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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편광 치아 영상 장비 개발 및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 치태 분포 확인, 치아 미백 평가

심미 수복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치아의 색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objective), 정량적(quantitative)이며 

재현성(reproducibility)이 우수한 색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은 시각

화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치료 전 ‧ 후의 환자 상담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 가

능하다. 그러나 주로 육안에 의해 정성적으로 색을 분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색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화된 정

보뿐만 아니라 색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로 치아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치아 표면에서 발생하는 

정반사(specular reflection)는 영상 분석 시 오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빛의 교차편광(cross-polarization) 원리를 이용하여 치

아 표면의 정반사를 제거할 수 있는 편광 치아 영상 장비(polarization 

dental imaging modality)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치아 영상의 색 정

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편광 치아 영상 장비의 임상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 치태 분포 분석 및 미백 평가 연구

에 적용하였다.

치아 수복물의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 상악치 전면부 영상을 획득하였고, 

영상처리 기법 중 유역변환(watershed transform)에 의한 분할을 이용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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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치아만 선택적으로 추출하였다. 치아를 치경부(cervical), 중앙부

(middle), 절단부(incisal)로 나누어 각 층별로 치아와 수복물의 최소 유클리

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최적의 치아 수복물 색상을 결정 하

였다. 치경부는 4R1.5, 중앙부 3R1.5, 절단부 3M2로 색 견본이 선택되었으며 

중앙부와 절단부의 색 견본은 실제 치아 색상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육안으

로도 확인 가능하였다.

치태 분포 확인을 위해 착색제로 치태를 착색시킨 후, 상악치 전면부 영상

을 획득하고, 비계층적 군집방법(Non-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인 K-

평균 군집 방법(K-means algorithm)을 이용하여 전체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를 

추출하였다. 또한 특정 단일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치태지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25.5% 로 계산되었다. 

치아 미백 평가는 미백제의 사용 전 ‧ 후의 치아 영상을 획득하고, 미백평

가지수(CIE Whiteness Index, WIO)를 이용하여 치아 색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미백 시술 후의 WIO 수치는 미백 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백 후 치아의 색상이 밝아졌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미백 효과는 치경

부, 중앙부, 절단부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WIO 변화량은 절단부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영상을 이용하여 임상의가 육안으로 미백 정

도를 평가하는 것과 프로그램에 의해 미백을 평가하는 경우의 상관계수는 

0.7927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편광 치아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인 색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치아 수복물의 색상 선택, 치태 분포 확인, 치아 미백 

평가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되는 말 : cross polarization, tooth restoration, dental plaque, teeth whitening, 

watershed transform, K-mean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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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거의 치과 진료는 치아 우식증(tooth caries), 치주 질환

(periodontal disease) 등과 같은 구강 병변(dental lesion)에 초점이 맞

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플란트(implant)시술, 치아 미백(teeth 

whitening), 치은 변색(gum discoloration), 치아 교정(straightening 

teeth) 등과 같은 심미 수복(esthetic restoration) 및 치아 성형 등의 영

역으로 치과 진료 범위가 확대 되면서[1],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장비의 사용이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심미 수복 분야에서 실제 치아 색상의 재현을 위해 객관적(objective),  

정량적(quantitative)이고 재현성(reproducibility)이 우수한 색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2] 대표적인 색 측정 장비로는 색차계(colorimeter)와 분

광측정기(spectrophotometer)가 있으며, 또한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1] 색차계 또는 분광측

정기는 원하는 부분의 색상을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색

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색상을 영상으로 확인하

기 어려우며, 점 측정(point measurement)방식이어서 색 측정 영역이 제한

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의사와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전 ‧ 후의 환

자 상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상을 통한 시각적인 확인은 

수치화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색 분석이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진단 시 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이용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아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타액에 의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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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표면에서 정반사(specular reflection)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치아 영

상의 색 분석 시 오차(error)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빛의 교차 편광(cross-polarization)원리를 이용하여 치아 

표면의 정반사 광을 제거하기 위해 편광 치아 영상 장비(polarization 

dental imaging modality)를 개발하였으며, 획득된 치아 영상의 색 정보를 

정량적(quantitative)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편광 영상 장비를 치아 수복

물 색상 선택, 치태 분포 분석 및 미백 평가 연구에 적용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치아 수복물(tooth-restoration)은 치은 관련 질환이나 사고에 의해 치

아가 결손 된 경우 이를 수복하기 위한 것으로 치아와 가장 유사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상의가 육안으로 색상을 

비교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subjective)이고, 주변 환경이나 

관찰자에 따라 색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편광 치아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 획득 후, 영상 처리 기법 중 

하나인 유역변환(watershed transform)에 의한 분할을 통해 특정 관심 치

아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치아와 수복물의 최소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최적의 색상이 선택되도록 

하였다.

치태(plaque)는 타액(saliva)과 구강 내 수많은 박테리아(bacteria)가 

결합된 형태로 주로 치아 표면에 형성된다.[6] 치태 내 존재하는 박테리아

들은 치아 우식증, 치주염(paradentitis)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치태가 분포하는 위치를 파악하여 깨끗

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치태는 치아와 색상이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육안으로 치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치태

를 확인하기 위해 착색제(plaque disclosing agent)를 사용하여 치태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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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 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7] 하지만 육안으

로 치태 분포를 평가하는 것은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붉은색 계열의 착색제를 이용하는 경우, 착색된 치태는 치은과 

매우 유사한 색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태 분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 어렵다. 따라서 편광 치아 영상 장비로 영상을 획득하여 영상 처리 과

정을 통해 치태 영역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특정 

관심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를 추출하였으며 치태의 분포 범위와 양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치태지수(plaque index)를 계산하였다.[8]

치아 변색(discoloration)은 커피(coffee), 차(tea) 또는 색소

(pigment)가 포함된 음식에 의한 외인성 변색(extrinsic discoloration)

과 유전적 요인(genetic conditions) 또는 치수변화(pulp change)와 같은 

내인성 변색(intrinsic discolo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9,10] 변색

된 치아의 미백(tooth whiteness)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가 함

유된 미백제(whitening gel)를 사용하며, 과산화수소는 법랑질(enamel)과 

상아질(dentin) 내로 침투하여 반응함으로써 미백 효과를 나타낸다.[9] 정

확한 미백 평가를 위해서 시술 전 ‧ 후의 치아 영상을 획득하여 육안으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미백평가지수(CIE Whiteness Index)를 이용하여 정량

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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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이 론

2.1 치아 구조 및 치아 색상

그림 1. 치아의 구조

치아는 크게 법랑질(enamel), 상아질(dentin), 치수(pulp)로 이루어져 

있다. 법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 표면에 위치하며 생체에서 광화도가 가

장 높은 조직으로 무기질 96%, 유기질 1%와 물 3%로 구성되어 있다. 법랑

질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이며 직경 

30~40nm, 길이 10um의 육각 형태의 결정체가 유기질 기질(organic 

matirx)을 채우고 있고, 단면적이 4~6um 정도의 법랑질 각기둥(enamel 

prism)을 형성한다. 대부분의 착색은 법랑질 각기둥의 내부 공간에서 발생

하게 된다. 상아질은 법랑질과 치수 사이에 위치하는 부분으로 치아를 구

성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며 무기질 70%, 유기질 및 물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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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혈관은 없으나 신경이 존재하는 부분이며, 주로 인회석

(apati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수는 상아질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으로 

혈관(blood vessel), 림프관(lymphatic vessel), 신경(nerve)이 분포하여 

영양 공급 및 감각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17] 

자연 치아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상아질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치아 두께

와 치아 표면의 광택, 상아질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법랑질의 색

상과 석회화 정도에 따라서 반투명성(translucence)이 결정되며, 치경부

(cervical), 중앙부(middle)와 절단부(incisal)의 색상이 달라진다.[9]  

2.2 빛의 편광 원리

그림 2. 빛의 편광 원리

빛은 전자기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장(electric field)과 

자기장(magnetic field)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vibration)하면서 전파된

다. 편광(polarization)은 진행 방향에 수직한 임의의 평면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일정한 빛을 말한다. 수많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자연광(natural 

light)의 경우, 편광자를 이용하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킬 

수 있으며 편광판의 부착 방향에 따라 평행 편광(paralle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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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차 편광(cross polarization)으로 구분된다. 광원과 카메라 앞단에 

선형 편광판(linear polarizer)의 편광 방향이 서로 동일하도록 부착하면 

평행 편광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평행 편광은 물체 표면이 강조된 영상

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면의 특성(surface details)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만 표면에서 반사되는 반사광(specular reflection)이 전부 제거되지 않는

다. 교차 편광 영상은 광원과 카메라 앞단에 선형 편광판의 편광 방향이 

서로 90°를 이루도록 부착하여 획득한다. 교차 편광 영상은 표면의 반사광

과 세부 정보들이 제거되어 내부의 색소 침착(pigmentation)과 혈관 분포

(vascularisation)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는 영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치과

학에서 교차 편광은 치아의 표면 반사광을 제거하여 일반 영상에서 확인하

기 어려운 흰 반점(white spot)과 같은 결함(deficiency)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5,18]

       

그림 3. 교차 편광에 의한 광의 이동 경로



- 7 -

2.3 표색계

색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표색계(먼셀표색계, 오스트발트

표색계, CIE표색계 등)가 존재하며, Commission Internationale 

del’Eclairage(CIE)는 1931년 표색계를 제정하여 삼색 자극값

(tristimulus value)인 X, Y, Z 에 의해서 색상(hue), 명도(luminance), 

채도(saturation)로 색 조합을 정량화하였다. 1971년 L*a*b* 표색계가 제정 

되면서 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색계로 사용

되고 있다. L*a*b* 표색계는 보색 이론에 기초하여 색 지각 크기를 나타내

고자 하는 근사 균등 색 공간으로 입체 좌표를 이용하여 색상을 표시한다. 

L*는 명도를 표시하고,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a*와 b*가 사용된

다. +a*는 적색(red), -a*는 녹색(green) 정도를 나타내고, +b*는 황색

(yellow), -b*는 청색(blue) 정도를 나타낸다.[19]

그림 4. CIE  L*a*b* 표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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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표색계를 구하기 위해 먼저 RGB 색 공간에서 CIE XYZ 표색계로 

변환한다.























  

  
  














식. 1

다음으로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XYZ 표색계에서 L*a*b* 표색계로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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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 L*a*b* 표색계는 시각적 인지와 연관하여 색상 차이를 표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량화 된 색 평가를 이용하여 임상에서 진단 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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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발된 영상 장비 및 실험 방법

3.1 편광 치아 영상 장비

그림 5. 편광 치아 영상 장비

개발된 편광 치아 영상 장비의 외부에는 영상 획득 시 턱과 이마를 고

정할 수 있도록 고정대가 설치되어 있다. 장비의 내부는 환형의 백색 LED 

광원과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450D; Canon Inc., Tokyo, Japan)로 구

성되어 있다.(그림 5)

그림 6. 편광 치아 영상 장비의 구성



- 10 -

치아 표면에서 발생되는 반사광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원과 카메라 전면

부에 선형 편광판(linear polarization filter, Model A45–669; Edmund 

Industrial Optics, Barrington, NJ, USA)의 편광 방향이 서로 90°를 이

루도록 부착하여 교차 편광(cross-polarization)이 되도록 구성하였다.(그

림 6) 광원에서 나온 빛은 광원의 전면부에 부착된 선형 편광판을 통과하

면서 고정된 편광 방향성을 지니고 치아에 조사된다. 치아에서 반사된 빛

은 카메라 전면부에 부착된 또 다른 선형 편광 필터를 통과하면서 입사광

과 동일한 편광 방향성을 가지는 빛이 제거되기 때문에 치아 표면의 반사

광이 제거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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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3.2.1 일반 영상과 편광 영상

 치아 표면에서 발생하는 반사광의 형태를 일반 영상과 교차 편광 영상

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하여 5분 간격으로 각

각 5회 영상을 획득하였다. 일반 영상의 획득 조건은 노출시간 1/80, 

F5.6, ISO 100, 편광 영상의 경우 편광판에 의해 광량이 감소하므로 영상 

획득 조건을 노출시간 1/10, F5.6, ISO 100으로 조절하였다.

3.2.2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

치아 색 비교를 위해 총 29개의 서로 다른 색 견본(shade guide)으로 

이루어진 VITA Toothguide 3D-MASTER(VITA Zahnfabrik, Bad Säck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색 견본 영상을 획득하여 위에서부터 1/3

씩 나누어 치경부(cervical), 중앙부(middle), 절단부(incisal)로 구분하

였다. CIE L*a*b* 표색계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분의 L*, a*, b* 평균값을 

계산하고 데이터화 하였다. 

편광 치아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노출시간 1/6, F5.6, ISO 100의 조건

으로 피검자의 치아 전면부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상악 중절치(central 

incisor)와 측절치(lateral incisor)에 해당하는 4개의 치아가 포함된 영

상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치아와 색 견본의 색상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치아 전면부 영상

에서 치은(gingiva)을 제거하였다. 또한 각 치아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명

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유역변환(watershed transform)에 의한 분할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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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유역변환의 기본 개념은 그레이-스케일 영상(gray-scale 

image)을 위상학적 표면으로 생각하여 집수 영역(catchment basin)과 유역 

능선(watershed lines)을 찾는 것으로, 분할을 위해 거리 변환(distance 

transform)과 기울기 영상(gradient image)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와 같

은 방법은 지역적인 최소값(local minima)에 의존하여 집수 영역들이 생성

되므로 노이즈(noise)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역 최소값 위치들은 매우 

얕기 때문에 분할과 관련 없이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기울기의 지역적 불규

칙성에 의해 대개 과분할(over segmentation)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분할을 제어하기 위해 영상의 연결 성분(connected component)에 해당하

는 마커(marker)를 이용한다. 영상에서 인접한 주위보다 더 깊은 영역들

(특정 높이 임계값보다 낮은)의 집합을 계산하여 내부 마커(internal 

marker)로 설정하고, 내부 마커들 사이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화소

들을 찾아서 외부 마커(external marker)로 표시한다. 내부 마커와 외부 

마커가 주어지면 지역 최소값들이 표시된 위치들에서만 영상이 나타나도록 

기울기 영상을 수정하므로 과분할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22,23,24] 

유역변환에 의해 각 치아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할되며, 특정 관심 

치아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색 견본과 동일하게 치

아를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로 분리하여 각 층의 L*, a*, b* 평균값을 계

산하였다. 

실제 치아 색상과 가장 유사한 색 견본을 찾아내기 위해 치아와 색 견

본의 L*, a*, b* 평균값으로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

여 색차(ΔE)값을 구하였다.[3]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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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L1
*, a1

*, b1
*와 L2

*, a2
*, b2

*는 각각 색 견본과 실제 치아의 

L*, a*, b* 값을 나타낸다. 자연 치아의 색상에 가장 유사한 색 견본을 선

정하기 위해 상기식을 이용하여 치아 각 부분별로 색차 값을 비교하고 색

차가 최소값이 되는 색 견본을 선택하였다. 그림 7은 치아 수복물의 색상

을 선택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그림 7.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 과정의 순서도



- 14 -

3.2.3 치태 영역 추출

치태를 착색하기 위해 MIRA-2-Ton(Hager & Werken, Duisburg, Germany)

을 사용하였으며, 치태 생성 시기에 따라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구분되어 

착색되는 특성을 가진다. 

MIRA-2-Ton의 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학 분광계(spectrometer, 

HR2000+, Ocean optics)를 이용하여 흡수 스펙트럼(absorption spectrum)

을 측정하였다.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치은과 치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파장 영역과 착색된 치태 영역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파장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료를 투과한 광

(transmitted light)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광섬유(optical fiber)를 입사

광(incident light)의 반대편에 위치시켜 시료에서 광을 흡수한 정도를 파

정별로 확인하였다.(그림 8) 

그림 8. MIRA-2-Ton의 광 흡수 스펙트럼(absorption spectrum) 측정

치태 분포 확인을 위해 음식물 섭취 후 치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피검자는 착색제를 입 안에 넣고 30초간 전체 치아

에 골고루 착색될 수 있도록 한 후, 착색제 잔여물을 물로 제거하였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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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착색 후, 촬영 조건을 노출시간 1/6, F5.6, ISO 100으로 하여 치아 전

면부 영상을 획득하고 치은 부분을 제거하여 치아만 분리하였다. 그리고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만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 방법

(non-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인 K-평균 군집 알고리즘(K-means 

algorithm) 을 사용하였다.

K-평균 군집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임의의 k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그룹과 데이터 간의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집화(clustering)한다. 임의의 k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의 중심 위

치(center point)를 설정한다. 각 데이터와 그룹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

하여 최소 거리를 나타내는 그룹에 데이터를 소속시킨 후, 배치된 데이터

를 기준으로 그룹의 중심 위치를 재설정하여 그룹의 중심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

 

 식. 4

 : 번째 그룹의 중심

 : 그룹에 속하는 점의 집합 

 : 전체 분산 

관련 수식은 위와 같이 표현되며, 값을 최소화하는 를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표가 된다. 초기 를 임의로 설정하고, 각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그룹에 소속시킨다. 각 그룹에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로 재설정하며,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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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와 착색된 치태의 색상은 명확하게 구별 가능하므로 K-평균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만 선택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사용된 유역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관심 치아

를 선택하면 하나의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치태 

분포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치태지수(Percent plaque index, PPI)를 계산

하여 수치화하였다.[27]

  ×


 식. 5

P = Plaque area, T = Tooth area

그림 9는 치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과정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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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치태 분포 확인 과정의 순서도

3.2.4 치아 미백 평가

1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자가 치아 미백제(Opalescence PF 

10% tooth whitening gel; Ultradent products, Inc., South Jordan, UT 

84095)를 이용하여 치아 미백을 실시하였다. 미백 전 ∙ 후의 치아 전면부 

영상을 노출시간 1/6, F5.6, ISO 100의 조건으로 획득하였고, 치아 수복물 

선택 과정 시 사용된 유역변환에 의한 분할 기법으로 특정 관심 치아를 추

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치아 색상에 최적화 된 미백 평가 지표로 사용되

고 있는 CIE Whiteness Index(WIO)를 이용하여 미백 전 ∙ 후의 효과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였다.[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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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6

 

 = Relative luminance of the CIE Tristimulus value

  = Chromaticity of tooth color

  = Chromaticity of the light source

그림 10은 치아 미백 평가를 위한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그림 10. 치아 미백 평가 과정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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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결과

3.3.1 일반 영상과 교차 편광 영상 비교

 

 

 

 

 

                 (a)일반 영상         (b) 교차 편광 영상

그림 11. 치아 전면부의 일반 영상과 교차 편광 영상

그림 11은 1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영상과 교차 편광 영상

을 각각 5회 반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그림 11(a)는 선형 편광판을 부착하

지 않은 일반 영상이며, 그림 11(b)는 교차 편광 영상이다. 일반 영상은 

치아 및 치은에서 백색 무늬의 반사광이 발생하는 반면, 교차 편광 영상은 

치아 표면에서의 반사가 완전히 제거되어 재현성이 좋은 영상이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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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영상을 비교하면 치아의 색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교차 편광 영상의 경우 두 개의 편광판을 사용하여 광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 영상을 획득할 때와는 다른 촬영 조건을 

적용하는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동일 장

비 및 촬영 조건을 적용하여 교차 편광 영상끼리 색을 비교하고 평가하였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색상 차이는 배제시킬 수 있다.

3.3.2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 결과

그림 12(a)는 편광 치아 영상 장비로 획득한 치아 전면부 영상이다. 그

림 12(b)에서는 영상이 과분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마커와 외부 

마커를 표시하였다. 유역변환을 사용하여 각 치아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할하였으며(그림 12(c)) 특정 관심 치아 하나만 선택적으로 추출하였

다.(그림 12(d))  

 

(a)     (b)

(c)     (d)

그림 12.  특정 관심 치아의 선택 과정 (a)치아 전면부의 교차 편광 영상 

(b)내부 마커와 외부 마커,  (c)유역변환을 이용한 치아의 영역 분리, 

(d)선택된 치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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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 a* b* ΔE Shade tab

 Cervical 70.258 -1.0367 3.1151 4.91 4R1.5

1 Middle 75.506 -4.284 2.4489 2.56 3R1.5

 Incisal 71.213 -4.137 1.6759 3.27 3M2

 Cervical 71.778 -1.2532 3.4978 5.24 3R1.5

2 Middle 76.607 -4.4967 3.6929 2.67 2M2

 Incisal 72.356 -4.2573 2.4658 3.42 2R2.5

 Cervical 73.304 0.74219 4.2639 7.08 3M2

3 Middle 77.17 -2.5245 6.2861 4.74 2R2.5

 Incisal 74.692 -3.7894 2.6747 3.80 2R2.5

표 1은 3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특정 관심 치아의 치경부, 중앙부, 절

단부의 L*, a*, b*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이며, 각 층별로 L*, a*, b* 평균값

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치아와 색 견본의 최소 

색차 값과 선정된 색 견본을 나타내었는데, 치경부의 색차는 중앙부와 절

단부에 비해 더 큰 값을 가지며 이에 따라 각 부분에서 서로 다른 색 견본

이 선택되었다. 

표 1. 치아의 L*,a*,b* 평균값과 최소 유클리드 거리에 의해 선택된 

치아 수복물

그림 13의 좌측 영상은 관심 치아 하나만 추출된 영상이고, 우측은 최

소 색차에 의해 선택된 색 견본 영상으로 위에서부터 4R1.5(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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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1.5(중앙부), 3M2(절단부)이다. 중앙부과 절단부의 색 견본은 실제 치아

의 색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치경부의 경우 색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그림 13. 실제 치아(좌)와 선택된 색 견본 영상(우)

그림 14는 29개의 색 견본과 치아의 각 층별 L*, a*, b* 평균값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실제 치아의 치경부 평균값은 치아의 중앙부, 절단부보다 

유클리드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도 데이터가 주로 밀집해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 곳에 분포한다. 

그림 14. 색 견본과 치아의 L*, a*, b*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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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치태 영역 추출 결과

MIRA-2-Ton은 치태의 생성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색으로 착색되는 특

성을 가진 착색제로, 새롭게 생성된 치태는 붉은색, 오래된 치태는 보라색

으로 착색된다. MIRA-2-Ton의 흡수 스펙트럼은 540nm(Green 영역)와 

628nm(Red 영역)에서 피크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540nm, 628nm 부근의 빛

을 많이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 따라서 MIRA-2-Ton으로 치

태를 착색한 후의 영상을 Red, Green, Blue channel로 분류하는 경우, 

540nm에서 흡수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Green channel에서 붉은색으로 착

색된 치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MIRA-2-Ton의 흡수 스펙트럼

MIRA-2-Ton을 사용하여 치태를 착색 후, 편광 치아 영상 장비를 이용하

여 치아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16(a)에서 착색된 치태가 붉은색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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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형성된 치태임을 알 수 있다. 착색된 치태는 치은과 

색상이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만 확인하

기 위해 치은 부분을 제거하고(그림 16(b)) 치아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치

태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6(c)) Blue channel은 착색된 치태 영역이 잘 

나타나지 않고 치은과 치아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치은 부분을 제거하

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Green channel은 착색된 치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므

로 치태의 분포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특정 관심 치아 하나를 분

리하여 단일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를 추출하였고(그림 16(d)), 치태지수

(PPI)는 25.5%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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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6. 특정 관심 치아의 치태 분리 과정 (a)치태가 착색된 치아 

전면부 영상, (b)치은 부분 제거 영상, (c)치아 전체에 분포하는 치태 

추출, (d)관심 치아의 치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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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치아 미백 평가 결과

편광 치아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피검자 10명을 대상으로 미백 전과 미

백 1주, 2주 후의 치아 전면부 영상을 획득하였다. 미백 전(그림 17(a)) 

중절치의 중앙 부분은 누르스름한 색이었으나 2주 동안 미백을 시행한 후

에는 육안으로도 색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표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7(b),(c)) 그림 17의 우측은 동일 부분의 치아를 추출한 

영상이다.

 

(a) 미백 시술 전

 

(b) 미백 1주 후

 

(c) 미백 2주 후 

그림 17. 미백 시술 전 ‧ 후의 전체 치아(좌)와 특정 치아 추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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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1 week 2 week

Cervical 23.788 12.785 13.173

Middle 9.271 -2.609 -4.735

Incisal 1.081 -10.678 -13.135

특정 관심 치아(그림 17(c))의 미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WIO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표 2) 미백 후 치경부는 23.788에서 13.173, 

중앙부는 9.271에서 -4.735, 절단부는 1.081에서 -13.135로의 수치 변화를 

보였다. WIO 수식에서 Y=1, =0.3457, =0.3585(광원)으로 고정되어 있

고, 치아의 색도는 미백 전 =0.3520, =0.3742에서 미백 후 

=0.3414, =0.3604로 감소하여 광원의 색도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

므로, 이러한 경우 WIO 수치는 음수로도 표현될 수 있다. 미백 후 이와 같

은 WIO 의 감소는 치아 색상이 더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치경

부, 중앙부, 절단부에서 미백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미백 전과 1주, 2주 후의 치아 각 층별 WIO 값

피검자 10명을 대상으로 미백 전 ‧ 후의 특정 관심 치아에 대한 WIO 그

래프는 다음과 같다.(그림 18) 피검자별로 미백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으

며, 미백 기간과 치아 층에 따라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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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특정 관심 치아에 대한 미백 전 ‧ 후의 치아 각 층별 WIO 

 

그림 19는 각 피검자의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4개의 WIO 평균값을 나타

낸 것이다. 각 피검자의 WIO 수치의 증감은 특정 관심 치아를 선택하였을 

때(그림 18)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위치(중절치, 측절치)에 따라 

착색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동일 피검자의 치아는 비슷한 특성(법

랑질 구조 및 두께 등)을 가지므로 착색된 정도가 비슷하며, 따라서 미백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미백을 시행 한 후 WIO 수치가 

감소하지만 미백 기간에 따른 WIO의 증감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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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시술 후에는 WIO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2주 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그림 19(b),(f)), 미백 1주와 2주 후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거

나(그림 19(a),(h)) 오히려 미백 전보다 약간 증가한 경우도 있다.(그림 

19(j)) 또한 그림 19(i)와 같이 미백 전과 1주 후는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

다가 2주 후에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미백 정도는 개인차가 있

으며 미백 효과가 미백 시술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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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상악 중절치(central incisor)와 측절치(lateral incisor) 

4개에 대한 W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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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백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피검자 10명에 대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WIO 평균값을 확인

하였다.(그림 20) 전체적으로 미백 후 WIO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미백 전과 비교하면 1주 후의 수치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미백 2주 

후에는 1주 때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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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피검자 10명에 대한 치아 각 층별 WIO 평균값

그림 21은 치아의 영역(치경부, 중앙부, 절단부)에 따라 WIO 평균 변화

량을 나타낸 것으로 절단부에서 WIO 수치가 가장 크게 변하였다. 미백 기

간에 따라 치아의 각 영역별 WIO 변화량을 보면, 치경부와 절단부는 1주 

동안 미백을 시행한 경우보다 2주 후에 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중앙부는 

1주와 2주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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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피검자 10명에 대한 치아 각 층별 WIO 평균 변화량

또한 영상을 획득하여 치아 색상을 평가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 전문의가 육안으로 미백을 평가하는 경우와 영상을 이용하여 평

가하는 경우의 상관관계를 WIO 수치를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22) 편광 치

아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치아와 색 견본의 영상을 획득한 후, 전문

의가 영상을 통해 육안으로 색 견본을 선택하는 경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최적의 색 견본을 선택한 경우의 상관계수는 0.7927이다. 이를 통해 개

발된 프로그램으로 미백을 평가하는 것은 임상 전문의가 육안으로 평가하

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임상

에서 미백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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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치아 영상 획득 후, 육안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WIO 상관관계

그림 23은 육안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백 평가의 색상 차를 비교하기 

위해 CIE L*, a*, b*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한 결과이며, 임상의가 육안으

로 색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영상을 획득하여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 유클리드 거리가 더 작은 수치로 계산되었다. 이는 실제 치아와 선택된 

색 견본의 색상 차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치아와 

더 유사한 색상의 색 견본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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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육안으로 실제 치아를 평가하는 경우, 영상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영상을 획득하여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CIE L*, a*, b*의 유클리드 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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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진단 시 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

로 색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이 동시

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사의 치료 만족도를 높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편광 치아 영

상 장비는 교차 편광 원리를 적용하여 광 조사 시 치아 표면에서 발생하는 

정반사광을 제거함으로써 영상의 재현성을 높이고 치아 영상 분석 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일반 치아 영상은 치아 표면의 반사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5회 반복 

측정 시 반사광의 형태와 분포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치아 표면의 구

강 내 타액이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교차 

편광은 치아 표면의 반사광을 제거하므로 5회 측정 시 반복성 있는 치아 

영상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치아 표면의 반사광은 치아 색 분석 시 오

차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아 색 분석을 위해 교차 편광을 사용

하여 치아 표면의 반사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아 수복물의 색상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측색기로는 색차계와 분광측정기가 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핸들링(handling)방식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측정 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편광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피사체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사용자 및 불안정한 측정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환형 LED 광

원을 사용하여 피사체에 균일한 광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을 위해 특정 관심 치아를 분리한 후, 세 층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일련의 영상 분석은 유의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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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수복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결손 된 치아와 치아 수복물

의 색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관심 치아를 

분리하는 과정은 원하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영상 분할 기법 중 하나인 에지 검출(edge detection)방

법을 적용해 보았다. 영상의 경계선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영역들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지만 잡음에 민감하고 폐곡선(closed curve)형태의 경

계선을 얻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28]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

역변환에 의한 분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내부 

마커와 외부 마커를 사용하여 집수 지역과 능선(watershed line)을 찾아주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에지 검출과는 다르게 폐곡선 형태의 윤곽선 

추출이 가능하다.[22-24] 따라서 이 방법을 치아 영상에 적용한 결과 각 

치아가 서로 다른 폐영역(closed shape)형태로 분류되며(그림12(c)) 관심 

치아 하나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그림 12(d))

치아 색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치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치

아는 법랑질이 얇은 치경부와 중앙부에서 투명도가 낮고, 상아질의 색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절단부는 상아질이 거의 없고 대부분 법랑질만 

존재하는 부분으로 반투명한(translucency)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치아의 

층별 특성을 고려한 색 분석은 본래 치아의 색과 유사한 치아 수복물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한다.[19,29] 하지만 피검자 중 절단부의 반투명한 특성이 

강한 경우, 프로그램으로 특정 관심 치아의 추출 시 부분적으로 잘려나가

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로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치아의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와 색 견본의 색차(ΔE) 값을 비교한 결

과에서 색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치경부이다. 실제 육안으로 비교

했을 때에도 중앙부와 절단부에서 선택된 수복물의 색상은 실제 치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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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잘 일치하지만 치경부는 색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치경부의 색상 차이가 다른 부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 색 견본이 자연 치아의 다양한 특성

(법랑질 투과도, 법랑질 두께, 법랑질의 질감과 광택 등)에 대응하지 못하

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고, 또한 치아의 치경부는 치은 근접 부위로 치

은에서 산란(scattering)되는 빛의 영향을 받거나 치아를 추출하는 과정에

서 치은의 일부분이 포함되면서 색상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19] 따

라서 색차의 최소값을 이용하여 치아와 근접한 조화(close match)를 이루

는 색이 선택되어도 색차의 최소값이 다소 높기 때문에 실제 치아와 색상 

차이가 발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색차 값이 3 ~ 4 이상인 경우 육안으로 

색상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30] 이에 의하면 치경

부를 제외한 중앙부와 절단부는 색차가 4 이하이므로 육안으로 색상 차이

가 잘 구별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며 이는 치아 색과 유사한 색 견본이 선

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분광 측정기에 의한 색차 

값은 작게는 2에서 크게는 11까지 나타나므로, 선택된 색 견본의 색상이 

실제 치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0] 이와 비

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치경부를 제외한 중앙부, 절단부의 색차는 4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더 정확한 색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태는 치은연상치태(supragingival plaque)와 치은연하치태

(subgingival plaque)로 분류할 수 있다. 치은연상치태는 치은 가장자리 

상방의 임상적 치관부(crown)와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부착성 치태

(attached plaque)이다. 치은연하치태는 치은열구(gingival sulcus)나 치

주낭(periodontal pocket)에 형성되는 치태로 구강부와는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치은연상치태와 다른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고 발생하는 병변도 서

로 다르다.[31] 이와 같이 치태는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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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치태의 분포 위치는 진단 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치은연상치태의 분포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치태 분포를 명확하

게 확인하기 위해 K-평균 군집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영역만 추출하였다. 

K-평균 군집 방법은 군집 초기값(cluster seed)을 선택하고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각 화소를 가장 유사한 군집에 배정하는 과정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간단하게 적용 가능하다.[25] 일련의 영상 분석 과정을 통

해 치아 전체에 분포하는 치태만 분리하여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치아

에 분포하는 치태를 추출하였고, 치태 분포 면적을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

내었다.[8,32]

치아 미백은 주로 색 견본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측정

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객관화 된 평가가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치아 미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

이 연구되어 왔다. CIE Whiteness Index(WI)는 직물, 페인트, 플라스틱 등

과 같은 산업용 제품의 미백 정도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다. 

이는 치아 색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 의하면 

CIE WI에서 치아 색상에 최적화하여 유도된 CIE WIO를 이용하여 치아 미백

을 평가하였다.[12,13,15] 치아 수복물의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치아를 분리하여 관심 치아의 미백 지표를 계산하였고,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평균 변화를 확인하였다. 미백 시술 후 치아 색상이 더 

밝아진 것을 영상으로 확인 가능 할 뿐만 아니라 WIO 수치의 감소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WIO 변화량이 가장 큰 부분은 치아의 절단부이며 이는 

대부분의 착색이 법랑질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법랑질 층이 두꺼

운 절단부에서 미백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9] 상악 중절

치와 측절치 4개에 대한 WIO는 미백 시술 기간에 따라 피검자마다 다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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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인다. 이는 개인마다 치아 특성과 변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백 

약제의 효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미백 시술 기간 중 섭취한 음

식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백 전 ‧ 후의 치아 색상 평가 시, 영상을 획득하여 임상의가 육안으로 

평가한 경우와 프로그램으로 평가한 경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백 평가는 유의할만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의가 육안으로 미백을 평가하는 경우보다 영상

을 획득하여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경우의 유클리드 거리 차가 더 작게 

나타난다. 이는 임상의가 육안으로 치아 미백을 평가하는 경우 주변 환경

이나 치아 표면에서의 반사광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영상을 획득하여 미백을 평가하는 것이 육안으

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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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빛의 교차 편광 원리를 이용하여 치아 표면의 정반사를 

제거할 수 있는 편광 치아 영상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획득

된 치아 영상의 색 정보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편광 치아 

영상 장비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치아 수복물 색상 선택, 

치태 분포 분석 및 미백 평가 연구에 적용하였다.

치아 수복물의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최적의 치아 수복물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 치아를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로 나누어 각 층의 최소 유

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였으며 이에 의해 선택된 색 견본은 실제 치아 색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태 분포 확인을 위해서 착색제로 치태를 착색시킨 후, 전체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와 특정 단일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를 추출하였으며 치태지

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였다. 

치아 미백 평가는 미백제의 사용 전 ‧ 후의 치아 영상을 획득하고, 미백

평가 지수(CIE Whiteness Index,WIO)를 이용하여 미백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을 이용하여 미백을 평가하는 경우 육안으로 평가하

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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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olarization Dental Imaging Modality and its 

Clinical Feasibility Study

: Selection of color for tooth restoration, distribution of dental 

plaque and evaluation of teeth whitening

Eunji Kim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ccurate color evalua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esthetic dental 

procedures in order to acquire objective and quantitative color data. Digital  

image which is taken by digital camera offers patients and doctors visual data, 

so that it can give confidence and be useful data for diagnosis. In the 

evaluation of tooth color, the specular reflection caused by saliva on tooth 

surface can cause artifacts in image analysis. In this study, a polarization 

dental imaging modality(PDIM) was developed to obtain cross polarized images 

in order to address the specular reflection problem. Its clinical validity was 

evaluated by performing three studies of shade tab selection for implant, 

plaque distribution detection, and evaluation of teeth whitening.

In vivo human tooth and shade guide color images were obtained and the 

minimum color difference between them was calculated for the best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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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shade tab selection. The shade tabs were selected as 4R1.5 at 

cervical, 3R1.5 at middle and 3M2 at incisal. The selected colors at middle 

and incisal are similar to natural tooth color.

A dental plaque disclosing agent was used to differentiate plaque regions 

from teeth, and plaque distribution was detected by applying K-means 

algorithm. The percent plaque index of dye-stained plaque was 25.5%.

In vivo human teeth were treated with a commercial tooth whitening gel 

and teeth whitening were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CIE Whiteness 

Index(WIO). The WIO was decreased after teeth whitening, it means that the 

color of teeth was changed to bright than bef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whitening effect according to whitening period and layer of the 

tooth(cervical, middle and incisal).

The PDIM provided reproducible glare-free tooth color images by 

effectively removing the specular reflection on the tooth surface. The 

cross-polarized tooth images were successfully utilized for shade guide 

selection, plaque detection, and teeth whitening by minimizing artifacts in 

quantitative image analysis. The PDIM could simultaneously provid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sessment about tooth condition in clinical 

diagnosis. 

The clinical feasibility of the PDIM was successfully verified in three 

clinical studies by potentially proving its clinical efficacy as a new imaging 

modality.


Key words : cross polarization, tooth restoration, dental plaque, teeth

whitening, watershed transform, K-mean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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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The designed program for selecting optimal shade color

%%% 특정 관심 치아 추출 과정 %%%
I = imread('3.jpg');
figure,imshow(I); % 원래 영상
hsi1 = makecform('srgb2lab');
labw = applycform(I,hsi1);
figure,imshow(labw);

imcontrast = imadjust(I,[.2 .3 0; .6 .7 1],[]); 
I_eq = imcontrast( :,:,2); % Green channel
figure,imshow(I_eq);

bw = im2bw(I_eq, graythresh(I_eq)); % 영상이진화
bw2 = imfill(bw,'holes'); 
bw3 = imopen(bw2, ones(5,5)); % image를 opening 처리함
bw4 = bwareaopen(bw3, 60);
bw4_perim = bwperim(bw4); % binary image의 경계를 표시
overlay1 = imoverlay(I_eq, bw4_perim, [.3 1 .3]); %overay
figure,imshow(overlay1)
mask_em = imextendedmax(I_eq,5); % 깊은 지역 최대값들의 위치표시

mask_em = imclose(mask_em, ones(5,5)); % mask_em을 closing 시
mask_em = imfill(mask_em, 'holes'); 
mask_em = bwareaopen(mask_em, 60);
overlay2 = imoverlay(I_eq, bw4_perim | mask_em, [.3 1 .3]); 
figure,imshow(overlay2)
 
I_eq_c = imcomplement(I_eq); % I_eq의 보수 영상

I_mod = imimposemin(I_eq_c, ~bw4 | mask_em);  
 
% watershed transform 
L = watershed(I_mod); 
figure(17),imshow(L) 
figure(18),imshow(label2rgb(L)) % index 에 따라 다른 색상 표현

 
% index 선택
select_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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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관심 치아 선택

for i=1:size(I,1)
    for j= 1: size(I,2)
            
        if L(i,j)== select_index
            P(i,j,1)= 0;  
            P(i,j,2)= 255; 
            P(i,j,3)= 0;
        else 
            P(i,j,1)= 0;
            P(i,j,2)= 0;
            P(i,j,3)= 255; 
            I(i,j,1)= 0; 
            I(i,j,2)= 0;
            I(i,j,3)= 0; 
            
        end
    end
end
 
figure(19),imshow(P) % 치아 하나만 추출한 인덱스 영상

figure(20),imshow(I) % 치아 하나만 추출한 원본 영상

imwrite(I,'selected_tooth.jpg')
 
% RGB 영상을 Lab로 전환 : lab2double 사용
hsi = makecform('srgb2lab'); % RGB -> Lab
lab = applycform(I,hsi);
 
lab=lab2double(lab);
lab_l = double(lab(:,:,1));
lab_a = double(lab(:,:,2));
lab_b = double(lab(:,:,3));
 
% 선택된 치아 시작 행을 구하여 3등분함
for i=1:size(I,1)                 
    for j=1:size(I,2)
        if L(i,j)== select_index   
            a(i)=i;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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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start_point=0; % 치아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 초기화

end_point=0;   % 치아 끝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 초기화

size_a=size(a,2);   
 
for i=1:size_a
    if a(i) == 0   
        start_point=i; 
    end
end
 
end_point=a(end); 
r=end_point - start_point; 
p =int16(r/3); 
 
lab_l_up=0;
lab_a_up=0;
lab_b_up=0;
 
index1=0;
index2=0;
index3=0;
 
st=int16(start_point+1);  % 치아 시작 위치

st1=int16(st+p);          % 1/3 시작되는 지점
st2=int16(st1+p);         % 2/3 시작되는 지점
 
% 선택 치아의 치경부 L,a,b 평균값
for i=st:st1           
    for j=1:size(I,2)   
        if L(i,j)== select_index       
        lab_l_up=lab_l_up + lab_l(i,j); 
        lab_a_up=lab_a_up + lab_a(i,j);
        lab_b_up=lab_b_up + lab_b(i,j);
        index1=index1+1;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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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_l_up = lab_l_up/index1;
ave_a_up = lab_a_up/index1;
ave_b_up = lab_b_up/index1;
ave_up = [ave_l_up,ave_a_up,ave_b_up];
 
% 선택 치아의 중앙부 L,a,b각각의 합

lab_l_mid=0;
lab_a_mid=0;
lab_b_mid=0;
 
for i= (st1 + 1) : st2
    for j=1:size(I,2)
        if L(i,j)== select_index
        lab_l_mid=lab_l_mid + lab_l(i,j);
        lab_a_mid=lab_a_mid + lab_a(i,j);
        lab_b_mid=lab_b_mid + lab_b(i,j);
        index2 = index2 +1;
        end
    end
end
 
%치아 중앙부의 Lab 평균값
ave_l_mid =lab_l_mid/index2;
ave_a_mid =lab_a_mid/index2;
ave_b_mid =lab_b_mid/index2;
ave_mid = [ave_l_mid,ave_a_mid,ave_b_mid];
 
% 선택 치아의 절단부 L,a,b각각의 합

lab_l_down=0;
lab_a_down=0;
lab_b_down=0;
 
for i= (st2 + 1) : end_point
    for j=1: size(I,2)
        if L(i,j)== select_index
        lab_l_down=lab_l_down + lab_l(i,j);
        lab_a_down=lab_a_down + lab_a(i,j);
        lab_b_down=lab_b_down + lab_b(i,j);
        index3 = index3 + 1;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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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치아 절단부 Lab 평균값
ave_l_down = lab_l_down/index3 ;
ave_a_down = lab_a_down/index3 ;
ave_b_down = lab_b_down/index3;
ave_down = [ave_l_down,ave_a_down,ave_b_down];

2. The designed program for detecting dental plaque distribution

%%% 치아 전체에 분포하는 치태 확인 %%%
p1= imread('plaque_high1.jpg');
p2=p1;
p3=p1;
figure,imshow(p1)
 
% 원래 이미지를 R,G,B channel로 분리

rgb_r=p1(:,:,1); 
rgb_g=p1(:,:,2);
rgb_b=p1(:,:,3);
 
% R,G,B channel 을 이진화하기
thresh_r=graythresh(rgb_r); 
thresh_g=graythresh(rgb_g);
thresh_b=graythresh(rgb_b);
r=im2bw(rgb_r,thresh_r); 
g=im2bw(rgb_g,thresh_g);
b=im2bw(rgb_b,thresh_b);

% 잇몸 부분을 제거

for i=1:size(b,1) 
    for j=1:size(b,2)
        if b(i,j)==0
            p2(i,j,1)=0; 
            p2(i,j,2)=0;
            p2(i,j,3)=0;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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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 영상을 Lab로 전환
p4=p2;
cluster_image=p4; % p4의 이미지를 cluster_image에 저장

cform = makecform('srgb2lab');  % rgb 를 lab로 전환

lab_cluster_image = applycform(cluster_image,cform); 
 
ab = double(lab_cluster_image(:,:,2:3)); 
nrows = size(ab,1); 
ncols = size(ab,2); 
ab = reshape(ab,nrows*ncols,2); 
 
% k-means 함수
nColors = 2; % 두 그룹으로 분류

[cluster_idx cluster_center] = 
kmeans(ab,nColors,'distance','sqEuclidean','emptyaction','drop','Repli
cates',2);

pixel_labels = reshape(cluster_idx,nrows,ncols);

if pixel_labels(1,1) == 1
    for i=1:size(pixel_labels,1)
        for j=1:size(pixel_labels,2)   
            if pixel_labels(i,j) ==1
            p4(i,j,1)=255;
            p4(i,j,2)=255;
            p4(i,j,3)=255;
            end
        end
    end
end
 
if  pixel_labels(1,1)==2
    for i=1:size(pixel_labels,1)
        for j=1:size(pixel_labels,2)   
            if pixel_labels(i,j) ==2
            p4(i,j,1)=255;
            p4(i,j,2)=255;
            p4(i,j,3)=255;
            end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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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imshow(p4) % 전체 치태 분포

imwrite(p4,'plaque_all.jpg')
 
% 치태 영역 윤곽선 표현

bw=im2bw(p4);
g=bwperim(bw);
out_line = p1;
out_line(g) = 255;
figure(12),imshow(out_line)

%%% 특정 관심 치아에 분포하는 치태 확인 %%%

for i=1:size(b,1) 
    for j=1:size(b,2)
        if b(i,j)==0
            p2(i,j,1)=0; 
            p2(i,j,2)=0;
            p2(i,j,3)=0;
        end
    end
end

I_eq =p2( :,:,3); % Blue channel 
bw = im2bw(I_eq, graythresh(I_eq)); % 영상이진화
bw2 = imfill(bw,'holes');  %
bw3 = imopen(bw2, ones(5,5)); % image를 opening 처리함
bw4 = bwareaopen(bw3, 40); % Binary area open
bw4_perim = bwperim(bw4); % binary image의 경계를 표시
overlay1 = imoverlay(I_eq, bw4_perim, [.3 1 .3]); % 치아영상과 경계가

함께 표현

 
% 각각의 치아를 서로 다른 폐영역으로 분리하는 과정

mask_em = imextendedmax(I_eq, 30);  % 깊은 지역 최대값들 표시

mask_em = imclose(mask_em, ones(5,5));
mask_em = imfill(mask_em, 'holes'); 
mask_em = bwareaopen(mask_em, 40);  %Binary area open
 
% 치아 경계선과 깊은 지역 함계 표현

overlay2 = imoverlay(I_eq, bw4_perim | mask_em, [.3 1 .3]); 

% watershed 
I_eq_c = imcomplement(I_eq); % I_eq의 보수 영상

I_mod = imimposemin(I_eq_c, ~bw4 | mask_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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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watershed(I_mod); 

%치아 선택
select_index=3;
total_tooth_area=0;
 
for i=1:size(p3,1)
    for j= 1: size(p3,2)        
        if L(i,j)== select_index 
         total_tooth_area = total_tooth_area+1;  

        else 
            p3(i,j,1)= 255;
            p3(i,j,2)= 255;
            p3(i,j,3)= 255;
        end
    end
end
 
figure,imshow(p3) % 하나의 치아만 선택하여 추출

p4=p3;
 
plaque_all=imread('plaque_all.jpg'); % 전체 치태 영상 불러오기

 
plaque_r = plaque_all(:,:,1);
plaque_g = plaque_all(:,:,2);
plaque_b = plaque_all(:,:,3);
 
% 관심 치아의 치태 분포 확인

for i=1:size(plaque_all,1)
    for j=1:size(plaque_all,2)
        if p4(i,j)==255 
            plaque_all(i,j,1)=255; 
            plaque_all(i,j,2)=255;
            plaque_all(i,j,3)=255;  
        end
    end
end
plaque_one = plaque_all;
 
plaque_ar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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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1:size(plaque_one,1)
    for j=1:size(plaque_one,2)
        if plaque_one(i,j)~=255
            plaque_area = plaque_area + 1;
        end
    end
end
figure(8),imshow(plaque_one) 
 
bw=im2bw(plaque_one);
g=bwperim(bw);
out_line = p1;
out_line(g) = 255;
figure(12),imshow(out_line)
 
% 치태지수(PPI) 계산
PPI=(plaque_area/total_tooth_area)*100; 

3. The designed program for evaluating teeth whiteness

I = imread('sae_2week.jpg');
figure,imshow(I);
 
%하나의 치아를 분리하는 과정

imcontrast = imadjust(I,[.2 .3 0; .6 .7 1],[]);
I_eq = imcontrast( :,:,2); % Green channel
bw = im2bw(I_eq, graythresh(I_eq)); % 영상이진화
bw2 = imfill(bw,'holes'); 
bw3 = imopen(bw2, ones(5,5)); % image를 opening 처리함
bw4 = bwareaopen(bw3, 40);
bw4_perim = bwperim(bw4); % binary image의 경계를 표시
overlay1 = imoverlay(I_eq, bw4_perim, [.3 1 .3]);

mask_em = imextendedmax(I_eq, 30);
mask_em = imclose(mask_em, ones(5,5)); 
mask_em = imfill(mask_em, 'holes'); 
mask_em = bwareaopen(mask_em, 60);
 
overlay2 = imoverlay(I_eq, bw4_perim | mask_em,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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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eq_c = imcomplement(I_eq); % I_eq의 보수 영상

I_mod = imimposemin(I_eq_c, ~bw4 | mask_em);  
L = watershed(I_mod);
figure,imshow(L)

% index를 지정하여 해당되는 치아 하나를 추출

select_index = 3;    
 
for i=1:size(I,1)
    for j= 1: size(I,2)
            
        if L(i,j)== select_index 
            P(i,j,1)= 0;  
            P(i,j,2)= 255; 
            P(i,j,3)= 0;
            
 
        else 
            P(i,j,1)= 0;
            P(i,j,2)= 0;
            P(i,j,3)= 255; 
            I(i,j,1)= 0; 
            I(i,j,2)= 0;
            I(i,j,3)= 0; 
            
        end
    end
end
figure,imshow(I) % 치아 하나만 추출한 원본 영상

 
%광원의 CIE XYZ 계산
% CIE standard illuminant 'icc'(default 값)
% 'a' : CIE standard illuminant A
% 'c' : CIE standard illuminant C
% 'd50' : CIE standard illuminant D50
% 'd55' : CIE standard illuminant D55
% 'd65' : CIE standard illuminant D65
% {'icc'} : ICC standard profile connection space illuminant
 
wc_icc=whitepoint('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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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wc_icc(1,1);
Y= wc_icc(1,2);
Z= wc_icc(1,3);
 
x=X/(X+Y+Z);
y=Y/(X+Y+Z);
z=Z/(X+Y+Z);
 
%선택된 치아의 RGB -> CIE XYZ로 변환
C_tooth = makecform('srgb2xyz');
I_tooth_xyz = applycform(I,C_tooth);
 
X_n= double(I_tooth_xyz(:,:,1));
Y_n= double(I_tooth_xyz(:,:,2));
Z_n= double(I_tooth_xyz(:,:,3));
 
%선택된 치아 세 영역으로 분리

for i=1:size(I,1)                 
    for j=1:size(I,2)
        if L(i,j)== select_index 
            a(i)=i;         
        end
    end
end
 
start_point=0; 
end_point=0;  
size_a=size(a,2);   
 
for i=1:size_a
    if a(i) == 0   
        start_point=i; 
    end
end
 
end_point=a(end); % 행렬 a의 끝부분의 값을 end_point에 저장
r=end_point - start_point; % 선택된 치아의 세로 길이

p =int16(r/3); % 선택된 치아의 길이 / 3
 
X_n_up=0;
Y_n_u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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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n_up=0;
index1=0;
index2=0;
index3=0;
 
st=int16(start_point+1);  % 치아 시작 위치

st1=int16(st+p);          % 1/3 시작되는 지점
st2=int16(st1+p);         % 2/3 시작되는 지점
 
%%% 치경부 %%%
for i=st:st1            %처음부터 1/3 되는 부분 지정

    for j=1:size(I,2)  
        if L(i,j)== select_index       
        X_n_up = X_n_up + X_n(i,j);
        Y_n_up = Y_n_up + Y_n(i,j);
        Z_n_up = Z_n_up + Z_n(i,j);
        index1=index1+1;
        end
    end
    
end

ave_X_n_up = X_n_up/index1;
ave_Y_n_up = Y_n_up/index1;
ave_Z_n_up = Z_n_up/index1;
 
xn_up= ave_X_n_up/(ave_X_n_up+ave_Y_n_up+ave_Z_n_up);
yn_up= ave_Y_n_up/(ave_X_n_up+ave_Y_n_up+ave_Z_n_up);
  
%치경부 : Whiteness index 계산 (WIO)
WIO_up= Y + 1075.012*(xn_up-x) + 145.516*(yn_up-y);

%%% 중앙부 %%%
X_n_mid=0;
Y_n_mid=0;
Z_n_mid=0;
 
for i= (st1 + 1) : st2
    for j=1:size(I,2)
        if L(i,j)== select_index
        X_n_mid = X_n_mid + X_n(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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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_n_mid = Y_n_mid + Y_n(i,j);
        Z_n_mid = Z_n_mid + Z_n(i,j);
        index2 = index2 +1;
        end
    end
end
 
%치아 중앙부의 Lab 평균값
ave_X_n_mid = X_n_mid/index2;
ave_Y_n_mid = Y_n_mid/index2;
ave_Z_n_mid = Z_n_mid/index2;
 
xn_mid= ave_X_n_mid/(ave_X_n_mid+ave_Y_n_mid+ave_Z_n_mid);
yn_mid= ave_Y_n_mid/(ave_X_n_mid+ave_Y_n_mid+ave_Z_n_mid);
 
% 중앙부 : Whiteness index 계산 (WIO)
WIO_mid= Y + 1075.012*(xn_mid-x) + 145.516*(yn_mid-y);

%%% 절단부 %%%
X_n_down=0;
Y_n_down=0;
Z_n_down=0;
 
for i= (st2 + 1) : end_point
    for j=1: size(I,2)
        if L(i,j)== select_index
        X_n_down = X_n_down + X_n(i,j);
        Y_n_down = Y_n_down + Y_n(i,j);
        Z_n_down = Z_n_down + Z_n(i,j);
        index3 = index3 + 1;
        end
    end
end
 
% 치아 절단부 Lab 평균값
ave_X_n_down = X_n_down/index3 ;
ave_Y_n_down = Y_n_down/index3 ;
ave_Z_n_down = Z_n_down/index3;
 
xn_down= ave_X_n_down/(ave_X_n_down+ave_Y_n_down+ave_Z_n_down);
yn_down= ave_Y_n_down/(ave_X_n_down+ave_Y_n_down+ave_Z_n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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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부 : Whiteness index 계산 (WIO) 
WIO_down= Y + 1075.012*(xn_down-x) + 145.516*(yn_down-y);
 
%%% 치아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의 WIO 값
WIO= [WIO_up WIO_mid WIO_d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