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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컴퓨터 단층 촬 (Computed Tomography)을 통해 만들어진 3차원의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치과 의료에 사용하게 되면서 정보의 왜곡이나 손실 없이 3차원의 해부학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치아 이식술이나 교정을 하기 에 안 하게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CT 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는 개별 치아를 분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CT 데이터 상에서 

치아 역과 그 주변 역은 밝기의 차이가 크기 않기 때문에 개별 치아를 분할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특히 치아의 뿌리 부분으로 갈수록 치아 주변에 턱 가 치하기 때문에 더욱 

구별이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개별 치아를 분리하는 기존의 SRG(Seeded Region 

Growing) 알고리즘에 벨-셋 방법을 추가하여 치아 뿌리 부분까지 더 정확하게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한 결과 개별 치아의 종류에 따라 

19.2%의 정확도 향상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Dentist can obtain 3D anatomical information without distortion and information loss by 

using dental Computed Tomography scan images on line, and also can make the preoperative 

plan of implant placement or orthodontics. It is essential to segment individual tooth for 

making an accurate diagnosi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in the brightness between the dental and adjacent area. Especially, the root of a tooth is 

very elusive to automatically identify in dental CT images because jawbone normally adjoins 

the tooth. In the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automatically tooth region segmentation, 

which can identify the root of a tooth clearly. This algorithm separate the tooth from dental 

CT scan images by using Seeded Region Growing method on dental crown and by using 

Level-set method on dental root respectively.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 results 

can be acquired average 19.2% better accuracy, compared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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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내부 모습을 가시화(Visualization)

하는 상처리 기술이 발 하게 되면서 직

인 수술이나 약품에 의한 검사 없이 컴퓨

터를 통해서 장기, , 치아와 같은 환자의 

재 내부 장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한 의료 상 

처리(Medical Image Processing) 기술의 발

은 환자의 장기  심 있는 역만을 구

분할 수 있게 하고, 자동으로 병변 역을 찾

는 컴퓨터 자동 진단(Computer-Aided Diag-

nosis) 기술의 발 을 이끌었다. 그  치아 

역은 치아 이식술(Dental Implantology)이

나 가상의 치아 수술 부분에 한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련된 기술에 한 심이 날

로 높아가고 있다.

일반 으로 치아 역 분석에 사용되는 데

이터는 CT(Computed Tomography)을 통해 

만들어진 3차원의 데이터이며, 이 CT 데이터

를 이용하면 정보의 왜곡이나 손실 없이 3차

원의 해부학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치아

의 치, 턱 의 입체 인 구조와 턱  안쪽

의 신경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 하고 정확하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 

치아 이식술의 경우 환자에게 재 치아의 

문제 과 임 란트를 어느 치아 치에 어떠

한 각도로 이식시킬 것인가를 표 해 주어야 

한다. 한 교정으로 인한 치아 배열의 변화

와 그로 인한 안면 윤곽의 변화를 설명하기 

해서는 로그램 상에서 원하는 치아만을 

선택해서 보여 주거나 제거 할 수 있어야 한

다[3]. 

이처럼 CT 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

을 해서는 치아 각각을 분할 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치아 분할은 재 가장 많은 이

들의 심이 집 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CT 데이터 상에서 치아 역과 

그 주변 역은 밝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

문에 개별 치아를 분할하는 작업은 쉽지 않

다. 특히 치아의 뿌리 부분으로 갈수록 치아 

주변에 턱 가 치하기 때문에 더욱 구별

이 힘들다. 지 도 개별 치아 분할에 한 

연구는 많은 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1, 

2, 4, 5]. 

본 논문에서는 치아의 뿌리 부분까지 온

하게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 2장

에서는 의료 상 처리에 사용되는 기본 인 

기술에 해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기존 연

구에서 제안한 치아 분할 방식에 해 소개

하고, 그 한계 에 해 분석한다. 제 4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구 한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고 그 장 에 해 분석한다. 제 5장에

서는 기존 연구의 방식과 제안된 방식의 결

과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며, 제 6장에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연구되어야 할 

들을 언 하고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이진화(Thresholding) 기법

이진화(Thresholding)는 상 처리에서 사

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하나이다. 치아 

단층촬  상은 일반 으로 12비트의 그

이-스 일(gray-scale) 상이다. 이 상은 

3차원의 해부학  정보를 12비트 즉,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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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 를 갖는다. 이진화 방식은 해당 상

의 밝기를 임계 값(Threshold value)인 

값으로 나눠,  보다 큰 값은 백(밝기 = 1) 

T보다 작은 값은 흑(밝기 = 0)으로 분리하

는 기법이다. 단층촬  상에서  부분은 

밝기 값이 크고, 공기나 연조직 등은 밝기 

값이 작은 것이 일반 이므로 한 임계

값을 지정한다면 단순한 방법으로도 상을 

분할 할 수가 있다. 재까지 알려진 이진화 

방법  가장 성능이 좋고 리 쓰이는 방

식은 바로 Otsu의 방법이다[7]. 이 방법은 

그 이-스 일 상에서 배경과 물체를 구

분하기 한 최 의 임계값을 자동으로 찾

아 다.  

Otsu의 방법의 기본 원리는 상의 픽셀 

당 밝기를 기 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그 

히스토그램을 두 그룹으로 나  수 있는 임계

값을 찾는데, 이 때, 각 그룹 내의 히스토그램

의 분산은 최소로 그룹 간의 히스토그램의 분

산은 최 가 되도록 기 을 두는 것이다. 이

게 되면 두 그룹을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최

의 임계값을 찾게 되고 이 값을 이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 이진화 방법은 구분하려는 

물체의 밝기가 상의 다른 부분과 뚜렷하게 

차이가 날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 의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

한다는 단 이 있다.

2.2  SRG(Seeded Region Growing) 

기법

SRG 기법은 기본 인 상 처리 방법  

하나로, 역 확장할 치인 시드(seed)를 지

정해 주고 그 곳으로부터 일정한 기 에 의

해 역을 확장 시키는 방법이다. 역을 확

장할 조건으로는 픽셀의 밝기, 색깔 등의 기

이 있지만, 치아 단층촬  상은 그 이-

스 일 상이기 때문에 시드와의 밝기 비교

를 통해서 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으

로 주변 픽셀의 밝기와 시드의 밝기의 차이

가 일정한 임계값 이하이면 그 방향으로 

역을 확장하고 임계값을 과한다면 그 방향

으로의 확장을 멈추는 방식이다[8]. 

역을 확장하는 방향은 상, 하, 좌, 우로

만 이동하는 4-연결성(4-connectivity), 각

선 방향까지 모두 확장하는 8-연결성(8-con-

nectivity)이 있다. 

SRG 방법은 구 하기가 쉽고, 수행 속도

가 빠르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진화 방

법과 마찬가지로 분할 하고자 하는 역의 

밝기가 주  다른 역에 비해 뚜렷하게 차

이가 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

정한 시드 치에서 확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역만 분할되어, 신체

의 해부학  치 정보에 기반한 분할을 가

능하게 한다. 그러나 SRG 방식도 이진화 방

식과 같이 상의 밝기 차이가 뚜렷하지 않

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며 확장

을 하기 한 임계값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

게 차이 나기 때문에 임계값을 히 지정

해 주어야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3  벨-셋 방법(Level-Set Method) 

벨-셋 방법은 곡선의 암시  표  방법

을 이용한 방식으로 처음에 설정한 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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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윤곽(Initial Contour)을 몇 번의 업데이트

를 통해 곡선을 개해 나가면서 찾고자 하

는 물체의 경계로 윤곽(Contour)을 수렴해 나

가는 방식이다[5, 6].

곡선의 윤곽은 제로 벨-셋(Zero Level- 

Set) 함수로 표  된다.

      

이것은 시간 에 한    좌표에 해당

하는 값이 0인 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기 윤곽의 안쪽은 음수 값으로 설

정하고, 기 윤곽의 바깥 부분은 양수 값으

로 설정한다.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에서 음수

로 변화하는 부분을 잇는 선이 윤곽선이 되고, 

정의한 에 지 함수에 따라서     함

수의 값을 반복 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에 따라 윤곽선이 차 원본 상의 경계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벨 셋 함수의 일반 인 변화 형식은 아

래와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이 함수가 수렴하기 해선 에 지 함수 

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이

루어져야 한다. 

에 지 함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내부  

항과 외부  항의 두 항의 합으로 표 된다. 

  ×  ×

내부  항은 곡선 자체가 갖는 성질로서 

분할 하고자 하는 상의 밝기와 상 없이 

윤곽 자체의 모습을 결정하며, 업데이트 시에 

윤곽에 한 부분이 격하게 변하여 곡선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해 사용되

어 평활화 항(Smoothing Terms)이라고도 불

린다. 

외부  항은 곡선을 분할 하고자 하는 

역의 경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으로 

상의 밝기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각 항들 

간의 가 치는 보통 실험을 통해 최 의 값

으로 설정되며 이 게 만들어진 에 지 함수

를 최소화 시키도록 함수 를 변화 시킨다.

부호화 거리 함수(Signed Distance Func-

tion) 가 변화되면 양의 값과 음의 값 사이

에 존재하는 경계도 이  곡선과 변화하게 

되어 상에서 상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3. 자동 치아 역 분할 알고리즘

자동 치아 역 분할 알고리즘의 기본 인 

단계는 상악/하악 역 분할, 치아 곡선 찾기, 

치아 구분 평면 검출, 개별 치아 역 검출의 

4단계로 나 어진다[2, 4]. 

3.1 상악/하악 역 분할

치아 역을 검출하기에 앞서, 우선 처리

해야 할 작업은 치아가 치하는 상악(Upper 

Jaw)과 하악(Lower Jaw) 역을 분할하는 작

업이다. 턱  역 분할이 갖는 의미는 사

람의 치아는 턱 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존재하는 범 를 턱  역 주 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턱  역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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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Teeth)를 기 으로 찾는다. 

(1) 우선 치아 CT 상을 Otsu의 이진화 방

법으로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분

리한다. 

(2) CT 상의  부분  가장 앞부분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부분은 치이다. 이 

치의 치를 찾는다.

(3) 치와 연결되어 있는  역을 연결 요

소 이블링(Connected-Component Labe-

ling)방법을 이용하여 분할한다. 이 과정

으로 인해 목  부분이 심 역에서 제

외 된다.

일반 으로 CT 상을 촬 할 때 상악 치

아와 하악 치아가 직 으로 닿아 상 분

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하여, 입 안에 

바이트라는 물체를 물고 촬 을 한다. 따라서 

치아 CT 상을 분석 할 때는 이 바이트 부

분을 기 으로 상악 부분과 하악 부분을 구

분한다. 바이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은 치아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이며 그 밝기 

값이 매우 작다. 이 경계를 분리하는 평면은 

비용 분석 방식(Cost Profile Method)으로 다

음과 같이 쉽게 알아 낼 수 있게 된다.

(1) 치를 기 으로 찾은 턱  역에 넓은 

평면을 치시킨다.

(2) 평면이 지나는 부분의 픽셀 밝기를 모두 

더하고 평균을 낸다.

(3) 평면을  아래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X, 

Y축을 기 으로 조 씩 회 시키면서 평

면의 밝기 평균을 계산한다. 

(4) 밝기 평균값이 가장 낮은 평면이 바로 상

악 치아와 하악 치아를 구분하는 평면이 

된다.

이 게 구한 평면을 턱 분할 평면(Jaw di-

vision plane)이라 하며, 상악 치아를 개별 분

할 할 때는 이평면을 기 으로 쪽 부분을 

심 역으로 두고, 하악 치아를 개별 분할 

할 때는 평면의 아래 부분을 심 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3.2 치아 곡선 찾기

치아가 존재하는 심 역을 찾았다면 실

제 치아의 치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인간의 치아는 아치형의 턱 

 에 놓여 있기 때문에 치아들을 연결 하

면 곡선의 모양을 이룬다. 이 에 착안 하여 

치아 상 치에 곡선을 배치시킴으로써 실

제 치아의 치를 추정할 수 있다. 

상악 치아를 기 으로 를 들면, 턱 분할 

평면(Jaw division plane)을 기 으로 일정한 

거리 쪽의 상이 기  상이 된다(<Fi-

gure 1(a)> 참조).

(1) 이 상을 Otsu의 이진화 방식으로 치아 

역과 그 이외의 역으로 나 다(<Fi-

gure 1(b)> 참조).

(2) 연결 요소 이블링(Connected Compo-

nent Labeling)을 통해  역을 이블

링하고, 이미지 앙 하단 부분의 가장 큰 

이블을 치아 역으로 설정한다(<Fi-

gure 1(c)> 참조).

(3) 치아 역 부분을 세선화 알고리즘을 통

해서 하나의 곡선으로 변환 한다(<Figu-

re 1(d)> 참조).

(4) 세선화 된 곡선을 B-스 라인 곡선에 일

치 시킨다(<Figure 1(e)> 참조).



50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9권 제4호

(a) original CT image     (b) region separation by 

thresholding

(c) region separation by 

Connected-Component Labeling 

   (d) curve transformation by 

thinning algorithm

    (e) curve matching with 

B-spline curve

(f) curve embedded CT image

<Figure 1> Tooth Curve Dectection

3.3 치아 구분 평면 검출

치아 사이를 구분 하는 방법은 턱 분할 평

면(Jaw division plane)을 찾을 때 사용 했던 

비용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1)  단계에서 찾은 치아 곡선 에 일정한 

크기의 평면을 치시킨다.

(2) 이 평면은 곡선 를 이동하면서      

축을 기 으로 조 씩 회 하며 평면과 

만나는 상의 픽셀 밝기를 합하고 평균

값을 측정한다(<Figure 2(a)> 참조).

(3) 이 게 나온 값을 로 일 그래 로 표

시한다(<Figure 2(c)> 참조).

(4) 로 일 그래 에서 가로 축은 곡선의 시

작 부터의 치이고, 세로축은 픽셀 밝기

의 평균 값이다. 이 그래 에서 값이 떨어

졌다가 올라가는 최소값 부분이 바로 치

아 사이의 구분 평면(Separation)의 치

이다.

(5) 구분 평면을 원 상에 표시해 보면 평면

을 기 으로 인  치아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ure 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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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calculation by xyz rotation (b) Tooth Separation

(c) profile graph

<Figure 2> Tooth Separation

3.4 개별 치아 역 검출

치아 사이를 구분하는 평면을 찾았으면 구

분 평면 사이 역에서 실제 치아 역을 추

출해 낼 수 있다. 치아 역 검출 알고리즘은 

SRG 방식을 사용한다. 분할 평면 사이에  

부분에 기 을 설정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SRG 방식으로 역을 확장해 나간다. 역

확장 에 분할 평면에 닿게 되면 확장을 멈

추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 한 치아

로 넘어가서 과잉 역을 확장하는 것을 어

느 정도 방지 할 수도 있다.

3.5 문제  분석 

앞서 언 한 기존의 자동 치아 역 분할 

알고리즘은 치아 역 자동 검출을 한 일

련의 과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그것은 치 (Dental 

Crown) 부분은 비교  잘 검출이 되지만 치근

(Dental Root) 부분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깔

끔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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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Threshold value

(b) Medium Threshold value

(c) Low Threshold value

<Figure 3> Tooth Region Segmentation 

by Threshold Values[1]

<Figure 4> Tooth Region Cutting by 

Separation Plane

기존 방식으로 치근 역의 검출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치과용 CT 상으로 사용되는 

CBCT(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는 인체에 끼치는 방사선의 양을 이기 

해 기존 CT보다 방사선 노출을 여서 재구

성한 상이다. 따라서 기존 CT에 비해 상

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편이며, 치근의 치가 

상악이나 하악과 같은 턱 와 인 해 있기 

때문에 치근과 주변 턱 와의 밝기 차이는 

사람이 직  으로 확인해 보아도 크게 구

별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기 기  밝기 

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역을 확장하는 SRG 

방식으로는 기 이 되는 임계값에 따라 결과

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임계값을 높게 설정한다면 <Figure 3(a)>

처럼 치근뿐만 아니라 턱  부분까지 함께 

분할하게 된다. 임계값을 낮게 설정한다면 

<Figure 3(b)>처럼 치근 부분이 아  검출이 

안 되고 치  부분만 검출이 되는 결과를 낳

게 된다. 한, 기존의 방식은 개별 치아 사

이에 치아 구분 평면을 세워 치아 간의 역

을 구분한다. 이 방식은 인 한 치아 사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 으로써 개별 치아의 

역을 확보한다는 장 이 있으나, 평면으로 구

분하다 보니 평면에 의해 치아의 일부분이 

잘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치

아 형태가 모두 반듯하게 곧게 뻗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Figure 4>처럼 뿌리부분에

서 치아 구분 평면에 의해 잘리는 경우를 쉽

게 볼 수 있다. 한 굽어진 치아가 아니더라

도 인 한 치아가 붙어있는 경우에도 치아 

구분 평면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존재하

기 때문에 기존 방식은 온 한 치아 분할 결

과를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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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xial Plane

4. 뿌리 역 분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치 (Dental Crown)부분과 

치근(Dental Root)부분을 분리하여 각기 다

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

선 치  부분은 주변 역과의 밝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도 쉽게 분

할이 가능하므로 기존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다. 치근의 경우는 역의 경계를 

보다 정 하게 검출할 수 있는 벨-셋 방법

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치근의 

윤곽선을 얻기 해 벨-셋 방법을 사용하

려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1 벨-셋 방법의 상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벨-셋 방

법을 용하는 상이다. 즉, 벨-셋 방법을 

사용하는 상이 3차원의 볼륨 상인지, 아

니면 2차원의 슬라이스 상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3차원 벨-셋 방법은 에 지 함수를 

구성하기가 복잡하고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치아 CT 상을 여

러 개의 축상면(Axial plane)으로 나 어 2차

원 벨-셋 방법을 용하고 결과를 합친다.

4.2 기 윤곽선(Initial Contour) 설정

벨-셋 방식을 사용하기 해서는 기 

윤곽선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2차원의 벨-

셋 방식이기 때문에 기 윤곽선도 2차원의 

곡선 형태를 갖게 된다. 벨-셋 방식은 암시

인 방식으로 곡선을 표 하기 때문에 방정

식으로 곡선을 표 하는 것이 아니라, 윤곽 

내부는 음의 값, 윤곽 외부는 양의 값을 가지

는 부호화 거리 함수(Signed distance func-

tion) 형태로 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치  부분은 

기존의 방식 로 SRG 방식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벨-셋 방법은 치  아래부터 치근까

지의 역을 상으로 용된다. 2차원 벨-

셋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축상면(Axial 

plane)에 해 알고리즘을 용해야 하는데, 

그  가장 쪽 축상면을 처리할 때는 SRG

로 찾은 역을 기 으로 기 윤곽선을 설

정하는 것이다. SRG로 분할 한 역의 내부

를 음의 값, 역 외부를 양의 값을 설정하여 

기 윤곽선을 두고 벨-셋 방법을 용하

여 실제 치아의 윤곽선을 얻는다. 이 윤곽선

은 다음 축상면의 기 윤곽선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서 모

든 축상면에서 치아 윤곽을 찾게 된다. 

벨-셋 방법은 윤곽선이 확장하거나 수축

하도록 사 에 미리 방향성을 지정한다. 부

분의 치아는 뿌리 쪽으로 내려갈수록 가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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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CT Image (b) Segmentation Region by SRG 

(c) Segmentation Region by Level Set (d) Initial Contour of Axial Plane

<Figure 6> Level-Set Procedure

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수축하도록 설정하는 

편이 좋지만, 어 니는 가늘어졌다 두꺼워지

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축상면에서 나온 결과를 

그 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확장해서 다음 

축상면의 기 윤곽선으로 사용한다. 

4.3 에 지 함수의 구성

벨-셋 방법을 사용하여 곡선을 개시켜 

실제 윤곽선을 찾기 해서는 곡선 개에 사

용될 에 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곡선 개 과정에서 윤곽이 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 벨-셋 윤곽이 곡선 형태를 유지

하도록 하는 정규화 항(Regularization Term, 

Smoothness Term)과 곡선을 치아의 테두리를 

향해 이동시키는 가  호 길이 항(Weighted 

arc length Term), 곡선의 개 속도를 결정

하는 가  역 항(Weighted area Term)을 

이용하여 에 지 함수를 정의 한다.




  


   

4.3.1 정규화 항(Regularization Term)

  ∇ ∇
∇



∇은 라 라스 연산을 뜻하고, ∇
∇



는 함수 에 한 평균 곡률을 의미한다. 이 

연산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는데 

∇ ∇
∇

 ∇

∇

이 때, ∇

을 확산 비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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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면 확산 비율은 양의 값을 

갖게 되며 따라서 원래 확산하려는 방

향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 된다. 

(2) ∇ 이면 확산 비율은 음의 값을 

갖게 되면 따라서 원래의 확산 방향과 

반 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 된다.

결국 곡선 개 과정을 되풀이 할수록 ∇  

값은 1에 수렴하게 되고 부호화 거리 함수

(Signed distance function)는 안정화 상태에 도

달하게 된다. 

4.3.2 가  호 길이 항(Weighted Arc Length 

Term)

  ∇
∇



 










 


 ≤ 

  


∆
∇  





는 표  편자 를 가진 가우시안 커

(Gaussian Kernel)이고, 함수 는 가우시안

의 차이(Difference of Gaussian)를 이용하는 

경계 검출 함수(Edge detector)다. 경계 부분

에서는 ∇ ×    부분이 큰 값을 갖기 때문

에 분모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는 0에 수렴

하는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값이 0이면 경

계일 가능성이 높고, 1이면 경계가 아닌 부분

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함수를 경계 검출 

함수라고 한다. 따라서 부호화 거리 함수   

에서 윤곽이 실제 상의 경계 부분에 존재 

한다면 계산 값이 0이 되어 더 이상 이동하

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다.

디락 델타 함수(Dirac Delta Function)   는 

원래  일 때, 무한 의 값을 갖고 그 이외

에는 0의 값을 갖는 함수지만, 여기서는 값을 

두어, 의 범  안에서만 향을 끼치도록 하

다. 즉, 부호화 거리 함수 에서 윤곽 주변 역

만 변경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번의 곡선 개를 통해서 경계로 이동해 나가

기 때문에, 재 윤곽에서 멀리 떨어진 역을 

다 고려해야 할 필요가 기 때문이다. 

4.3.3 가  역 항(Weighted Area Term)

 

가  역 항 는 윤곽의 확장 속도에 

향을 주는 항이다. g는 앞에서 언 하 듯

이 경계 검출 함수이고, 경계 부분으로 가까

워질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 디락 델타 함수

(Dirac Delta Function)는 반 로 경계 부분

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이 두 값

을 곱함으로써 경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역의 부호 거리의 갱신을 돕는다. 가

 역 항에서 요한 것은 계수인 이다. 

벨-셋 방법에서 윤곽이 확장 되려면 부

호화 거리 함수(Signed Distance Function)에

서 음의 값(윤곽 내부는 음의 값을 갖는다) 

을 갖는 역이 늘어나야 하고, 윤곽이 축소

되려면 양의 값을 갖는 역이 늘어나야 한

다. 따라서 계수 가 양의 값이라면 윤곽이 

수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계수 가 

음의 값이라면 윤곽이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

움을  것이다. 일반 으로 치아는 치  하

부부터 치근까지 역이 차 가늘어지기 때

문에, 기 윤곽선보다 수축되어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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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teeth region  (b) teeth #1, #2, #3, #4 division (c) teeth #1, #2, #3, #4 division

(d) original teeth region  (e) teeth #5, #6, #7 division (f) teeth #5, #6, #7 division

<Figure 7> Visualization

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서는 계수 

를 양의 값으로 설정한다. 

5.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SRG와 벨-셋

의 혼합 방법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수

행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먼  

실험 결과로 얻어진 개별 치아를 기존의 방

식과 비교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는 두 방법이 실제 치아 역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한다. 실험은 Intel Core Quad CPU i5-CPU 

3.40GHz에서 수행하 으며, 기  상은 600× 

600×423의 16bit 치아 CT 상을 사용하 다. 

실험은 총 6개의 CT 상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하 으며, 6개의 상 데이터  비교  

속인공물이 은 상을 사용한 실험을 

심으로 결과를 분석 하 다.

5.1 가시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수치 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 

SRG 방식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를 가시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분할

한 개별 치아들에 고유의 번호를 지정한다. 인 한 

치아에 의해 분할 결과가 잘 식별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해 홀수 번째 치아와 짝수 번째 치아

의 색을 달리하여 3차원 상으로 가시화 하

다. <Figure 7>의 (a), (b), (c)는 오른쪽 어 니

부터 1, 2, 3, 4 번째 치아, (d), (e), (f)는 5, 6, 

7번째 치아를 분할 한 결과이다. (a), (d)는 실제 

치아 역(Ground Truth)이고, (b), (e)는 기존 

알고리즘으로 실행한 결과, (c), (f)는 본 논문에

서 제한한 알고리즘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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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th number SRG SRG + Level-Set(proposed method)

1 69.2249 86.5693

2 68.0249 84.9928

3 63.4128 74.5777

4 57.0277 87.2695

5 63.9757 87.2012

6 60.8802 77.6814

7 42.9995 70.9622

8 45.8718 73.7047

9 57.6424 79.2948

10 70.7663  85.319

11 65.5178 81.7172

12 65.0768 84.6659

13 68.3669 87.6462

14 74.2687 79.9658

Min 42.9995 70.9622

Max 74.2687 87.6462

Average 62.3612 81.5406

<Table 1> Quotient of Similarity(%)

가시화 상을 보면 기존 방식에 비하여 

치아 뿌리 역이 보다 더 깔끔하게 분할되

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2 유사도 분석 

정확도 측정 방법은 다이스 계수(Dice Co-

efficient)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이스 

계수 방식에서 QS(Quotient of Similarity)는 

로그램을 통해 검출한 역과 실제 역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QS(Quotient of Similarity) =  
∩

는 로그램을 통해 검출한 역이고, 

는 수동으로 표시한 실제 역이며, ∩  는 

와 의 공통 역을 의미한다. 값은 

역의 픽셀 수를 의미한다.

<Table 1>는 기존 SRG 방식으로 유사도

를 검출 한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SRG

와 벨-셋 혼합방식으로 검출한 결과를 치

아당 비교한 표이다.

SRG 방식은 평균 62.3%의 실제 치아와 유

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안한 SRG와 벨

-셋 혼합방식은 실제 치아와 81.5%의 유사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 19.2%의 정확도 향상

을 얻을 수 있다. 벨-셋 방식에 향을 주

는 인자들에 해서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하

여 최 의 인자 값을 찾으려 하 다. 변경한 

인자 값은 각 에 지 함수의 가 치인     

와 디락 델타 함수에서 사용된 값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치아 뿌리 부

분을 좀 더 세 하게 분할하기 하여 기존

의 단순한 SRG 방식에 벨-셋 방법을 추가

한 것이다. 따라서 벨-셋 방법이 수행되는 

시간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벨-셋 

방식으로 각 치아가 분할되는 시간은 치아 

당 평균 5.37 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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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eth Similarity by Parameter 

Values(%)

 Average Similarity

0.03 / 5 / 1.5 / 2 81.5406

0.04 / 5 / 1.5 / 2 81.1675

0.02 / 5 / 1.5 / 3 81.537

0.03 / 3 / 1.5 / 2 78.137

0.03 / 8 / 1.5 / 2 81.3429

0.03 / 5 / 1.0 / 2 80.8734

0.03 / 5 / 1.8 / 2 81.4922

0.03 / 5 / 1.5 / 1 80.464

0.03 / 5 / 1.5 / 3 77.0858

6. 결론  개선 방향

본 논문에서는 치  부분과 치근부분을 분

리하여 치  부분은 주변 역과의 밝기 차

이가 크기 때문에 SRG 방식으로 해결하고 

치근의 경우는 역의 경계를 보다 정 하게 

검출할 수 있는 벨-셋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하여 가시 인 결과와 다이스 계수

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 실제 치

아와의 유사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약 19.2%의 

정확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 한 분할로 인한 수행시간이 치

아 당 평균 5.37  정도 더 걸리는 문제가 발

생하 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치아 분할 

작업이 각기 독립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렬 로그래 으로 속도를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의료 상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가 제한 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

가 어려우며, 확보한 데이터도 속 인공물로 

인해 육안으로도 구별이 힘든 경우가 많은 어

려움이 있다. 향후에 다양하고 정상 인 데이

터를 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테

스트를 통해 좀 더 성능이 좋은 인자 값을 찾

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한 치아 상의 

노이즈를 제거함과 동시에 경계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처리 기술을 이용한다면 좀 더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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