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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2. Dental CT Segmentation 

과제명 Dental CT Segmentation 

과제 정의  - Dental CT data로 부터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신경관, 상/하악, TMJ, 상악동, 치아 등)을 자동 분리 

과제 필요성 

 

 - 영상 자동 구조물 분리로 작업자(의사, 스탭)의 영상 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Chair Time 감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주요개발목표 

 

 - 1st: 치아 CT 모델을 Loading 해서 화면에 Display한다. 

 - 2nd: Mouse를 이용해 CT Model을 Rotation 또는 Scaling 하면서 원하는 각도에서 Viewing한다. 

 - 3rd: 분리할 해부학적 구조물 대해서 Seed Point를 Click한다. 

 - 4th: 해부학적 구조물을 분리하고 화면에 Display한다. 

 

필요 지식 

 

 - 3D Computer Graphics 기초 지식,  

 - 3D Rendering Library(OpenGL, VTK, DirectX 등) 기본 사용법 

 - Deep Learning 영상처리  



2. Dental CT Segmentation 

 Dental CT 란? 



2. Dental CT Segmentation 

 Osstem Implant CT Viewer (OneVisio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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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ntal CT Segmentation 

 Osstem Implant Implant Guide (OneGuide) 



2. Dental CT Segmentation 

 신경관 Segmentation 



2. Dental CT Segmentation 

 TMJ/Airway Segmentation 



2. Dental CT Segmentation 

 상악동 Segmentation 



2. Dental CT Segmentation 

 치아 Segmentation 



3. 치아 스캔 모델의 Segmentation 기능 개발 

과제명 치아 스캔 모델의 Segmentation 기능 개발 

과제 정의  - 3D Scanning된 치아 모델에서 각각의 개별 치아를 분리(치아-치아, 치아-잇몸)하는 알고리즘 및 기능 개발   

과제 필요성 

- Dentla CAD S/W 에서 치아 교정을 위한 Planning 작업을 할 때는, 개별 치아 하나 하나에 대한 3D Model을 회전/이동시켜서 최종적

으로 원하는 위치에 배치 및 배열하게 됨  

- 하지만 환자의 치아를 Scanning 작업을 통해서 3D Model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별치아가 아닌 상악 또는 하악이 통째로(인접한 치

아 및 잇몸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Poly-Mesh Model이 생성됨 

-  따라서 Scanning을 통해서 획득한 3D 치아 모델을 이용해 Dental CAD S/W에서 교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별 치아

를 Segmentation(분리)해서 독립적인 Poly-Mesh Model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함 

 - 사용자가 수작업을 통해서 개별 치아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의 사용자 입력으로 미리 치아 분리선/경계선을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수작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의 개발이 필요함 

주요개발목표 

1. 3D Scanning Model(STL File) Viewer 

  1.1. STL File Loader 

  1.2. 3D Model Viewing : User Interaction(Scaling, Translation, Rotation) 

2. 치아 모델 Segmentation 알고리즘 개발 

  2.1. 각각의 개별 치아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기준 및 방법 정의 

  2.2. 개별 치아를 분리하기 위한 시작점(특징점) 입력(최소 1개 ~ 최대 4개) 

  2.3. 2.2에서 입력된 특징점을 이용해  개별 치아를 구분/분리하는 Srgmentation Line 생성 

  2.4. 2.3에서 생성된 Srgmentation Line 기준으로 개별 치아 모델 분리 



3. 치아 스캔 모델의 Segmentation 기능 개발 

- 3D 치아 스캔 모델의 예(Model Scanner, Intra-Oral Scanner) - 



3. 치아 스캔 모델의 Segmentation 기능 개발 

-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별 치아 분리 작업의 예 - 

   [개별 치아의 좌/우 시작점(치아당 2개) 입력 예]                    [자동 치아 분리선 추출 예] 



3. 치아 스캔 모델의 Segmentation 기능 개발 

-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별 치아 분리 작업의 결과 예 - 

[치아 분리선 추출의 예]                                   [개별 치아 모델 분리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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