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7, No. 12, pp. 1678~1684, 2018

http://doi.org/10.5370/KIEE.2018.67.12.1678

1678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치

아우식증(Dental caries)이 있다. 유병률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

나 아직도 남녀 평균 30%정도가 1개 이상의 치아우식증을 가지

고 있는 만큼 치아우식증은 대표적인 구강병 중 하나이다[1]. 

보통의 치아우식증 진단은 디지털 X-선 영상을 치과의사를 

통해 진단한다. 이는 치과의사가 육안으로 관찰하여 의사의 개인

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이하고 복잡한 형태

의 치아의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식증을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처치만으로 회복할 수 있겠지

만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은 치료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치과 진료에서는 치과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한 육안검사 및 촉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

한 방법이 대부분의 충치병변을 감지 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의사의 치아우식증을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치아조직의 저항을 측정하여 판별하는 Electronic caries monitor 

(ECM), 육안으로 빛의 산란현상을 이용하여 판별하는 Fiber 

optic transilumination(FOTI)와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Digital 

imaging FOTI(DiFOTI), 형광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QLF)와 DIAGNOdent 

(DD)가 있으며, 초음파를 이용한 Ultrasonic Caries Detector 

(UCD)가 있다. FOTI와 DiFOTI는 낮은 민감도를 갖고, ECM, 

QLF 등의 방법은 좋은 성능을 가지지만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

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X-선 영

상을 이용한 치아 우식 병변 검출 시스템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2-4]. 이번 연구는 국제 충지 탐지 평가시스템인 ICDAS 

(International Caries Detection and Assesment System)에서 

제시한 3 m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병변을 검출 하는 것을 목

적으로 디지털 X-선 영상의 와동 진단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5]. X-선 영상에서의 치아 우식검출은 병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출하기 까다롭다. 특히 치아 인접면의 경우 관측하기 더 

어렵다. 병변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영상분할의 대표적인 방법으

로 Active Contour model(동적 윤곽선 모델)이 있다. Active 

Contour Model은 Parametric model(매개변수 모델)과 Geometric 

model(기하학적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스네이크(Snake)는 대

표적인 매개변수 모델로 에너지가 최소화 되도록 정의된 함수를 

통하여 초기 곡선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물체의 외각을 

찾는 방식이고, 레벨셋 방법(Level set method)은 기하학적 모델

로 관심영역의 형태변화에 대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동시에 

다수의 객체를 검출할 수 있다. 기존의 영상처리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는 Active Contour model 중 스네이크 알고리즘과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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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방법에서 거리 정규화항을 추가한 DRLSE(Direct Regularized 

Level Set Evolutio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치아 와동 검출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2. 이론 및 방법

2.1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치아의 X-선 영상은 와동과 주변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조직 

내에서도 치아의 두께차이와 같은 다름이 생기기 때문에 와동의 

윤곽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X-선 촬영 시

에 생기는 노이즈와 밝기차이가 생긴다. 전처리 과정은 알고리즘

을 적용하기 적합한 영상을 만들도록 한다. 전처리로는 명암 대

비 스트레칭, 양방향 필터, 캐니 엣지가 사용되었다. 

2.1.1 명암 대비 스트레칭(Contrast Stretching)

X-선 영상 획득 시 영상의 밝기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보정

하기 위해서 명암 대비 스트레칭 변환을 적용하였다. 히스토그램

이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영상이 보기에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려면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까지 히스토그램이 고루 분포되어 있

어야한다. 명암 대비 스트레칭이란 명암 분포가 좁은 히스토그램

을 좌우로 잡아당겨 고른 명암 분포를 가진 히스토그램이 되게 

하는 것이다.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바뀐다는 것은 영상 내의 화

소 값의 분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픽셀의 값을 식 (1)

에 적용하면 새로운 값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 화질이 

변경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


∆           (1)

 2.1.2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

양방향 필터는 경계를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필터

로, 두 종류의 필터가 합쳐서 양방향 필터라 불린다. 양방향 필터

는 블록내의 화소의 위치차이에 따라 영역필터를 지정하고 화소 

값의 차이에 따라 범위 필터를 지정하여 이 둘의 각각 가중치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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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는 화소 위치 차이에 대한 가중치, 는 화소 값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는 현재 화소의 좌표, 는 의 화

소 값, 는 필터링 범위로 설정된 내의 주변 화소의 좌표, 

는 필터링할 윈도우의 범위, 는 의 화소 값을 나타낸

다. 는 표준화 상수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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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방향 필터는 다른 필터와 달리 와   두 가지 파라미터

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엣지부분은 보존

할 수 있다. 

 

2.1.3 캐니 엣지(Canny edge)

엣지는 이미지의 경계를 특징짓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엣지를 찾는 프로세스는 처리할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임과 동시에 객체 경계에 대한 유용한 구조 정보를 보존

하여 이미지 분석을 단순하게 한다. 캐니 엣지 검출기는 최적의 

에지 검출기로 알려져 잇다. 캐니 엣지는 1986년 John F. Canny 

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이다[6]. 캐니 엣지는 낮은 에러율, 정확

한 엣지 점들의 위치, 겹치지 않는 단일 엣지 점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을 보인다. 연구에 사용된 캐니 엣지는 다음과 같

이 5단계로 적용하였다[7]. 

1.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스무딩 단계

2. 이미지의 경사도(미분)값을 통해 엣지를 찾는 단계

3. 소벨 마스킹으로 엣지의 강도와 방향을 추출하는 단계

4. 비억제(Non maximum suppression)적용단계

5. Double thresholding 적용 단계

이렇게 적용한 전처리 과정들은 스네이크와 DRLSE가 더 윤곽

선을 잘 찾도록 도움을 준다.

2.2 스네이크 알고리즘

Kass[8]에 의해 처음 소개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정의된 에

너지 함수가 최소화 연산을 반복하여 스네이크 포인트를 이동한

다. 이는 객체 방향으로 이동하여 객체 윤곽을 찾는 방법이다. 스

네이크 알고리즘의 개념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스네이크 

각 포인트를    라 했을 때 는 스네이크, 는 

시간, 는 번째 스네이크 포인트를 나타내고, 와 는 각 스네

이크 포인트의 좌표를 나타낸다. 그림1와 같이 스네이크는 초기 

포인트에서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연산을 반복하여 스네이

크 포인트 간격들이 점진적으로 같은 간격이 되면서 스네이크 포

인트를 연결한 윤곽선은 원모양을 띈다. 스네이크 포인트들의 움

직임은 물체의 윤곽의 도달하거나 에너지 포화현상으로 더 이상 

연산할 수 없을 때 멈춘다.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에너지 함

수에 기반하여 움직인다.

  
 





 






    

    (4)

   
  

        (5)

exp  ∇              (6)

스네이크 함수는 내부에너지(  )와 외부에너지( )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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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다시 내부에너지는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는 가중치를 의미하고 는 1차 미분 는 2차 미분을 뜻한

다. 내부에너지는 스네이크 포인트들의 간격을 조절하고 곡선의 

모양을 결정한다. 외부에너지는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는 Gradient, 는 스네이크 포인트의 명암 값, 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외부에너지는 경사도가 큰 값에서 점진적으로 작은 값

을 갖게 하여 스네이크 포인트가 개체 윤곽에서 정지되도록 한

다. 앞서 말했듯이 같이 초기 스네이크 포인트에서 연산을 반복

하여 스네이크 포인트들을 물체방향으로 이동시켜 윤곽을 추출한

다. 이때 내부에너지  와 외부에너지 exp의 가중치를 조절하

여 적절한 조합을 찾는다. 스네이크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여 빠르게 윤곽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스네이크

는 원모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이나 타원 모양이 아닌 다

른 모양에 있어서 윤곽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3 DRLSE 알고리즘

스네이크는 계산량이 적어 빠르게 윤곽을 찾을 수 있지만, 개

체가 원 모양이 아닌 복잡한 경우에는 제대로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경우에 영상을 분할

하는 방법으로 레벨셋방법과 이를 보완한 DRLSE (Direct 

Regularized Level Set Evolution)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다. 

Osher와 Shehian에 의해 처음 소개된 레벨셋 방법[9]은 곡선의 

암시적 표현 방법을 이용한 방식으로 처음에 설정한 곡선의 초기 

윤곽을 몇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 곡선을 전개해나가면서 찾고자 

하는 물체의 경계로 윤곽을 수렴해 내가는 방식이다. DRLSE는 

거리 정규화항을 기존 레벨셋 에너지 함수에 추가시킨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벨셋(level set)함수를 이용하여 윤곽선을 구

성하는 Chan-Vese모델[10]을 적용하고, 에너지 함수는 DRLSE

를 사용하였다. DRLSE는 기존의 에너지함수에 거리정규화항을 

포함시켜 수혐의 안정성과 시간을 향상시킨다.

그림 2 레벨셋 함수

Fig. 2 Level set function

  → 를 도메인 에 정의된 레벨셋 함수라고 한다. 레

벨셋 함수는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윤곽선 기준 안쪽부

분은 , 바깥쪽 부분은 , 윤곽선은   이라고 정의한

다. 레벨셋 함수를 이용하여  인 지점을 찾아 윤곽선을 찾는

다. 이때 레벨셋 함수에 의한 에너지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7)

여기서 는 0보다 큰 실수,  는 거리 정규화항으로 레벨

셋함수 가 거리 함수와 얼마나 가까운지 나타내는 항으로 에너

지 밀도 함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8)

 는 이미지에 대한 외부에너지로 식(9)과 같이 정의된다.

  


 
 




 
 

          (9)

함수 H는 Heaviside함수이고, 상수 는 그 영역에서의 평

균값을 의미한다. 영상의 이미지분할의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내

기 위해 엣지(edge)기반 정보를 사용하였다. 그러기 위해 선행작

업으로 엣지(edge)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엣지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0)

는 표준 편차 를 갖는 가우시안 커널로 사용되는 컨볼루

션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된다. 

엣지 함수 는 엣지에서 0에 가까운 함수 값을 갖는다. 레벨셋 

함수를 다시 재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11].

그림 1 스네이크 방법의 흐름도

Fig. 1 Snake algorith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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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2)

  


          (13)

스네이크 알고리즘과 DRLSE을 이용하여 각각 정의된 에너지

함수가 가장 최소화되는 윤곽선을 찾아낸 것이 목적이다. 

3.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와 모양을 가진 팬텀치아의 X선 

영상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치아와동을 검출하였다. 팬텀치아

는 전치 2개, 견치 1개, 소구치 2개, 대구치 2개 총 7개의 치아

로 구성되어 있다. 팬텀치아는 제 3대구치를 제외한 성인 치아 1

번 중절치부터 7번 제2대구치까지 7종의 자연치아를 확보한 후에, 

인위적으로 다른 형태의 구멍을 만들었다. X-선 영상획득을 위해 

구내 X-선 발생장치(모델명: CS 2100, 제조회사: Carestream 

Dental LLC, USA)를 이용하였고, X-선 조사 조건은 관전압 

60kV, 관전류 7mA, 그리고 노출시간 0.125s으로 조정하였다[3]. 

치아마다 2개의 와동이 존재하며 총 14개의 와동에 대해 스네이

크 알고리즘과 DRLSE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하였다. 알고리즘은 

Intel® Xeon® Silver 4110 Processor, 128GB DDR4 RAM, 

NVIDIA Titan XP의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스네이크는 초록색, 

DRLSE는 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를 보면 이 실험의 전체

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ROI 

(Region of Interest)를 설정하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 스테이크 

알고리즘과 DRLSE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초기 윤곽선 설정은 윤

곽선의 추출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병변을 충

분히 포함하는 사각형을 설정하고, 두 알고리즘에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알고리즘들은 초기 윤곽선으로부터 최소화 연산을 반복

하여 예상되는 병변의 윤곽선을 찾을 수 있다. 스네이크의 가중

치는 연속성에너지, 곡률 에너지, 이미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 각각 0.45, 0.26, 0.28 로 설정하였다. DRLSE에서는 에너지 

함수의 파라미터 는 0.2/3, 는 5, 는 1.1, 엣지 함수 의 가

우시안 커널 파라미터  를 20으로 설정하였다. 시스템은 그림 4

는 팬텀치아 X선 영상에 스네이크와 DRLSE 알고리즘을 각각 적

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는 스네이크와 DRLSE 알고리즘 적용 결과 영상이다. 

각 치아의 맨 왼쪽 영상은 치과 전문의가 표시한 와동영역

(ground truth)을 나타내며 이후 오른쪽의 영상들은 차례대로 스

네이크, DRLSE를 적용한 영상이다. 스네이크와 DRLSE의 이미지 

분할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윤곽을 이루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스네이크는 스네이크 에너지 함수에 기반하여 원형의 형태를 이

룬다. 스네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포인트 간에 같은 간격이 되

면서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같은 간격이 되거나 경계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수렴하지 않고 멈추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찾고자 하는 병변이 원형이나 타원형이 아닐 경우 제대로 찾지 

못한다. 그림 4의 1번 전치와 6번 대구치의 경우 와동의 형태가 

비교적 원형을 띄어 정확하게 찾았다. 하지만 5번 소구치의 왼쪽 

와동의 사진을 보면 와동 경계에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원형으

로 수렴한 것을 볼 수 있다. DRLSE는 스네이크와 달리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에너지 포화현상이 없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병변

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치아에서 DRLSE가 스네이크에 비

해 모서리 부분까지 병변 탐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번 

소구치의 경우도 양쪽 와동 모두 치아 내부 윤곽에서 더 파고듦

을 확인할 수가 있다. 두 알고리즘 모두 배경과 객체의 경계에 

있어서는 잘 구별은 해내었다. 하지만 일부 치아의 내부경계에 

있어 잘 찾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치아와 외부 경계

는 명암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만 내부경계에 있어서

는 와동과 치아 명암차이가 미비하여 윤곽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

였다. 또한 와동이 클 경우 일부 윤곽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멈

추는 오류가 있었다. 

표 1은 알고리즘 실행시간을 측정한 표이다. 스네이크는 

그림 3 전체 시스템 흐름도

Fig. 3 Overview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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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sec) Snake DRLSE

치아종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전치 9 7 86 90

2.전치 7 8 64 67

3.견치 9 6 84 81

4.소구치 7 7 68 68

5.소구치 8 6 67 65

6.대구치 7 8 92 86

7.대구치 7 8 76 76

표 1 알고리즘 실행시간 비교 

Table 1 Runtime comparison for two algorithms

DRLSE에 비해 계산량이 적어 실행시간이 빠르다. 표 1을 보면 

스네이크는 평균 7.43초 DRLSE는 76.42초로 약 10배 정도 빠

르다.

표 2는 치과 전문의가 표시한 와동영역과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치과 전문의의 와동영역을 보정하기 위해 파라미

터 를 설정하여 치과 전문의가 표시한 와동영역을 기준으로 양

쪽 2만큼 범위를 설정해주었다. 알고리즘성능을 정량적으로 비

교하기 위해 식 (14)과 같이 정확도를 정의하였다.

Accuracy (=3) Snake DRLSE

치아종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전치 0.2648 0.5048 0.4564 0.4065

2.전치 0.6437 0.8333 0.4812 0.8097

3.견치 0.6485 0.5906 0.6795 0.8417

4.소구치 0.7595 0.6302 0.9222 0.5967

5.소구치 0.2721 0.5714 0.3713 0.4309

6.대구치 0.8626 0.6997 0.668 0.9333

7.대구치 0.404 0.3612 0.0361 0.398

평균 0.5748 0.5944

표 2 알고리즘 성능 비교 

Table 2 Accuracy comparison for two algorithms 

det는 알고리즘이 찾은 픽셀 수, 는 알고리즘이 

찾은 윤곽선의 픽셀 중  범위 내에 속하는 픽셀 수이다. 실험결

과 최종적으로 실험에 적용한 는 3이다. 가 2일 때 스네이크 

평균 정확도는 0.4343, DRLSE 0.4469로 비교적 낮으며, 가 4일 

때 스네이크는 0.6557, DRLSE는 0.6812이였다. 

그림 4 스네이크 DRLSE 알고리즘 적용결과

Fig. 4 Detection result of Snake, DRLS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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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


      (14)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치아와동을 검출하기 위해 스네이크, DRLSE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처리 과정은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을 적용 전 잡음을 제거

하고 영상의 경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전처리과정으로 명암 

대비 스트레칭, 양방향 필터, 캐니 엣지가 사용되었다. 명암 대비

스트레칭은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고르게 하여 영상이 더 잘 

보이도록 하였으며,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제거와 엣지를 

더 도드라지게 하였다. 캐니 엣지는 엣지만을 추출하여 알고리즘

이 엣지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이미지 분할에는 스네이크 

알고리즘과 DRLSE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각 알고리즘들의 

정의된 에너지함수가 가장 최소화되는 윤곽선을 찾아내었다. 그 

결과 스네이크는 에너지 함수에 기반하여 초기 스네이크 포인트

들간 등간격이 되어 결국 원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와동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레벨셋 방법을 기반한 DRLSE는 관심영역의 형태 변화에 대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네이크 보다 계산량

이 많아 시간이 걸리지만 더 세밀하게 와동을 찾을 수 있었다. 

 향후 팬텀치아가 아닌 실제치아 X-선 영상에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실제 환경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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