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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를 활용하여 3D 

구강 CT에서부터 치아를 포함하는 경계 상자(bounding box)들을 

검출해내고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Object detection은 

이미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을 포함하는 축 정렬 경계 

상자(Axis-aligned Bounding Box)를 찾는 분야이다. 최근 딥러닝의 

발달에 힘입어 해당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성능의 발전이 있었는데, 주로 

2D 이미지, 2D 동영상 혹은 3D Lidar point cloud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D 이미지와는 달리, 3D 볼륨 이미지는 1장의 데이터 

크기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경계 상자의 차원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Object detection 

방법론이 아닌 3D 볼륨에 특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며, 치아 검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도메인에 특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end-to-end 알고리즘을 분할하여 

제한적인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치아 CT의 특성을 이용한 고도화된 

샘플링 기법과 분류 기법으로 기존 알고리즘 대비 48%의 정확도 향상을 

이루었다. 

 

 

주요어 : Object detection, Dental CT, Tooth detection 

학   번 : 2018-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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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논문에서는 3D 구강 CT 데이터에서(그림 1) 각 치아에 대해 경계 

상자(그림 2)들을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1 치아 CT 데이터의 축 영상과 3D 영상 

 

 

 

그림 1.2 CT에 그려진 상자와 개별 추출된 상자 영역 

 

 

원본 CT 데이터는 기기의 여러 종류로 인해 550 x 550 x 450 부터 800 

x 800 x 496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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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로 변환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메쉬 모델과 CT 이미지의 

정합을 다루는 [1]에서는 초기 정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우선 CT 이미지를 x축으로 투영시키면서 최대 값 만을 남겨 2D 

이미지로 변환한다. 이렇게 투영된 이미지에서는 상악과 하악이 쉽게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악과 하악 별로 앞니에 

해당하는 점과 앞니와 어금니가 이루는 각도를 구한다. (그림 3). 

 

 

그림 1.3 초기 정합 정보를 이용하여 분리된 상악과 하악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상악과 하악을 분리한다. 그리고 각각을 

일정한 크기의 3차원 이미지로 잘라내어 입력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로 

정제한다(그림 4). 이런 과정을 거쳐 상악과 하악을 분리함으로써 상악을 

뒤집어 하악과 동일한 네트워크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증강 기법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후, 최종적으로 검출해야 하는 치아의 경계 상자는 

x1, x2, y1, y2, z1, z2로 구성되며, ISO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붙여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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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초기 정합 정보를 이용하여 분리된 상악과 하악. 

 

 

그림 1.5 ISO 기준에서의 치아 번호 

 

 최근 몇 년간, Object detection은 CNN을 사용하여 비약적인 성능의 

향상이 나타난 분야이다. R-CNN에서 시작된 지역 기반 검출 

방법론(region-based detection methods)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VGG[2], Resnet[3] 등 이미지 분류(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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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에서 사용되는 특징추출기(feature extractor)를 사용한다. 

이를 backbone이라고 부르는데, 특징추출기의 특징 맵(feature map)의 각 

픽셀마다 물체의 확률과 회귀 값을 예측하고 후보 영역(region 

proposal)들을 추출한다(첫 번째 단계). 추출된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는 다시 한번 분류, 회귀 과정(두 번째 단계)을 거쳐 경계 

상자들의 위치 예측 및 클래스 분류가 이루어지고, 이 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중복된 상자들을 제거하는 Non-Maximum Suppression 

(NMS)을 통하여 최종 경계 상자들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방법들은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에서부터 상자 검출(box 

detection)까지 end-to-end로 훈련한다. 여기서 3D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backbone의 모델과 특징 맵의 크기 뿐만 

아니라, 추출된 ROI가 많아질 수록 메모리의 제약으로 학습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치아 CT 데이터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검출해야 하는 치아 개수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의 후보 상자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모델을 

후보 영역 네트워크(Region Proposal Network, RPN)와 ROI 분류기로 

분리하여 따로 훈련하였는데, 기존의 방법들이 한번의 학습에서 최대 

32개의 ROI를 사용할 수 있던 것에 비해, 메모리 한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한없이 두 번째 단계를 학습시킬 수 있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두 번째 단계 분류기의 loss가 backbone까지 전달될 수 있는 

end-to-end 학습의 장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특징 맵에서 

뽑힌 ROI가 치아 번호를 구분해 내기에 충분히 표현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의 역할을 바꿔 좀더 정확한 치아의 상자를 

검출하고 조정하게끔 하고, 검출된 치아를 분류하는 세 번째 단계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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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를 위한 ROI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치아가 작을 수록 ROI의 개수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치아 CT 영상은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하나의 영상에 대부분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와 배경의 불균형을 다루었던 기존 

샘플링 방법과 달리, 각각의 치아를 균등하게 추출하는 Class-wise 

샘플링기법을 제안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T와 검출된 상자들을 가지고 치아의 클래스를 

분류한다. 이를 위해 입력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뽑아 

앙상블을 수행한다. 1) 상자의 크기로 추출된 치아 이미지, 2) 상자를 

중심으로 W1xH1xD1의 크기로 추출된 이미지, 3) 상자를 중심으로 

W2xH2xD2의 사이즈로 추출된 이미지, 4) CT에서 각 치아의 절대 위치 

분포, 5) 각 치아 간의 상대적인 위치 분포. 상대적인 위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하여 치아의 클래스 분류는 검출된 상자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데, 상대적 위치를 제외한 4가지 특징의 간접 투표(soft voting)로 

초기 치아를 지정하고 이후로는 상대적 위치를 포함하여 직접 투표(hard 

voting)를 통해 나머지 상자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나간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Object detection의 개괄적인 

내용과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Faster R-CNN을 소개하며, 성능 향상을 

위한 FPN, Anchor clustering, NMS, 그리고 ToothNet의 장단점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구강 도메인에서의 적용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성능 분석을 진행한다.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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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Object detection 

 

 물체 검출은 이미지에서 특정 클래스의 물체를 시각적으로 감지하는 

컴퓨터 비전의 작업중 하나이며, 물체 분할, 물체 추적 등 다양한 분야의 

컴퓨터 비전 작업의 기반이 된다. [19]에서는 물체 검출은 일반적인 물체 

검출과 특정 물체 검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물체 검출은 

통일된 데이터셋 내에서 다양한 타입의 물체를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정 물체 검출은 보행자 검출, 얼굴 검출, 텍스트 검출과 같이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CT이미지에서의 치아 

검출로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딥러닝 이전의 물체 검출은 

대부분 사람이 설계한 특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검출기는 이미지의 지역적인 gradient를 특징으로 

사용한다.  

 딥 러닝의 탄생 이후, 더이상 사람이 설계하는 특징이 아닌 방대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특징 추출기는 

검출기에서 backbone이라고 불리우며, 검출을 위한 특징을 제공한다. 

속도와 성능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backbone 

네트워크가 있는데, 성능을 위한 ResNet, ResNext나 속도를 위한 

MobileNet, SqueezeNe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backbone 

네트워크의 성능은 물체 검출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2단계 

검출기로 대표적으로 Faster RCNN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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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같은 1단계 검출기이다. 2단계 검출기는 검출 속도는 느리지만 검출 

정확도가 높으며, 1단계 검출기는 검출 속도는 빠르지만 검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Faster RCNN 

 

 현재 CNN기반의 Object detection은 2단계 검출기와 1단계 검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단계 검출기는 속도가 느린 대신 정확도가 

높고 1단계 검출기는 속도가 빠른 대신 정확도가 낮다. R-CNN[3]의 

계보를 잇는 2단계 검출기는 후보 영역 생성 단계와 후보에 대한 분류 및 

미세조정 단계로 나눌 수 있다. R-CNN[4], SPP-net[5]같은 초기의 

알고리즘은 Selective search[6]나 Edge box[7]를 사용하여 후보 영역을 

생성하였다. 저 수준의 특징으로 생성된 후보 영역은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aster RCNN[8]은 전통적인 방법론을 

CNN으로 대체하여 후보 영역 네트워크(RPN)를 고안해냈다. RPN은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되는 VGG16를 사용한다. 이는 backbone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며, 특징 맵의 각 픽셀당 가상의 Anchor를 설정하여 

물체가 있을 확률과 회귀 값을 출력한다. 이 후 첫 번째 단계에서 물체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Region of Interest(ROI)라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특징 맵에서 해당 영역을 추출한다. Faster RCNN에서는 소수로 표현된 

상자 좌표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특징을 

이용하였다. Mask-RCNN[18]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보간 법을 통해 특징 

맵을 추출하는 ROI Aling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ROI들은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물체인지와 더 세밀한 회귀가 적용되어 최종적인 상자 검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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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aster RCNN의 네트워크 구조 

 

 

Feature Pyramid Network 

 

Faster RCNN에서 backbone으로 사용된 VGG16은 5개의 pooling 

층이 존재한다. 한 번의 pooling계층에서 이미지의 크기가 이전 계층 대비 

1/2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징 맵의 가장 마지막 층은 입력 이미지 대비 

차원당 1/16 크기로 축소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앵커가 배치되는 위치를 

조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작은 물체에 대한 검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리사이즈 하면서 훈련하거나 추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실행속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Feature Pyramid Network(FPN)[9]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VGG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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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에서는 이전 층을 사용하여 정보를 응축시킨다. FPN에서 추가한 

하향식 과정에서는 응축된 정보를 가지고 각 층과 같은 크기로 확장 

시켜간다. Up Convolution을 이용하여 이전 특징 맵을 확장 시키는 

가중치를 학습하며, Skip connection을 사용하여 같은 크기를 갖는 상향식 

과정의 특징 맵에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한다.  최종적으로는 1/16부터 

1/2까지 4개의 특징 맵을 모두 활용하여 ROI를 생성한다. 

 

Sampling 

 

특징 맵에서 ROI를 선택하는 sampling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Faster 

RCNN에서는 128개의 positive sample과 같은 수의 negative sample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반면 Online Hard Example Mining[10]에서는 각각의 

ROI에서 계산된 Loss를 이용하여, ROI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 상위 

N개를 선택하여 훈련에 사용한다. 즉, 네트워크가 풀기 어려운 문제부터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작은 물체를 검출하기 어려운 점은 물체 

검출기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11]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물체가 

포함된 이미지를 3배 더 많이 훈련하거나, 작은 물체를 임의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Focal loss에서는 물체와 

배경의 클래스 불균형을 다루기 위해 Loss를 균형 있게 계산함으로 써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Anchor clustering 

 

Faster RCNN은 Anchor기반 검출기로서 사전에 실험적으로 앵커의 

크기를 정하고 시작한다. 예를 들면, 크기로는 3, 6, 9를 가지고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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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1, 1:2, 2:1을 가지는 조합으로 총 9개의 앵커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정해진 앵커의 크기는 물체의 검출 성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YOLOv2[12]에서는 

학습 데이터셋의 박스 크기들을 가지고 K-means 군집화를 수행하였고,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상자 크기를 Anchor로 정하였다. 

 

Non-Maximum Suppression 

 

Non Maximum Suppression(NMS)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여러 경계 

상자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먼저, 최대 

확률을 가진 상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상자와 일정한 Intersection over 

Union(IoU) 기준 값 이상을 갖는 상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때의 

IoU 임계 값은 휴리스틱하게 정해지는데, 두 개 이상의 물체가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검출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겹침 현상이 

아니더라도 축 정렬 경계 상자(Axis-Aligned Bounding Box)의 특성 상 

기울어진 물체가 나란히 있는 경우, 별개의 상자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 검출(Pedestrian detection)을 다루는 

Adaptive NMS[13]에서는 물체의 밀도를 예측하여, IoU 임계 값을 

학습하였고, Soft NMS[14]는 기준 상자와 겹치는 주변의 상자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할당되어 있는 확률을 일정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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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Non Maximum Suppression 

 

ToothNet 

 

ToothNet[15]은 치아 분할을 위한 네트워크이지만 분할 과정에서 경계 

상자를 검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치아 분할에 딥 러닝을 

이용한 첫 연구로, Edge Map을 학습하여 검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NMS 상자의 좌표정보만을 사용한 것에 비해, 

ToothNet은 상자의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두 상자가 동일한 치아를 

가리키는 지 평가하는 Similarity Matrix를 고안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중복된 상자를 제거하였으며, Attention mechanism을 사용한 Relational 

Network [16]를 이용해 치아의 분류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복된 치아 번호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고, 결손 치아가 있는 이미지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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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oothNet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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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ToothBox 

Stage separation & Partial FPN 

 

Feature Pyramid Network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특징 맵을 생성한다. 하지만 치아의 경우 경계 상자의 크기가 

다양하지 않다. 가장 크기가 큰 어금니와 크기가 작은 앞니를 비교해 봐도 

깊이는 대동소이 하며 폭과 너비는 많아야 두배 차이나는 정도이다. 그리고 

입력 이미지에 비해 치아 경계 상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토대로, Up convolution과 Skip connection으로 특징 맵의 해상도를 

높이되 모든 단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4 stride를 가지는 계층만으로 

후보 영역을 생성한다(그림 5). 이렇게 FPN을 부분적으로만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사용량과 시간에 대해 이점을 얻을 수 있다. 

ToothBox에서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RPN은 RoI를 분류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학습된다. 물체인지 아닌지 검출하는 

1단계 검출기와 비슷한 형식이다. RPN과 분류기, 두 단계를 따로 

학습시킴으로써 ROI 개수의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데, ToothNet의 경우 

훈련 스텝당 최대 32개의 ROI로 두 번째 단계를 학습시키는 반면, 

여기서는 약 15000개의 ROI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또한 15000개의 

ROI를 균형 있게 그리고 빠르게 트레이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분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최종 단계의 

분류기의 loss가 입력 층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물체 

검출기에서는 단순히 치아만을 검출하는 것 만을 목표로 하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추가적인 단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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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부분적으로 FPN을 적용하여 1/4 크기의  

특징 맵을 사용한 첫 번째 단계 

 

 

 

그림 3.2 특징 맵에서 ROI를 추출하는 중간 단계 

 

 

그림 3.3 추출된 ROI를 분류하고 상자의 회귀 값을 예측하는 두 번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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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se sampling 

 

두 번째 단계, 분류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로 ROI가 사용된다(그림 

9). 이 때, Positive sample로 판정된 ROI의 치아 별 분포를 보면 (그림 

10)과 같다. 상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앞 어금니의 경우 그 개수가 다른 

치아 대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ImageNet같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치아 CT의 경우 한 이미지에 대부분의 치아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모든 치아에 대해 Oversampling, 

Undersampling을 통해 일정한 개수로 맞춰 줌으로써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한다. 여기서는, 치아 각각의 ROI 개수를 450개로 맞추었으며, 

OHEM을 이용하여 샘플링 된 Positive sample개수만큼 Negative 

sample을 추출한다. 

 

 

그림 3.4 무작위로 샘플링 된 50개의 ROI 

 



 

 16 

 

그림 3.5 ROI 개수의 치아 별 분포 

 

 

The Smallest Anchor in Cluster 

 

앞니의 경우 경계 상자 내의 치아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그림 11). 

이러한 점은 NMS와 같이 휴리스틱한 임계 값으로 중복된 상자를 제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치아가 겹치지 않더라도 상자가 크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정상적인 치아 박스가 함께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박스를 최대한 작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치아보다 박스가 클 경우 옆 치아의 박스와 겹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YOLOv2에서는 K-means를 이용하여 앵커의 크기를 선택했다.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박스들을 묶어 평균 내어 대표 앵커들을 찾았는데, 

여기서는 평균이 아닌 클러스터 내의 가장 작은 박스를 앵커로 삼았다. 

(그림 12) 이는 실제 치아보다 작은 상자가 예측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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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위의 NMS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림 3.6 축과 비교해 기울어져 있는 앞니 

 

 

그림 3.7 상자의 크기 분포도 

 

 



 

 18 

Inclusion Suppression 

 

RPN과 분류기를 사용하여 추론된 테스트 결과는, (그림 13)과 같은 

케이스를 포함한다. 어금니 내부에 뿌리 하나만 포함하는 박스를 치아로 

인식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상자에 포함된 상자를 

제거하는 Inclusion Suppression을 제안한다. 기준이 되는 상자를 모든 

상자와 비교하면서 내부에 있는 상자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으로 

수도코드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3.8 올바르게 검출된 빨간 점선 상자와 하나의 뿌리를 치아로 인식한 

파란색 점선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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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Inclusion Suppression의 수도 코드 

 

Iterative Identification 

 

RPN과 분류기를 분리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최종 분류 층의 loss가 입력 

층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특징 

맵이 최종적으로 치아에 번호를 구별할 만큼 표현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단계에서 치아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Iterative Identific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도메인 지식을 

사용한다. 첫 번째로, 이미지 내에서 특정 번호의 치아는 최대 1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1번 치아는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두 가지 

경우 뿐이며 31번 치아가 2개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n번 치아 옆에는 n-1번 치아와 n+1번 치아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치아 번호가 35번과 38번이 될 수는 없다.  

우선, RPN과정을 거쳐 분류를 수행하고 NMS, Inclusion Suppression까지 

거친 추론 결과에서도 (그림 16)과 같이 동일한 치아를 가리키는 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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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상악 (혹은 하악)당 많게는 3~4개의 추가적인 상자가 

검출되는데, 하나의 치아 번호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걸러낸다. 개략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치아 번호를 하나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 (예를 들면, 31번치아 오른쪽에는 

32번치아)를 고려하여 하나씩 번호를 매겨가는 형식이다. 

치아 번호를 고르기 위해 5가지의 특징을 사용하는데, 우선 CNN을 이용한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 크기 그대로의 이미지 (2) 목표 

상자를 중심에 둔 W1xH1xD1크기의 이미지 (3) 목표 상자를 중심에 둔 

W2xH2xD1크기의 이미지(그림 15).  

다음으로 Bayesian Classifier를 이용한 2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4) 

이미지 내에서 n번 치아의 절대적인 위치 분포(그림 16) (5) n번 치아를 

기준으로 m번 치아의 상대적인 위치분포(그림 17). 

 

그림 23.10 목표 상자를 분류하기 위한 3개의 신경망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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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치아의 절대적인 위치 분포 (좌-상악, 우-하악) 

 

 

 

그림 3.12 치아의 상대적인 위치 분포 

(좌-31번 치아 기준, 우-36번 치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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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그림 15)와 같은 2 계층의 완전 연결 계층을 통해 분류한다. (2)와 

(3)은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사용되는 CNN 분류기를 통해 치아 

번호를 분류한다. 본 실험에서는 Resnet50을 사용하였다. (4)번 절대적인 

위치 분포는 이미지 안에서 상자 중심의 좌표들을 클래스별로 정규분포로 

모델링한다. 이 후, 새로운 좌표가 주어졌을 때, 각 치아 분포에 따라 치아 

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5), 상대 위치 분포는 훈련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치아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규 분포로 모델링한다. 상악(혹은 하악)에는 16개의 치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16x16 행렬이 평균과 분산에 대해 각각 생성되게 된다. 

이는 i번째 치아 기준 j번째 치아의 평균 위치와 분산을 의미한다.  

초기 치아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4가지 요소는, (1), (2), (3), (4)이다. 

이 4가지 요소의 약한 투표기로 가장 확실한 초기 치아를 지정하게 된다. 

이 후는 결정된 초기 치아를 기준 치아 집합에 넣고 이 집합의 치아들과 

나머지 상자들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나머지 상자들이 어떠한 번호의 

치아인지 결정한다. 이 때, 같은 치아를 가리키는 상자일 경우 중복되는 

번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위치 분포의 파라미터 또한 사용하여 확률 

값을 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나머지 상자들의 확률 중 가장 확실한 

하나를 뽑아서 기준 치아 집합에 넣어준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박스에 

대해 진행한다. 

 

그림 3.13 치아 번호 투표기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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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상대 위치 분포의 경우 치아가 멀리 있을 수록(예를 들면, 38번 

치아와 48번 치아) 그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까운 치아의 

확률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인접한 치아부터 선택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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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   험 

 

Data augmentation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에서 초기 정합에 사용한 앞니의 점과 

각도를 이용하여 상학과 하악을 분리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두 가지 이미지 

중 하나의 이미지를 z축으로 반전시키면 치아의 방향이 통일된 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즉, 뒤집어진 치아 없이 바르게 서있는 치아만 검출하도록 

문제를 축소시켰으며 데이터 또한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전처리 

 

CT 영상은 기기의 제조사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다. 금속 아티팩트의 값이 

작게는 4000에서 크게는 20000인 경우도 있고, 같은 치아의 HU값도 

제조사 마다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CT의 히스토그램을 조사해보면 (그림 22)와 같이 

크게 2개의 피크 값을 가지는 점이다. 두 피크점은 각각 공기와 연조직을 

나타낸다. 치아를 촬영한 모든 CT는 제조사에 관계없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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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T 한 장의 Intensity 히스토그램 

실험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을 2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Gaussian Mixture 

Model로 모델링하여 각 컴포넌트의 평균을 0과 1000으로 

정규화하였고(그림 23), 5000이상의 값을 클리핑하여 금속 아티팩트 값을 

제어하였다. 이로써 기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2 CT 전 처리 후의 Intensity 히스토그램 

Test Time Augmentation 

 

Test Time Augmentation(TTA)은 훈련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추론할 때, 데이터 증강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결과를 앙상블하는 기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1배, 1.2배, 1.4배 리사이즈하여 3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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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추론 및 결과를 평균내는 TTA를 수행하였다. 

 

 

그림 4.3 Test Time Augmentation이 도입된 치아 검출의 흐름도 

 

데이터세트 

 

본 실험에서는 총 35장의 CT를 가지고 훈련에 25장, 검증에 5장, 실험에 

5장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지표 

 

실험에서는 측정할 성능 지표는 총 두 가지, Average Precision과 Object 

Inclusion Ratio이다. Average Precision은 물체 검출 작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Average Precision은 VOC2007에서 처음 적용된 

지표로, 다른 리콜들을 기준으로 정확도의 평균을 의미한다. 검출할 

클래스가 여러가지인 경우 카테고리별 Average Precision을 평균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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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verage Precision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출된 상자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로는 IoU(Intercetion over Union)이 이용되는데, 정답 

데이터와 검출된 상자의 합집합 대비 교집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Precision을 위한 임계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데, AP50이라고 하면 0.5 

IoU를 넘는 상자를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Object Inclusion Ratio는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고안한 지표이다. 

상자 검출로 부터 연계되는 분할 작업 등에서의 효과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것으로, 검출된 상자 안에 물체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숫자 8을 검출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 추론된 상자가 단 

하나의 동그라미(8의 아래쪽 동그라미)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Object 

Inclusion Ratio 값은 0.5가 된다. 물체 검출 성능에 따라 분할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측정하였다. 

 

결과 

 

각 메소드를 가지고 Ablation study를 진행한 결과는 표1과 같다. 결과 

수치는 5-fold validatio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테스트 결과 박스 일부를 보여준다. 픽셀 

강도의 대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크라운 영역에 비해 턱뼈와 치근의 

구분이 힘든 뿌리부분에서 상자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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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OIR 

ToothNet 60.61 0.83±0.03 

Faster RCNN 51.28 0.86±0.02 

+CS 84.59 0.88±0.01 

+IS 76.72 0.88±0.02 

+Preprocessing 66.13 0.87±0.03 

+Anchor 58.36 0.88±0.02 

+TTA 63.65 0.88±0.03 

ToothBox 89.75 0.91±0.02 

ToothBox w/ margin NA 1.0±0.00 

표 4.1 실험 결과. CS: Class-wise Sampling, IS: Inclusion Suppression, 

Anchor: The Smallest Anchor in Cluster 

 

 

 

그림 4.4 정상 치아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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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임플란트 및 메탈 아티팩트 치아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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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일반적인 물체 검출 방법과 비교해 치아 검출의 경우, 도메인 특징이 검출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메인 지식을 

알고리즘에 적용함으로써, 강인하고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작업을 분할하여 수행함으로써 메모리 제약 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는 점으로는 Iterative Identification을 상자에 대해 한번만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치아에도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체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전 

도메인 지식을 별도의 단계가 아니라 딥 러닝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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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othBox: Tooth detection  

from 3D dental CT 
 

Jioh Ho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uses the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to detect and classify 

boundary boxes that contain teeth from a 3D dental CT. In 

general, object detection is a field of finding an axis-aligned 

bounding box that contains the target we want to find in the 

image. With the recent advance in deep learning, there is a 

remarkable improvement in performance in this field, and it is 

mainly outstanding in 2D image, 2D video or 3D Lidar point 

cloud. Unlike 2D images, 3D volume images differ by more than 

a few orders of magnitude in data size, and the difficulty of the 

problem increases as the dimension of the bounding box 

increases. Therefore, a 3D volume-specific approach is 

required, not a general object detection methodology, and a 

domain-specific algorithm is need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eth detection. 

 We solved the limited memory problem by dividing the 

proposed end-to-end algorithm, and improved the accuracy by 

48% compared to the existing algorithm by using th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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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and classification technique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oth CT. 

Keywords : Object detection, Dental CT, Tooth detection 

Student Number : 2018-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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