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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히스토그램 

형태와 화질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및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지도교수  이  삼  선) 

김 지 혜 

 

 

1. 목  적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히스토그램 형태와 화질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영상 처리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인 

histogram equalization을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또한 histogram equalization을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의 손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데이터

의 손실 정도와 범위가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2. 방  법 

화질과 히스토그램 형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강악안면방사

선과 전공의 3인이 흑화도, 대조도 등 화질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한 디지

털 파노라마방사선영상 37장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상은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물만을 포함되도록 잘라내고 8bit gray scale image로 동

일한 조건을 갖도록 저장하였다. 이 영상들을 The MathWorks 

MATLAB 7.10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얻고 이의 왜도와 첨도를 구

했다. 화질의 점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 알아보았다. 

The MathWorks MATLAB 7.10을 이용하여 histogram equalization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영상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손실 부위를 알

아보기 위해서 데이터 손실부위를 반전시킨 영상을 얻도록 하였다. 

데이터 손실의 정도가 판독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

단하기 위해서 최초에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화질 평가에 사용된 기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다. 

위에서 나눈 적용 성공과 실패 군 사이에 히스토그램 형태 차이가 있는

지를 히스토그램의 왜도, 첨도와의 상관관계를 Mann-Whitney test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3. 결  과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나타내는 왜도, 첨도와 화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아본 결과 첨도는 영상의 총점과 음의 상관관계 (-0.339, p<0.05)를 

보였다.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첨도가 약 1.2배정도 증

가한 반면 왜도는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데이터 손실이 판

독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쳐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의 실패가 나타

난 영상은 전체의 27%였다.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의 성공과 실패 분석

한 결과 실패한 집단의 첨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화질이 우수한 영상의 경우 첨도가 작은 경향성을 보였다. histogram 

eqaulization을 적용한 결과 27%의 경우에서 중요한 부위에 데이터의 

손실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첨도가 큰 경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첨

도가 큰 영상의 경우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보다는 다른 영상처

리 방법의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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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Introduction) 
 

(1) 디지털 영상의 도입 및 장점 

 

과거의 필름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촬영하고 이를 현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센서와 전산 장비를 이용하는 디지털 영상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디지털 방식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현상 과정의 복잡성, 자료의 

정리 및 보관의 간편성 등 장점을 갖는다. 과거 필름에 의한 방식에서 

화질은 필름, 현상액, 현상 과정 등 관여하는 요소가 많고 좋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다. 반면에 

디지털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대조도나 흑화도의 영상을 얻어도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는다. (2, 3) 그리고 디지털영상 

검출기는 X선에 민감하여 과거 필름 시스템에 비해 노출량을 1/1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1)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을 획득한 후에도 다양한  

영상처리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과 노출량 증가 없이 대조도가 높거나 노이즈가 적은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2) 

 

(2) 디지털 영상의 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 

 

디지털 영상처리에는 디지털 영상개선(digital image enhancement), 

디지털영상 공제술, 자동화 이미지 분석, 이미지 재건 등이 포함된다. 

(3) 그 중 디지털 영상 개선은 그 방식에 따라서 크게 spatial domain 

enhancement와 transformation enhancement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spatial domain enhancement는 image의 intensity value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histogram equalization는 이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4)  

디지털 영상은(Digital image)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고 다양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또한 개발되어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간단한 대조도의 

조절 뿐만 아니라 진보된 형태의 histogram equalization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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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상처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배우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명칭이나 방식에 있어서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영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인 영상의 화질을 조정 가능성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개선된 영상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 5) 

  

(3) histogram equalization 

 

영상의 대조도 조절은(contrast enhancement) 영상처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histogram equalization은 비슷한 흑화도를 갖는 픽셀수가 

많은 부분에서는 이 영역을 벌려서 대조도를 증가시키고 적은 

부분에서는 영역을 좁혀서 대조도를 감소시켜 영상의 전체적인 대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적용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지만 middle-level로 영상의 평균값을 변화시키면서 일부 

영상에서는 그 화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4, 

6)예를 들면,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한 경우 우식을 판독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임플란트와 연관되어서는 손실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었다.(7) histogram equalization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global approach가 아닌 local approach가 시도되고 

있으며 그 방식을 보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적용되어 평가되고 있다. 

(4-6, 8) 

 

(4) 파노라마방사선영상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은 구내방사선사진보다 술식이 간편하고 촬영시간이 

짧고 방사선조사량이 적은 편이라 최근 초진 및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 및 악교정 수술의 증가로 그 유용성은 더욱더 

크게 증가되고 있다.(1, 9-11) 그러나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 대한 

영상처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1980년대 이후로 디지털 

영상의 도입으로 영상 처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부분 구강내방사선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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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방사선영상은 치아와 악골 같은 경조직부터 그 주변의 연조직 

및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고 많은 해부학적 구조물의 중첩이 나타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디지털영상기술을 통한 화질의 향상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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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Material and Method) 
 

(1)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화질의 상관 관계 

 

A. 영상의 수집 및 선별 

37장의 환자의  이름,  성별  등  환자  정보가  모두  제거된 

디지털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공의 3인이 

화질을 평가하였다. 그 항목과 기준은(총점 100점) table 1과 

같다. (16)  화질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검사표지, 인공음영 

등에 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항목 5와 6인 사진의 흑화도, 

해상도 및 대조도, 그리고 전문가의 전반적 화질평가 항목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총점 48점) 

선별된 37개의 영상(평균점수 27.1점)에는 상위 점수를 갖는 

13개의 영상(최고점: 46점, 평균 42.7점)과 하위 점수를 갖는 

24개의 영상(최저점 6.7점, 평균 18.7점)이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하위 점수를 갖는 영상을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모든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 상위 점수를 갖는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데이터손실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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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전처리 

동일한 영역을 포함하도록 영상을 잘라냈다. 선별된 영상의 일정 

부분만을 해부학적 기준을(figure1) 설정하여 잘라 내었다.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여 하악과두의 상연(상), 하악과두 또는 

하악각의 가장 돌출된 부위(좌우), 하악의 변연(하)를 기준으로 

잘라내어 8비트 gray scale로 변환하여 jpg파일 형태로 저장했다.  

 

 

 

 

figure 1. cropped image with anatomic landmark  

superior: condyle head,    

inferior: inferior border of mandible  

right&left : condyle head or mandibular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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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aluation criteria of panoramic image 

evaluation criteria of panoramic radiography by 3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specialists.(16) 

1. Identification 

Name of patient 

Sex 

Age 

Registration number 

Date of taking 

Time of taking 

Operator (name or mark) 

Mark for left or right 

2. Artifacts 

Internal artifacts or artifacts of unknown origin (record any stains, scratches, static 

electricity, or detector error, etc.): Not present/present but don’t interfere with 

diagnosis/ may interfere with diagnosis) 

Artifacts caused by external factors (the patient’s earrings, removable prosthesis, 

etc.) 

Not present/present but don’t interfere with diagnosis/ may interfere with 

diagnosis) 

3. Coverage area 

Top: include the inferior border of the orbit 

Left: include outside of 0.5 mm to temporomandibular joint 

Right: include outside of 0.5 mm to temporomandibular joint 

Bottom: include underside of 0.5 mm to inferior cortical border of the mandible 

4. Patient 

positioning 

Bite block existence  

Occlusal plane: appropriate/flat/steep downward V-shape/ inverted V-shape  

Antero-posterior positioning: adequate/former or rear but diagnosis is 

possible/unclear anterior portion 

Right-left symmetry: symmetry/The discrepancy is less than half of the width in 

M-D of mandibular 1st molar/ above half of the width in M-D of mandibular 1st 

molar 

Hyoid bone overlapped the mandible 2 0 

Patient movement (up and down): continuity on the inferior border of mandible  

(under 2 mm) 

Patient movement (up and down): continuity on the occlusal plane (under 2 mm) 

Patient movement (right and left): none of dual images  

Patient movement (right and left): none of disappeared images  

No soft tissue movement (evaluation of the soft palate, tongue and hyoid bone) 

5. Density, 

sharpness, and 

contrast of image 

Distinguishable dentinoenamel junction: almost distinguishable/indistinguishable   

in 2 of 6 of the regions/indistinguishable in 4 of 6 of the regions 

Distinguishable PDL space and lamina dura: almost distinguishable/indistinguishable 

in 2 of 6 of the regions/indistinguishable in 4 of 6 of the regions 

Accuracy of root shape: almost distinguishable/indistinguishable in 2 of 6 of the  4 

regions/ indistinguishable in 4 of 6 of the regions 

Metal artifact: distinguishable with secondary caries/ indistinguishable  

Extent of the proximal overlap: overlapped under the DEJ/ over the DEJ  

Homogeneity of the background density: homogeneous/heterogeneous  

Distinguishable alveolar crest in alveolar bone: almost distinguishable/ 

indistinguishable in 2 of 6 of the regions/ indistinguishable in 4 of 6 of the regions 

Distinguishable trabecular pattern in alveolar bone: almost distinguishable/ 

indistinguishable in 2 of 6 of the regions/ indistinguishable in 4 of 6 of the regions 

Regional contrast-TMJ area  

Regional contrast-maxillary sinus  

Regional contrast-mandibular area  

Noise: not present/present 

6. Overall image 

quality grade 

Optimal for obtaining diagnosis information/adequate for diagnosis/poor,  

but diagnosable/unrecognizable, too poor for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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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히스토그램의 형태 분석 

히스토그램의 형태의 분석을 위해서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값을 The MathWorks MATLAB 7.10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왜도는 히스토그램의 좌우 대칭의 정도로 치우침을 

나타낸다. 첨도는 히스토그램의 뾰족한 정도로 일정영역에 

데이터가 몰린 정도를 의미한다. 사용한 영상들 중 가장 크고, 

작은 왜도와 첨도 값을 갖는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table2와 같다.  

 

D. 상관관계 

히스토그램 형태와 화질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도 

첨도와 총점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table 1의 항목5,6의 세부항목 점수와의 상관관계도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table 2. maximum and minimum skewness and kurtosis 

skewness is a measure of the asymmetry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kurtosis is a measure of the "peakedness"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it shows histogram with minimum and maximum skewness and kurtosis 

 max min 

skewness 

1.2903 0.0378 

kurtosis 

4.1392 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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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과 데이터 손실 

 

A.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 

The MathWorks MATLAB 7.10을 이용하여 histogram 

equalization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 과정은 크게 

평탄화(equlalization)와 늘리기로(stretching) 나누어 적용하였다. 

0~255 범위의 level을 10단위로 나누어 도수분포표를 

작성하였다.(table 3) 상위 5%, 하위 5%에 해당하는 픽셀수 

(intensity)를 갖는 level을 각각 최소역치, 최대역치 값으로 

정해서 최소역치 이하의 값을 갖는 픽셀은 0으로 최대 역치이상의 

값을 갖는 픽셀은 255값으로 설정한 후에 최소역치와 최대역치 

사이의 영역을 다시 0~255의 영역을 갖도록 증폭시켰다. 그 후에 

초기의 영상과 처리된 영상, 그리고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도록 했다.(figure 2,3,4) 

역치값은 1%, 2%, 5%, 10% 등 여러 값을 시도해본 결과 5% 

수준이 데이터의 손실과 대조도 향상에 적정 값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histogram equalization이 영상 전반이나 히스토그램 

형태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적용 전후의 왜도와 

첨도값을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B.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후 데이터 손실의 측정 

histogram equalization의 평탄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 

부분의 반전 영상을 MathWorks MATLAB 7.10을 이용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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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distribution of image level 

With this example, threshold level is 10~19 and 130~139 which have upper 

and lower 5% of intensity. Therefore, pixels with their level under 10~19 

are equalized to 0 and pixels with their level higher than 130~139 equalized 

to 255. On the other hand, pixels with their level between 10~139 are 

stretched to 0~255. 

 

level intensity % 

accumu

lated  

% 

level intensity % 

accumu

lated  

% 

0~9 47487 1.6 1.6 130~139 50668 1.7 95.2 

10~19 70996 2.3 3.9 140~149 24789 0.8 96.1 

20~29 93025 3.1 7.0 150~159 10697 0.4 96.4 

30~39 140656 4.7 11.7 160~169 5378 0.2 96.6 

40~49 147534 4.9 16.5 170~179 3317 0.1 96.7 

50~59 148514 4.9 21.5 180~189 2788 0.1 96.8 

60~69 224140 7.4 28.9 190~199 3232 0.1 96.9 

70~79 357335 11.8 40.7 200~209 3973 0.1 97.0 

80~89 416269 13.8 54.5 210~219 4405 0.1 97.2 

90~99 427040 14.1 68.6 220~229 6120 0.2 97.4 

100~109 388861 12.9 81.5 230~239 9039 0.3 97.7 

110~119 238088 7.9 89.3 240~249 14423 0.5 98.2 

120~129 127534 4.2 93.6 250~255 5557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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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of histogram with histogram equalization  

A: original histogram    B: equalized histogram with threshold 5%  

C: stretched histogram(histogram of processed image) 

 

figure 3. algorithm of histogram equalization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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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연구에 사용한 한 영상의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B 

 

 

 

 

 

C 

 

 

 

figure 4. histogram equalization 전후의 영상과 히스토그램 

A: initial image and histogram 

B: image and histogram after histogram equalization  

C: image with inverted areas which are eq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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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가능 여부의 상관관계 
 

(1)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성공과 실패 

table 1의 항목5를 참고하여 table 4와 같이 histogram 

equalization으로 데이터 손상이 가해져서는 안 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앞서 얻은 반전영상에서 데이터 손실의 범위가 

table 4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실패 영상으로 분류하였다. 

 

table 4. evaluation criteria of data loss after histogram equalization 

1. Distinguishable dentinoenamel junction 

2. PDL space and lamina dura  

3. Accuracy of root shape  

4. Metal artifacts 

5. Extent of the proximal overlap  

6. Homogeneity of the background density 

7. Distinguishable trabecular pattern in alveolar bone  

8. Distinguishable alveolar crest in alveolar bone  

9. Regional contrast-TMJ, maxillary sinus, mandibular body 

  

 

B.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성공 여부와 히스토그램 형태의 

상관관계 

histogram equalization의 성공과 실패 군을 나누고 각 각의 

왜도와 첨도 값을 Mann-Whitney test로 비교하여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 히스토그램 형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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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Result) 
 

(1)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화질의 상관 관계 

 
table 5. total score, skewness and kurtosis of each panoramic radiography 

 

total 

score 

skew-

ness 
kurtosis 

 total 

score 

skew-

ness 
kurtosis 

13-1 46.0 0.54 2.09 81-1 22.0 0.5751 1.9385 

13-3 45.0 0.45 2.06 24-3 22.0 0.11 1.56 

19-1 44.7 0.35 1.41 28-3 20.7 0.74 4.14 

23-3 42.7 0.07 1.51 52-2 20.7 0.74 4.14 

27-1 42.7 0.04 1.60 36-3 20.7 0.49 1.95 

37-3 42.7 0.68 2.08 32-3 20.3 0.31 1.73 

14-1 42.0 0.61 2.25 11-2 20.0 0.62 2.76 

7-1 42.0 0.75 2.35 78-1 19.3 0.31 1.55 

14-2 42.0 0.38 1.85 78-3 18.7 0.83 2.63 

39-2 42.0 0.75 2.46 57-3 18.0 0.44 2.86 

23-1 41.3 0.05 1.59 30-3 17.3 0.63 1.77 

54-3 41.3 0.17 1.57 30-1 16.7 0.24 1.64 

93-3 41.3 0.31 1.88 28-2 16.0 0.27 1.55 

81-2 22.7 0.3058 2.394 41-1 16.0 0.36 1.68 

99-3 22.7 0.5461 2.1107 53-3 14.7 0.36 2.50 

32-2 22.7 1.2903 3.5518 78-2 12.7 1.17 3.03 

60-2 22.7 0.5129 2.0553 30-2 10.7 0.66 2.12 

74-2 22.7 0.7109 2.0998 65-3 6.7 0.80 3.48 

80-3 22.0 -0.196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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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가 총점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0,34,p<0.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도는 PDL space와 lamina dura 구분, 치근단 

모양의 정확성, 골소주 구별여부, 상악동 대조도, 하악체 대조도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0.3~0.4, p<0.05)를 갖음을 알 수 있었다. 

왜도 또한 치근단 모양의 정확성, 상악동의 대조도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0.3~0.4, p<0.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6 correlation of image quality with skewness and kurtosis 

total score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kurtosis. Distinguishability of PDL space 

and lamina dura, accuracy of root shape, distinguishability of trabecular pattern of 

alveolar bone, and regional contrast of maxillary sinus, mandibular area also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kurtosis. Skewness also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accuracy of root shape and regional contrast of maxillary sinus. 

 

skewness kurtosi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total score -.250 .136 -.339
*
 .040 

DEJ -.150 .375 -.243 .148 

PDL -.319 .054 -.414
*
 .011 

root apex -.353
*
 .032 -.387

*
 .018 

metal -.266 .111 -.110 .516 

proximal .012 .944 -.298 .073 

background .170 .315 .024 .888 

trabecule -.320 .053 -.426
**

 .009 

alveolar 

bone 
-.172 .308 -.245 .143 

TMJ .217 .197 -.058 .732 

Max. sinus -.409
*
 .012 -.378

*
 .021 

Mn.body -.037 .829 -.363
*
 .027 

noise -.190 .260 -.254 .130 

quality -.277 .096 -.22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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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과 데이터 손실 

 

A.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 후 이 값이 히스토그램의 유의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지를 첨도와 왜도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대응 

t검정(paired t-test) 결과 유의하게 첨도는 1.2배 변화하였다. 

왜도는 0.9배로 감소하였으나 그 정도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7 change of kurtosis after histogram equaliz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t p-value 

lower upper 

kurtosis

& 

new 

kurtosis 

-.528 1.384 .227 -.990 -.0668 -2.3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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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후 데이터 손실의 측정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후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 주요 

부위를 살펴보면 table8과 figure 5와 같다. 

 

 
table 8 equalized area in panoramic radiograph 

lower threshold 

inverted to white 

upper threshold 

inverted to black 

 

1. background inferior to 

background 

2. inside maxillary sinus 

3. space between maxillary 

ad mandibular teeth 

4. inside prosthesis 

(1) crown 

(2) implant 

(3) fixed orthodontic appliance 

5. intact enamel 

6. impacted tooth 

7. hard palate 

8. posterior teeth 

9. root of mandibular inc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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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qualized area in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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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가능 여부의 상관관계 
 

A.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성공과 실패 

table 4의 기준으로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의 성공과 실패 

영상을 구분하여 본 결과 성공한 영상은 37개의 영상 중 

27개(73%), 실패한 영상은 10개(27%) 였다. 

 

B.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성공 여부와 히스토그램 형태의 

상관관계 

Mann-Whitney test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두 집단 사이에 

첨도가 유의하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p<0.05) 실패한 집단에서 

성공한 집단보다 첨도가 1.2배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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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Discussion) 
 

디지털 영상은(Digital image) 이미 널리 보급되었고 다양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또한 개발되어 있다. 디지털 영상의 최대의 장점은 적절하지 

않은 대조도나 흑화도의 영상을 얻어도 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2, 

3) 그러나 명칭이나 방식에 있어서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영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인 영상의 화질을 

조정 가능성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개선된 영상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 5) 

자동화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영상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이용하여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 가능한 영상을 여부를 

알아내고자 했다.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대표하는 변수인 첨도가 

histogram equalization 적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디지털파노라마영상의 

자동화 이미지 처리에 대한 흐름도는 figure 6과 같다. 

 

 

 

 

 

 

figure 6 flow chart of automatic image processing 

1. acquiring histogram of panoramic radiography 

2. analysis kurtosis of histogram 

1) histogram with sharp peak  

:suitable to apply histogram equalization 

directly(smaller kurtosis) 

2) histogram with unsharp peak(greater kurtosis) 

: another image processing method is needed 

(unsuitbale to histogram equ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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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Conclusion) 
 

히스토그램의 첨도가 작을수록 화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 영역의 밝기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영상의 화질이 우수한 

것이라는 결과로부터 파노라마 영상에서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특정한 밝기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정한 영역의 밝기를 강조하고 8bit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histogram equalization을 사용하여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데이터의 손실이 항상 동반되므로 그 정도와 범위를 알아보았다. 

데이터의 손실 정도와 범위는 영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히스토그램의 첨도가 낮은 영상의 경우 데이터의 손실이 적게 나타났다. 

즉, 히스토그램의 형태분석을 통하여 histogram equalization의 적용이 

가능한 영상을 선별해내서 적용시키는 자동화 영상처리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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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We wante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mage and 

histogram. In addition, we tried to apply histogram equalization on 

panoramic radiography. In this study, we want to know the 

possibility of applying histogram equalization to panoramic 

radiography. Loss of data is evaluat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histogram equalization. By comparing histogram of 

success and fail group of histogram equalization we wanted to find 

out indicator of possibility of applying histogram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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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image quality and histogram we 

used 37 digital panoramic radiographies whose image qualities are 

evaluated by 3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specialists. 

Each image is cropped with anatomical landmarks and saved 8 bit 

gray scale image. All the histograms and their skewness and 

kurtosis are attained by using ‘The MathWorks MATLAB 7.10’.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quality, skewness and kurtosis 

we use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ing ‘The MathWorks MATLAB 7.10’ histogram equalization 

program was made. In addition, inverted images are attained to 

evaluate data loss. Extent and range of data loss were used to 

determine success and fail of applying histogram equalization 

By comparing histogram of success and fail group we wanted to 

know the correlation between success of histogram equalization and 

shape of histogram.(Mann-Whitney test) 

 

 

3. Results 

Kurtosis of histogram shows negative relationship with image 

quality.(-0.339, p<0.05) 

After applying histogram equalization, kurtosis is significantly 

increased 1.2times. On the other hand, skewness does not show 

significant change. 27% of images are showing inappropriate data 

loss with histogram equalization. 

Images with inappropriate data loss through histogram equalization 

show larger 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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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Images with better quality tend to show lower kurtosis. After 

applying histogram equalization to all the images, 27% of images 

show inappropriate data loss. Those images have larger kurtosis. 

Therefore images with large kurtosis are not suitable to apply 

histogram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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