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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딥러닝을 이용한 

매복 정중과잉치의 의미적 분할 

 

김 현 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소아치과학 전공 

(지도교수 김 영 재)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panoramic 

radiographs)에서 정중과잉치의 위치와 경계를 학습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모델을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850개의 소아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의미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정중과잉치를 진단하고 분할하기 위해 U-Ne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학습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인코더로 ResNet 계열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모델의 분할 정확도는 Jaccard index와 Dice coefficient를 

통해 비교하였다. 학습된 모델의 과잉치 진단 능력을 전문가 집단과 

비교하였으며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분할(Segmentation) 정확도 척도인 Jaccard index의 경우 9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고, Dice coefficient는 9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전문가 집단과의 비교시 딥러닝 모델은 91~92%의 정확도 

및 94~95%의 F1-score를 나타내었으며 치과의사군과 필적할 만한 

진단 성능을 보여주었다. 딥러닝 모델의 진단 속도는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빨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4. 결론 

 

  딥러닝 모델 기반의 과잉치 분할 모델은 90% 이상의 정확도로 

분할해 내었다. 분할 모델을 과잉치 진단에 사용하였을 때 딥러닝 

모델은 소아치과 전문의나 치과의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필적할 만한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진단 속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공지능, 정중과잉치, 심층학습, U-Net, Semantic 

segmentation,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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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panoramic radiographs)은 구강악안면 영역의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치의학 영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영상 진단법이

다[1].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넓은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하나의 사진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물들이 

서로 겹치고 영상의 해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병소를 진단하고 해석하

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1].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치과에 내원

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함으로서 치아와 악골의 발육 상태를 파

악하고 조기에 구강 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여 더 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임상 환경에서 영구치 맹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경우 가장 많이 진단되는 것 중 하나는 

과잉치(supernumerary teeth)로 그 중 상악 정중부위에 호발하는 정중

과잉치(mesiodens)의 진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 

  과잉치는 치판(dental lamina)의 증식의 결과로 발생하며 구치부보다 

전치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3]. 과잉치가 발육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4], 유전적 및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5]. 

  정중과잉치의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0.15~3.18%로 알려져 있으며[6-

8],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2.0~3.4%로 나타나서 

미국, 유럽에서 시행한 연구들에 비해서는 좀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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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정중과잉치는 구강 내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상악 중절치

의 맹출장애, 정중이개(diastema), 치아의 맹출 각도 이상, 총생

(crowding)은 대표적인 합병증이다[6]. 또한 매복된 정중과잉치가 낭성 

변화를 일으켜 함치성낭종(dentigerous cyst)이나 주변 치아의 치근흡

수를 일으키기도 한다[6,10]. 

  정방향으로 발생한 정중과잉치는 자발적으로 맹출하는 경향성이 있으

나, 역방향으로 매복되어 있는 정중과잉치의 경우 자발맹출이 어려우며 

때때로 상방으로 치아의 이동이 일어나 비강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다[7]. 이러한 경우에는 외과적인 제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

라서 정중과잉치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외과적인 제거를 시

행하는 것은 조화로운 구강내 치아 배열을 이루고 소아환자의 건강한 교

합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매복된 정중과잉치는 구강내에서 시진 및 촉진을 통해서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치의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매복된 정중

과잉치의 3차원적인 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를 활용하고 있다. CBCT는 정중과잉치의 정확한 

위치 및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파악하

여 외과적 발치시 주변 영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준다[12,13]. 하지만 CBCT는 일반방사선 촬영법에 비해 방사

선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촬영하는 것이 권장되며, 일

반적인 치과 임상 환경에서는 과잉치 존재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파노



 

 - 3 - 

라마 방사선사진, 치근단 방사선사진, 교합 방사선사진 등의 영상치의학 

진단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4,13]. 

유치열기 및 혼합치열기 소아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은 발육중인 영구

치 치배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판독이 어려운 편이다. 그리

고 하루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있어서 모든 방사선사

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판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치과의사들의 영상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도움 진단(computer-aided diagnosis) 기술은 빠른 연산이 가

능한 컴퓨터를 활용한 진단법이다[14]. 최근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진단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Fig. 1. Subse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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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컴퓨터(기계)가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5](Fig. 1). 이는 1956년 다트머스 대

학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하나의 연구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의 컴퓨터 성능은 인공지능의 처리를 할만한 충분한 속도와 메모리가 구

비되지 않아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졌으나 21세기 들어 빅데이터의 구축

과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범주 내에 속하는 개념으

로 명시적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대신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 개선하도록 훈련하는 알고리즘이다[16]. 

  딥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으로 컴퓨터가 뇌의 뉴

런과 유사한 정보의 입출력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분

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컴퓨터가 자료의 구조와 

특성을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한다. 신경망의 층이 많고 각 층마다 고려

되는 변수가 많다는 것이 딥러닝의 특징이다[17]. 신경망의 층 수가 10

개 이상이면 아주 깊은 학습(very deep learning)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

유로 딥러닝을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라고도 한다[18]. 기본

적인 신경망조차 굉장한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여 고성능의 컴퓨터와 병

렬 연산에 최적화된 graphical processing unit (GPU)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딥러닝 알고리즘에는 대표적으로 이미지 분류 및 음성 인식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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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와 문자 인

식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 있으며 

의료영상 분야에서는 CNN 기반의 VGG16, GoogLeNet, ResNet, 

DetectNet, U-Net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9]. 

최근 몇 년 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0-22]. 그와 더불어서 치의학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치의학 진료 영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딥러닝 기반 모델은 일반방사선사진, CT, CBCT, 

MRI 등의 영상을 통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진단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에 필적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23-29].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병소나 구조물을 진단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환자를 보는 치과의사들에게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꼼꼼하게 판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때때로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병소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 보조 도구가 존재한다면 진단의 

정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딥러닝 알고리즘 중 의미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을 

사용하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사용하여 치과의사들이 병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때 많은 도움울 제공할 수 있다. 의미적 분할은 이미지의 

각 픽셀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30](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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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s of (A) Classification, (B) Object detection, (C) 

Segmentation. 

 

단순히 사진을 보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단위에서 픽셀이 모여 

이루는 객체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므로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이다. 방사선사진에서 

분할(segmentation)을 활용한다면, 방사선사진상의 구조물의 경계를 

픽셀단위로 파악해서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학습하고 그에 따라서 

각 구조물들을 예측하고 분리해낼 수 있게 된다[31]. 

본 연구에서는 상악 정중부위에 관찰되는 정중과잉치의 진단과 

관련하여 정중과잉치의 위치와 경계를 분할하여 표시해주는 의미적 분할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그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중 

과잉치를 분할해 내는 모델의 성능을 전문가 집단의 진단 능력과 

비교하여 학습 모델이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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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치의학 영역에서도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Table 1). 

 

2.1. 해부학적 구조의 진단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방사선사진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Eun 등[32]은 500개의 치근단 방사선사진에서 CNN 모델을 기반으

로 치아를 검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Oktay 등[33]은 CNN 알고리즘 

모델 중 하나인 AlexNet을 바탕으로 10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

서 치아를 검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알고리즘은 파노라마 사진상에 

나타나는 치아를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로 분리하였다. 전치부의 분

리 정확도는 92.47%, 소구치부위는 91.74%, 대구치부위는 94.32%였

다. 

Zhang 등[34]은 CNN 모델을 사용하여 1000개의 치근단 방사선사진

에서 치아를 검출하고 치아 번호를 지정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다. 치

아를 검출하는 모델의 F1 score는 0.981, 치아 번호를 지정하는 모델의 

F1 score는 0.959로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Chen 등[35]은 Faster 

R-CNN과 inception ResNet v2 모델을 사용하여 1,250개의 치근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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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사진상에서 치아를 검출하고 치아 번호를 지정하는 연구를 시행하였

다. 치아 검출 모델에서 intersection-over-union(IOU)은 0.91, 정밀

도(precision)는 0.900였다. 치아 번호를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은 

0.715의 정밀도, 0.782의 재현율(recall) 값을 나타내었다. Tuzoff 등

[36]은 1,574개의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치아를 검출하고 치아번호를 

지정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시켰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치아 검출 모

델은 0.9945의 정밀도, 치아 번호 지정 모델은 0.9994의 재현율(recall)

을 나타내었으며 결과값은 전문가 집단의 진단 능력과 비슷한 성능을 보

였다. Koch 등[37]은 150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U-Net 알

고리즘과 Mask R-C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치아를 검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알고리즘 모두 0.95 이상의 정확도(accuracy)를 보였다. 

  3차원 CBCT 영상에서 치아의 분할을 딥러닝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Shaheen 등[38]은 186개의 CBCT 영상 데이터

를 기반으로 3D U-Net 딥러닝 모델을 통해 CBCT 영상에서 치아를 분

할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인공지능 모델

은 0.98의 정밀도, 0.83의 재현율, 95%의 Hausdorff distance 값을 보

여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딥러닝 모델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1800배 정도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조물들의 자동 분할 방법을 통해서 임상가들은 치식표기와 

같은 단순 작업들을 자동화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진단 

모델은 바쁜 임상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 



 

 - 9 - 

Table 1. Review of the studies that have used AI based models in various fields of dentistry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Eun and 

Kim[32] 

2016 CNN 7,662 

backgroun

ds, 651 

single-

root teeth, 

484 

multi-root 

teeth 

images 

Mean average best 

overlap=0.714 

Tooth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A deep learning model 

successfully diagnosed root 

morphologies. 

Oktay et 

al.[33] 

2017 CNN 100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anterior)=0.92

47 

Accuracy(premolar)=0.91

74 

Accuracy(molar)=0.9432 

Tooth 

classification 

The presented method can be 

used as the first step of the 

computerized dental applications. 

Zhang et 

al.[34] 

2018 CNN 1,000 

periapical 

radiograph

s 

Precision=0.980 

Recall=0.983 

F1-score=0.981 

Tooth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This model reached a high 

precision and recall in total, 

which is a big improvement in 

tooth classification. 

Chen et 

al.[35] 

2019 CNN 1,250 

periapical 

radiograph

s 

Precision=0.900 

Recall=0.985 

IOU=0.91 

Tooth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chines 

already perform close to the level 

of a junior 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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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Tuzoff et 

al.[36] 

2019 CNN 1,574 

panoramic 

radiograph

s 

Precision=0.9945 

Recall=0.9941 

Object 

localization 

and 

classification 

The method has the potential for 

practical application and further 

evaluation for automated dental 

radiograph analysis. 

Koch et 

al.[37] 

2019 CNN 1,500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0.952 

Precision=0.933 

Recall=0.944 

Specificity=0.961 

DSC=0.936 

Tooth 

classifi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eeth 

can be automatically segmented 

using CNN algorithms. 

Lee et 

al.[39] 

2018 CNN 3000 

periapical 

radiograph

s 

Accuracy=82.0 

Recall 81.0 

Specificity-83.0 

Precision=82.7, 

NPV=81.4 in premolar 

and molar area 

Dental caries CNN algorithm was useful for 

detection of dental caries. 

Casalegno 

et al.[25] 

2019 CNN 217 near-

infrared 

transillumi

nation 

images 

Mean IOU=0.727, 

IOU(proximal)=0.495 

IOU(occlusal 

caries)=0.490 

AUC(proximal 

caries)=0.856 

AUC(occlusal 

caries)=0.836 

Dental caries Computed aided dented diagnosis 

system can support dentists by 

providing diagnost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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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Schwendi

cke et 

al.[40] 

2020 CNN 226 near-

infrared 

transillumi

nation 

images 

Resnet18: AUC=0.73, 

Accuray-0.69, 

Sensitivity=0.46, 

Specificity=0.85, 

PPV=0.71, NPV=0.69 

Resnet50: AUC=0.74, 

Accuracy=0.68, 

Sensitivity=0.59, 

Specificity=0.76, 

PPV=0.63, NPV=0.73 

Dental caries CNNs may be useful to assist 

caries detection. 

Devito et 

al.[41] 

2008 ANN 160 

bitewing 

radiograph

s 

ROC curve area = 0.884 Dental caries Neural network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diagnosis of 

proximal caries. 

Hung et 

al.[42] 

2019 ML NHANES 

survey 

data from 

9,544 

people 

Accuracy=97.1% 

Precision=95.1% 

Sensitivity=99.6% 

Specificity=94.3% 

Dental caries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performed well and allow for 

clinical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in clinical setting. 

Cantu et 

al.[24] 

2020 CNN 3686 

bitewing 

radiograph

s 

Accuracy=0.80 

Sensitivity=0.75 

Specificity=0.83 

Dental caries To detect caries lesions on 

bitewing radiographs, a deep 

neural network was significantly 

more accurate than dentists. 



 

 - 12 - 

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Moutselos 

et al.[43] 

2019 CNN 79 clinical 

photos of 

occlusal 

surface 

Accuracy(mc)=0.889 

Accuracy(cpc)=0.778 

Accuracy(wc)=0.667 

Dental caries Deep learning model (Mask R-

CNN) could detect and classify 

dental caries across the ICDAS 

scale. 

Liu et 

al.[44] 

2020 CNN 12,600 

clinical 

photos 

Accuracy=0.875(tooth 

fluorosis) 

1(tooth loss) 

Dental caries 

 

The mean diagnosis time reduced 

by 37.5%, helping explai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by 18,4%. 

Park et 

al.[45] 

2019 CNN 1,311 

lateral 

cephalogra

ms 

5% higher accuracy than 

other methods 

Accuracy=80.4%~90.2% 

Orthodontics YOLO presented higher accuracy 

and speed compared to SSD. 

Song et 

al.[46] 

2020 CNN 150 

cephalome

tric x-

rays 

Accuracy=86.6(4mm), 

78.1(3mm) 

70.5(2.5mm), 

62.0(2mm) 

Orthodontics The proposed method could be 

used for landmark detection in 

clinical practice under the 

supervision of doctors. 

 



 

 - 13 - 

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Hwang et 

al.[47] 

2020 CNN 1,028 

lateral 

cephalogra

ms 

Mean detection error 

=1.46±2.97mm 

Orthodontics AI showed as accurate an 

identification of cephalometric 

landmarks as did human 

examiners.  

Kunz et 

al.[48] 

2020 CNN 1,792 

cephalogra

m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I and human 

gold standard 

Orthodontics AI algorithm was able to analyze 

unknown cephalometric X-rays at 

almost the same quality level of 

experienced human examiners. 

Yu et 

al.[49] 

2020 CNN 5,890 

lateral 

cephalogra

ms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90% 

Orthodontics The proposed CNN-incorporated 

system showed potential for 

skeletal orthodontic diagnosis. 

Xie et 

al.[50] 

2010 ANN 25 indices 

from 200 

patients 

Error rate <0.001 Orthodontics When the task is to decide 

whether an orthodontic treatment 

needs extraction, the indices 

“anterior teeth uncovered by 

incompetent lips” and “IMPA 

(L1-MP)” could be consider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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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Jung and 

Kim[51] 

2016 ML 156 lateral 

cephalogra

ms 

ICC=0.97~0.99 

Success rate(extraction 

vs. non-extraction)=93% 

Orthodontics Artificial expert intelligent 

systems could be useful in 

orthodontics 

Hiraiwa et 

al.[52] 

2019 CNN 760 CBCT 

images 

Accuracy=86.9% Endodontics The deep learning system showed 

high accuracy in the diagnosis of a 

single or extra root in the distal 

roots of mandibular first molars. 

Lahoud et 

al.[53] 

2021 CNN 433 CBCT 

radiograph

s 

Mean IoU=0.87 Endodontics This study showed a unique fast 

and accurate approach for AI-

driven automated tooth 

segmentation on CBCT imaging. 

Sherwood 

et al.[54] 

2021 CNN 135 CBCT 

images 

Mean value of 

Dice(Xception 

Unet)=0.768 

Dice(residual 

Unet)=0.736 

Dice(Unet)=0.660 

Endodontics Deep learning may aid in th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C-

shaped canal anatomy. 

Prajapati 

et al.[55] 

2017 CNN 251 

periapical 

x-ray 

images 

Accuracy=0.8846 Endodontics Overall accuracy of deep learning 

model was encouraging in 

classification of dent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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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Ekert et 

al.[56] 

2019 CNN 2,001 

panoramic 

radiograph

s 

AUC=0.85 

Sensitivity=0.65 

Specificity=0.87 

Endodontics The deep learning model was 

successful in detecting apical 

lesions. 

Yang et 

al.[57] 

2018 CNN 196 

periapical 

radiograph

s 

F1-score=0.49 Endodontics It supports the automated apical 

region identification which saves 

much manual efforts on data 

preparation. 

Johari et 

al.[58] 

2017 PNN 240 CBCT 

and 

periapical 

radiograph

s 

Accuracy=96.6% 

Sensitivity=93.3% 

Specificity=100% 

Endodontics The neural network was a proper 

model for the diagnosis of vertical 

root fractures on CBCT images. 

CBCT images were more effective 

than periapical images. 

Fukuda et 

al.[59] 

2020 CNN 300 

panoramic 

radiograph

s 

Precision=0.93 

Recall=0.75 

F1-score=0.83 

Endodontics The CNN model is an effective 

tool for detecting vertical root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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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Fu et 

al.[60] 

2020 CNN 44,409 

clinical 

images 

AUC=0.935 

Sensitivity=89.6% 

Specificity=80.6% 

 

Oral surgery Deep learning algorithm showed 

showed comparable performance 

in detection OCSCC.  

Jeyaraj 

and 

Samuel 

Nader[61

] 

2019 CNN 1,300 

image 

patches 

from 3 

databases 

Accuracy=0.91 

Specificity=0.94 

Recall=0.91 

AUC=0.965 

Oral surgery The quality of diagnosis is 

increased by proposed 

regression-based partitioned 

CNN learning algorithm for a 

complex medical image of oral 

cancer diagnosis. 

Das et 

al.[62] 

2018 CNN 1,000,000 

patches 

from 80 

microscopi

c images 

Accuracy(epithelial)=0.98

4 

IOU(epithelial)=0.906 

Accuraracy(keratin)=0.98

1 

IOU(epithelial)=0.780 

Oral surgery CNN model successfully detected 

oral constituent layer and keratin 

pearl. 

Poedjiast

oeti and  

Suebnuka

rn[63] 

2018 CNN 500 

panoramic 

radiograph

s 

Sensitivity=81.5% 

Specificity=83.3% 

Accuracy=83.0% 

Oral surgery Accuracy of CNN was comparable 

to that of manual diagnosis by oral 

and maxillofacial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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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Yang et 

al.[64] 

2020 CNN 1,602 

panoramic 

radiograph

s 

Precision=0.707 

Recall-0.680 

Oral surgery Auto-detecting convolutional 

networks in certain pathology 

detection and thus morbidity 

prevention in the field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Xu et 

al.[65] 

2019 CNN 7,000 CT 

images 

AUC(2D-CNN)=0.734 

AUC(3D-CNN)=0.796 

Oral surgery Early diagnosis using 3D-CNN 

model was effective. 

Vinayahali

ngam et 

al.[66] 

2019 CNN 81 

panoramic 

radiograph

s 

Mean dice-

coefficient(M3s)=0.947 

Mean dice-

coefficient(IAN)=0.847 

Oral surgery Deep learning is an encouraging 

tool for segmentation of 

anatomical structures. 

Ahn et 

al.[67] 

2021 CNN 1,100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90% 

Oral surgery Deep-learning technologies may 

help clinicians with insufficient 

clinical experience in more 

accurate and faster diagnosis. 

Kuwada 

et al.[68] 

2020 CNN 550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DetectNet)=0.9

3 

 

Oral surgery DetectNet would be suitable for 

automatic detection of this 

ab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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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Ha et 

al.[69] 

2021 CNN 612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89.8% Oral surgery The proposed model showed good 

performanc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test datasets and had the 

potential for clinical use to detect 

mesiodens on panoramic 

radiographs of all dentition types. 

Lee et 

al.[70] 

2018 CNN 1,392 

periapical 

radiograph

s 

For periodontally 

compromised teeth 

Accuracy(premolars)=81.

0% 

Accuracy(molars)=76.7% 

For predicting extraction 

Accuracy(premolars)=82.

8% 

Accuracy(molars)=73.4% 

Periodontics CNN algorithm was useful for 

assessing the diagnosis of 

periodontally compromised teeth. 

Yauney et 

al.[71] 

2017 CNN 47(CD 

database) 

and 49(RD 

database) 

pairs of 

white light 

mode and 

plaque 

mode  

Accuracy=0.8718 

AUC=0.8720 

Periodontics This generalized approach can be 

useful in other domains where 

diagnostic biomarker predicting 

can augment expert knowledge 

using standard white ligh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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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Krois et 

al.[72] 

2019 CNN 2,001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0.81 

Precision=0.76 

Recall=0.81 

Specificity=0.81 

NPV=0.85 

AUC=0.89 

F1 score=0.78 

Periodontics CNN model showed discrimination 

ability at least similar to that of 

dentists. 

Chang et 

al.[73] 

2020 CNN 340 

panoramic 

radiograph

s 

PCC(overall)=0.73 

ICC=(overall)=0.91 

Periodontics The novel hybrid framework that 

combined deep learning 

architecture and the conventional 

CAD approach demonstrated high 

accuracy and excellent reliability 

in the automatic diagnosis of 

periodontal bone loss and staging 

of periodontitis. 

Joo et 

al.[74] 

2019 CNN 1,843 

clinical 

photos of 

periodonta

l tissue 

Accuracy(healthy)=0.83 

Accuracy(mild 

periodontitis)=0.74 

Accuracy(severe 

periodontitis)=0.70 

Accuracy(not periodontal 

image)=0.94 

Periodontics Authors proposed a classification 

method of periodontal disease 

based on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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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Takahashi 

et al.[75] 

2020 CNN 1,282 

panoramic 

radiograph

s 

TP ratio=0.50-0.82 

AP=0.51-0.85 

mAP=0.71 

mIoU=0.72 

Implant 

denti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lants can be identified 

from panoramic radiographic 

images using deep learning-

based object detection. 

Lee and 

Jeong[27

] 

2020 CNN 5,390 

panoramic 

radiograph

s, 5,380 

periapical 

radiograph

s 

AUC=0.971 Implant 

dentistr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eep CNN architecture is useful 

for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dental implant 

systems using panoramic and 

periapical radiographic images. 

Shen et 

al.[76] 

2019 CNN 77 single 

crown 

models 

F1 

score(deformation)=0.96

99 

F1 score(scaling 

down=0.9488 

F1 

score(translation)=0.951

7 

F1 

score(rotation)=0.9417 

Prosthodonti

cs 

The experiments show that the 

network can predict and 

compensate for the error well. By 

introducing the new method, we 

can improve the accuracy with 

little need for increasing the 

hardwar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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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Yamaguch

i et 

al.[77] 

2019 CNN 8,640 3D 

scan 

images of 

study 

model 

Accuracy=0.985 

Precision=0.970 

Recall=1 

F1-score=0.985 

AUC=0.985 

Prosthodonti

cs 

The deep learning with a CNN 

method established in this study 

demonstrated considerably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predicting the debonding 

probability of a CAD/CAM CR 

crown. 

Zhang et 

al.[78] 

2019 CNN 380 

preparatio

n models 

Accuracy=0.9743 

Recall=0.9759 

Specificity=0.9732 

Prosthodonti

c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is method can automatically 

accomplish the extraction of the 

tooth preparation margin line. 

Takahashi 

et al.[79] 

2021 CNN 1,904 

photograp

hic images 

of dental 

arches 

Mean average 

precision=0.80 

Mean IoU=0.76 

Prosthodonti

cs 

Dental prostheses and 

restorations that are metallic in 

color can be recognized and 

predicted with high accuracy 

using deep learning 

Du et 

al.[80] 

2018 CNN 5,166 

panoramic 

radiograph

s 

Mean standard 

error=0.339 

Mean absolute 

error=0.749 

Maximum absolute 

error=1.499 

Image 

reconstructio

n 

This paper proposes a novel 

method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to estimate 

the positioning error of patient's 

dental arch, and thereby 

reconstruct the panoramic image 

with the corrected dental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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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Liang et 

al.[81] 

2018 Hanning+filt

ered back 

projection 

Non-local 

mean 

weighted 

least square 

iterative 

reconstructio

n 

Network 

reconstructio

n 

CBCT 

from 

3,872 

patients 

Root mean square 

error=0.086~0.118 

Image 

reconstructio

n (noise and 

artifact 

reduction) 

After training the network can 

complete reconstruction with no 

iteration and reduced noise 

significantly. 

Hu et 

al.[82] 

2019 GAN 

CNN 

m-GAN 

Low-dose 

CBCT 

images 

from 44 

patients 

PSNR(360)=32.657 

SSI(360)=0.925 

Noise suppression=5.52±

0.25 

Artifact correction=6.98

±0.35 

Image 

reconstructio

n 

The image quality evaluation 

metric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ethod effectively 

improves image quality when used 

as a postprocessing technique for 

dental C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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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Dinkla et 

al.[83] 

2019 CNN 3D 

patch(48x

48x48 

voxel) 

from 34 

head and 

neck T2-

weighted 

MRI 

CT(groun

d truth) 

Mean DSC=0.98±0.01 

Mean absolute error=75±

9 HU 

Mean voxel-wise dose 

differences=0.07±0.22% 

Mean gamma pass 

rate=95.6±2.9% 

Mean dose difference=0.0

±0.6%(body volume), 

0.36±2.3%(high-dose 

volume) 

Image 

reconstructio

n 

Dosimetric evaluation suggests 

that dose calculations performed 

on the sCTs are accurate, and can 

therefore be used for MR-only 

radiotherapy treatment planning 

of the head and neck. 

Hatvani et 

al.[84] 

2019 LRTV 

TF-SISR 

CBCT of 

13 teeth 

DSC=0.90 

Time=6988 

Mean of difference-

Area=0.0987 

Image 

reconstructio

n(super-

resolution) 

In contrast to this comparative 

technique, the proposed 

reconstruction technique gives a 

2-order-of-magnitude 

improvement in runn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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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PNN=Probabilistic Neural Network,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Area Under the Curve, CAD/CAM=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BCT=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Computed Tomography, DSC=Dice similarity coefficient,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ICDAS=International caries detection and assessment system, IOU=Intersection-over-union, R-

CNN=Region-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NILT=Near-infrared light transillumination, SSD=Single shot detector, 

VRF=Vertical root fracture, PTC=Periodontal compromised teeth,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Authors Year Architecture Input Output Object Conclusion 

De Tobel 

et al.[85] 

2017 CNN 400 

panoramic 

radiograph

s (20 

images 

per stage 

per sex) 

Mean accuracy=0.51 

Mean absolute 

difference=0.6 stage 

mean linearly weighted 

kappa=0.82 

Age 

determinati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presented automated pilot 

technique to stage lower third 

molar development on panoramic 

radiographs was similar to staging 

by human observers. 

Patil et 

al.[86] 

2020 ANN 509 

panoramic 

radiograph

s 

Accuracy=75% Gender 

determination 

ANN provided a good tool for 

predicting gender and can be 

applied in forensic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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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아우식 진단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방사선사진상에서 치아우식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Lee 등[39]은 GoogLeNet Inception v3 CNN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3000개의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학습시켜 치아우식을 진단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단의 정확도는 소구치부위에서 89.0%, 대구

치부위에서는 88.0%로 나타났다. Casalegno 등[25]과 Schwendicke 

등[40]은 near-infrared transillumination 이미지에서 치아우식병소를 

검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CNN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딥러닝 모델은 

우식 병소의 진단에 있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Devito 등[41]은 AI 기반의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모델을 

바탕으로 교익방사선사진상에서 인접면 우식을 진단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발치된 치아의 광학현미경 사진의 결과를 gold standard로 하여 

전문가 집단과 인공지능 진단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인공지능 진

단 모델이 더 높은 ROC 값을 보여 진단 능력이 더 우수함을 보고하였

다. Hung 등[42]은 AI 기술을 사용하여 치근우식을 에측하는 모델을 개

발하였으며 모델은 97.1%의 정확도를 보여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Cantu 등[24]은 치아우식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U-Net 알고리즘을 활

용하였으며 방사선사진상에서 8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방사선사진과 더불어서 임상 사진에서 관찰되는 치아우식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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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연구들 또한 시행되었다. Moutselos 등[43]은 교합면을 촬영

한 79개의 임상 사진을 활용하여 ICDAS 분류법에 의거 치아우식의 정

도를 학습시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Liu 등[44]은 instant 

segmentation 기법인 Mask R-CNN을 사용하여 12,600개의 임상사진

을 활용하여 치아우식증, 치아불소증, 치아상실, 치석, 파절치아 등을 구

분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정확도는 0.875 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치

료를 받은 환자들이 18.4% 증가하였고 각각의 환자에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37.5% 감소한 결과를 얻어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모델은 임상

적인 환경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2.3. 교정진단 영역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성공적인 교정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단을 위해서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촬영하고 계측점을 측정하는 과정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Park 등[45]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의 계측점을 

측정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사용한 YOLOv3 모델은 

80.4%~96.2%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인공지능이 측정한 계측점과 훈

련된 사람이 측정한 계측치와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에서도 딥러닝 모델

의 결과는 꽤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46-48]. Yu 등[49]은 측모두

부계측방사선사진상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골격적인 부정교

합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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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후방적 관계 및 수직적 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알고리즘 모

델은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모두 9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교정 치료계획 수립 시 발치 비발치 여부를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

하여 학습시킨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ANN 모델을 사용한 

Xie 등[50]의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은 발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8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Jung and Kim[51]의 연구에서는 인공지

능 기반 발치 결정 모델은 9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2.4. 근관치료 영역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치근 및 근관의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근관치

료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87]. 일반적으로 치근단 방사선사진

(periapical radiographs)이나 CBCT에서 얻어진 영상을 활용한다. 

CBCT 영상은 보다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방

사선 조사량이 일반방사선사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 환

경에서는 자주 촬영하기 어렵다[88]. Hiraiwa 등[52]은 파노라마 방사

선사진상에서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치근에 부가적인 치근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CNN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CBCT 영상을 gold standard 로 하였으며 딥러닝 모델은 86.9%의 진단 

정확도(accuracy)를 나타내었다. Lahoud 등[53]은 CNN을 사용하여 3

차원적으로 치아를 분할해 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433개의 CBCT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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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알고리즘의 결과는 전문가 집단의 결

과와 준했으며 빠른 속도로 분할을 시행하였다. 

  Sherwood 등[54]은 U-Net, residual U-Net, Xception U-Net 을 

사용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C-shaped 근관 형태를 분할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Dice coefficiecnt 값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좀더 복잡한 알

고리즘 구조를 가지고 있는 Xception U-Net과 residual U-Net이 U-

Net에 비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내었다. 

  치근단 병소 또한 근관치료 영역에서 중요한 진단 병소 중 하나이다. 

치근단 병소의 진단을 위한 딥러닝 연구와 관련하여 Prajapati 등[55]

은 251개의 치근단방사선사진을 바탕으로 VGG16 모델을 사용하여 치

아우식, 치근단감염, 치주염 병소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였

다. 모델의 성능은 0.8846의 정확도를 보였다. Ekert 등[56]은 파노라

마 방사선사진의 일부를 잘라낸 사진을 이용하여 1331개의 사진을 학습

시켰으며 CNN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Yang 등

[57]은 Google Inception v3 모델을 활용하여 치료 전 후의 치근단 방

사선사진을 학습시켜 치료 전후 치아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Precision은 

0.547, Recall 은 0.490, F1 score는 0.517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

는 못했지만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치료 전후의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

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Johari 등[58]은 probabilistic neural network (PNN) 모델을 사용하

여 수직치근파절을 진단하는 모델을 고안하였다. PNN 시스템은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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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보였다. Fukuda[59]는 비슷한 CNN 모델을 사용하여 파노

라마 사진상에서 수직치근파절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였는데, 330개의 수직치근파절 중 267개를 성공적으로 탐지했으며, 

0.93의 정밀도 및 0.83의 F-score를 보여 딥러닝 모델이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2.5. 구강악안면영역 외과적 수술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Fu 등[60]은 CNN 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내 임상 

사진에서 구강편평세포암(oral squamous cell carcinoma)을 진단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알고리즘은 0.983의 AUC, 94.9%의 민감도, 

88.7%의 특이도를 보였다. 학습된 알고리즘은 구강암 전문의에 필적할 

만한 정확도로 구강편평세포암을 진단하였다. 초분광 이미지

(hyperspectral image)를 기반으로 한 CNN모델을 통해 구강암 병소를 

진단하는 연구에서는 91.4%의 정확도를 보고하였다[61]. 그 이외에도 

조직병리학 자료[62], 일반 방사선사진[63,64], CBCT 영상[65]을 딥

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구강암과 관련된 병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은 보통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외과적 수술시 고려해야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분리하고 평가하는

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제3대구치의 외과적 발치시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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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방사선사진상에서 제3대구치와 하치조신경의 의미

적 분할을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66]. Ground 

truth 결과와의 일치도를 비교한 Dice coefficient 값은 제3대구치에서 

0.947, 하치조신경에서 0.847을 나타내었으며 딥러닝 모델은 높은 정확

도로 해부학적 구조물을 구분해 내었다. Ahn 등[67]은 1100개의 파노

라마 방사선사진을 대상으로 정중과잉치의 존재 유무를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SqueezeNet, ResNet-18, 

ResNet-101, Inception-Resnet-V2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ResNet-101, Inception-Resnet-V2의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는 90% 이상을 나타내었다. Kuwada 등[68]은 AlexNet, 

VGG-16, DetectNet 알고리즘의 정중과잉치 진단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중 DetectNet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가장 높은 진단 능력을 

나타내었다. Ha 등[69]의 연구에서는 CNN YOLOv3 모델을 가지고 

612개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정중과잉치를 진단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으며 89.8%의 진단정확도를 보고하였다. 

 

 

2.6. 치주치료 및 임플란트 영역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치주질환은 인간의 일생에 걸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구강 질환이

다. 그리고 인간의 생애주기 동안 치아의 상실로 이어지는 가장 대표적

인 원인이 바로 치주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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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등[70]은 CNN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치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치아(periodontally compromised teeth, PCT)를 찾아

내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는 78.9%의 정확도를 보였다. 

Yauney 등[71]은 CNN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진단 모델은 치주질

환 진단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다른 전신질환을 조기진단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Krois 등[72]은 CNN을 사용하여 치조골 소실(periodontal 

bone loss, PBL)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전문가 집단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Chang 등[73]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방

사선사진상에서 치주질환의 단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

다. 딥러닝 모델의 결과와 영상치의학 전문의간의 진단 결과의 상관관계

지수는 0.73 이었고, 급내상관지수는 0.91 로 나타났으며 높은 정확도

와 신뢰도를 보여 치조골 상실의 정도와 치주질환의 단계를 자동으로 진

단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Joo 등[74]은 1,843개

의 치주조직을 촬영한 임상 사진을 바탕으로 CNN을 사용하여 건강한 

정상 치주, 경도의 치주염, 심각한 치주염, 치주조직의 사진이 아님 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임상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서 정상 치주, 경도의 치주염, 심각한 치주염을 분류하는 

정확도는 각각 0.83, 0.74, 0.70 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영상에서 나타나는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들도 시행되었다. Takahashi 등[75]은 1,282개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6개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학습시켰다. YOLO v3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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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각각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민감도 0.50~0.82, 정밀도 0.51~0.85

로 검출해 내었다. Lee and Jung은 더 많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데이터

를 활용하여 6개 종류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분리해내는 CNN 모델을 고

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AUC, Youden index, 민감도, 특이도는 

0.954, 0.808, 0.955, 0.853 으로 Takahashi 등의 연구에 비해 보다 나

은 성능 수치를 보여주었다[90].  

 

2.7. 치과 보철치료 영역에서의 딥러닝의 활용 

 

  Shen 등[76]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한 단일 전장관 수복물의 

단면에서 오차를 예측하고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알

고리즘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F1-score 의 향상이 일어났음을 보고하였

다. Yamaguchi 등[77]은 지대치 모형을 3차원적으로 스캔하여 각각을 

‘탈락가능성 높음’과 ‘탈락가능성 낮음’ 으로 분류하는 CNN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분류 모델은 98.5%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 다

른 관련 연구로서 3차원 스캔을 시행한 지대치 모델에서 보철물의 경계

(margin)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제시되었으며 알고리

즘 모델은 97.43%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78]. 

  최근에는 임상 사진에서 치과 보철물을 검출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활

용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1,904개의 구강내 사진을 활용한 연구에서 

11개 종류의 보철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금속 크라운은 8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지만 치아색과 비슷한 보철물의 경우 6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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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나타내어 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79]. 

 
2.8. 그 외 딥러닝의 적용분야 
 

  치과 영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에 나타나는 흐려짐, 

노이즈, 금속성 인공음영(metal artifact) 제거 및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Du 등[80]은 5,166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환자가 이상적인 

위치에서 촬영하지 못해서 나타날 수 있는 흐려짐(blur)을 제거하기 위

한 방법으로 CN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절대 오차는 1.5mm 이하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Liang 등[81]은 CT 

영상을 3개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고 root mean squared 

error 와 similarity index가 기존 영상에 비해 감소하였다. 

  Hu 등[82]은 GAN, CNN, modified GAN 알고리즘에서 Wasserstein 

distance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CBCT 영상에서 노이즈를 가장 효

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 알고리즘 중에서 modified 

GAN이 가장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감소시킴을 보고하였다. Dinkla 등

[83]은 U-Net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금속성 인공음영이 없는 영상을 

T2-강조 MRI와 합성을 시행하였다. 

  Hatvani 등[84]은 근관구조를 촬영한 CBCT 영상에서 횡단영역을 

super-resolu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micro CT와 비교하였으며 

0.90의 dice similarity index와 9.87%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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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및 성별을 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키는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De Tobel 등[85]은 CNN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제3대구치의 발육정도를 평가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Patil 등[86]은 ANN 기반의 모델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3.  연구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IRB No.ERI21038). 

 

3.1. 연구 대상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정중과잉치의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한 3세에서 9세 사이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에는 OP100 (Instrumentarium Imaging Inc., Tuusula, Finland)과 

Rayscan alpha (Ray Co., Ltd., Hwaseong-si, Korea)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영상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촬영을 시행하였다. 총 85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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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1매씩 추출하였다.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 구순구개열과 같은 발육성 장애가 있는 환자, 

교정치료 등으로 상악에 교정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의 파노라마 

사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50개의 파노라마 사진은 830개의 

과잉치가 관찰되는 사진, 20개의 과잉치가 관찰되지 않는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정중과잉치가 존재하는 75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딥러닝 알고리즘의 학습 과정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학습모델과 전문가 집단과의 비교 평가 과정에 사용하였다. 

평가과정에 사용된 10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과잉치가 있는 

80개의 사진과 과잉치가 없는 20개의 사진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평균 나이는 6.0±2.0세 였으며 남자는 59.9%, 

여자는 40.1% 였다. 유치열기의 사진은 총 185개(21.8%), 

혼합치열기의 사진은 총 665개(78.2%) 로 나타났다. 과잉치가 

존재하는 83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중 역위매복된 정중과잉치는 

513개(61.8%), 수평매복된 정중과잉치는 97개(11.7%), 정상 방향으로 

매복된 정중과잉치는 220개(26.5%) 였으며, 매복과잉치가 1개인 

경우는 637개(76.7%), 2개인 경우는 192개(23.2%), 3개인 경우는 

1개(0.1%) 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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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Patients with 

Mesiodens 

(n = 830) 

Patients 

without 

Mesiodens 

(n = 20) 

Total 

(n = 850) 

Mean Age (SD) 6.1 (2.1) 6.6 (2.0) 6.0 (2.0) 

Sex    

Female 333 8 341 

Male 497 12 509 

Dentition    

Primary 180 5 185 

Mixed dentition 650 15 665 

No. of mesiodens    

1 637 

- - 2 192 

3 1 

Eruption direction    

Normal 220 

- - Inverted 513 

Horizontal 97 

 

 

 

3.2.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모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INFINITT G3 (INFINITT Healthcare 

Co. Ltd., Seoul, Korea) PACS 시스템에서 JPEG 포맷(2560X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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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으로 다운로드 하였다. 데이터의 전처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사용 가능한 컴퓨터 자원 한도 내에서 학습을 시행 시키기 위해서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심 영역은 상악 정중부위로 

한명의 치과의사가 Adobe Photoshop 23.0 (Adobe system Inc.,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여 관심영역을 이미지 파일에서 직접 

잘라내는(crop) 방법으로 관심영역을 분리하였다. 관심 영역의 좌, 

우측의 경계는 상악 영구 측절치의 원심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상단 

경계는 비강저, 하단 경계는 맹출한 상악 전치부의 절단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상악 유전치부가 탈락한 경우에는 가상의 치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절단면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하단 경계로 설정하였다(Fig. 3). 

 

 

Fig. 3. Region of interests (ROI). (A) Panoramic radiograph with ROI 

bounding box. (B) Cropped image from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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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주석(Data annotation) 

 

인공지능 모델에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과잉치의 경계와 위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사진 영상과 더불어 과잉치의 위치를 

구분지어 표시한 mask가 필요하다. 과잉치의 위치를 이미지 상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오픈소스로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Computer Vision Annotation Tool 

(CVAT, Intel Corporation,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모든 전처리 과정은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 2명에 의해 시행되었다. 각각의 소아치과 전문의가 CVA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심영역만 남긴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CVAT 

프로그램 상에서 직접 과잉치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관찰자간 및 

관찰자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로 30개의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annotation을 시행한 과잉치의 경계 내의 픽셀 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관찰자 간 급내 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0.964였으며 관찰자1의 관찰자내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0.973, 관찰자2의 

관찰자내 급내상관계수는 0.957로 나타났다. 과잉치에 대한 표식을 

마친 다음 서로 결과를 비교하여 관찰자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제외하였다가 두 관찰자간 확인을 통해서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830개의 과잉치를 표시한 데이터셋을 준비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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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VAT annotation tool used in this study. (Left) Input image 

from cropped panoramic radiographs. (Right) Mesiodens is manually 

segmented by white polygon.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이미지를 내보내기 

위한 영상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앞선 과정에서 과잉치를 분리하여 

mask 형태로 표시한 데이터는 과잉치 영역은 흰색으로, 과잉치 영역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배경으로 처리하여 검정색으로 처리하여 

이진법(binary)의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가공한 mask 파일은  

PNG 파일로 저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는 

관심영역을 설정한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과 더불어 앞선 사진과 

1:1로 연결되는 mask 데이터 파일이 포함되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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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p) Sample images with different position of mesiodens. 

(Bottom) Corresponding mesiodens masks.  

 

 

3.4. Python 언어 및 딥러닝 라이브러리 

 

  Python 언어는 플랫폼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인터프리터식, 객체 

지향적 대화형 언어이다[91]. Python 언어를 사용하면 코드를 최대한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1]. 대부분의 기계학습 및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나 Python 언어를 지원한다. 

  Python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위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추가적인 구성 요소들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딥러닝 연구의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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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프레임워크는 보통 Tensorflow와 PyTorch를 사용하는데, 

현업에서는 Tensorflow를, 연구분야에선 PyTorch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딥러닝 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Table 3). 

  이번 연구에서는 PyTorch를 기반으로 하여 고수준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제공하는 Fastai[92]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Fastai는 고수준의 코드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약간의 코딩작업만을 통해서 최신의 딥러닝 

알고리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Fasta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술은 중간 수준 및 저수준의 API를 수정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Fastai는 기본적으로 Graphical processing unit (GPU)을 

활용한 연산을 지원하므로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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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ython libraries in deep learning analysis 

Library Explanation 

Tensorflow Computational framework for machine learning 

models.  

Keras Fast and easy experimentation for neural 

networks.  

Can run on top of TensorFlow and Theano. 

PyTorch Computational framework that supports computer 

vision and machine learning. 

Fastai Provides high-level components that can run on 

top of PyTorch. 

Numpy Provides mathematical functions for large multi-

dimensional arrays and matrices. 

Pandas Data analysis designed for relational and labeled 

data. 

Scikit-learn Provides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data mining and data analysis. 

Matplotlib Data visualization library to produce 2D and 3D 

plotting. 

Theano Optimizing compiler for evaluating mathematical 

expressions. 

SciPy Offers scientific computing modules for linear 

algebra, image optimization and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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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Net 

 

  2015년 Olaf Ronneberger, Philipp Fishcer, Thomas Brox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된 U-Net[93]은 의미적 분할 알고리즘 중 하나로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더욱 정확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조를 수정하였다. 

주로 의학 영상의 분할을 위해 개발 된 알고리즘으로 의료영상의 분할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Fig. 6. The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 U-Net model. 

conv : convolution, ReLU : Rectified Linea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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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t의 알고리즘은 network를 중심으로 좌측은 encoding에 

해당하는 contracting path, 오른쪽은 decoding에 해당하는 expansive 

path로 정의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구조 형태가 알파벳의 'U' 와 

비슷하다고 하여 U-Net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94]. 

  인코딩 과정에 해당하는 좌측의 contracting path에는 이미지의 

context를 읽어들이고 expansive path에서는 반복적인 upsampling 

과정과 함께 encoder에서 포착한 feature map을 결합하여 

localization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Fig. 6). 

 

3.6. 5겹 교차검증의 시행 (Five-fold cross validation) 

 

  모델의 학습 시 적은 데이터셋 개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5겹 교차검증을 시행하였다. 750개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를 

무작위로 각각 150개씩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 그룹 중 4개는 

학습에 사용하며, 나머지 1개 그룹은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1회의 검증 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검증에 사용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검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학습과정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5번 반복하는데, 각각의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로 

활용된 그룹을 변경해 가면서 각각의 경우에서 나온 모델 성능의 

측정값을 평균을 내어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Fig. 

7). 



 

 - 45 - 

 

Fig. 7. Five-fold cross validation. All data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s. One of the groups was used as validation, and the 

remaining groups were used as training set. The segmentation 

performance of each model was evaluated, and the average of these 

performance index was regarded as the model's performance. 

 

 

3.7. 데이터의 증강 (Data augmentation) 

 

  학습 과정에서 부족한 데이터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방사선사진을 기울임, 반전, 

회전, 확대, 대조도, 밝기조정을 사용하여 학습모델에 학습을 시켰으며 

중요한 구조물 데이터의 정보를 소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잘라내기(crop)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 만들어진 4,520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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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데이터의 학습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Google Col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시행하였다. NVIDIA K80 GPU를 제공하는 Google 

Collaboratory는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Python 언어와 

더불어 다양한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딥러닝 모델과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모델은 250 epoch까지 학습을 시행하였으며 

batch size는 16, learning rate 는 0.001 로 설정하였다. 

 

3.9. 모델의 평가 

 

  과잉치를 검출하고 분리하는 U-Net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encoder 로 U-Net, ResNet18, ResNet34, ResNet50 

을 사용하여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Jaccard index[95]와 Dice coefficient[96,97]를 사용하였다. 

  Jaccard index는 두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두 개의 집합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집합인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두 집합이 

동일하다면 1의 값을 갖고 두 집합에 공통적인 교집합을 구성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0의 값을 갖는다[98]. Dice coefficient 는 

Jaccard index와 비슷한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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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예측값과 ground truth 사이의 겹치는 부분에 2를 곱하고 

예측값과 ground truth 영역을 합한 것으로 나눠주는 값으로 분할 

모델의 평가를 위한 대중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98]. 의미상 Dice 

coefficient 는 F1 score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분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99]. 

 

Jaccard index = 
| MS ∩ GT |

| MS ∪ GT |
 

Dice coefficient = 
2 | MS ∩ GT |

| MS | + | GT |
 

MS: Machine Segmentation, GT: Ground Truth 

 

3.10. 딥러닝 모델과 전문가 집단간의 진단 성능 비교 

 

  학습된 알고리즘의 성능이 실제 임상 진료 환경과 비슷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정중과잉치 진단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1은 3년 이상의 소아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 5명으로 구성하였다, 집단 2는 3년 

이상의 진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치과의사 5명, 집단 3은 과잉치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이 있지만 직접적인 임상경험이 없는 치의학대학원생 

5명으로 구성하였다. 총 100개의 평가 데이터(test set)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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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정중과잉치의 위치를 분할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ground truth와 비교하였다. 각각의 방사선사진에서 Jaccard index 값을 

측정하여 50% 이상을 기록한 경우에는 올바른 진단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100개의 방사선사진에서 과잉치를 분할하여 

annotation tool 에 입력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개인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annotation을 시행하였던 10개의 방사선사진을 추가로 제공하여 

순수하게 프로그램상에서 방사선 사진에 과잉치의 경계를 표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얻어 소요된 시간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과잉치 진단에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CVAT annoation tool을 사용하였고, annotation 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였다. 

  딥러닝 모델과 전문가 집단간의 진단 성능의 비교 평가를 위해서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 score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정확도는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가 얼마나 

같은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ground truth와 비교한 예측 결과가 동일한 

데이터 건수에서 전체 예측 데이터 건수를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정밀도는 예측을 참으로 한 데이터(TP+FP) 중에 실제 값이 참인 

데이터(TP)의 비율을 나타내며 참 예측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재현율은 실제값이 참인 데이터(TP+FN) 중에 예측을 참으로 맞춘 

데이터(TP)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참을 잘 맞추는지를 측정하며, 

민감도(Sensitivity)라고도 한다. F1 score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결합한 

지표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을 의미한다. 정밀도와 재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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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 때 높은 값을 나타낸다[86,100]. 

 

Accuracy = 
TP +TN

TP +TN +FP +FN
 

Precision = 
TP

TP +FP
 

Recall = 
TP

TP +FN
 

F1-score = 2 X
Recall × Precision

Recall + Precision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3.11. 통계 분석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성능에 대한 평가는 Pytorch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Fastai 라이브러리에서 시행하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Python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Google Collaboratory에서 시행하였다.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측정치는 중앙값과 사분위수 범위(median 

[interquartile range])로 표시하였고 학습된 딥러닝 모델과 전문과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6.0 (SPSS Inc., IBM, Chicago, IL, USA)에서 시행하였고 

유의수준(ɑ) 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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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딥러닝 분할(segmentation) 모델의 성능 평가 

 

  Table 4은 U-Net 알고리즘 기반에서 서로 다른 인코더를 사용하여 

과잉치를 인식하고 분할하는 학습을 시행하였을 때의 진단 성능을 

Jaccard index와 Dice coefficient 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Table 4. Performance measures of Jaccard index and Dice coefficient 

for different pre-trained network models 

 Jaccard index Dice coefficient 

UNet 0.904 0.913 

ResNet-18 0.912 0.931 

ResNet-34 0.914 0.934 

ResNet-50 0.924 0.938 

 

 

  인코더로는 U-Net, 사전학습된 ResNet18, ResNet34, Resnet50을 

사용하였다. ResNet 뒤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 깊은 신경망 층에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경망 층이 깊어질수록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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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더 종류에 따른 분할 성능을 비교한 결과 Jaccard index를 

기준으로 U-Net 모델은 90.4%의 성능을 나타냈으며 ResNet18, 

ResNet34, ResNet50은 각각 91.2%, 91.4%, 92.4%로 나타났다. 

  Dice coefficient를 기준으로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U-Net 은 

91.3%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ResNet18, ResNet34, ResNet50은 

93.1%, 93.4%, 93.8%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ResNet의 층이 깊어질수록 정중과잉치를 분리하는 모델에서는 큰 

성능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지만, U-Net 인코더를 사용하는 대신 

사전학습된 ResNet 인코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중과잉치를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4.2. 딥러닝 모델과 전문가 집단과의 진단 능력 비교 

 

  딥러닝 모델과 전문가 집단과의 과잉치 검출 성능 비교를 위해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10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대상으로 진단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딥러닝 모델은 인코더의 종류에 따라서 U-Net, Resnet18, Resnet34, 

Resnet50으로 분류하였고, 전문가 집단은 소아치과 전문의(PS), 

일반치과의사(GP), 치의학대학원 학생(ST) 로 분류하였다.  

  50%의 Jaccard index 값을 진단 기준의 “cut-off value” 로 

설정하여 각 집단별 진단 능력을 평가한 값은 Table 5에 표시하였다. 

딥러닝 모델들과 전문가 집단간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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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율(recall), F1-score 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Table 5, Fig. 8). Bonferroni 교정을 시행한 Mann 

Whitney U test 사후검정을 통한 집단간 차이는 Fig. 8에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소아치과 전문가 집단(PS)에서 F1 score가 0.99로 진단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치과의사(GP)의 F1 score는 

0.96 (0.95-0.9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 0.95 

(0.95–0.95)의 F1 score값을 나타내어 치과의사 전문가 집단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과대학생들의 진단 정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7 (6-8)초가 소요되어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소아치과 전문의 집단의 540 (530-547)초에 비해서도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경우 1개의 

과잉치 사진에서 진단을 하는데 5~8초의 시간이 걸렸으나 딥러닝 

모델의 경우 사진당 평균 0.07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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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agnostic performances of deep learning models and human expert groups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Time for 

diagnosis (s) 

PS 0.99 (0.98-1.00) 0.99 (0.97-1.00) 1.00 (1.00-1.00) 0.99 (0.98-1.00) 540 (530-547) 

GP 0.93 (0.92-0.95) 0.97 (0.96-0.98) 0.95 (0.91-0.96) 0.96 (0.95-0.97) 643 (620-645) 

ST 0.83 (0.81-0.85) 0.89 (0.88-0.89) 0.88 (0.87-0.90) 0.89 (0.88-0.90) 834 (810-840) 

UNet 0.91 0.95 0.92 0.94 

7 (6-8) 

ResNet-18 0.92 0.95 0.93 0.95 

ResNet-34 0.92 0.96 0.95 0.95 

ResNet-50 0.92 0.97 0.95 0.95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PS: Pediatric Specialists, GP: General Practitioners, ST: Dental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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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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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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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8. Boxplot of diagnostic performances among AI and human 

groups. Kruskal-Wallis test and Bonferroni corrected Mann-

Whitney’s U test as post-hoc test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a) accuracy, (b) precision, (c) recall, (d) 

F1-score, and (e) time for diagnosis. The same superscript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S: Pediatric Specialists, GP: General Practitioners, ST: Dental 

students, AI: deep learn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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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괄 및 고찰 

정중과잉치의 진단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촬영하게 되는 

방사선사진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한번의 

촬영으로 치아와 악골의 전체적인 촬영이 가능하며 구강 내에 필름을 

위치하는 등과 같은 힘든 과정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소아 환자에서도 

협조도를 얻기 좋은 촬영 방법이다. 하지만 정중과잉치의 진단에 있어서 

파노라마 방사선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효용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101]. 따라서 임상 환경에서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과 더불어 

치근단 사진을 각도를 다르게 여러 장 촬영하거나, 교합방사선사진을 

추가적으로 촬영하여 보완하고 있다[11]. 최근에는 과잉치 발치 전 

3차원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BCT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파노라마 방사선을 판독하고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도구가 

있다면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소아환자의 

진료에 경험이 많지 않은 치과의사들에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나타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나 병소에 대한 진단을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과잉치의 존재를 진단하는 

분류(Classification)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다수 시행되었으나 

소아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과잉치의 경계를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분할 모델을 만들어 학습시켜 성능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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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매복 정중과잉치가 존재하는 소아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U-Net 알고리즘 기반 분할 방법으로 방사선사진을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은 Jacard index 기준 90% 이상, Dice index 기준 

91% 이상을 보여 모든 알고리즘 모델에서 높은 분할 성능을 

보여주었다. 

  사람 전문가 집단과의 비교에 있어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치과의사, 

소아치과 전문의 집단에 견주어 필적할 만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딥러닝 모델은 치과의사집단과 비슷한 F1-score 값을 나타내었고 

사분위수 범위(IQR) 값은 더 낮았다. 따라서 개인간 진단 능력의 

차이를 보인 전문가 집단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모델은 사용한 

알고리즘에 상관 없이 균등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750개의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알고리즘은 소아치과 

전문의를 대체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100개의 테스트용 

방사선사진을 모두 진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7.5초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의 시간 대비 진단 효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에 사용한 750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때의 정확도와 테스트 

셋을 사용하여 분류와 분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정확도는 test 셋을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overfitting에 의한 

문제로 생각되며 학습에 사용된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한 기관에서 

한정된 수의 파노라마 사진만 얻어 연구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추후 



 

 - 59 - 

다기관에 걸쳐 얻어진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번 연구에는 상악 

정중부에 맹출하지 않고 매복되어 있는 과잉치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교적 좁은 영역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비강저 상방에 매복되어 있는 과잉치와  

같은 경우의 매복 과잉치는 모델의 학습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넓은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학습모델에 포함하여 파노라마에서 관찰하기 쉽지 않은 깊이 매복된 

과잉치에 대한 진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ground truth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소아치과 

전문의가 직접 과잉치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결과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ground truth로 설정하고 학습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관찰자가 직접 

annotation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수동으로 과잉치의 영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관찰 오차가 

포함되게 된다. 셋째, 학습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가 한정적이고 다양한 

치열에서의 과잉치를 학습시키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단순히 

유치열기 및 초기 영구치열기의 매복된 정중과잉치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맹출한 과잉치나 성인기에 매복되어 있는 정중과잉치 등 

다양한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과잉치의 영상을 습득하여 학습시킬 수 

있다면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진단 가능하고 대표성 있는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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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하여 학습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범용성 있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타기관의 방사선 영상을 포함하여 연구가 시행된다면 일반화된 모델을 

수립하여 대표성 있는 진단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델과 전문가 집단과의 진단 성능 비교를 위해 분할  

모델에서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과잉치의 분류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진단의 cut-off value를 50% 완화된 

진단 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가 다소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개선을 위해서 

학습된 분류 모델(classification)을 가지고 먼저 과잉치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고 그 이후에 분류 결과 과잉치가 있는 영상에만 국한하여 

과잉치의 분할을 시행한다면 좀더 정확하고 빠른 속도를 갖는 

알고리즘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미적 분할 모델인 U-Net을 활용하여 과잉치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분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과잉치는 

개수에 상관없이 같은 label을 갖도록 분리하게 된다. 과잉치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잉치를 서로 다른 label을 갖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개체 분할(instance segmentation) 방법으로 Mask R-

CNN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과잉치의 

개수에 대한 정보와 각각의 과잉치에 대한 위치와 경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추후 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치의학 영역에서 연구를 위해서는 공용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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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 

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딥러닝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장애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동화된 협업을 통해서 치의학 질병의 영상 특성 및 

분야에 대해서 공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치의학 영역에서 

딥러닝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소아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매복된 

정중과잉치를 검출하고 분할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다. 딥러닝 

모델 알고리즘은 U-Net을 사용하였으며 Fast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학습을 시행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분할 성능 평가 및 전문가집단과의 

진단능력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U-Net 알고리즘 기반의 의미적 분할 기법을 사용하여 소아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 매복된 과잉치를 진단하고 분할하는 모델의 

성능은 90% 이상의 예측정확도를 보였다. 

2. 모델 성능의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중과잉치 진단을 

시행하였을 때 정확도는 91%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3. 딥러닝 모델은 치과의사에 비교할 수 있는 만큼의 진단 성능을 

보여주었고, 진단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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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deep learning 

algorithms for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impacted mesiodens 

in pediatric panoramic radiographs. 

 

Material and methods 

 A total of 850 panoramic radiographs in pediatric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U-Net semantic segmentation algorithm was 

applied for the detection and segmentation of mesiodens on upper 

anterior region. For the enhancement of deep learning algorithm, 

pre-trained ResNet model was applied in the encoding path. The 

performance of algorithm was tested using Jaccard index and 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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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The diagnostic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time for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human expert groups on the 

test dataset. 

 

Results 

 Segmentation model showed high Jaccard index and Dice coefficient 

(> 90%). In mesiodens diagnosis, the trained model achieved 91 - 

92% accuracy and 94-95% F1-score which was comparable with 

human expert group. The deep learning model was significantly 

faster than human expert groups in mesiodens detection. 

 

Conclusion 

 The proposed deep learning algorithm showed good performance 

with high Jaccard index and Dice coefficient. The proposed deep-

learning technologies also approached trained human-level 

performance in the diagnosis of mesiodens.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Mesiodens, Deep learning, U-Net, 

Semantic segmentation, Panoramic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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