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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치과 진료 시 환자의 치아, 턱 뼈, 신경관 등의 해부학적 구조 

파악을 위해 3D dental CT 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각 구조의 정확한 

분할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정이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치아들이 각각 분할되어 있으면 각 치아의 모양, 축, 

깊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CT 에서 치아는 주변 영역과 밝기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할이 쉽지 않고, 치관 영역에서는 인접한 치아들 간 구분이 어렵다. 

치근 영역에서의 정확한 분할 또한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반자동으로 개별 치아를 분할하고 기존 방법들보다 

좀 더 빠르게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분할한 결과 평균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주요어: 개별 치아 분할, 레벨-셋 기법, Otsu’s 이진화, 상하악 분할 

학  번: 2015-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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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통해 얻은 CT 

볼륨 데이터로부터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분할하여 가시화하는 것은 

의사들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3D 스캐너가 급부상함에 따라 신체 내부

의 장기를 3D 스캐너로 출력하여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볼륨 데이터에서의 정확한 분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과 진료에서는 환자의 치아, 턱 뼈, 신경관 등 진료 시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3D dental CT를 사용한다. 치아 교

정 시뮬레이션 및 임플란트 시술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각 구조의 

정확한 분할이 요구되고, 특히 치아는 각 치아의 모양, 축, 깊이 등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치아 영역 분할이 아닌 개

별 치아 분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접한 치아들끼리는 치관 부분에서 접촉해있기 때문에 접

촉한 부분에서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로 분할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다. 또한 치근 부분에서는 가까이에 위치한 턱 뼈가 치아와 비

슷한 밝기 값을 갖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는 정확한 분할이 쉽지 

않고, 금속물 허상(Metal Artifact)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더더

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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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치아를 개별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2장에서는 분할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상 처리 기법과 치아 분할 관

련 기존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

할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를 평가하고 기존 논문의 방법과 비교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앞

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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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지식 및 관련연구 

 

2.1. 이진화 기법 

 

이진화는 영상처리의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영상의 모든 픽셀

에 대하여 밝기 값이 특정 값보다 작으면 0, 크면 1로 하여 영상을 

두 클래스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이 때 비교의 대상의 되는 밝기 값

을 임계값(Threshold)이라고 한다. 

 

2.1.1. 전역적 이진화 기법 

 

 전역적 이진화 기법은 영상 전체에 대해 한 개의 임계값을 사용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 2.1의 (a) 영상에 대해 임계값을 6으

로 하여 이진화를 한다면 결과는 (b) 영상과 같다. 

(a) 원본 영상   (b) 이진화 결과 

그림 2.1 이진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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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Otsu’s 이진화 기법 

 

Otsu’s 이진화 기법은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분석하여 임계값

을 자동으로 찾아 이진화를 하는 기법이다. 먼저 영상의 히스토그램

을 구한 후, 임계값 T를 영상의 최소 밝기값부터 최대 밝기값까지 

변화시키며 T값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두 클래스 간 분산이 최대이거

나 클래스 내 분산이 최소가 되는 값을 최종 임계값으로 정한다. 그

림 2.2와 같은 히스토그램 분포에서는 TO로 클래스를 나눴을 때 클

래스 간 분산이 가장 크다. 

 

 

클래스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클래스 간 분산을 최대화

하는 방법 모두 동일한 임계값을 도출한다. 실제 구현에서는 클래스 

intensity 

#
 o

f 
P
ix

e
ls

 

T
O
 

그림 2.2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와 임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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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연산량이 적어 임계값을 구하는데 많

이 사용된다. 클래스 내 분산을 구하는 식은 2.1과 같고 클래스 간 

분산을 구하는 식은 식 2.2와 같다. 

 

 𝜎𝑊
2 = 𝑊𝑏𝜎𝑏

2 + 𝑊𝑓𝜎𝑓
2 (2.1) 

 𝜎𝐵
2 = 𝜎2 − 𝜎𝑊

2 = 𝑊𝑏(𝜇𝑏 − 𝜇)2 + 𝑊𝑓(𝜇𝑓 − 𝜇)
2

= 𝑊𝑏𝑊𝑓(𝜇𝑏 − 𝜇𝑓)2 (2.2) 

 

 

2.3. 레벨-셋(Level-Set) 기법 

 

곡선(Curve)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명시적 방법(Explicit Method)

과 암묵적(Implicit Method)이 있다. 명시적 방법은 곡선을 매개변수

의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 y = f(x)와 같은 형태를 말한다. 암

묵적 방법은 곡선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 f(x, y) = 0과 같은 

형태로 정의한다. 암묵적 방법은 곡선의 형태적 변환이 가능하지만, 

명시적 방법은 형태적 변환이 있을 때 함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형태적 변환이 있는 분할에서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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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셋은 곡선의 암묵적 표현으로써, 초기 곡선(Initial Contour)

을 설정한 뒤, 정의한 에너지 함수에 따라 곡선을 전개해 나가며 물

체의 윤곽을 찾는 방법이다. 곡선은 그림 2.3과 같이 제로 레벨-셋

(Zero Level-Set)으로 표현되고, 곡선의 내부는 양수, 외부는 음수 

또는 내부가 음수, 외부가 양수로 설정된다. 이렇게 양수, 0, 음수로 

표현된 함수를 부호화 거리 함수(Signed Distance Function)라고 하

고 𝜙로 나타낸다. 

 

레벨-셋의 변화 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함수인 E(ϕ)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2]. 

 

 

 𝜕ϕ

𝜕𝑡
= −

𝜕𝐸

𝜕ϕ
 

 

inside 

𝜙 > 0 

outside 

𝜙 < 0 

𝜙 = 0 

그림 2.3 레벨-셋 함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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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함수는 식 2.3과 같이 내부적 요인(Internal Terms)와 외

부적 요인(External Terms)의 합으로 구성된다. 내부적 요인은 곡선

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로, 곡선이 부드럽게 전개되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외부적 요인은 곡선을 물체의 윤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영상의 밝기 값을 반영한다. 각 요인에 대한 가중치는 실험을 

통해 최적의 값으로 설정된다. 

 

 

2.4. 분할 평면 기반 치아 분할 기법 

 

현재까지 연구된 개별 치아 분할 방법은 크게 치열이 아치형을 이

룬다는 것을 이용하여 분할 평면을 계산하는 방법과 레벨-셋 방식을 

이용하여 치아 윤곽을 찾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Hui Gao와 Oksam Chae의 논문[3]은 치열에 따라 곡선 적합

(Curve Fitting)을 하고, 찾아진 곡선을 따라 평면을 위치시켜 평면 

상에 위치하는 복셀들의 밝기 값의 합을 구한다. 평면 상에 치아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밝기 값의 합이 작아진다. 평면의 각도를 조정하

며 밝기 값이 가장 작은 평면을 찾으면 이 평면이 곡선의 해당 위치

 𝐸(ϕ) = 𝜔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𝐸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ϕ) + 𝜔𝑒𝑥𝑡𝑒𝑟𝑛𝑎𝑙𝐸𝑒𝑥𝑡𝑒𝑟𝑛𝑎𝑙(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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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할 평면이 되고 곡선의 모든 위치에서 평면을 찾은 뒤 밝기값 

합의 국부 최소점(Local Minima)을 찾으면 치아를 구분하는 분할 평

면들이 찾아진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며 치열이 고른 

경우 분할 평면들이 잘 찾아지지만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치아가 비스듬하게 많이 

누워있는 경우에는 분할 평면에 의해 잘리는 경우도 생기고, 치근부

분에서의 분할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2.5. 레벨-셋 기반 치아 분할 기법 

 

Hui Gao와 Oksam Chae의 논문[4]과 Gan 등의 논문[5]은 레벨-

셋 기법을 통해 치아 윤곽을 검출한다. 두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제

안하는 방법은 먼저 사용자가 시작 슬라이스를 선택하고, 각 치아에 

대해 초기 곡선(Initial Contour) 또는 초기점(Initial Point)을 입력하

여 시작 슬라이스에서 치아 윤곽을 찾는다. 다음으로 찾은 윤곽을 

초기 곡선으로 하는 레벨-셋을 치관 방향과 치근 방향으로 전개하여 

전체 치아의 윤곽을 찾는다. 이 때 시작 슬라이스는 치관과 치근의 

중앙부에 위치시키는데, 중앙부는 인접한 치아들 간에도 접촉이 없

다는 치아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분할 평면에 비해 치아의 윤곽이 

정확하게 찾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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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치관 부분에서 인접한 치

아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다. Hui Gao와 Oksam Chae의 논문[4]은 

레벨-셋 함수를 두 개로 정의하여, 인접한 치아들 간의 경계가 서로 

다른 레벨-셋 함수를 통해 찾아지도록 한다. Gan 등의 논문[5]은 레

벨-셋 함수를 한 개만 정의하되, 곡선이 전개될 때 인접한 치아부분

까지 포함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마스크는 각 치

아 별로 생성되고, 각 치아를 충분히 포함하는 크기를 가지며, 인접

한 치아 영역은 0, 나머지 영역은 1의 값으로 한다. 곡선이 전개될 

때마다 마스크는 새로 정의되는데, 현재 슬라이스에서 곡선을 전개

할 때, 이전 슬라이스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접

한 치아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 인접 치아의 일부

분을 포함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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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치아 분할 방법 

 

3.1. 전체 알고리즘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치아 분할 방법은 아래 그림 3.1과 같이 상

/하악 분할, 시작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치관 방향으로의 분할, 치근 

방향으로의 분할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 개별 치아 분할 전체 알고리즘 

 

 전처리 상/하악 분할 

  분할  

시작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치관 방향으로의 분할 

치근 방향으로의 분할 

Segmentation Result 

Dental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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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하악 분할 

 

개별 치아 분할 시 윗니와 아랫니의 치관과 치근의 위치가 반대이

기 때문에 분할하려는 치아가 상악, 하악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 분할하려는 치아가 윗니인 경우, 시작 슬라이

스로부터 아래 방향에 치관이 위치하고, 위 방향에 치근이 위치하는 

반면, 분할하려는 치아가 아랫니인 경우, 시작 슬라이스로부터 아래 

방향에 치근이 위치하고, 위 방향에 치관이 위치한다. 따라서 개별 

치아 분할을 수행하기 전, 상/하악 분할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점이 상/하악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먼저 판별하고 이로부터 곡선 

전개 방향을 정한다. 

상/하악 분할은 아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Otsu’s 이진화 기법을 통해 얻은 최적의 임계 값으로 뼈 영

역 추출  

(2)  연결 요소 레이블링[6]을 하여 상악, 하악, 목뼈 등으로 분할 

(3)  분할된 가장 큰 두 개의 뼈 중 아래에 위치한 것이 하악, 위

에 위치한 것이 상악 

수행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볼륨의 크기를 1/8로 줄여 알고리즘

을 수행한 후 다시 8배로 늘려 원래 볼륨 크기로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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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뼈 영역 추출 

 

CT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이 그림 3.2와 같을 때 Otsu’s 이진화를 

수행하면 임계 값으로 T1 이 도출된다. T1은 연조직(Soft Tissue)과 

그 외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값으로 뼈 영역만 구분하기에는 작

은 값이다. 뼈 영역과 그 외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임계 값으

로는 T2가 도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Otsu’s 이진화 기법을 CT 

데이터 전체에 대해 적용하여 T1을 구한 뒤, T1부터 HU(Hounsfield 

Unit)값의 최대값 사이를 새로운 범위로 하여 다시 임계값을 구한다. 

T1과 T2로 이진화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 2 CT 데이터의 히스토그램과 임계값 T1,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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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뼈 분할(상악, 하악 등) 

 

이진화의 결과로 각 픽셀은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0과 1의 숫

자만으로 이루어진 영상에서 의미 있는 뼈를 분할하기 위해 연결 요

소 레이블링을 수행한다.  

연결 요소 레이블링의 결과, 같은 뼈를 구성하는 픽셀들끼리 그룹

화가 되고, 실제 CT 영상에서는 상악, 하악, 목뼈 등을 나타내게 된

다. 이 때, 레이블링 된 요소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두 개를 상악

과 하악의 후보로 두고, 하단에 위치한 것을 하악, 상단에 위치한 것

을 상악으로 판별한다. 

연결 요소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위치 정보를 이용해 하악을 분할

한 결과는 그림 3.4와 같다. 

(a) 임계값이 T1일 때  (b) 임계값이 T2일 때  

그림 3.3 Otsu’s 이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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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볼륨 (b) 분할 결과 

그림 3.4 상/하악 분할 결과 

 

3.3.3. 뼈 내부 메움 

 

분할한 뼈의 내부는 빈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를 채우는 과정이 필

요하다. 물체 외부, 즉 배경(Background)의 한 픽셀을 시작점(Seed)

으로 하여 영역 확장법(Region Growing)을 통해 배경에 속하는 픽

셀들을 구분한 뒤, 배경에도 속하지 않고, 분할된 뼈에도 속하지 않

는 픽셀들을 분할 결과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2D 슬라이스 

별로 영역 확장법을 진행하였고, 영역 확장법의 시작점은 그림 3.5와 

같이 각 슬라이스의 (0,0) 위치로 설정하였다. 뼈 내부 메우기 전과 

후는 그림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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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각 슬라이스 별 시작점 설정 

 

  

(a) 뼈, 배경, 뼈 내부로 구분한 결과 

 

(b) 뼈 내부를 메운 결과 

그림 3.6 뼈 내부 메우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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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별 치아 분할 

 

개별 치아 분할은 시작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치관 방향으로의 분

할, 치근 방향으로의 분할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사용자가 시작 슬라이스를 선택한 후 치아 별 초기점을 입

력하면 자동으로 시작 슬라이스에서의 치아 윤곽이 구해진다. 이 윤

곽을 초기 곡선으로 하여 치관 방향과 치근 방향으로 진행하며 각 

슬라이스에서의 윤곽을 구함으로써 전체 치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

진다. 이 때 각 슬라이스의 초기 곡선으로 이전 슬라이스에서 구해

진 윤곽을 사용하고, 치관과 치근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각 

방향으로의 레벨-셋 에너지 식도 다르게 정의한다.  

 

3.3.1. 시작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시작 슬라이스 선택 시, 그림 3.7과 같이 치관과 치근의 중간 부분

은 인접한 치아들 간 접촉이 거의 없다는 치아 특성을 반영하여 모

든 치아가 접촉하지 않는 슬라이스를 시작 슬라이스로 선택한다. 치

아 별로 입력한 초기점은 곡선을 전개시킬 때 초기 곡선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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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시 사용되는 에너지 식은 3.1과 같다. 

 

 𝜕ϕ

𝜕t
= 𝛿(ϕ) ∗ (𝛼 ∗ (𝐼 −  𝜇) + 𝛽 ∗  div (g ∗

𝛻ϕ

|𝛻ϕ|
)) 

(3.1) 

 

 

3.3.1.1. 지역 항(Region Term) 

 

 𝛼 ∗ (𝐼 −  𝜇) (3.2) 

   

𝐼 는 입력 영상의 밝기값, 𝜇 는 치아로 인식될 최소 밝기값으로, 

Otsu’s 이진화를 통해 얻은 임계값이다. 

그림 3.7 시작 슬라이스 위치 



18 

 

(1)  (𝐼 − 𝜇) > 0 이면 영상의 해당 위치의 밝기값이 치아의 밝기값보

다 큰 것을 의미하고, 곡선이 치아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곡선이 

확장하게 된다. 

(2)  (𝐼 − 𝜇) < 0 이면 영상의 해당 위치의 밝기값이 치아의 밝기값보

다 작은 것을 의미하고, 곡선이 치아 외부에 위치한 것이므로 곡

선이 축소하게 된다. 

 

그림 3.8은 지역 항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3.8 지역 항에 따른 곡선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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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가중 호 길이 항(Weighted Arc Length 

Term) 

 
𝛽 ∗  div (g ∗

𝛻ϕ

|𝛻ϕ|
) 

(3.3) 

 
𝑔 = {

1

1 +  |𝛻𝐼(𝑥)|2
,   𝛻𝜙 ∙ 𝛻𝐼 ≥ 0

1,                         𝛻𝜙 ∙ 𝛻𝐼 ≤ 0

 
(3.4) 

 

가중 호 길이 항은 곡선이 치아 경계에 위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치아는 크게 법랑질(Enamel), 상아질(Dentin), 치수(Pulp)로 

구성되는데, 각 조직에 따라 밝기 값이 다르므로, 단순히 영상의 밝

기값의 변화량(Gradient)만을 이용하여 치아 윤곽을 찾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실제 치아의 윤곽은 그림 3.9와 같이 부호화 거리 함수의 

gradient 방향과 영상의 gradient 방향이 일치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향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g식을 식 3.4와 같이 정의한다. 

경계 부분에서는 |𝛻𝐼(𝑥)|이 큰 값을 가져 g값이 0에 수렴하게 되고, 

결국 곡선의 이동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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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9 gradient 방향 비교 

(a) 입력 영상의 gradient 방향(파란색: 치아 내부 경계의 gradient 방향, 빨간

색: 치아 외부 경계의 gradient 방향. 

(b) 부호화 거리 함수의 gradient 방향 

 

 

3.3.1.3. 디락 델타 함수 

디락 델타 함수는 식 3.5와 같다. 

  

 
𝛿𝜀(𝑥) = {

0,                                       𝑖𝑓|𝑥| ≥  휀
1

2휀
[1 + cos (

𝜋𝑥

휀
)] ,       𝑖𝑓 |𝑥| < 휀

 
(3.5) 

 

𝜙를 전개할 때, 곡선에서 멀리 있는 영역은 고려할 필요가 적으므

로 곡선의 전개 시 곡선의 주변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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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치아 레이블링 

 

치관 방향과 치근 방향으로의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 슬라

이스에서 구한 부호화 거리 함수를 임계값 0으로 하여 이진화를 

한 뒤, 연결 요소 레이블링을 통해 각 치아를 구분한다. 치관 방향

으로의 분할 시 전체 치아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치근 방향으로의 

분할 시 각 치아 별로 작은 윈도우를 만들어 개별 레벨-셋을 진행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그림 3.10 치아 레이블링 결과 

왼쪽부터 (a), (b), (c). (a) 시작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결과  

(b) 치아 영역 이진화 결과 (c) 치아 레이블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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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치근 방향으로의 분할 

 

치근 방향에서는 가속화를 위하여 레이블링 된 각 치아를 하나만 

포함하는 작은 윈도우를 만들어 윈도우 내에서 치아 별로 레벨-셋을 

진행한다. 치근 방향에서의 첫 번째 슬라이스를 분할할 때 시작 슬

라이스에서의 치아 윤곽을 초기 곡선으로 사용하고, 이후의 슬라이

스들의 초기 곡선으로는 이전 슬라이스에서 구한 치아 윤곽을 사용

한다.  

 

 

그림 3.11 각 치아 별 윈도우 영역 

 

치근 방향으로의 레벨-셋 전개 시 사용되는 에너지 식은 3.6과 같

다. 

 

 𝜕ϕ

𝜕t
= −𝜛 ∗ P +  𝜇 ∗  div (g ∗

𝛻ϕ

|𝛻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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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𝛽 ∗ ((1 − 𝐻𝜀(𝜙0)) × (𝐻𝜀(𝜙) − 𝐻𝜀(𝜙0))) 

3.3.3.1. 전역 밝기값 항(Global Intensity Term) 

 

 

시작 슬라이스에서는 분할해야 하는 치아의 밝기 값에 대한 정

보가 없어 Otsu’s 이진화를 통해 구한 임계값을 전역 밝기값 항 

계산에 사용하였다. 치근 윤곽선 추출 시에는 분할하고자 하는 슬

라이스의 밝기 값 분포가 이전 슬라이스의 밝기 값 분포와 비슷하

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전 슬라이스에서의 밝기값 분포를 반영하여 

전역 밝기값 항을 구한다. 식 3.8에서 𝑝𝐴(𝐼(𝑥, 𝑦))와 𝑝𝐵(𝐼(𝑥, 𝑦))는 

각각 영상의 밝기 값이 치아(Object) 또는 배경(Background)에 속

할 사후 확률이다. 𝑝𝐵(𝐼(𝑥, 𝑦))값이 𝑝𝐴(𝐼(𝑥, 𝑦))보다 크면 에너지 값

이 음수가 되어 곡선이 치아 영역으로 이동하고, 𝑝𝐴(𝐼(𝑥, 𝑦))값이 

𝑝 𝐵(𝐼(𝑥, 𝑦))보다 크면 에너지 값이 양수가 되어 배경 영역으로 이

동한다. 

 

 

 −𝜛 ∗ P (3.7) 

 
𝑃 = log (

𝑝𝐵(𝐼(𝑥, 𝑦))

𝑝𝐴(𝐼(𝑥, 𝑦))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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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모양 제한 항(shape constraint term) 

 

 

모양 제한 항은 두 모양 간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접한 

슬라이스 간에는 치아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𝜙0는 이전 슬라이스의 부호화 거리 함수를 의미하고, 𝜙는 

현재 슬라이스의 부호화 거리 함수를 의미하여 두 함수 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곡선의 변화가 많고, 차이가 없으면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므로 곡선의 변화가 적다. 

단 어금니의 경우, 치근이 2 개 또는 3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제로 

레벨-셋의 내부에서는 제한을 적게 받도록 (1 − 𝐻𝜀(𝜙0))을 곱해준 

식을 사용한다. 

 

3.3.4. 치관 방향으로의 분할 

 

치관 방향으로의 레벨-셋 전개 시, 단순히 하나의 레벨-셋 함수를 

사용하면 인접한 치아들이 하나의 치아로 분할되기 때문에 시작 슬

 −2 ∗ 𝛽 ∗ ((1 − 𝐻𝜀(𝜙0)) × (𝐻𝜀(𝜙) − 𝐻𝜀(𝜙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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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에서 분할된 치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이 다른 부호

화 거리 함수를 가지도록 한다. 치아를 두 그룹으로 나눌 때에는 인

접한 치아들이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도록 나누고, 나누어진 예는 

그림 3.12와 같다. 

 

(a) 전체 치아 

 

(b) 그룹 1 

 

(c) 그룹 2 

그림 3.12 치아를 두 그룹으로 나눈 결과 

  



26 

 

치관 방향으로의 레벨-셋 전개 시 사용되는 에너지 식은 3.10, 

3.11과 같다. 두 그룹이 다른 부호화 거리 함수를 갖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이 사용된다. 

 

 𝜕𝜙1

𝜕𝑡
= 𝜇 [∆𝜙1 − 𝑑𝑖𝑣 (

𝛻𝜙1

|𝛻𝜙1|
)] 

          + 𝛿(𝜙1) (𝑑𝑖𝑣 (𝜆 ∗ 𝑔 ∗
𝛻𝜙1

|𝛻𝜙1|
) + 𝑣 ∗ 𝑃

+ 𝛼𝐻(−𝜙2)) 

       +𝛿(𝜙1)(2 ∗ 𝛽((1 − 𝐻𝜀(𝜙01)) × (𝐻𝜀(𝜙)

− 𝐻𝜀(𝜙01)))) (3.10) 

 

 𝜕𝜙2

𝜕𝑡
= 𝜇 [∆𝜙2 − 𝑑𝑖𝑣 (

𝛻𝜙2

|𝛻𝜙2|
)] 

          + 𝛿(𝜙2) (𝑑𝑖𝑣 (𝜆 ∗ 𝑔 ∗
𝛻𝜙2

|𝛻𝜙|
) + 𝑣 ∗ 𝑃 + 𝛼𝐻(−𝜙1)) 

          +𝛿(𝜙) (2 ∗ 𝛽 ((1 − 𝐻𝜀(𝜙02))

× (𝐻𝜀(𝜙) − 𝐻𝜀(𝜙0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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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내부 항(Internal Term) 

 

 

 
𝜇 [∆𝜙𝑖 − 𝑑𝑖𝑣 (

𝛻𝜙𝑖

|𝛻𝜙𝑖|
)] 

(3.12) 

 

내부 항은 곡선 자체의 모양에 대한 식으로, 곡선이 전개될 때 부

드러운 곡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식을 풀어 쓰면 3.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𝜙𝑖 − 𝑑𝑖𝑣 (

𝛻𝜙𝑖

|𝛻𝜙𝑖|
) = 𝑑𝑖𝑣[(1 −

1

|𝛻𝜙𝑖|
)𝛻𝜙𝑖] 

(3.13) 

 

(1 −
1

|𝛻𝜙𝑖|
)은 확산 비율로, |𝛻𝜙𝑖| > 1 이면 확산 비율이 양수이고, 원

래의 확산 방향으로 곡선이 전개되도록 하여 |𝛻𝜙𝑖|이 감소하게 된다. 

|𝛻𝜙𝑖| < 1 이면 반대 방향으로 곡선이 전개되도록 하여 |𝛻𝜙𝑖|이 증가

하게 된다. 반복 과정 후에 결과적으로는 |𝛻𝜙𝑖|  값이 1에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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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지역 항(Region Term) 

 

 𝜕𝜙1

𝜕𝑡
= ⋯ +  𝛿(𝜙1) (𝛼𝐻(−𝜙2)) 

 
𝜕𝜙2

𝜕𝑡
= ⋯ +  𝛿(𝜙2) (𝛼𝐻(−𝜙1)) 

(3.14)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화 거리 함수를 𝜙1과 𝜙2로 정의하였다. 𝜙1

이 전개될 때에는 𝜙2의 영역을 확인하고, 𝜙2가 전개될 때에는 𝜙1의 

영역을 확인하여 서로 겹쳐지면서 확장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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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제

시하고 분석한다. 먼저 가시적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기존 논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 뒤, 실제 치아 영역과 제

안한 방법으로 얻은 치아 영역을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한다. 실험

은 Intel Core i7-CPU 4.00GHz에서 수행하였고, 금속물 허상이 적은 

총 3개의 CT영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를 측정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상악, 하악에는 13개 또는 14개의 치

아가 위치하였고 모든 치아를 분할하는 데에 평균 10~15초가 걸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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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시적 실험 결과 

 

 

(a) 

 

(b) 

 

(c) 

 

(d) 

 

(e) 

 

(f) 

그림 4.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할한 결과 

(a) ~ (c) : 시작 슬라이스, 치근 슬라이스, 치관 슬라이스 

(d) ~ (f) : 각 슬라이스에서의 분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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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논문과의 비교 

 

치관 방향에서의 분할 시, 레벨-셋 함수를 한 개만 정의하되, 인접 

치아에 대한 마스크를 만들어 치아 분할을 하는 경우[4], 이전 슬라

이스의 치아 모양을 참고하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스에서 정확한 치

아 모양으로 분할하기 어렵다. 아래 그림 4.2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분할한 결과와 레벨-셋함수를 두 개로 정의하여 분할한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레벨-셋 함수를 두 개로 정의했을 때가 마스크를 사용했

을 때보다 분할 결과가 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스크를 사용

한 경우에는 인접한 치아 영역까지 경계가 확장되어 부정확한 분할 

결과를 보인다. 

 

(a) (b) (c) 

그림 4.2 분할 결과 비교 

(a) 입력 영상    (b) 마스크 사용하여 분할한 결과  

(c) 레벨-셋 2개로 분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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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확도 측정 결과 

 

정확도 측정 방법으로는 다이스 유사도 계수(Dice Similarity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다이스 유사도 계수 측정 식은 아래와 

같고, A는 수동 분할을 통해 얻은 볼륨, B는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볼륨, |𝐴 ∩ 𝐵|는 A와 B의 공통 영역의 복셀 수, |𝐴|와 |𝐵|는 각각 A, 

B 영역의 복셀 수를 의미한다. 

DSC(A, B) =  
2 × |𝐴 ∩ 𝐵|

|𝐴| + |𝐵|
 

 

다이스 유사도 계수 방식으로 개별 치아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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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별 치아 분할 정확도(%) 

치아 번호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평균 

1 97.87 95.31 80.27 91.15 

2 96.77 96.47 96.90 96.71 

3 92.93 96.39 96.32 95.21 

4 93.93 95.71 95.06 94.9 

5 97.65 98.19 98.74 98.19 

6 96.79 92.79 96.67 95.42 

7 89.05 95.80 9`7.50 94.12 

8 93.14 94.87 95.33 94.45 

9 94.38 97.80 97.73 96.64 

10 96.54 95.56 98.56 96.89 

11 94.54 93.06 99.88 95.83 

12 92.62 95.95 97.55 95.37 

13 95.35 97.81 99.53 97.56 

14 - 97.09 95.18 96.14 

평균 94.74 95.91 96.09 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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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지금까지 레벨-셋 기반 개별 치아 분할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실

제 CT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가시적인 결과나 다이스 상관 계수를 통해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개별 치아 분할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 수행 

시간도 다른 레벨-셋 기반의 방법들이 수 분 걸리는 것에 비해 매우 

짧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금속물 허

상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금속물 허상이 존재하는 데이터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시작 슬라이스 선택 시, 모든 치

아의 중앙부가 위치하는 슬라이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위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할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전자동의 개별 치아 

분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높은 분할 정확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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