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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ractalAnalysisofBonePhantomsfrom
DigitalImages

Chang-YulLeeD.D.S.,M.S.D.
DirectorJae-DukKim Ph.D.
Dept.ofDentistry,GraduateSchool,
ChosunUniversity

Thisstudywasperformedtoanalysetheeffectofexposuretime,ROI
sizeandoneimpactfactorduringtheimageprocessingprocedureon
estimates of fractal dimension; and to analyse the correlated
relationshipbetweenthefractaldimensionandthebonedensity(Cu-Eq
value).Thetworesinblockscontainingthecylindricbonephantomsof
6 large and 5 small diameter having different bone densities
respectivelyandhumandrymandiblesegmentwithcopperstepwedge
wereradiographedat1.0and1.2secesposure(70kVp,7mA)usingone
occlusalfilm anddigitizedwithaflat-bedscanner.Elevenrectangular
ROIsfrom 11cylindricbonephantomsand4rectangularROIsfrom
cortical,middle,periodontalregions,andsocketofbonewereselected.
Gaussian blurred Imagewassubtracted from originalimageofeach
ROIandmultipliedrespectivelyby1,0.8,and0.5,andthentheimage
was made binary,eroded and dilated once,and skeletonized.The
fractaldimensionwascalculatedbymeansofaboxcountingmethodin
thesoftwareImag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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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1.Withthechangeinthenumberofthemodifyingfactorduringthe
imagesubtractingprocedure,thecasesthatfractaldimensionfailed
toshow theconsistencyduringsubsequentlyloweredbonedensity
wereappeared.

2.Thefractaldimensionwasdecreasedgraduallywithcontinuedbone
densitydecreaseshowingstrongcorrelations(bonephantom;r>0.87,
bone;r>0.68)under70kVp1.0secM=0.8.

3.Fractal dimension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rence(p<0.05)
between undertwo differentexposure times on the same small
ROIofbonephantom.

4.Fractaldimensions between two differentsizes ofROIon bone
phantom showed thesignificantdiffererence(p<0.05)under1.2sec
exposure,butdidnot(p>0.05)under1.0secexposure.

Inconclusion,exposuretime,ROIsize,andmodifyingfactorduring
subtracting could be impacting factors on the results of fractal
dimension. Fractal analysis with thoroughly evaluated method
consideringthevariousimpactingfactorsontheresultscouldbeuseful
inassessingthebonedensityindentalradiography.
Keywords:radiography,dental;fractals;bone;imag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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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방사선사진의 검사시 흑화도는 영상획득장치의 종류 전압 전류량 혹은 노출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현상조건 및 상수용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골
조직의 두께 밀도,중첩되는 연조직의 두께에 의하여도 변화하므로1단순하게
상의 흑화도로 골질을 표현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방사선사진 흑화도의 변동은 필름에 구리를 부착하고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전체 영상을 구리당량치로 변환시켜 골조직을 평가하는 방법들2-5이 정립되어
정량적인 진단정보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박 등6은 참조체로 구리를 채택
한 구리당량영상처리법에 의한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내 치근단방
사선사진상에서 하악골의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
을 밝혔다.
최근 국내외 치과계에서 골의 밀도나 형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랙탈분석

이 이용되고 있다.영상의 대조도가 변화하면 시각적 모습은 영향을 받으나
그 프랙탈차원(fractaldimension)은 그대로 남는다7는 개념에 의해 프랙탈
분석은 단순히 영상의 흑화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1992년 Ruttimann
등8이 하악치조골의 프랙탈분석시 방사선사진의 노출,현상 및 디지탈화시 전
혀 보정을 하지 않고 시행하여 프랙탈차원은 촬영각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
고 탈회 후가 탈회 전보다 증가함을 보고하였다.그 이후 프랙탈분석이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골밀도나 골구조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지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
촬영각도와 프랙탈차원의 관계에 대하여 Shrout등(1997)9도 4도 내지 6

도의 촬영각도 변화 및 반복에 의해서 프랙탈차원이 영향받지 않음을 보고하
였고 최근 Parkinson과 Fazzalari(2000)10는 골을 10도 간격으로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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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변화를 주어 촬영하여 얻은 골소주영상에서 촬영 각도에 따라 골의 box
counting연산으로 얻은 프랙탈차원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고하였다.이들
연구는 촬영 시마다 변화할 수 있는 촬영각도에 대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한편 Southard등(1996)11은 상악치조골의 10개의 시편
에서 흑화도를 보정한 연구결과 프랙탈차원은 칼슘의 농도의 감소와 매우 높
은 상관관계(r=-0.94)를 나타냈으며,프랙탈차원은 촬영각도의 변화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11,12 Chen 등(1998)13도 시뮬레이트된 치조골
모델을 이용하여 0도에서 180도까지 일련의 각도의 변화를 주고 방사선촬영
된 영상에서 촬영각도의 변화에 따라 프랙탈차원은 유의하게 변화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Shrout등14은 관심영역의 크기와 모양이 치조골의 프랙탈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Lee등15은 선상 관심영역에서는 탈회와 프랙탈차원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직사각형 관심 영역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그외 보고된 관계인자로서 잡음의 양이 프랙탈차원에 큰 변화를 야기
시키며7영상의 추출 시 픽셀흑화도 역치의 변화에 따라 프랙탈차원이 달라진
다.따라서 프랙탈분석으로 대상을 비교할 때 영상의 추출 시 흑화도의 역치
값을 일정하게 주어야 한다.10

이상 열거된 인자들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설계된 프랙탈분석법이 정립된다
면 유용한 국소적 골밀도값을 직접 얻을 수 있고16치과용 구내필름에 구리스
텝웨지를 부착하고 촬영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는 간단히 분석법으로 디
지털방사선학적 분석에 획기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판톰과 건조된 하악골편을 이용하여 프랙탈분석 시 관계된
인자 중 노출시간 관심영역의 크기 및 영상처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프랙탈차
원에의 효과를 검토하고 적정조건에서 얻어진 프랙탈차원과 구리당량치의 상관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프랙탈분석을 이용한 골밀도 변화의 평가법에 대한 타당
성과 응용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8-

Ⅱ.연구재료 및 방법

1.연구재료

수지 블록에 직경이 넓고(약 5.2mm)깊이가 얕은 6개의 원통형 공간
(largediametergroup)과 직경이 작고(약 3.5mm)깊이가 깊은 5개의 원
통형 공간 (smalldiameter group)을 형성하고 디지털 저울 Absolute
DIGIMATIC (Mitutoyo사,Japan)을 이용하여 주성분이 수산화인회석인
치아회분을 다양한 무게로 측정하여 각 원통형 공간에 충전함으로써 11개의
밀도가 서로 다른 원통형 골판톰을 제작하였다.각 원통의 지름은 캘리퍼로 5
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정하고 각 원통형 공간내 치아회분의 밀도를 구하
였다(Table1).

LD 38.1 28.6 17.9 9.4 4.6 2.4
SD 82.3 62.7 44.4 20.4 10.3

구리당량치 측정을 위해 0.05mm의 9단계 구리스텝웨지를 참조체를 사용
하고,또한 직접 골 부위를 평가하기 위해 인간의 건조된 하악골의 소구치부를
절단하여 골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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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영상들의 영상처리 프랙탈 및 구리당량 분석처리에는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인 ImageJ 1.29x(java 1.3.1_03,NationalInstitutes of
Health,U.S.A.)를 이용하였다.

2.연구방법

111)))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 촬촬촬영영영
골판톰 수지블럭 2개와 건조하악골 소구치부 그리고 구리스텝웨지를 한 장

의 방사선 교합필름위에 놓고 7mA,70kVp하에서 1.0초 와 1.2초의 두가
지 조건으로 구내방사선촬영기로(Siemens,German)촬영하였다.
촬영된 방사선사진들은 최대 2400DPI를 지원하는 EpsonGT-9000스

캐너(SeikoEpson Co.,Japan)와 Epson Scan Ⅱ(SeikoEpson Co.,
Japan)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256계조도를 갖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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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지털화하고 tif파일로 저장하였다.
222))) 관관관심심심영영영역역역 설설설정정정
프랙탈분석을 위해 각 치아회분 원통영상에서 11부위와 건조하악골편의 피질
골부,골편 중앙부,치조골부,그리고 발치와부등 4부위,총 15부위에서 작은
직경의 원통내에 포함되는 직사각형의 관심영역(regionofinterest;ROI)을
동일한 크기로 설정하여 모든 영상을 개개 tif파일로 저장하였다.
관심영역의 크기에 따른 프랙탈차원의 변화를 알기 위해 원통의 직경이 큰 군
6부위와 건조하악골편의 피질골부 골편 중앙부,치조골부 치조골부,그리고 발
치와부등 4부위,총 10부위에 큰 직사각형의 관심영역을 동일 크기로 설정하
여 모든 영상을 개개 파일로 저장하였다(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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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영영영상상상처처처리리리
70kVp하 1.0초와 1.2초의 촬영조건에서 각각 촬영되고 영상처리하여 저장
한 각 25개 총 50개의 직사각형 영상들은 프랙탈분석을 위해 한 영상의 모든
계조도(greyscale)중에서 물체의 두께 차에 의하거나 연조직과 부분적으로 중
첩되어 나타나는 큰 차이의 계조도를 제거하도록 일련의 영상처리를 시행하였
다.
White와 Rudolph17가 설계한 방법을 수정하여 Fig.3에 도식화한대로 각
영상은 Gaussian여과(7x7pixel)에 의해 미세하거나 중정도의 계조도를 갖는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큰 차이의 흑화도를 나타내는 것만 남도록 흐림화
(blurring)시켰다. 원래 영상(original image)으로부터 흐림화된 영상
(Gaussianblurredimage)을 공제하고 수정계수(M)로 1,0.8,0.5의 세가
지를 적용하여 곱하므로써 공제영상을 세가지 양상으로 증폭시키고 그 얻어진
영상의 각 픽셀에 128을 더했다(식 1).
(originalimage-Gaussianblurredimage)xM(=1,0.8,0.5)+128)
--식 1이로써 영상의 초기 강도에 상관없이 평균값 128계조도의 영상을 얻었
다.이렇게 밝기 수준이 조정된 영상의 개개 밝기의 차이들은 특별한 모습을 반
영하며 이 경우 골소주 와 골수강을 반영하였다.이어서 이 영상은 계조도 126
에서 역치화(thresholding)하고 이진영상(binaryimage)으로 만들었다.이
진영상은 잡음(noise)을 제거하기 위해 부식(erode),1회 팽창(dilate)1회
처리한 후 픽셀의 중심선만 남을 때 까지 부식되도록 골격화(skeletonize)시킴
으로써 골소주화 시켰다.이렇게 골격화된 150개 영상들을 프랙탈분석에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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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분분분석석석
(1)구리당량화상 분석
구리스텝웨지의 각 단계마다 일정한 관심영역의 평균 계조도를 구하였다.

이어 계조도와 알고 있는 구리의 두께의 관계식을 근사다항식으로 산출함으로
써 변환관계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모든 관계식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r2)를 구하였다.
이어 얻어진 변환식에 의해 구리당량당량영상을 재구성하고 화면상에서 11

개 치아회분 골판톰의 평균 구리당량치를 측정하였으며 건조하악골편에서도
피질골부 골편 중앙부 그리고 치조골부와 치조와부 4부위에서 관심영역을 설
정해 골조직의 평균 구리당량치를 측정하였다.
(2)프랙탈분석
영상처리되어 저장된 모든 직사각형으로 골격화된 영상들로 부터 Imag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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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프랙탈분석법 중 box-countingmethod을 이용하여 프랙탈분석
을 시행하였다.
(3)통계처리
구리당량치와 골밀도간 그리고 프랙탈차원과 구리당량치간의 상관관계를 구

하고 Student-t검증을 시행하여 95%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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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구리당량치와 골밀도의 분석

모든 획득된 영상들은 결정계수(r2)0.9970이상의 신뢰도를 갖는 변환식
에 의해 구리당량화상으로 처리 되었으며 원통의 직경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
든 조건에서 측정된 구리당량치는 골판톰의 골밀도와 직선 회귀관계
(p<0.001)를 나타내었고 이로써 구리당량치를 골밀도로 표현하였다.한편 노
출의 차이가 있을 때 측정된 구리당량치 간에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2.공제영상획득시 수정계수와 프랙탈차원 관계

일정한 역치의 조건하에서 영상공제처리시 수정계수가 1일 때 얻어진 골격화
영상은 골밀도의 변화에 따라 육안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프랙
탈차원도 골밀도가 낮은부분에서 값의 반전 양상이 나타났다(Fig.4).
수정계수가 0.5일 때는 육안적으로 너무 과도한 차이를 보이며 낮은 구리당량
치의 골부분에서 1이하의 프랙탈차원을 나타내었으며 여러 골판톰의 프랙탈차
원중 낮은 골밀도에서 반전현상이 나타났다(Fig.4).
수정계수가 0.8일 때 70Vp1.0초 노출로 얻어진 방사선영상의 골격화된 영
상에서 육안적으로 완만하게 그 구조의 성김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예비 측정시
골판톰의 넓은 범위의 골밀도에 대하여도 프랙탈차원이 비교적 높은 회귀관계
를 나타냈고 반전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Fig.4,5).
일정한 역치의 조건이라도 영상공제처리시 수정계수에 의한 증폭의 차이에 의
해 프랙탈차원은 그 일관성을 나타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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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랙탈차원 과 골밀도(구리당량치)분석
수정계수가 0.8일 때 골판톰의 경우와 건조하악골편의 경우 모두에서 골밀도
가 낮을수록 낮은 프랙탈차원을 나타냈으며 그 상관계수는 골판톰의 경우 0.87
이상(Table2)건조하악골편의 경우 0.68(Fig.6)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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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톰에서 노출시간의 차이에 의해 동일한 작은 관심영역에서 유의한 프랙
탈차원의 차이(p<0.05)를 보였다(Table2).

1.0sec 1.2sec

mg/cm
2

Cu-Eq small ROI* large ROI Cu-Eq small ROI*

82.73 0.263 1.620 1.620 0.275 1.546

62.73 0.207 1.591 1.591 0.220 1.559

44.43 0.136 1.554 1.554 0.138 1.480

38.13 0.131 1.537 1.562 0.120 1.459

28.61 0.099 1.485 1.505 0.096 1.370

20.43 0.061 1.443 1.443 0.060 1.237

17.93 0.058 1.428 1.424 0.048 1.261

10.25 0.030 1.258 1.258 0.021 1.230

9.42 0.024 1.232 1.246 0.019 1.240

4.64 0.007 1.091 1.144 0.002 1.219

2.43 0.001 1.206 1.118 0.000 0.938

correlation 
coefficient               0.885 0.885 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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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8,70kVp 1.0secexposure,subtracted imagemultiplied by
0.8,thresholdonagreyscaleof126).

건조하악골편의 동일 노출에서 큰 관심영역과 작은 관심영역간의 프랙탈차
원은 0.99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3).

1.0 small 1.0 large 1.2 small 1.2 large

1.0 small 1.000 0.335 0.391

1.0 large 0.353 0.409

1.2 small 0.998

1.2 large

골판톰에서 골밀도와 프랙탈차원 간의 상관관계는 1.0초 노출군에서 동일
직경군만 분석하였을 때(r>0.90)가 직경이 다른 군을 함께 분석했을 때
(r>0.87)보다 다소 높았다(Table2,4).
골판톰에서 1.0초의 동일 노출에서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원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Table4),1.2초의 동일 노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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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경이 큰 군에서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5).
건조하악골편에서 노출차이와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6).

small diameter large diameter

Cu-Eq small ROI Cu-Eq small ROI large ROI

0.263 1.620 0.131 1.537 1.562

0.207 1.591 0.099 1.485 1.505

0.136 1.554 0.058 1.428 1.424

0.061 1.443 0.024 1.232 1.246

0.030 1.258 0.007 1.091 1.144

0.001 1.206 1.118

correlation 
coefficient 0.900 0.939 0.973

small diameter large diameter

Cu-Eq small ROI Cu-Eq small ROI* large ROI*

0.275 1.546 0.120 1.459 1.695

0.220 1.559 0.096 1.370 1.673

0.138 1.480 0.048 1.261 1.582

0.060 1.237 0.019 1.240 1.542

0.021 1.230 0.002 1.219 1.446

0.000 0.938 1.489

correlation 
coefficient 0.937 0.840 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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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mallROI1.0secandsmallROI1.2sec
ll;largeROI1.0secandlargeROI1.2sec

1.0sec 1.2sec

small ROI largeROI small ROI largeROI

cortical 1.623 1.660 1.646 1.631

middle 1.586 1.627 1.517 1.505

perio 1.526 1.578 1.290 1.305

 socket 1.186 1.321 1.443 1.425

p-value 0.064 0.389

p-value ss;0.953 ll;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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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총괄 및 고안

프랙탈 이론은 1982년 Mandelbrot18에 의해 수학적 연구가 자연의 현상
분석과 접목되었다.골조직의 방사선영상은 흑백지역으로 구획된다.이러한
흑 또는 백이 전경 또는 배경으로서 의미 될 수 있어 전경과 배경사이의 경계
선은 프랙탈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곡선으로 생각될 수 있다.7 경계분할은
면(이차원)의 거칠기를 특징지우는 데 사용된다.15

이러한 단편영상에 적용되는 프랙탈차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caliper
method와 countingmethod,그리고 pixeldilationmethod로 구분될 수
있다.7 calipermethod는 곡선들의 프랙탈차원(D)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곡
선의 길이(L)는 축소인자(S)의 척도(caliper)로 측정하면 L(S)=kּS(1-D)

이 되고 L과 S에 대한 log-log그래프인 직선이 얻어지며 그 기울기를 β라면
프랙탈차원은 D=1-β(1<D<2)로 표시된다.19 Boxcountingmethod또는
모자이크 알고리즘 방법으로 불리우는 tilecountingmethod는 변의 길이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킨 사각형 grids를 연속하여 영상에 중첩시켜 전경과 배경
사이의 경계와 접촉되는 타일의 수(N)는 변의 길이(L)과 다음과 같은 관계
N(S)=kּS(1-D)를 나타내어 역시 log-log그래프인 직선이 얻어지며 그 기울
기를 β라면 D=1-β(1<D<2)이 된다.19 그 외 영상의 흑화도를 평면 좌표
(x,y)위의 강도로서 표면의 높이로 나타낼 수도 있다.이 경우 프랙탈차원은
공간에서 3차원적 표면위에서 측정될 수도 있다.20이상의 분석은 공간영역적
분석이며 프랙탈차원을 계산하기 위해 이진영상17이 이용된다.
한편 주파수영역 분석에서는 시간과 주파수영역의 신호는 퓨리에변환을 통

하여 서로간의 영역으로 변환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자기상관함수를 2차원퓨
리에변환(2D fastFourier transform)하여 얻어진 파워스펙트럼(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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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을 프랙탈차원 계산에 이용하면 역시 log-log그래프인 직선이 얻
어지며 그 기울기를 β라면 β=(-1-2H)D=3-H(2<D<3)이 된다.21

Parkinson과 Fazzalari10는 골소주영상에서 허 등22도 골소주의 이진영상
에서 골격화한 다음 box counting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uttimann등8은 치조골의 프랙탈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수질골에 관련된 파
워스펙트럼이 2차원퓨리에변환에 의해서 계산되었다.Shrout등9은 caliper
method를 이용하여 프랙탈차원을 계산하였다.본 실험에서는 골판톰과 하악
골편의 이진영상을 골격화하고 boxcountingmethod를 사용한 결과 프랙
탈차원이 1<D<2의 값을 나타내었다.
골다공증과 프랙탈차원의 관계에 대하여 Majumdar등23은 정상인에서 프

랙탈차원은 1.62였고 골다공에서는 1.20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Southard등9은 탈회된 인간 상악치조골에서 프랙탈차원은 1.26에서 1.10
으로 감소하였고 Lee등15은 소의 대퇴골에서 선상 관심영역에서 측정된 프
랙탈차원은 탈회시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반면 Ruttimann등8은 인간 하악치
조골에서 탈회후가 탈회전보다 프랙탈차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본 실
험에서는 골판톰과 하악골편 모두에서 골밀도가 낮아질수록 프랙탈차원이 낮
아진 결과를 얻었다.이러한 차이는 프랙탈분석법의 차이에 의할 수도 있고
사용한 골조직이 서로 달랐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outhard 등
24,25도 최근 논문에서 건강한 여성(20-78세)에서 치조골의 방사선상 프랙탈
차원과 치조골밀도간에 상관관계가 상악의 경우 r=0.47 하악의 경우
r=0.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척추 골반 완골의 골밀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편 골다공증은 골밀도와 골소주의 구조적 형태 둘다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진영상의 골격화는 골소주의 구조적 형태를 반영할 수 있어17 골밀도와 프
랙탈차원의 관계를 검토할 때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이나 진단 방법은 그 기본적인 이론이나 장단점 및 한계에 대한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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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도 없이 연구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결과를 해석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지금까지 프랙탈분석을 이용한 많은 논문들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발
표되어 다양한 관계인자에 대한 프랙탈차원의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노출시간의 차이에 의해 건조하악골편에서는 노출차이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골판톰에서 동일한 작은 관심영
역에서 유의한 프랙탈차원의 차이를 보였다(p<0.05).이는 노출시간에 의한 흑
화도의 차이가 프랙탈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노출을 일정하게 하거나 흑화도의 보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Southard등11도 상악치조골의 10개의 시편에서 흑화도를 보정한 연구결과
프랙탈차원은 칼슘 농도의 감소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r=-0.94)를 나타냈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영상의 추출 시 픽셀흑화도의 역치의 변화에 따라 프랙탈차원이 달라지므로

프랙탈분석으로 대상을 비교할 때 영상의 추출 시 흑화도의 역치값을 일정하
게 주어야 하나10 본 실험에서는 일정한 역치의 조건하에서도 영상공제처리시
수정계수에 의한 증폭의 차이가 프랙탈차원 과 골밀도간의 회귀성에 크게 영향
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적정노출 조건(7mA,70kVp,1.0sec노출)하에서
얻어진 영상처리에서 수정계수가 0.8일때 골판톰과 건조하악골편 모두에서 골
밀도 차이에 따른 골격화양상에서 일관성있는 육안적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4,5).이때 골밀도(구리당량치)가 낮아질수록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프랙탈차원이 낮아졌다(골판톰;r>0.87.건조하악골편;r>0.68).
관심영역의 크기에 있어서 본 실험결과 1.2초의 동일 노출에서 골판톰의 직경
이 큰 군에서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p<0.05)건조하악골편에서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이는 Lee등15와 Shrout등14의 관심영
역의 크기와 모양이 치조골의 프랙탈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
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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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prasertsuk등26은 2차원푸리에변환을 시켜 서로 다른 영상수용매체
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영향받지 않았고 다른 골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한 골
내의 세 지역간에는 유의한 프랙탈차원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또한 허
등22은 악골의 수술 후 치유과정에서 골 형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술 후
1,2일 후와 1개월 후의 값이 차이를 보여 단순한 방사선사진의 흑화도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시기이나 미세한 골소주의 형성은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프랙탈차원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이는 프랙탈분석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본 실험에서도 엄격히 설계된
조건하의 실험에서 골밀도와 프랙탈차원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향후 치
조골조직에 대한 프랙탈분석에서 촬영각도와 흑화도 역치 상악 하악 관심영역
의 크기를 가능한 동일하게 처리하여 적용되는 분석방법을 사용한다면 임상적
으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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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골판톰과 건조하악골편을 이용하여 프랙탈분석 시 관계된 인자 중 노출시간
관심영역의 크기 및 영상처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프랙탈차원에의 효과를 검
토하고 적정조건에서 얻어진 프랙탈차원과 골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영상공제처리중 수정계수의 변화시, 프랙탈차원과 골밀도간에 직선관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2.70kVp1.0초 노출 수정계수 0.8일 때 골판톰과 건조하악골편 모두에서 골
밀도가 낮아질수록 프랙탈차원은 낮아졌으며 높은 상관관계(골판톰;
r>0.87.건조하악골편;r>0.68)를 보였다.

3.골판톰에서 노출시간의 차이에 의해 동일한 작은 관심영역에서 유의한 프랙
탈차원의 차이(p<0.05)를 보였다

4.골판톰에서 1.0초의 동일 노출에서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
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1.2초의 동일 노출에서 직
경이 큰 군에서 관심영역의 크기의 차에 의해 프랙탈차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노출시간,관심영역의 크기,영상공제시 수정계
수는 프랙탈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선택된 분석법과 함께 동일한 노
출 역치 관심영역의 크기를 적용하고 공제영상의 증폭정도를 조절한다면 프랙
탈분석은 치과용 필름을 이용한 골밀도 분석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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