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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치치치과과과용용용 디디디지지지털털털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화화화질질질개개개선선선 방방방안안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영상획득 시 수반되
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노라마 영상형성 원리에
입각하여 화질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파노라마 영상형성은 확대도,선원과 영상
센서 간의 상대속도,imagelayer등과 같은 화질인자에 의해 결정되며,이러한 영
상형성의 제반원리를 토대로 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를 크게 X-선발생
부,영상센서부,운동제어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구성된 영상센서부의 해상도
특성을 나타내는 변조전달함수(modulationtransferfunction;MTF)는 10% MTF
값에서 약 3.9LP/mm 정도로 측정되었으며,운동제어부는 기존의 등속회전 모드
에서 변속회전 모드로 변경하여 전치부의 경추효과(cervicalvertebraleffect)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한국표준인의 기준악궁을 모델링하기 위해 Digital
Korean과 VCT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성인 및 소아의 대표악궁을 추출하였으며,
또한 파노라마 영상화질 평가 실험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팬텀을 제작
하였다.또한 파노라마 영상의 중요한 화질인자 중의 하나인 imagelayer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팬텀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본 연구에서 설계된 구동
시퀀스에 대한 imagelayer의 두께는 전치부 및 구치부에서 각각 약 12mm,24
mm로 측정되었다.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된 구동 시퀀스의 임상 적용성을 평가하
기 위해 skull팬텀을 사용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한 후 그 화질을 평가하고
주요 문제점인 경추효과와 잔상효과(ghost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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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경추효과,고스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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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현재 치과용 파노라마 X-선 영상장치는 디지털 영상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기
존의 필름/스크린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실정
이다.아날로그 방식의 영상장치는 우수한 공간해상도 및 저가의 시설비용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의 보관 및 현상․인화 과정에서 기인될 수 있는
환경오염,환자 진료시간의 지연,영상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 등에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1].반면,디지털 방식의 영상장치는 개발기술의 획기적인 발
전으로 인해 보다 작은 픽셀크기의 영상센서를 사용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영상획
득은 물론 영상후처리기법 등을 적용하여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영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으며,영상센서의 X-선 조사선량에 대한 선형적인 반응특성과 높은 민감
도로 인해 관용도(latitude)가 넓어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
을 지니고 있다.또한 병원정보화시스템(hospitalinformationsystem;HIS),의료
영상자료의 저장 및 전송 시스템(picturearchivingandcommunicationsystem;
PACS)등과 같은 의료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맞물려 효율적인 디지털 X-선 영상
시스템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2].특히 치과용 파노라
마 영상장치의 경우에는 초점을 악궁(dentalarch)과 같은 특정한 관심영역에 맞추
어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X-선관과 영상센서의 정밀한 구동이 필요하며,따라
서 디지털 영상획득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보다 더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과용 디지털 파노마라 영상장치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기존 파노라마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하여 lineararray타입의 CMOS영상센서,6.144mm 빔 폭
을 갖는 X-선관,micro-pulsestepmotor등을 사용하여 prototype디지털 파노라
마 영상장치를 구성하여 영상의 화질을 분석․평가하였으며,나아가 파노라마 영
상획득의 재원리를 바탕으로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획득 기법을
제시하였다.개선된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획득 기법으로는 크게 구동 motor및 영
상센서의 정밀한 제어 기법,표준한국인(Koreanreference)자료에 의한 대표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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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표추출,악궁구조에 따른 구동시퀀스 자동계산 알고리즘 개발,경추(cervical
vertebral)효과 및 ghost제거기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1치과용 아날로그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 비교

표 1.1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식의 X-선 영상장치 비교

구분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

빔폭 조정 Collimator이용한 빔폭
조정(비동기화)

Pixel크기를 이용한 빔폭
조정(동기화)

저장성 필름 저장 공간 과다소요 DigitalStorageMedia(HD,CD,OD)
피폭량 30mR 5-6mR

재촬영여부 재촬영 및 실시간 영상처리 불가 컴퓨터처리 및 실시간 판독 가능
환경문제 필름현상에 화공약품 필요 필름 불필요 (환경친화적)
특징 재현성 낮고,영상통신 불가능 재현성,영상통신 가능

영상 획득시간 수 분 수 초 이내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동 불가 PACS및 DICOM 연동,HIS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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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개개개요요요

파노라마 영상기법은 악궁과 같이 곡면에 있는 물체의 관심영역을 평면의 영
상으로 펼쳐 보이는 것을 말하며,인체의 구강 내 치열을 촬영하는데 파노라마 영
상기법을 도입한 것이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이다(그림 2.1).인체의 구강구조
는 아래턱뼈와 머리뼈,이를 연결시켜주는 악관절(temporomandibularjoint;TMJ),
구치,견치,전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포물선 형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2및 표 2.1)[3].이러한 구강 구조를 대상으로 악관절을 시작으로 구치-견
치-전치를 지나 반대편의 악관절까지 치열궁의 연속적인 형태를 스캐닝하여 영상
화하는 장치를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라 한다.

그림 2.1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의 원리

그림 2.2인체의 구강 구조 분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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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인체의 구강 구조 분류 및 명칭

번호 명칭(한글) 명칭(영문) 구분
1 중절치(가운데 앞니) Centralincisor 전치부2 측절치(옆 앞니) Lateralincisor
3 견치(송곳니) Canine 견치부
4 제1소구치(작은 어금니) Firstpremolar

구치부
5 제2소구치(작은 어금니) Secondpremolar
6 제1대 구치(큰 어금니) Firstmolar
7 제2대 구치(큰 어금니) Secondmolar
8 제3대 구치(사랑니) Thirdmolar

222...111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역역역사사사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구강 내 방사선 발생장치의 형태(intra-oral
sourcetype:1933Dr.H.Numata,Japan)와 구강 외(extra-oralsourcetype:Van
Aken,Germany)방사선 발생장치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져 발전되어 왔으며,구강
외 형태의 경우 고정형 회전축(stationary-rotation type)구조와 이동형 회전축
(moving-rotationtype)구조로 분류된다.현재 대부분의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
치의 구조는 여러 가지 장점에 의해 구강 외 선원 및 이동형 회전축 구조를 가지
고 있다[4].

222...111...111구구구강강강 내내내///외외외 XXX---선선선관관관 구구구조조조의의의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

구강 내 X-선관 구조를 가진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와 구강 외 X-선관 구
조를 가진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큰 차이점은 SDD(source-to-detectordistance)의
차이와 X-선의 조사영역에 영상 획득의 관심영역인 악궁 외에 경추와 같은 다른
구조의 포함 여부에 있다(그림 2.3).구강 내 X-선관 구조를 가진 치과용 파노라
마 영상장치는 소형의 X-선관을 구강 내에 삽입하고 구강 외에서 악궁 영상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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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형태로써 X-선이 관심영역인 악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경추(the
cervical)와 같은 다른 영역의 영상이 중첩되지 않는 이점이 있으나,이 경우 소형
의 X-선관 제작이 쉽지 않고 X-선관과 영상센서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유
한한 크기의 초점에 의한 blurring효과가 증가하여 영상의 선예도가 저하되는 경
향이 있다.또한 각 치아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확대도가 일정하지 않는
단점도 있다(그림 2.4). 반면,구강 외 X-선관 구조를 가진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X-선이 경추를 지나 악궁에 도달하게 되어 악궁 외 구조가 중첩되는 단점은 있으
나,사용되는 X-선관은 소형이 아니어도 되므로 선원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초점
크기에 의한 blurring효과 및 일정한 확대도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이러한 경
우 회전축(rotationalcenter)을 중심으로 X-선이 조사되어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
에 회전축을 갖는 파노라마 영상장치(rotationalpanoramic-imagingsystem)이라
고도 한다.

그림 2.3구강 내/외 X-선관 구조의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



- 6 -

그림 2.4X-선관의 유한한 초점크기에 의한 blurring효과

222...111...222회회회전전전축축축을을을 갖갖갖는는는 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

회전축을 갖는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X-선관과 영상센서를 대면하여 고
정시키고 인체를 회전시켜 영상을 획득하는 구조(rotating-chairtype)와 인체를
고정시키고 대신 X-선관과 영상센서를 회전시켜 영상을 획득하는 구조
(rotating-sourcetype)로 구분되며,후자는 다시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
(stationaryrotation-centertype)와 회전축이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형태
(movingrotation-centertype)로 구분된다.현재 대부분의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
장치는 회전하는 X-선관 및 움직이는 회전축 형태(rotating-source& moving
rotation-centertype)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의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
는 움직이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인 악궁을 스캔하기 때문에 악궁을 중심
으로 imagelayer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구강 외 X-선관 구조를 가진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단점이었던 관심영역 외 영역의 중첩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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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회전축을 갖는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영상구성

222...222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원원원리리리

일반적인 X-선 영상장치는 3차원 구조의 피사체를 2차원 평면에 투영하여 영
상을 획득하는 형태로써 여러 가지 영상왜곡(imagedistor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확대도(magnification)는 SOD(source-to-objectdistance)와 SDD(source
-to-detectordistance)의 비로 정의된다.이에 비해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악궁과 같은 관심영역만을 선택적으로 초점크기에 의한 blurring효과를 최소화하
여 투영하기 때문에 관심영역의 영상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imagelayer의 형
성).이 때 스캔 방향의 확대도는 회전축이 도입됨으로써 source대신에 회전축
으로부터의 상대거리로 변경됨을 알 수 있다.Imagelayer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확대도,X-선과 영상센서의 상대속도,수직입사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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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111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확확확대대대도도도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움직이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종
축 확대도(verticalmagnification)는 일반적인 X-선 영상장치의 확대도와 동일하
게 정의되나,횡축 확대도(horizontalmagnification)는 회전에 의한 가상초점이 형
성됨으로써 ROD(rotator-to-objectdistance)와 RDD(rotator-to-detectordistance)
의 상대비로서 결정된다(그림 2.6).

그림 2.6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횡축 및 종축 확대도

222...222...222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상상상대대대속속속도도도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에서 회전축의 도입으로 횡축과 종축의 확대도가 다
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영상센서부의 픽셀 스캔속도를 조절하여 횡축 및 종축 확대도를 동
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이때 source와 영상센서의 스캔속도 차이를 상대속도
(relativespeed)로 정의한다(그림 2.7).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에서 정의되는 상



- 9 -

대속도는 아날로그 파노라마 영상장치에서의 source와 film의 상대속도에 해당되
며,픽셀 readout속도(즉 pixelclock)로 조절한다(그림 2.8).

그림 2.7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확대도 보정을 위한 상대속도

그림 2.8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에서의 pixelclock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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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333치치치과과과용용용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iiimmmaaagggeeelllaaayyyeeerrr

Imagelayer의 두께는 imagelayer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blurring을
갖는 영역의 폭을 의미한다(그림 2.9).관심영역인 악궁을 중심으로 imagelayer가
형성되도록 하여 관심영역 이외의 영역을 blurring시키고,동시에 횡축 및 종축의
확대도를 같게 하여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노라마 영상장치를 구동
하여야 한다.다행히 위 두 조건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관계임을 수학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imagelayer중심에서의 횡축 및 종축 확대도를 맞추어줌
으로써 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그림 2.10).

그림 2.9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에서 imagelayer두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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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에서의 imagelayer형성 원리

Imagelayer의 두께는 크게 악궁에 대한 X-선의 조사각도 그리고 악궁에 대한
회전축의 상대위치에 의해 좌우된다.X-선의 조사각도에 의한 imagelayer두께
의존성은 조사각도가 악궁에 수직할수록 증가하며,회전축의 상대위치에 의한 의
존성은 imagelayer중심에서의 회전축 위치가 멀수록 증가한다.일반적으로 전치
부 및 구치부는 견치부에 비해 X-선의 조사각도가 상대적으로 수직에 가까움으로
imagelayer두께가 증가하고(그림 2.11),또한 구치부에서의 X-선관의 구동이 회
전운동뿐만 아니라 직선운동이 더 관여됨으로써 imagelayer중심으로부터의 회전
축의 상대적 위치가 멀어져 image layer두께가 증가하게 된다;가상회전축
(virtualrotationcenter)의 형성(그림 2.12).



- 12 -

그림 2.11X-선 조사각도에 따른 imagelayer의 두께의 변화

그림 2.12X-선관의 운동 형태에 따른 회전축의 이동;가상 회전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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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치치치과과과용용용 디디디지지지털털털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서 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크게 X-선 발생부,영상센서
부,운동제어부 등으로 구성하였다(그림 3.1).

그림 3.1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 구성:(a)X-선관 (b)영상센서부 (c)
운동제어부 (d)피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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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치치치과과과용용용 디디디지지지털털털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기기기하하하학학학적적적 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운운운동동동제제제어어어

333...111...111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확확확대대대도도도 결결결정정정

본 연구에 사용된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그림 3.2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이 때 종축 확대도는 식 (1)과 같이 1.31으로 계산되고 횡축 확대도는 식 (2)와 같
이 4.62로 계산되었다.이때의 종축에 대한 횡축 확대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서 영상센서의 pixelclock을 조절하였다.

 






≈ (1)

  

 




≈ (2)

그림 3.2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기하학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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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운운운동동동제제제어어어

본 연구에 사용된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기계적 구동은 회전 및 직선
운동의 조합으로 구현된다.세밀한 기계적 구동을 위하여 8 micro-pulsestep
motor및 다양한 형태의 기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였으며(직선운동:0.003125mm/
pulse,회전운동:0.003201〫/pulse)(그림 3.3),그림 3.4와 같이 악궁을 스캔하도록
구동하였다.

그림 3.3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기계적 구동

그림 3.4직선 및 회전 운동의 조합을 이용한 악궁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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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치치치과과과용용용 디디디지지지털털털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의의의 XXX---선선선관관관 및및및 영영영상상상센센센
서서서부부부

333...222...111XXX---선선선관관관 및및및 영영영상상상센센센서서서

본 연구에 사용된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6.144mm의 빔 폭을 갖는 최대
관전압 90kVp,초점크기 0.5mm인 X-선관(그림 3.5∼6)과 48 µm 픽셀 크기 및
128×3072픽셀 수의 lineararray형태의 CMOS영상센서를 사용하였다.영상획
득 실험에서의 X-선관 동작조건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68kVp,8mA
촬영조건을 사용하였으며,또한 영상센서는 2×2binning모드를 사용하여 유효 픽
셀크기를 96 µm으로,그리고 스캔형식은 frame방식이 아닌 TDI(timedelay&
integration)방식으로 동작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TDI방식은 영상획득 시 한
픽셀씩 이동시켜 유효 영상정보가 나오기 전 모든 픽셀을 스캔하고 한 주기가 끝
난 후 모든 픽셀정보를 적분함으로써 frame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픽셀 간의
편차를 줄이고 또한 스캔 구동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그림 3.7).

그림 3.5X-선관의 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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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X-선관의 빔폭 조정을 위한 collimator

그림 3.7Lineararray형태의 영상센서 및 TDI구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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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 영영영상상상센센센서서서의의의 성성성능능능평평평가가가

영상시스템의 해상도는 변조전달함수(modulationtransferfunction;MTF)로 평
가할 수 있는데,이는 주어진 영상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피
사체대조도(subjectcontrast)에 대한 영상대조도(imagecontrast)의 비로 정의 된
다[5].변조전달함수는 영상시스템의 영상재현 능력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써 영상
시스템의 전체적인 응답함수라 할 수 있다.변조전달함수의 측정방법에는 주로
pinhole을 사용하는 방법,10 μm 폭의 slit을 사용하는 방법,edge테스트 팬텀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6].

그림 3.8본 실험에 사용된 pinhole및 slit팬텀과 영상획득 실험
그림 3.8과 같이 변조전달함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크릴 판에 두 팬텀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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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X-선 영상을 획득하였다.획득된 팬텀 영상으로부터 농도 분포를 스캔하
여 PSF(pointspread function),LSF(linespread function)곡선을 구한 다음,
Fourier변환을 취하여 MTF곡선을 각각 계산하였다(그림 3.9∼10).Slit방법의
경우 sinc(bf)함수로 표현되는 pixel의 유한한 크기에 의한 MTF로 나누어 줌으
로써 presampledMTF를 계산하였다.여기서 b는 픽셀크기이며 f는 공간주파수를
나타낸다(그림 3.11).

(a)

(b)

그림 3.9PSF및 LSF의 계산:(a)pinhole영상획득 및 PSF,(b)slit영상획득 및 L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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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LSF계산:(a)pinhole을 사용한 횡/종축의 LSF,(b)slit을 사용한 LSF

(a) (b)
그림 3.11MTF게산:(a)pinhole을 이용한 횡/종축의 MTF(b)slit을 이용한 MTF

Pinhole을 사용하여 계산된 횡/종축에 대한 10% MTF값은 약 3.7LP/mm로 일
치하였으며,slit을 사용하여 구한 10% presampledMTF는 약 3.9LP/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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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영영영상상상획획획득득득 실실실험험험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444...111치치치과과과용용용 디디디지지지털털털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장장장치치치 구구구동동동 시시시퀀퀀퀀스스스 설설설계계계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그 특성 상 영상획득 후의 영상재구성보다는 영
상획득 시의 구동 방법에 의해 화질이 크게 좌우됨으로 보다 정밀한 구동 시퀀스
구현이 중요하며,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동 시퀀스를 정밀하게 구현하는 알고리
듬을 설계하였다(표 4.1).일반적으로 악궁의 구조는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라 다
양한 형태를 나타내므로 이에 맞는 구동 시퀀스를 설계하여야 한다.우선 기구의
기계적 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회전축의 회전각(θ)및 직선 이동거리(xrotator)를
식 (3)과 같이 계산하였다(그림 4.1).여기서 x및 y는 악궁 좌표를,그리고 r은 회
전축과 악궁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또한 계산된 회전축의 회전각 및 직선 이동거
리를 시간에 따른 stepmotor의 구동속도와 동기화함으로써 구동 시퀀스를 설계
하였다(그림 4.2).

     



  (3)

표 4.1본 연구에서 설계한 구동 시퀀스의 특징

기존 구동 시퀀스 설계된 구동 시퀀스

고정된 등속운동 기반으로 선속 고정 변속운동을 사용함으로 선속조절 가능

고정 악궁에만 적용 가능 가변 악궁에도 적용 가능

일정한 대조도 및 확대도 불가능 일정한 대조도 및 확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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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악궁 좌표에 따른 구동 시퀀스 계산

그림 4.2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기계적 운동을 구현하기 위한 시퀀스 계산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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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표표표준준준한한한국국국인인인의의의 대대대표표표악악악궁궁궁 궤궤궤적적적 도도도출출출

실험에 사용할 표준악궁을 선정하기 위하여 DigitalKorean의 표준한국인 데이
터[7]와 실제 임상에서 촬영한 60명의 VCT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한국인
의 대표악궁 구조를 결정하였으며,이를 로그 함수식을 사용하여 근사하였다(그림
4.3,표 4.2).여기서 DigitalKorean의 표준한국인 데이터는 한국인 성인 남녀 각
각 30명의 CT 영상자료를 평균한 것이며,임상 데이터는 성인 환자 60명을 대상
으로 치과용 VCT를 사용하여 획득한 영상 데이터를 평균한 것이다.표 4.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성인 남녀에 대한 대표악궁의 구조는 유사하였으며,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성인과 소아로만 구분하여 대표악궁을 설정하였다.여기서 소아에 대한
대표악궁 설정은 기존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였다[8].표준한국인 성인 및 소아의
대표악궁을 설정한 후 식 (4)및 (5)와 같이 로그함수로 근사하였다(그림 4.4).

Adult(x,y):   ∙ (4)
Infant(x,y):   ∙ (5)

그림 4.3DigitalKorean의 표준한국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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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VCT 데이터에 근거한 성인 남녀의 악궁 구조

7-7 6-6 5-5 4-4 T-T 경-경 1-7 1-T 1-경앞 1-경끝 1-4 1-5 1-6 1-경사

순번 남성남성남성남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70 51.2 42.9 41.8 33.7 103.7 34.6 29.8 72.7 82.0 117.5 9.9 16.2 26.8 104.9 

2 49 59.3 50.7 40.8 34.3 106.9 42.5 35.3 76.4 80.9 122.0 10.6 17.5 26.4 107.9 

3 30 60.6 49.7 41.4 36.0 108.2 37.1 44.6 70.0 93.2 127.1 11.3 19.2 28.4 116.1 

4 23 49.2 44.5 37.8 34.2 105.3 37.5 37.3 75.3 87.5 125.3 9.4 16.3 24.5 108.9 

5 57 55.2 47.3 36.0 34.0 100.6 37.3 36.7 87.1 95.6 136.4 16.8 23.3 29.5 126.4 

6 48 55.5 52.1 49.3 40.5 115.4 41.8 37.3 83.6 91.1 134.3 12.7 17.8 25.7 109.3 

7 70 60.0 52.1 47.2 38.5 115.8 35.6 33.6 84.3 88.1 126.7 8.6 14.4 22.6 111.3 

8 24 61.7 50.7 42.5 34.9 109.3 37.3 39.8 86.7 95.9 134.7 10.6 16.1 25.7 118.9 

9 51 60.0 55.2 45.9 39.1 106.4 30.2 38.6 73.6 91.16 126.8 9.6 15.1 25.0 111.7 

10 46 55.6 50.9 41.3 33.6 84.2 37.3 34.0 54.2 78.1 113.0 12.3 18.2 26.0 104.1 

평균 57.2 49.7 42.3 35.7 104.5 37.0 36.8 76.6 87.5 126.1 10.7 17.1 26.0 110.9 

  7-7 6-6 5-5 4-4 T-T 경-경 1-7 1-T 1-경앞 1-경끝 1-4 1-5 1-6 1-경사

순번 여성여성여성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65 49.3 43.5 33.9 29.8 100.9 39.1 31.1 72.7 83.0 125.9 11.9 16.8 21.9 95.6 

2 52 60.4 52.6 45.6 32.9 92.5 38.0 36.7 74.3 84.7 123.0 8.9 15.8 23.6 109.3 

3 25 61.8 52.4 46.7 35.0 98.7 36.4 41.8 77.9 86.2 129.1 7.9 14.0 20.9 98.3 

4 72 54.2 50.0 42.6 33.7 105.1 41.1 33.8 85.6 88.4 131.3 10.0 15.5 24.4 106.6 

5 70 56.2 48.6 40.1 35.3 99.0 32.5 33.9 77.8 93.2 127.2 11.0 16.1 22.6 107.9 

6 61 54.1 48.6 40.4 33.2 98.0 33.9 37.4 74.0 78.1 113.4 12.7 18.8 28.4 96.3 

7 28 58.1 49.9 42.7 36.0 102.1 32.9 38.7 73.7 74.4 113.6 8.9 16.1 24.7 100.1 

8 43 55.2 47.7 42.6 34.7 96.6 31.9 32.6 77.8 81.3 126.8 11.0 15.8 24.3 105.1 

9 37 49.8 44.7 40.4 33.1 100.3 36.0 36.8 77.0 88.0 124.7 9.3 15.8 24.0 102.2 

10 36 53.7 48.9 43.0 36.9 101.3 35.4 33.4 72.7 86.4 121.7 8.9 15.4 23.3 106.2 

평균 55.6 48.7 42.0 34.7 97.9 35.1 35.2 72.9 83.0 121.3 10.4 16.3 24.3 102.3 

그림 4.4 표준한국인 자료에 근거한 성인 및 소아의 대표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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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악악악궁궁궁 팬팬팬텀텀텀을을을 사사사용용용한한한 구구구동동동 시시시퀀퀀퀀스스스 검검검증증증

표준한국인의 대표악궁과 그 외 성능실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악궁팬텀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이에 맞는 구동 시퀀스를 적용하여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
을 획득한 후 화질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구동 시퀀스를 결정하였다(그림 4.5).

그림 4.5최적화된 구동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

444...333...111다다다양양양한한한 악악악궁궁궁 팬팬팬텀텀텀의의의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제제제작작작

성능실험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테스트 악궁 팬텀은 일정 두께의 아크릴 판
위에 hole을 내고 각각의 기준 위치에 일정한 직경을 갖는 원기둥 형태의 핀과 구
형태의 볼을 갖는 구조로 제작되었다.제작팬텀 1은 기준 악궁으로서 표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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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사적 악궁을 다수의 지수 함수로 근사한 것이고,제작팬텀 2는 X-선 조사각
도에 따른 왜곡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포물선 형태로 제작되었으며,제작팬텀 3은
제작팬텀 1을 로그 함수로 다시 근사하여 제작된 것이다(그림 4.6).제작팬텀 4와
5는 표준한국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각 제작된 성인 및 소아의 대표악궁 팬텀이
다(그림 4.7).

그림 4.6 성능실험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악궁 팬텀

그림 4.7 표준한국인 자료에 근거한 성인 및 소아의 대표악궁 팬텀



- 27 -

또한 imagelayer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 팬텀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각 악궁의 위치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의 핀을 2mm 간격으로 위치
시켰다(그림 4.8).제작된 악궁 팬텀의 오차는 1/100mm 범위 이내이며,악궁의
전치부 중심을 공통 기준점으로 정하고 영상장치의 피사체 고정단에 위치시켰다.

그림 4.8Imagelayer두께 측정을 위해 설계 및 제작된 테스트 팬텀

444...333...222제제제작작작팬팬팬텀텀텀 111을을을 사사사용용용한한한 구구구동동동 시시시퀀퀀퀀스스스 검검검증증증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구동은 회전 및 직선 운동의 조합으로 구동된다.
각각의 운동은 독립된 stepmotor에 의하여 구동되며 구동 범위는 부하량과 운동
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구동 방법에는 회전운동을 등속으로 한 상태에서 직선
운동을 동기화시키는 방법(등속회전)그리고 회전 및 직선 운동을 또 다른 기준
클럭에 동기화시키는 방법(변속회전)등이 가능하다.등속회전으로 구동하였을 때
는 포물선 형태의 악궁구조에 의해 직선운동을 위한 motor부하량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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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되므로 stepmotor가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그림 4.9).이는 악궁의 궤
적 추출에서 여러 함수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시퀀스 변화량이 크게 되
는 부분이 발생함에 기인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궁의 구조를 로그함수만으로
근사하여 제작팬텀 3을 제작하였고,또한 구동 방법을 변속회전으로 변경함으로써
motor의 부하량을 분산시켜 주었다.구동 시퀀스를 변속회전으로 제어할 경우 기
준 클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구동 하드웨어의 구조를 변경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며,또한 선속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4.9 제작팬텀 1의 구조와 motor부하량에 의한 정지현상 원인

444...333...333제제제작작작팬팬팬텀텀텀 222를를를 사사사용용용한한한 기기기하하하학학학적적적 왜왜왜곡곡곡 검검검증증증

악궁 좌표를 추출하고 영상획득을 위한 구동 시퀀스를 설계하기 위하여 악궁
의 구조를 부분별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에 맞는 스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악궁의 구조는 곡면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곡면의 각 변화가 큰 부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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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샘플링을 하여야 영상의 왜곡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악궁 샘플링 정도
에 따른 영상을 획득 및 분석하여 최적의 샘플링율을 계산하였다.악궁 궤적의 곡
률이 클수록 샘플링율에 따른 화질 변화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약 5
mm마다 샘플링하였으며,반면 곡률이 작은 구간에서는 화질 변화가 심하여 이 경
우는 약 0.4mm마다 샘플링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총 악궁에 대한 샘플링율은 약
2.1samples/mm로 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였다.
견치부에 구간에서는 영상의 왜곡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데,이는 악궁의 형

태가 포물선 모양으로 견치부에 X-선이 수직입사에서 벗어남으로써 설명할 수 있
다.이 때의 왜곡 정도는 식 (6)과 같이 악궁 궤적의 법선에 대한 X-선 조사각(θ)
의 sine값에 비례한다(그림 4.10).

∝ (6)

그림 4.10 악궁 샘플링율 및 X-선 입사각에 따른 왜곡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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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444제제제작작작팬팬팬텀텀텀 333을을을 사사사용용용한한한 기기기하하하학학학적적적 확확확대대대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의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imagelayer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확대도 균일성(magnificationuniformity)을 확인하기 위해
균일한 두께의 핀을 악궁 궤적에 따라 일정하게 위치시킨 제작팬텀 3을 제작하였
다.그림 4.11은 획득한 파노라마 영상으로부터 분석된 거리정보 및 실제 팬텀 3
의 제작에 사용된 CAD 상의 거리정보를 비교한 것이다.그림 4.11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두 데이터에 의한 거리 정보는 거의 일치하였으며,이는 확대도가 전 악
궁 궤적에 걸쳐 균일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적용된 구동 시퀀스에 의해 정확
한 영상이 획득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4.11기하학적 확대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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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555제제제작작작팬팬팬텀텀텀 444와와와 555를를를 사사사용용용한한한 성성성인인인///소소소아아아 모모모드드드 촬촬촬영영영

표준한국인 자료에 근거한 대표 성인과 소아 악궁 구조에 적합한 구동 시퀀스
를 구현하고 이를 적용하여 테스트 팬텀을 촬영하였다(그림 4.12).그림 4.13은 촬
영된 팬텀 영상으로부터 측정된 기하학적 왜곡 정도를 나타내며 거리정보가 팬텀
제작에 사용된 데이터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2표준한국인의 대표 성인/소아 악궁 팬텀의 촬영 및 왜곡 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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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촬영된 성인/소아 대표 악궁 팬텀 영상으로부터 측정된 기하학적 왜곡 정도

444...333...666IIImmmaaagggeeelllaaayyyeeerrr두두두께께께 측측측정정정 실실실험험험

Imagelayer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테스트 팬텀을 제작하였으며(그림 4.8),
그림 4.14는 이를 사용하여 획득한 파노라마 영상을 나타낸다.핀 영상의 폭이 늘
어난 정도로써 형성된 imagelayer의 두께를 상대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또한
핀 영상의 기울어진 정도로써 악궁 궤적에 입사된 X-선의 조사각도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치부의 imagelayer두께가 얇고 구치부의
layer가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image layer두께를 layer중심에서
blurring정도가 0.5mm 되는 폭으로 정의할 때 imagelayer두께는 전치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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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15mm 그리고 구치부에서는 약 20∼24mm로 각각 측정되었다.

(a)

(b)

그림 4.14Imagelayer두께 측정:(a)imagelayer팬텀 영상,(b)pinblurring측정
Imagelayer두께는 이론적으로 종축 확대도 및 상대속도를 적용하기 전의 횡

축 확대도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 비율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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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결과는 그림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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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계산된 imagelayer두께의 상대적 비율:구치->전치

444...444SSSkkkuuullllll팬팬팬텀텀텀을을을 사사사용용용한한한 파파파노노노라라라마마마 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앞서 설계된 변속회전 구동 시퀀스를 실제 인체와 유사한 skull팬텀(그림
4.16)에 적용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임상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그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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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실험에 사용된 Skull팬텀

그림 4.17Skull팬텀을 사용한 실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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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111SSSkkkuuullllll팬팬팬텀텀텀의의의 영영영상상상 분분분석석석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 촬영 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치부 촬영 시
X-선이 전치부 외에 경추를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 전치부 영상에 경추의 잔상이
중첩되어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경추효과;cervicalvertebraleffect)(그림 4.18)과
구치부 촬영 시 반대쪽 구치부와 TMJ의 잔상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고스트
효과;ghosteffect)(그림 4.19)이다.경추효과는 imagelayer의 형성으로 인해 전치
부 영상에 흐려진 경추 잔상이 중첩되어 결과적으로 전치부 영상의 대조도를 저
하시키며,반면 고스트 효과는 구치부 영상에 반대쪽 구치부와 TMJ의 잔상이 중
첩되어 선명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대조도도 저하시킨다(그림 4.20).

그림 4.18전치부 촬영 시의 경추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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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구치부 촬영 시의 고스트 효과 발생

그림 4.20경추 효과와 고스트 효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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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222경경경추추추효효효과과과 보보보정정정

경추효과는 전치부 촬영 시 X-선이 전치부 외에 경추를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
전치부에 도달하는 X-선의 강도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전치부 영상의 농도 및 대
조도를 저하시킨다.경추효과에 의해 줄어든 전치부 영상의 농도를 보상하는 방법
에는 관전압 및 스캔선속 조절 등이 있다.관전압 보상 방법은 사용되는 X-선 에
너지를 높여 경추에 의해 줄어든 X-선량만큼 투과량을 증가시켜 보상해 주는 방
법이며,스캔선속 보상 방법은 경추에 의해 줄어든 X-선량만큼 스캔 시간을 늘려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그림 4.21은 핀 구조의 테스트 팬텀을 사용하여 위 두 가
지 보상방법에 의해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고 그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 주
는데,관전압 보상방법보다는 스캔선속 보상방법이 경추효과를 보정하는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관전압 보상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스캔선속 보상
방법만을 적용하여 skull팬텀 영상의 경추효과를 최소화하였다.

그림 4.21경추 효과의 보정:관전압 및 스캔선속 보상방법

스캔선속 보상에 의한 경추효과 보정은 우선 경추에 의한 X-선 감약 정도를 계
산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 경추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경추의 구조
는 그림 4.22와 같이 이루어져 있으며,악궁 영상을 획득할 때 투과되는 경추 구간
은 1∼4번 목경추 뼈에 해당된다.1,2번 및 3,4번 목경추 뼈가 상악과 하악을 각
각 지나기 때문에 확보된 skull팬텀의 CT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각각의 경추부위
에 대한 X-선 투과 길이를 근사적으로 구하고,기존 X-선관 동작조건에서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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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스펙트럼에 따른 경추의 감약율을 식 (7)을 통해 계산하여 그 감약에 따른
선량을 보정하는 선속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그림 4.23).연속 에너지 스펙트럼은
SRS-78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그림 4.24),감약율은 X-COM의 감약
계수값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그림 4.25)[9].그 결과 전치부 중심에서의 경우 구
치부에 비하여 약 4.2배 정도의 선량이 더 필요함을 확인하였다(그림 4.26).

(7)

그림 4.22악궁 촬영 시 X-선이 투과되는 경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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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Skull팬텀의 CT 영상 데이터를 사용한 감약거리 계산

그림 4.24촬영에 사용된 X-선관 동작조건에서의 X-선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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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X-선 에너지에 대한 경추의 질량감약계수

그림 4.26경추에 의해 감약된 X-선 강도에 따른 스캔선속 보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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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은 경추에 의한 X-선 감약율을 적용한 후 획득된 skull팬텀 영상을
나타낸다.그림 4.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캔선속 보상방법에 의한 경추효과 보
정 전과 비교해 볼 때 전치부의 대조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7스캔선속 보상방법에 의한 경추효과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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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333고고고스스스트트트효효효과과과 보보보정정정

고스트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고스트 이미지가 발생하는 구간인 구치부를
스캔할 때 반대편 구치부 및 TMJ구간을 지나지 않도록 X-선의 조사각도를 조
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이 때 X-선의 조사각도의 수정은 imagelayer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4.28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표준한국인의 대표악궁 팬텀을 촬영할 때 TMJ와 경추 사이의 각도
내에서 X-선을 스캔함으로써 고스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8고스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X-선 조사각의 결정

그림 4.29는 고스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동 시퀀스를 적용하여
촬영한 skull팬텀의 파노라마 영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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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고스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동 시퀀스를 적용하여 촬영한 skull
팬텀의 파노라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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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화질을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였다.
치과용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장치는 크게 X-선관,영상센서,운동제어부 등으

로 구성되며,정밀한 기구학적 운동은 stepmotor및 다양한 기어비를 갖는 기어
들의 조합으로 구현하였다.사용한 영상센서부의 해상도는 변조전달함수를 사용하
여 평가하였으며 10% MTF값에서 약 3.9LP/mm 정도의 해상력을 나타내었다.
치과용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구동 Sequence는 기존의 등속회전에서 변속회전 모
드로 변경하였다.또한 표준한국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성인 및 소아에 대한 대표
악궁 궤적을 추출하였으며,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악궁 팬텀을 제작하여 영상을
획득 및 분석함으로써 구동 시퀀스를 검증하였다.임의의 악궁 궤적에 대하여 구
동 시퀀스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또한 파노라마
영상의 형성원리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imagelayer를 측정하기 위하
여 테스트 팬텀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실험 결과 최적화 구동 시퀀스에 대해
전치부에서 약 12mm,구치부에서 약 24mm 정도의 imagelayer두께가 형성됨
을 확인하였다.인체의 구조와 비슷한 skull팬텀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노라마 영상의 문제점인 경추 효과 및 고스트 효과를 분석하였
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동 방법을
적용하여 획득한 임상 테스트 결과는 그림 5.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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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동 방법을 적용하여 획득한 임상 테스트 결과영상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추효과 보정방법은 스캔선속 조절만 적용하였으며 이를
보다 정밀하게 보정하기 위하여 X-선관의 관전압을 스캔선속과 함께 보정하는 방
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임상 테스트 결과 치아 영
상이 서로 곂쳐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궁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도록
입사각을 보다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파노라마 영상장치의 설
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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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study,wefirstanalyzedtechnicalproblemsinachievingpanoramic
imagesfrom apresentdentaldigitalpanoramicimagingsystem,andstudied
possiblemethodsfortheimprovementofitsimagequalities.Theformationof
panoramic images is determined by the image quality factors such as
magnification,therelativespeedbetweenthesourceandimagingsensor,and
imagelayer,andaprototypesystem,mainlyconsistedofX-raygeneratorpart,
imagingsensorpart,andmotioncontrollingpart,wasdevelopedtotestseveral
technicalapproachesweproposedinthisstudy.Modulationtransferfunction
(MTF),ageneralindicatorfortheresolutionpropertyofimagingsystems,was
measuredfortheprototypeasabout3.9LP/mm ata10% MTF value.We
proposedanew motioncontrolsequenceofvariablerotationalspeed,insteadof
constantrotationalspeed,inordertominimizethecervicalvertebraleffectat
thefrontdentalarch which may beoneofthemostseriousproblemsin
presentdentalpanoramicimagingsystems.Wealsoperformedthemodellingof
Korean referencedentalarchesforadultand infantbased upon theDigital
Korean and VCT clinicaldata,and fabricated various test phantom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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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imagequality.Thethicknessesoftheimagelayer,whichisoneof
theimportantimagequalityfactorsinpanoramicradiography,weremeasured
about12and 24mm forthefrontand sidedentalarch forthedesigned
motion sequence,respectively.In addition,we tested the panoramic image
qualitiesusingaskullphantom inordertoevaluatetheclinicalapplicationsof
the motion sequences designed in this study,and proposed some possible
solutionsagainstthecervicalvertebralandghost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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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eeeyyywwwooorrrdddsss:Dentaldigitalpanoramicimagingsystem,Magnification,Relative
speed,Imagelayer,Cervicalvertebraleffect,Ghost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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