하는 예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전 프레임의 

각 스네이크 포인터는 현재 좌표를 기반으로 설정된 탐색 윈도우 

영역 내에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픽셀로 이동하여 현재 프레임

의 객체 윤곽을 결정하는 새로운 스네이크 포인터를 구성한다

[13,14]. 그림 3의 (a)는 와동을 골격화 하여 얻어진 윤곽선 영상

이며 (b)-(d)에서 스네이크 포인터들이 스네이크 에너지가 최소

화 되어 골격화 된 와동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             (b)

그림 4 (a)의 특성 (b)의 특성 

Fig. 4 (a) Characteristics of  

(b) Characteristics of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움직임은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에 의하여 움직인다. 내부 에너지 는 포인터 사이의 인력

을 의미하는 수축 에너지 와 인근 스네이크 포인터들의 

구부러진 정도를 의미하는 곡률 에너지 로 정의 되고 스

네이크 포인터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두 에너지의 특성은 식(4) 

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식(4)의 V(s)는 스네이크 포인터를 의미

하고, 는 가중치이다. V(s)의 1차 미분은 로, V(s)의 2차 

미분은 로 표기한다. 식 (4)에서 수축 에너지 는 픽셀 

간의 간격이 작아지게 하고 곡률 에너지 은 픽셀 간의 

간격의 차이가 작아지게 함으로써 곡선 모양을 갖게 만든다. 

         




 


  




 
         (4)

외부에너지 는 이미지 자체의 힘을 조율하는 와 외부 

제약조건을 나타내는 을 통해서 배경과 객체의 경계를 나타

낼 수 있는 밝기 값의 기울기 정보를 이용하여 스네이크 포인터

를 객체의 윤곽선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내부에너지 

와 외부에너지 의 관계에 의해 스네이크 포인터들은 객체 윤

곽으로 수렴한다. 그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식 (5)와 같다[15].

     


  





 






   






    

(5)

내부에너지 는 수식(6)같이 나타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V(s)의 1차 미분( )의 절대 값의 제

곱은 수축 에너지 로서 윤곽선(contour)을 수축시키는 역

할을 하고 V(s)의 2차 미분( )의 절대 값의 제곱은 곡률 에너

지 으로써 윤곽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준다.

    

  

 
  

 (6)

 의 함수가 수축하는 역할을 한다면 외부 에너지 의 

이미지 에너지 는 스네이크 포인터가 이미지의 윤곽선에 수

렴하게 한다. 이미지 에너지 는 Line, Edge, Termination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값은 무게 파라미터 값

(    )에 의해 조절되고 식(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 에너지 는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

분을 변화시켜서 사용하면 된다. Line 에너지    는 이미지 자

체의 명암을 이용하고 Edge 에너지 는 이미지의 밝기 값의 

기울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은 Line 분할과 윤곽의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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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그림 5 전체 과정 (a) 원 영상, (b) 흥미영역, (c) 전처리 과정(감마 보정, 양방향 필터), (d) 라플라시안 가우시안 (e) 골격화, (f) 스네

이크 알고리즘, (g) 결과

Fig. 5 Overview of the proposed approach (a) RawImage, (b) Region of interest(ROI), (c) Pre-Processing(Gamma correction, 

Bilateral filter), (d) Laplacian of Gaussian (e) Skeletonization, (f) Snake Algorithm, (g) Result

의 끝을 찾기 위해 영상에서 Line의 곡률을 이용한다.

 

      

        

(7)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위의 과정들에 따라서 윤곽선의 연결성

과 에너지 함수로 모서리를 검출하여 최적의 윤곽선을 검출한다. 

위의 과정에 따라서 스네이크의 움직임을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다.

3. 결  과

본 논문은 전치 2개, 견치 1개, 소구치 2개, 대구치 2개 총 7

개의 치아에서 서로 다른 와동을 포함하고 있는 팬텀 치아의 X

선 영상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치아 와동 자동 검출 프

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림 5는 제안 연구의 전체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5 (a)에 있는 적색 사각형은 ROI(Reign of 

interest)를 나타난다.

사용자에 의해 ROI를 설정 할 수 있게 구현하였으며, 그 후 

전처리, 골격화,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병변의 윤곽선을 

찾았다. 전처리 과정에서 감마는  를 영상에 적용하였으며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에는 필터링에 사용되는 인접한 픽셀

들의 직경, 색 공간에서의 필터 시그마 값, 좌표 공간에서의 필터 

시그마 값을 각각 {7, 35, 7}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골격화 

이후 적용되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스네이크의 움직임을 3가지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다. 연속성 에너지, 곡률 에너지, 이미지 

에너지에 대하여 각각 무게 파라미터를 {0.45, 0.26, 0.22} 사용하

여 움직임을 조절하였다. 총 7개의 치아에서 각기 다른 14개의 

와동 중 12개의 와동을 정확히 표시하였다. 탐색된 와동은 원형

에 가까울 수 록 정확하게 수렴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 작은 와동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부분적으로 

탐색한 두 개의 와동 그림 6 (e)치아번호5(소구치)의 좌측, (g)치

아번호5(대구치)의 우측의 특징으로는 와동의 크기가 다른 와동

에 비해서 컸으며 크기에 비례하여 흐릿한 윤곽선의 부분도 많

다. 측정 결과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은 다음과 같

다. 첫째로 치아 와동의 경계가 흐릿하여 윤곽선의 일부분만 탐

색 되었을 때다. 골격화 할 때 흐릿한 부분에서의 와동의 윤곽 

정보가 작은 와동보다는 큰 와동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와동의 정확한 모형을 구현하지 못 하였다. 이는 와동이 클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오류이다. 둘째로는 치아와 와동 간의 명암이 

비슷하여 병변과 같이 탐색되어 스네이크 알고리즘에서 검출 시

에 와동과 주변을 같이 인식한 경우가 있다. 또한 스네이크알고

리즘이 외부에서 내부로 수축하기 때문에 검출 시에 오류를 발생

하였다. 또한 오류로 인식 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3차원의 치아

를 2차원인 X-선 영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와동의 입체감의 차

이로 인한 결과 영상의 차이가 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3  이상의 크기의 병변의 경계를 찾아내

었다. 

4. 결  론

프로그램의 영상 분석 과정은 원본 영상(Raw image)의 해상

도, 대조도와 병변의 형태, 경계면에 의해 많은 영향 등의 조건들

을 최대한 일반화 해주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였고, 감마 보정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은 최대한 많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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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아번호1(전치) (b) 치아번호2(전치)

(c) 치아번호3(견치) (d) 치아번호4(소구치)

(e) 치아번호5(소구치) (f) 치아번호6(대구치)

(g) 치아번호7(대구치)

그림 6 탐색 결과

Fig. 6 Detection result 

이터로 표현하고 밝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표현을 

함으로 와동에 희미한 부분을 도출한 후에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

여 영상의 경계를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했다. 또한 LoG 과

정을 통하여 세밀하게 에지를 구하고 그 후에도 남아있는 노이즈

를 제거한 후, 골격화를 통하여 병변의 윤곽선을 찾았고 스네이

크 알고리즘을 통하여 탐색한 병변의 윤곽선을 나타내었다. 본 

프로그램의 성능 테스트는 7개의 치아 팬텀 영상을 기반으로 진

행하였으며 각각 두 개씩 서로 다른 와동 14개에 대하여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 그 중 경계면이 흐릿하거나 대조도, 입체감 차

이에 의하여 발생한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12개의 와

동의 경계면은 정확하게 구분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크기가 큰 와동의 경우 골격화를 통하여 윤

곽선을 나타내었을 때 와동에서 희미한 부분의 윤곽의 정보가 크

기가 작은 와동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움직임이 밖에서 안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병변 주변 노이즈가 완

벽히 제거 되지 않았다면 노이즈에 의하여 병변의 윤곽선으로 정

확히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 3차원의 치아를 

2차원인 X-선 영상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의 입체

감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여 와동의 탐색 위치는 맞으나 결과 영

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안에

서 밖으로 발산하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으로 보완, 적용하여 인식

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기계학습과 패턴 인식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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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추가하여 특이하고 다양한 모형의 치아 와동에서의 병변의 

검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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