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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of rapi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omputers in the 1990s, also marked 
the beginning of an era of anticipating significant medical surgical advancements for 
the futur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lastic surgery. 

International Society for Simulation Surgery (ISSiS) was founded in 1992 by plastic 
surgeons, Drs. Toyomi Fujino (Japan) and Jeffrey L. Marsh (USA). 

In the beginning, ISSiS was held with the Computer Aided Surgery Society and the 
Computer Aided Radiology Society, mostly in Europe, America and Japan.

ISSiS has since held biannual congresses in Thailand (5th, 2006), Taiwan (6th, 2008) 
and Hawaii (7th, 2010).

In 2012, the 8th congress was held in Seoul. ISSiS previously specializing only in 
plastic surgery, began to expand the field of the society to cover computer, simulation 
and surgery as a chapter of convergence science. This congress and the expansion 
were very successful. As a result, scholars at home and abroad saw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and availability of 3D simulation surgery, and the headquarters was 
moved to Korea. The Seoul office becam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sustainability of ISSiS.

The 21st century has been called the era of the life sciences.
Aspect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fer us a vision of new medical 

advances several generations into the future. Advanced engineering,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ally based emerging technology, breakthroughs in computer technology 
and the U.S. military state-of-the-art intensive research in the field of simulation 
surgery have all contributed to this vision. Simulation Surgery, not just as a simple 
medical field, but a fusion of future medical industries, will revolutionize research, 
treatment,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ulti-disciplinary ISSiS will 
continue to push forward in this effort.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imulation Surgery is published.
We want this journal to continue to develop and expand its content. However, this 

will not be possible with only the efforts of the president and board members. I would 
like to ask in earnest for all members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 this 
effort and for the success of the greater ISSiS.

Thank you very mu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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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구는 전체 중 세 부위가 superior, medial, inferior 가 각

각 frontal sinus, ethmoid sinus, maxillary sinus로 둘러

싸여 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에도 안구가 직접 손상을 입기 

전에 안구를 둘러싼 sinus와 골 조직들이 먼저 부서져 많은 충

격을 흡수해 줌으로서 안구를 보호한다. 그 결과 안구 주변의 

골 조직이 파괴되는 심각한 손상에서도 안구 자체의 손상은 피

할 수 있어 시력이나 시야의 변화는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

다. 그러나 시력이라는 기능적인 면의 손상은 없어도, 안구를 

둘러싼 골조직의 위치 변화와, 안구를 둘러싼 연조직의 용적 변

화로 안구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 미용적인 문제점으로서 내안

Original Article

Measurement of Orbit using Standardized  
Processing of CT Scan

Yong Oock Kim, M.D., Ph.D.
Department of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Institute of Human Tissue Restor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ZZSurgical correction of various occular problems which do not have visual problem in plastic surgical area is to nor-
malize the appearance of the face by restoring the normal position of orbit and eyeball. With development of surgical technique, 
the orbit can be restored exactly in trauma patient and can be moved totally in hypertelorism, as an example of congenital disease. 
All these surgeries are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position of oclular glove moves in the plane in a quantitatively predictable 
reationship to osseous orbit movement. However, no studies have critically evaluated between the change of periorbital soft tissue 
and the outcome of the surgical correction, because there is no method of objective, quantitave evaluation of the periorbital soft 
tissue.
MethodZZAuthor suggest the methodology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ocular and periocular fat changes using the manipula-
tion of digital images of computed tomographic scan. 
ResultsZZThe method was allowed to evaluate inter-dacryon distance, inter-centroid distance, movement of the medial orbital 
wall, movement of the lateral orbital wall, alteration of thickness of the lateral periorbital fat as indicator of movement of the orbit-
al wall and orbit in the patient with congenital periorbital anomaly and postoperative periorbital surgery. The goal of surgical cor-
rection of various occular problems which do not have visual problem in plastic surgical area is to normalize the appearance of the 
face by restoring the normal position of orbit and eyeball. With development of surgical technique, the orbit can be restored exact-
ly in trauma patient and can be moved totally in hypertelorism, as an example of congenital disease. All these sugeries are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position of oclular glove moves in the plane in a quantitatively predictable relationship to osseous orbit 
movement. However, no studies have critically evaluated between the change of periorbital soft tissue and the outcome of the sur-
gical correction, because there is no method of objective, quantitave evaluation of the periorbital soft tissue. In this report, author 
suggest the methodology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ocular and periocular fat changes using the manipulation of digital images 
of computed tomographic scan.
ConclusionZZThe method suggested is objective and accurate method in measurement of the orbital contents. It takes time and 
is not easy to do, however, this kind of measurement for fine structures will be more easily available in near future.

Key WordsZZOrbit ㆍPeriorbital Soft Tissue ㆍQuantitative Measurement ㆍComputed Tomographic (CT)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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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telecanthus 등이 흔히 관찰되어 왔으며, 심한 경우 양안 

격리증 소견까지도 나타난다.1 

이와같은 안구 위치변화는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관찰되는 소

견에 의해 대부분 보고 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골조직의 

위치변화, 안구 주변 연조직의 용적 변화가 주 원인일 것이라는 

물리적 상황에 대한 추측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이는 해부학적 

구조상 어떤 기준점에 대한 안구의 절대적인 위치나 안구를 둘

러싼 여러 연조직 각각의 용적이나 위치 변화를 측정할 수 있

는, 그리고 서로 다른 측정자들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도 그 오

차가 극히 미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없었다. 그 결과 이 부위

의 질병이나 손상에 따른 수술적 결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원

인 분석이나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의 개발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저자는 안구 주변의 기본적인 연 조직의 위치 변

화를 컴퓨터 단층 촬영의 디지털 이미지 데이타를 이용하여 3

차원적인 안구 구조에 기초를 둔 안구의 연조직 측정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방     법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컴퓨터  단층 촬영의 영상이 디지털 이

미지 데이타로서 사용 됨으로서 컴퓨터에 의힌 의료 영상 시스

템 (Computer assisted medical imaging system)의 도움으

로 삼차원 영상의 구현이나 이 삼차원 영상에서의 위치나 거리, 

용적등의 정량적인 측정이 많이 용이해졌다.2 컴퓨터 단층 촬영

의 데이터는 골조직의 영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삼차원 영상처

리가 가능한 진단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의 데이타를 사용하였다.

1. 컴퓨터 단층 촬영 데이터 처리 (Fig. 1)

1) 컴퓨터 단층 촬영 데이타의 획득

컴퓨터 단층 촬영은 표준 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사용한다. 단층 

촬영은 고해상도, contiguous, non-overlapping 2mm trans-

verse slice로 촬영한 후 magnetic optical disk에 저장한다.

2) 데이타의 전송

Local network communication을 통해 컴퓨터 단층 촬영

기로 부터 computer workstation으로 데이타를 전송하고 보

관한다. 

3) 데이타 변환

보관된 digital data는 AnalyzeTM software에서 사용가능

한 image file로 변환한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 내에 내장된 

module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원래 컴퓨터 단층 촬영의 im-

age data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과정이다. 변환된 데이타

는 3차원적인 Volume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재구성(re-

format) reformat 시킨다. 재구성 (reformat)된 데이터는 원래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획득된 많은 수의 2차원적 axial image 

데이터가 합쳐져 3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파일 형식으로 바뀐다. 

4) Registeration of position

서로 다른 환자에서 촬영된 컴퓨터 단층 촬영 상의 두개골의 

위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다른 단면의 컴퓨터 단층 촬영의 결

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거리나 부피를 측정할 경우 두 결과는 비

교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촬영시 정확히 맞추

기 어려운 두개골의 위치를 컴퓨터 상에서 정확히 맞추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치 조절 (registration of postition)

은 두개골 양측의 Internal auditory meatus와 anterior na-

sal spine이 속하는 평면을 수평 평면으로 한 후, 이에 직각으

로 anterior nasal spine과 basion을 지나는 평면을 수직 평면

으로 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3차원 CT 데이터를 동일

한 위치로 재구성 하였다 (Fig. 2).

2. 측정

1) 측정점 선택

서로 다른 단층 촬영 영상에서 동일한 측정점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3차원 골조직 영상과 함께 axial, coronal, sagittal 

의 2차원 영상도 동시에 영상화하여, 각 측정점들의 3차원 좌표

를 구한다.

안구를 동일한 구획으로 나누는 가상 평면과 선 설정 : 안와 

내외벽과 내외측의 지방층과 같은 연조직 두께의 정확하고, 동

일한 측정을 위해 안구의 중심점을 지나는 수평면 (Plane 2)을 

설정하고, 이 수평면과 안구의 위쪽 끝 사이를 양분해 주는 수

평면 (plane 1), 그리고 안구의 아래쪽 끝 사이을 양분해 주는 

수평면 (plane 3)를 설정하였다. 다시 각각의 수평면에 투사된 

2차원 영상들은 안구중심점과 안신경의 충심을 지나는 longi-

Fig. 1. Sequence of computer processing of 3D CT 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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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inal Orbital Axis Line (LOPL) 상에서 안구의 원형을 양

분하는 선 (line 2)을 설정한 후, 이 설정선과 전후방 안구 경계

사이를 양분하는 line 1, 3를 설정한다 (Fig. 3).

2) 선정된 측정점

양측 dacryon, 양측 centroid, 설정된 수평면, plane 1, 2, 

3에서 line 1, 2, 3와 만나는 안와 내외벽 점들과 안구 경계점들 

(Fig. 4, 5, 6).

거리 측정 : 선정된 측정점들 간의 거리와 초기에 설정한 ANS

와 basion을 지나는 수직 평면과 측정점들의 거리를 측정하여, 

양측 안구의 비교나 환자 간의 비교가 가능한 거리를 얻는다. 

Fig. 2. Position Registration of 3D CT data.
            IAM : Internal Auditory Meatus, ANS : Anterior Nasal Spine. 

Fig. 3. Selection of Horizontal Plane in 3D image and 2D axial       
images (Plane 1, 2, &3) 

Fig. 4. Reference points and lines for making Line 1, 2, 3.

Fig. 5. Selection of Line 2 and Line 1 for division of eyeball.

결     과

각각의 측정점들의 좌표 (x, y, z)와 컴퓨터 단층 촬영의 

pixel size 값 (p)을 알게 되면 두 측정점 간의 거리 (D)는 D = P

× 로 구해질 수 있다. 

그 결과로 양 누골 점간 거리 (Inter-dacryon distance), 양 

안구 중심 거리 (Inter-centroid distance)를 구할 수 있으며, 

중심 수직축과 양측 안구 경계부의 측정점 간의 거리로 안구의 

절대적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이 위치는 측정점이 위치한 수평면

과 설정선의 위치에 따라 안구의 특정 부위의 위치 변동을 정확

히 알려 줄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안구 경계부 측정점의 산술적 

평균은 안구의 전체 범위를 포함하는 측정점들로서 안구의 전체

적인 움직임을 대변해 줄 수 있다 (Fig. 6, 7).

이와 마찬가지로 중심 수직축 (midline vertical reference 

line)과 각각 안구의 내·외측 안와벽에 위치하는 측정점 간의 거

리 측정은 안와벽의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와골을 중심으로 기형이 있거나 수술을 시

도한 환자에서의 안와벽의 움직임이나 안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x1-x2)
2 +(y1-y2)

2 + (z1-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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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edial orbital wall), 안와 외벽의 이동 (Movement of 

the lateral orbital wall), 외측 안구 주변 연조직 및 지방 조직

의 두께 변화 (Alteration of thickness of the lateral peri-

orbital fat thickness), 내측 안구 주변 연조직 및 지방 조직의 

두께 변화 (Alteration of thickness of the medial perior-

bital fat thickness) 등을 측정 가능케 하였다 (Fig. 8).

고     찰

안구는 인체의 부위 중성형외과의 수술 영역 중 안구를 싸고 

있는 안와골에 대한 수술이 선천성 두개안면기형이나 안면골의 

외상 시 많이 이루어진다. 선천성 기형 중 선천성 양안 격리증은 

그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다.1,2 이 질환에 대한 치료는 두개

강내/외 접근 (Extra/intra-cranial approach)를 동시에 시도

하여 안구를 둘러싼 네 방향의 안와골을 모두 분리시켜 안와 전

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수술로 교정한다.1,2 이 수술의 기본 원칙

은 안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구를 둘러싼 단단한 구조물이 

안와골을 움직임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물리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3-5 이와 마찬가지로 외상 환자에 있어서도 관골

이나 상악골등과 연관되어 안와골이 골절되었을 경우, 대부분

의 수술자는 골절된 부위를 정확히 원래의 자리로 교정해 줌으

로서 안구의 위치도 정상적인 원래의 위치5-9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방성 골 정복술을 시행하고 정확하게 골 정복을 하

며, 고정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수술의 결과는 

수술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천

성 양안 격리증의 경우는 양쪽의 안와골이 충분히 사이가 좁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일년만 지나면 정상으로 교정한 누

골 점간 거리와 내안각 거리가 다시 넓혀진다거나 수술 전 중앙 

주시 시 외측으로 편위되어 양안의 거리가 정상보다 넓던 것이 

수술 후에도 교정이 안된다든 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해 줄수 없는 경우가 많다.10-14 또한 외상의 경

우에서도 완벽하게 골절된 골을 원위치 시키고 골 고정을 확실

히 해 주고, 안구내 용적을 보충하여도 내안증이 빈번히 나타나

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10,14,15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의 많은 안구의 위치나 안와벽의 움직임, 그리고 안구내 

용적 변화 등에 대한 보고들에서 많은 지표와 측정치 들이 사용

되었지만 이들 모두에서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정량적 비교나 

분석이 어려웠다. 그 이유로는 수술자의 수술 기록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점 (예 : 한 수술자에 의한 기록, 수술 보조자에 의한 

기록 등), 수술 전, 후 판단되는 많은 지표들은 측정자에 의해 

Fig. 6. dimenstional orbit and overlapping orbital wall & points of 
measurement.

Fig. 7. Selection of Line 2 and Line 1 for division of eyeball.

Fig. 8. Selection of Line 2 and Line 1 for division of eyeball.

양 누골점 간 거리 (Inter-dacryon distance), 양 안구 중심거

리 (inter-centroid distance), 안와 내벽의 이동 (Movement 



www.issisglobal.org 11

Measurement of Orbit using Standardized Processing of CT Scan █ Kim YO

편차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측정치라는 점(예 : 내

안각 거리, 동공간 거리 등),3-5 수술 전 후에 사용되는 방사선 

사진에 의한 측정이라도 대부분 2차원 적인 측정치여서 3차원 

적인 실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안구의 전체 크기가 5cm 직경 정도인 작은 구조물이

라는 점들이 의학자 간에서 그리고 의학보고 사이에서 서로 상

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같은 수술자에 의한 결과 사이에서

도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3-9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측정 방법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어진 동일한 방법을 사용시 측정자

간에 오차가 1-2mm 내외로 극히 적은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저자는 2mm 간격으로 촬영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이 

컴퓨터 단층 촬영의 digital image를 컴퓨터 workstation 에

서 이용하여, 안구 주위의 골조직과 연조직의 정확한 정량적 분

석을 가능케 하는 측정 방법의 기준은 필수적이다. 

컴퓨터 단층 촬영의 이미지는 골조직, 특히 복잡한 안면 골조

직의 영상을 거의 실제와 같이 정확히 보여준다.8-10 또한 이 데

이터에 의한 이미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방사선 영상 진

단 방법에 비해 그 정확도가 높으므로 단순한 X선 촬영에 의한 

측정이나 피부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안와골조직과 

안구 및 안구 주변조직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는 최선의 방법

이라 할 수 있다.6,7,9,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러한 컴퓨터 단층 촬영의 데이

터가 디지털 데이터이고, 그 결과 컴퓨터 상에서 보다 완벽한 영

상을 만들어 기존의 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보통 임상의가 접하게 되는 2차원 필름 상에서 측정

할 경우 그 측정치는 개개 환자의 촬영 시점의 두부 위치에 따

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측정 방법이 요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2차원 단층 촬영 데이터를 3차

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각각의 3차원 영상의 위치를 공통적인 

해부학적 지표에 따른 수평면과 수직면에 재 위치 시킴으로서 

촬영 시 발생되는 두부의 위치 변동을 보정하였다.

둘째로 기존의 컴퓨터 단층 촬영의 2차원 영상 자체에서의 발

생 가능한 측정 오차는 3차원 영상과 2차원 영상을 동시에 보

면서 측정점을 선택하고 각 측정점의 3차원적 x, y, z 좌표를 산

출한 후에 거리 측정을 시행함으로서 오차를 배제할 수 있었다. 

셋째로 안구의 정상적 해부학적 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선천

성, 후천성 안구 기형의 경우에도 수술전이나 수술후에도 변하

지 않는 점들을 포함한 기준 수평면과 수직면을 설정함으로서 

수술에 의한 안와골이나 안구의 변화에 대한 측정에도 객관적

인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함께 양측 안구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양 누골점 거리나 양 안구중심 거리뿐만 아니라 

안와벽의 위치나 안구 주변의 연조직 변화를 거의 측정 오차 없

이 구할 수 있었다.

이제 컴퓨터의 대용량화와 영상 파일의 현재보다 보다 쉽고 

자유로운 통신은 멀지 않은 일이다. 컴퓨터 단층 촬영의 영상은 

디지털 데이터로서 그 활용이 현재 단순한 필름 영상을 보는 것

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의 영상의 간단한 조작 만으로 의사가 자신이 보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활용도는 더 높

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구와 안구 주변 조직을 계

측하는 방법은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지만 아직은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우나 조만간 이러한 측정 방법이 쉽

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컴퓨터단층촬영의 데이터가 디지

털 데이터이고, 그 결과 컴퓨터 상에서 보다 완벽한 영상을 만

들어 기존의 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보통 임상의가 접하게 되는 2차원 필름상에서 측정

할 경우 그 측정치는 개개 환자의 촬영시점의 두부 위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차를 배제하기 위

해 2차원 단층 촬영 데이터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각각

의 3차원 영상의 위치를 공통적인 해부학적 지표에 따른 추평면

과 수직면에 재위치시킴으로서 촬영시 발생되는 두부의 위치 변

동을 보정하였다. 

둘째로, 기존의 컴퓨터단층촬영의 2차원 영상 자체에서의 발

생 가능한 측정 오차는 3차원 영상과 2차원 영상을 동시에 보

면서 측정점을 선택하고 각 측정점의 3차원적 x, y, z, 좌표를 

산출한 후에 거리 측정을 시행함으로서 오차를 배제할 수 있었다. 

셋째로, 안구의 정상적 해부학적 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선

천성, 후천성 안구 기형의 경우에도 수술전이나 수술 후에도 변

하지 않는 점들을 포함한 기준 수평면과 수직면을 설정함으로서 

수술에 의한 안와골이나 안구의 변화에 대한 측정에도 객관적

인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로, 양측 안구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양 누골점 거리나 양 안구중심 거리뿐만 아니라 

안와벽의 위치나 안구 주변의 연조직 변화를 거의 측정 오차 없

이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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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컴퓨터의 대용량화와 영상 파일의 현재보다 보다 쉽고 

자유로운 통신은 멀지 않은 일이다. 컴퓨터단층촬영의 영상은 

디지털 데이터로서 그 활용이 현재 단순한 필름 영상을 보는 것

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 컴퓨터단층

촬영의 영상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의사가 자신이 보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활용도는 더 높

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구와 안구 주변 조직을 계

측하는 방법은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지만 아직은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우나 조만간 이러한 측정 방법이 쉽

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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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reconstruction of large calvarial defects is a necessary 
challenge for the plastic surgeon. Calvarial reconstruction 
should provide not only biomechanical stability but also cere-
bral protection. It is well known that an autologous bone is the 
best choice of treatment, but sometimes it cannot be used, es-
pecially in cases of large defects. Medical imaging has been de-
veloped and computer programming have allowed computer-
assisted designed implants, which are fit to the defect without 
an error.1-3 In this report, we present ou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the manufacturing custom-made 3D titanium im-
plant.

In 2014, there was one patient with skull defect reconstruct-
ed by using custom-made 3D titanium implant. Custom-made 
3D titanium implant was manufactured by Medyssey Co., Ltd. 
using 3D CT data, Mimics software, and an EBM (Electron 
Beam Melting) machine. CT was scanned with 1mm thickness 
and the data was investigated from the bone part of axial, sag-
ittal and coronal plane. After then, 3D image was produced 
and implant was designed for the defect (Fig. 1). In designing 
process, the manufacturer and surgeon discussed the position 
of fixation, the amount of porosity and the figure of implant. 
When the manufacturing of the 3D implant was completed, 
the surgeon simulated the operation with it to the patient’s 
rapid prototyping (RP) model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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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operation, we were able to confirm the custom-
made 3D implant was exact fit for the skull defect without leav-
ing any dead spaces. There was no complication on the opera-
tive wound and the depressed scalp was recovered. Patient 
satisfied with their result and postoperative facial CT was eval-
uat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implant. 

Case 1
The patient was a 21-year-old female with a calvarial defect 

in the left parieto-temporal area. She had a traffic accident and 
epidural hemorrhage was found. Craniectomy and cranioplas-
ty with MedPor® was done. However, the implant had been re-
moved due to infection. The defect size was 15×15 (cm2) and re-
construction was done with 3D titanium mesh. The postoperative 

follow-up was two months without complications (Fig. 3).

Discussion

We reconstructed one case of calvarial defect successfully 
with custom-made 3D titanium implant. Although it was just 
one case and we did not look at the long term follow-up, cus-
tom-made implants can be considered a good option for skull 
reconstruction. The advantages such as the short operating 
time, no required special surgical techniques, and no donor 
site morbidity were well known.

In calvarial reconstructions, autograft was widely used 
among the many kinds of grafts. It is good for an osteoconduc-
tion.4 However, it cannot be used in large defects and can cause 

donor site morbidity. Also, its result depends on the harvesting 
technique and the incidence rate of bone resorption ranges 
from 3% to 12%.5-7 When resorption occurs, secondary opera-

tion is inevitable to compensate for the alteration.8,9 

Titanium is strong enough to resist secondary trauma while 
providing maximal stability. Furthermore, it generally causes 
less inflammation, bonds with surrounding mineralized bone 
and has a biocompatibility.10-12 However, due to its hardness, it is 

necessary to prefabricate the implant using computer-assisted 
design and manufacturing. A major concern in calvarial re-
construction has been the complex geometry which can affect 
preoperative planning and aesthetic outcome.13 With advanced 

technology, computer-assisted designed titanium implants 
were introduced.14 In our cases, the implants exactly fit the de-

fect and properly covered the defect area without dead space. 
This study has limitations, such as its small sample size and 

early follow-up. However, there was no complication and the 
patient was satisfied with their outcome functionally and aes-
thetically. 

Fig. 1. 3D implant design process. 3D reconstruction of data was 
performed and implant was designed.

Fig. 2. Custom-made 3D titanium implants were manufactured by 
EBM (Electron Beam Melting) machine. 

Fig. 3. Case 1. Preoperative 3D facial CT (Left), Postoperative 
3D facial CT sc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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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Short operation time, exactly fitness to the defect and cos-
metic outcome are advantages of this 3D printing method. In 
these aspects, custom-made 3D implants can be one of the best 
options for skull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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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악안면골 중에서도 특히 안와골은 시력을 담당하는 안와를 

감싸고 있는 뼈로, 그 모양이 상하좌우가 모두 다른 독특한 해

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측벽은 우리 몸의 뼈 중 가장 얇은 

뼈로 안와에 대한 외부 충격에 대해 쉽게 부서져서 안와 자체의 

파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하벽 또한 비교적 얇은 뼈로 형성

되어 내측벽과 함께 안와 자체의 파열을 방지함과 동시에 안와

를 수직적으로 지탱한다. 외측벽과 상벽은 비교적 두꺼운 관골

과 전두골이 주를 이루며 외부로 부터의 충격으로부터 안와 자

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1,2 이러한 안와골은 흔히 

안와 파열 골절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손상받게 되는데, 이는 안

와에 직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주로 내측벽과 하벽이 부

서지면서 안와 자체의 파열을 방지하면 발생한다. 이러한 안와

파열골절의 경우 뼈 자체의 두께가 워낙 얇아서 기존의 골절된 

뼈로는 재건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인조뼈 형태의 물질로 기존

의 골절된 뼈를 대체하여 수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3-6

하지만 이러한 안와파열 골절 복원 수술에 있어 안와골의 복

잡한 형태로 인해 조금만 잘못 복원이 되어도 환자는 쉽게 안구

함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수술로도 복원이 

매우 힘든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한다. 또한 안구를 움직이는 6개

의 안와주변 근육이 제대로 재배치되지 못하면 복시 등의 증상

으로 큰 불편함을 야기하게 된다.7,8

이러한 정확한 재건수술을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3

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미지가 실제 

수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surgical guide 형태의 매개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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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안와 파열 골절에 있어서는 기존의 골절된 뼈를 대체하

는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이미지가 필요한 

데, 안와골절 복원 수술의 경우 반대편 건측 안와가 이러한 기

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안와파열 골절에 있어 반대편 정상

안와의 CT data를 mirroring을 이용하여 재건하여 이를 통해 

Rapid prototype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안와파열 골절 복원 

수술을 하여 환자가 가진 원래의 안와 모양을 최대한 이상적으

로 복원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증례 보고

42세의 여자 환자가 넘어짐을 통한 우측 안와하벽골절을 주

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이에 CT 촬영을 포함한 통상의 술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3차원 물체로 재구성한 환자의 두개안면

골에 대해 악안면기형 진단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삼차원 CT 

scan을 촬영하였고, CT data를 Simplant (simplant pro, 

MaterialsⓇ, Belgium)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

션 수술을 계획하였다(Fig. 1).

CT DICOM 파일을 기반으로 환자의 안와골을 3차원 물체로 

재구성 하였으며, 좌측의 정상안와형태의 CT data를 mirror-

ing 기법 (Mimics Z software : Materialize, Leuven, Bel-

gium)을 이용하여 우측에도 적용하여 환자가 다치기 전의 양측 

안와골의 CT 이미지를 얻었다. 이를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함

으로써 실제 수술 중 안와파열 골절을 복원하기 위한 Titani-

um-Medpore implant을 위치 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

다 (Fig. 2). 

제작된 3차원 Rapid Prototype을 이용하여 통상의 안와파

열 골절 복원수술을 진행하였으며 transconjunctival prese-

ptal approach를 이용하여 하안와연을 노출시키고, 하안와 신

경을 하벽으로부터 bipolar coagulator를 이용하여 박리하였

다.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제작한 Rapid proto-

type mirroring model의 안와골에 맞추어서 사전에 제작하여

둔 Titanium Mepore implant를  삽입하여 안와골을 복원하

였다. 환자는 수술 후 안구 함몰이나 복시 등의 합병증이 발생

하지 않았으며, 특이한 문제 없이 술 후 3일째 퇴원하였다. 술 

후 3일째 6개월째 술후 CT scan을 통해 수상전과 유사하게 복

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고     찰

안면골의 형태는 각 개인, 인종,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안와골 역시 각 개인마다 조금씩 그 크기가 뼈의 

위치 및 각도가 다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함

에 있어 이러한 환자 개인의 차이가 수술에 반영되기는 어려웠

다. 특히나, 안와골절 복원 수술의 경우에는 절대 손상이 되어

서는 안 되는 시신경과 인접되어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고, 수술

시야가 좋지 않아 이러한 주변 안와골의 모양을 충분히 노출 시

킨 후 수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안와 파열 골절의 복원을 위해 사용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미리 그 모양을 제작하여 삽입하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

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제작을 위해서는 환

자의 원래 안와골의 형태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동측은 이미 

Fig. 1. The CT scan coronal image of the patient with inferior or-
bital wall fracture.

Fig. 3. Postoperative CT coronal image.

Fig. 2. Computer simulation based on the mirror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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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이 되어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반대편 건측 안

와골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이용한 기법이 Mir-

roring technique이다. 

본 증례에서 우측 안와 하벽골절의 복원을 위해 이 미러링 기

법을 이용하였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통상 대부분의 경우 양측 얼굴이 2mm 이내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대측 건측이 가장 좋은 landmark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CT촬영을 통해 이러한 안와골

의 거울영상을 획득하더라도 안와골이 통상 매우 얇은 뼈로 이

루어져 있어서, 안와골이 CT 영상에 skip 되어 결손 형태로 

Rapid Prototype이 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조작을 통해 skip된 

CT image를 연결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결손부위 없는 연속성 

있는 안와골 RP model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는 수술 시 사용

하게 되는 Titanium-Medpore implant의 이상적인 곡면을 만

드는데 있어 필수적이었으며, 매우 유용하였다. 

또한, Titanium-Medpore implant를 이용하여 안와벽을 

재건함으로써 술후 CT scan에서 반대편 건측과 유사하게 우측

의 안와 하벽이 잘 재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거울영

상을 이용한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환자 본인

의 안와골을 최대한 원래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미래의 individualized medicine의 현실적인 접근방법

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안와파열 골절은 전통적으로 술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주변 

안와골을 노출 시킨 후, 결손 부위를 다양한 임플란트로 대체

하는 형태의 수술이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실제 안와골의 복잡

한 안와골 형태가 재건되지 못하면, 안구함몰, 복시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함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3차원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이용한 안와재건은 individualized medicine의 첫걸음

이자, 매우 유용한 이상적인 수술 방식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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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3차원 영상 재건기술 (3-Dimensional image reconstruc-

tion)을 이용한 생체역학 연구는 1970년대에 최초로 시도되었으

며,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을 이용한 

3차원 영상 재건기술은 1980년대 보고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한 3차원 영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여 실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실험을 시행할 수 있고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교육에 이용할 수 있으며 생체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고 동일한 조건

에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특히 정형외과 슬관절 영역중에서 인공관절치환술 및 인대재건

술에 있어서 역학적 기능의 영향을 규명하거나 실제 수술에 사

용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수술에 앞서 수술 예비계획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슬관절 인대재건술 

영역에서 사용되는 3차원 영상 기술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정형외과 스포츠 외상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손상 중 하나이다. 스포츠 인구 및 각종 사고의 증가

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정형외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만건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고, 한국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의 자료에 따

르면 연간 14690건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최근의 임상적인 연구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 재건

술 이후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방십자인대 손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환자

의 욕구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정확하며, 정상적

인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에 가까운 재건술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2,3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해 주로 전내측 다발만을 재건하는 

단일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어 비교적 좋은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 슬관절의 운동에 따라 전방십자인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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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하지 않는 등장성 대퇴 부착부는 해부학적 대퇴 부착부와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사체 실험에서는 해부학적 대퇴 

부착부와 등장성 대퇴 부착부가 일치한다는 보고도 있다.4,5 전

내측 다발은 관절 운동에 따라 길이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isgard 등6은 자기공명영상장치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이용한 3차원 영상 재건 기술

을 이용하여 관절 운동에 따른 전내측 다발 및 후외측 다발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자들은 전내측 다발이 후외측 다발

에 비해 길이 변화가 적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방십

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에 있어 참고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전내측 다발의 재건을 목표로하는 단일 다발 재건술은 전

후방 불안정성 및 회전 불안정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7 최근에

는 대퇴터널을 해부학적인 위치에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

며, 이중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이용하여 두가지를 모두 

교정하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대퇴 터널의 전후방 위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전후방 불

안정성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데, 이 때 Resident’

s ridge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8-10 이를 위해Roh등11은 다

중채널컴퓨터단층촬영 (Multi-Detector Computed Tomog-

raphy, MDCT)을 이용하여 3차원 재구성 분석을 시행하였며, 대

퇴골 후방 피질골로부터 7.6 ± 2.6mm 지점에 8.2 ± 2.6mm

의 길이와 3.5 ± 1.5mm 높이를 갖는 Resident’s ridge가 존재

하고 과간 절흔의 후벽에서 약 30% 앞쪽에 위치한다고 보고하

였다. 이를 통해 수술 중 보다 정확한 대퇴 터널의 위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전방십자인대의 해부학적 대퇴 부착부는 여

러 3차원 영상 재건 기술을 이용한 연구에서 그 위치가 밝혀졌

는데9,12,13 Iwahashi 등14에 의하면 3차원 영상 재건 기술로 확

인한 전방십자인대의 대퇴부착부는 Resident’s ridge와 대퇴 

외과의 관절연골 사이에 위치하며 128.3 ± 10.5mm2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하면서 3차원 영상 재건 기술이 전방십자인대

를 해부학적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중 다발 재건술은 전방십자인대의 전내측 다발과 후외측 

다발의 해부학적 부착부에 위치하도록 대퇴 터널을 만들기 때문

에 단일 다발 재건술에 비해 이론적으로는해부학적 및 생역학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Inoue 등15은 3차

원 컴퓨터단층촬영을이용하여 3차원 영상 재건술을 시행하고 

여기에 터널의 위치가 보이도록 투명도를 높인 T-3DCT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히 터널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3년 Mott6에 의해 이중 다발 재건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에 의하면 이중 다발 재건술

이 단일 다발 재건술에 비해 뛰어난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한다고 알려져 있다. Taketomi 등16은 최근에 3차원 투시 방사

선 촬영 내비게이션 장치 (3D fluoroscopic navigation)를 이

용하여 전방십자인대의 해부학적 대퇴 부착부에 대퇴 터널을 만

들어 이중 다발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3차원 컴퓨터 단

층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대퇴 터널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임상

적 평가를 하여 단기 추시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arkolf 등17은 사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된 축이동검사 

(pivot shift test)를 진행하여 단일 다발 재건술만으로도 정상

적인 슬관절 생역학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Kondo 등18 

및 Tsuda 등19은 대퇴 터널의 위치를 보다 외측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전 안정성 회복에 대하여 단일 다발 재건술과 이중 다발 

재건술 사이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퇴 터널의 위치

를 외측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경골 터널 

형성 술기 (transtibial technique)보다는 전내측 삽입구 형성 

술기 (transportal technique)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Kopf 등20은 경골 터널 형성 술기로 만들어진 대퇴 터널을 3

차원컴퓨터단층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해부학적 

대퇴 부착부보다 전방에 터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해부학적 부착

부에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것으

로 권유하였다. 또한 Tashiro 등21은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 

(3D-Computer Aided Design, 3D-CAD) 모델을 이용하여 

경골 터널 형성 술기에 비해 전내측 삽입구 형성 술기가 보다 정

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터널을 만들 수 있으며, 타원형의 터널 입

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구조물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비하여 그 발생빈

도는 낮지만, 전방십자인대에서처럼 스포츠 인구 및 교통 사고 

등의 증가로 인해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후방십

자인대 단독 손상은 드물며, 슬관절의 기타 인대 손상이 동반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방 및 후외측 불안정성과 외회전 및 

내반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방십자인대

를 포함한 슬관절의 후외측 구조물에 대한 3차원 영상 재건 기

술을 이용한 문헌 보고는 전방십자인대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다

고 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급성의 단독 후방십자인대 손상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고도의 후방 전위, 동반된 인대 손

상, 증상이 있는 만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하지 정렬

축의 부정정렬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22,23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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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재건술에서 경골 터널의 위치보다 대퇴 터널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슬관절의 운동역학을 회복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24 이를 위해 과거에는 사체 실험이나 이차원적인 방

사선 사진을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퇴 부착부의 후

방십자인대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해부학적 경골 터널을 정

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3차원 영상 재건 기술

이 발달함에 따라서 대퇴 부착부와 후방십자인대의 생역학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Westermann 등25은 컴퓨터단층촬영 장치를 이용한 3차원 

영상 재건 기술을 사용하여 후방십자인대의 해부학적 부착부위

를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Footprint-overlap mappig기술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표본에서 검출된 대퇴 부착부위를 한개의 

대퇴골 모형에 표현하였다. 저자들에 따르면 후방십자인대 대퇴 

부착부의 중심은 과간 절흔의 천장에서 25% 하방, 전방 대퇴과

에서 38% 되는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Covey 등26이 시행한 해

부학적 및 생역학적 연구에서 후방십자인대 대퇴 부착부의 등장

점은 해부학적 부착부의 5~15% 만 차지하며, 대부분은 비등장

점에 부착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등장점에 대퇴 터널을 

형성할 경우 45° 이상의 슬관절 굴곡상태에서는 후방 전위가 일

어난다는 보고도 있다.27 생역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후

방십자인대에서 전외측 다발이 슬관절의 후방 전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있어28 전외측 다발의 재건을 목표로하는 

단일 다발 재건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일 다발 재건술 시행 

후에도 30° 미만의 슬관절 굴곡시에 후방 전위가 발생할 수 있

으며, 90° 이상의 슬관절 굴곡시에는 회전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29가 되면서 전방십자인대의 경우처럼 이중 다발 

재건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Yoon 등30은 3차원 유한요

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단일 다발 재건술, 

이중 다발 재건술, 인대 잔유물 보존 이중 다발 재건술의 경우

를 비교하였고, 이중 다발 보강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가 후방 

및 회전 안정성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후외측 구조

물 손상이 동반된 만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에서는 하지 정렬축

을 교정하기 위해 개방적 경골 절골술을 시행한다. Petriglia-

no 등31은 3차원 영상 재건기술및생역학적연구를통해 이러한 

개방적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 관상면에서의 하지 정렬

축이 교정될 뿐만 아니라 시상면에서의 경골후경사각이 증가하

게되어 후방안정성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결     론 

1970년대 이래로 3차원 컴퓨터 영상 재건 기술이 의학 영상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3차원 영상 재건 

기술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생역학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

다 방대하고 자세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특히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체 

실험이나 2차원 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던 연구에 비

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Yeom 등

32은 3차원 영상 재건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슬관절 실물 조

형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초심자들의 교육 및 훈련에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3차원 영상재건 기술

은 인체의 생역학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수술 전 계획 및 훈

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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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악안면 영역의 형태와기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안면 

연조직, 경조직, 그리고치열이다. 이들 사이의 부조화는악안면

기형의 형태로 나타나며, 악교정수술은 세 요소의 이동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술식이다. 정확한 악교정수술을 위

해서는 수술 전 정확한 진단 및 수술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적절한 정보수집과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을 기반으로 한 2차원 평면 기준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

립하고,1석고모형상의 모의수술을 통한 수술용 장치를 제작하

고 실제 수술에 적용하는 과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30년 이

상 안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2-4

이와 같은 2차원 기반의악안면기형 분석은 장기간의 연구결

과가 누적되어 있어예측 가능하고신뢰할 수 있으며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심한 악안면기형이 존재

하는 경우두부계측방사선사진 상 구조물의 중첩으로 인해 분석

이 어렵고 수술 후 나타나는 3차원적 변화를 평면상에서 예측

해야 하기에 이를 분석을 시행하는 술자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

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5

3차원 영상 처리 기법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2차원 기반의 진

단 및 수술 계획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3차원 기반의 진

단 및 수술이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CT 이미지의 정밀

도 향상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입체인쇄술의 발달로 환자 두개

골, 악골과 악궁의 정밀한 3D 모형을제작하고,이를 기반으로 한 

진단 및 수술 계획의 수립, 수술용 교합 장치의 제작의 임상적 

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달이 이루어졌다.6-8 수술 전 촬영한 

CT 영상을 이용하여 환자의 두개안면골을 재구성하고 이를 진

단에 사용함으로써 중첩으로 인한 부정확성을 배재할 수 있고 

수술 후 안모의 변화 및 악골의 양상에 대한 예측 및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해지며,9,10 재 구성된 환자의 두개 안면골을 이용하

여 3차원 기반의 모의 수술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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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통해 수술용 교합 장치를 제작하여 모의 수술을 실제 수술

로 옮김으로써 기존의 석고 모형 및 교합기를 이용한 과정을 생

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기반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수술용 교합 장치를 적용하여시행한 악

교정수술의 술 후 정확성, 예측성 및 유용성에 대해 초기보고 

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22세의 여자 환자가 앞니가 물리지 않으며 아랫니가 들어갔으

면 좋겠다는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이에 CT 촬영을 포함

한 통상의 술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3차원 물체로 재구성한 

환자의 두개안면골에 대해 악안면기형 진단 및 분석을 시행하였

다.Simplant(simplant pro, MaterialsⓇ, Belgium)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하악골 전돌증, 개교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상악

골 후방의 상방 이동을 동반한 하악골 후방 이동을 위한 양악 

동시 악교정수술의 시행을 계획하였다 (Fig. 1).

CT DICOM 파일을기반으로 환자의 두개안면골을 3차원 물

체로 재구성 하였으며, 치아 부분은 레이져 스캔 이미지를 중첩

함으로써 정확한 치열 이미지를 지닌 가상의 두개안면골을 제작

하였다. 3차원 두부계측 분석에 기반해 프로그램상에서 상악골 

이동을 계획 및 시행하고, 하악골과 이동된 상악골 이미지에 

CAD/C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의 수술용 교합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를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함으로써 실제 수술 중 

상악골을 재위치 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Fig. 2). 

제작된 수술용 교합 장치를 이용하여 통상의 양악 동시 악교

정수술을진행하였으며수술 후 안모와 교합 양상이 개선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수술 전 모의수술과 수술 후 한 

달 째에 촬영한 CT에서각각 가상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두개저

를 바탕으로 중첩하여 상하악골의 위치를비교 분석하였다.

Chin top의 위치는 수술 전 simulation으로 설정한 위치와 

0.6mm 이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우측 cor-

onoid process에서 3mm 이상의 오차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제

외한 전반적인 상하악골의 외형은 1mm 내외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상하악골이 술전 계획한 위치에 적절

히 위치되어 비교적 정확한 수술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고     찰

악안면기형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두부계측 방사선사진은 

3차원 물체를 2차원 평면으로 옮기기 때문에 수직적, 수평적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촬영 중 환자 두부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Fig. 1. An 22-year-old female with Mandibular prognathism, aper-
tognathia before treatment. (A) Facial photographs. (B) Intraoral 
photographs,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 and panoramic 
view.

Fig. 2. Virtual model surgery procedure and wafer fabrication. (A) 
Repositioning of the maxilla according to the STO in a 3D virtual 
skull. (B) Fabricating intermediate surgical wafer with CAD/CAM 
program (C) Setback of mandible according to the STO in a 3D 
virtual sk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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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안면 비대칭이 존재하여 좌, 우측 구조물

이 정중시상면에서 중첩되지 않을 경우 다른 구조물과 중첩되어 

분석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서로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몇 장의 

평면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수

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술에 의한 안모 변화 및 안모의 

최종적인 외형 예측이 어렵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또한 이를 실

제 수술로 옮기기 위하여 교합기와 석고 모형을 이용한 수술용 

교합 장치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형의 교합기 

장착, 아크릴릭 레진 상 제작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오차가 누적될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한 평면 기반의 악안면기형 분석

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3차원 기반의 simulation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조직, 연조직 및 치열의 정확한 형태를 포함하는 가

상의 두개안면골의제작 과정이 필요하다. 영상 획득 시 두부규

격방사선사진, 임상사진, 상하악 모형 등을 채득하는 2차원 진

단과 달리 3차원 진단 시행 시에는 CT를 이용한 virtual 

model, 치아를 포함한 악궁의 scanning image, stereopho-

tography 등을 이용한 임상사진 등이 필요하며, 각각의 영상을 

하나의 가상모델로 제작하기 위한 image integration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11

본 증례의 경우 악교정수술에 의한 하악골의 위치 및 외형 변

화는 하악 근돌기를 제외하면 수술 전 계획한 3D 모의 수술과 

1mm 범위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3차원 기반의 모의 수술 

및 수술용 교합장치 제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심미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지만 

하악골 근돌기의 위치가 모의 수술 계획과 3mm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이는 CT 영상을 3차원 물체로 재구성하

는 과정에서 CT의 threshold 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미지의 

왜곡,9 재구성된 두개안면골 상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면이

나 가상으로 형성된 소공,12 CT 영상에서 치아의 보철물, 교정장

치 등에 의해 발생하는 streak beam artifact, 악궁의 3 차원 

이미지 획득 시 발생하는 오차, 그리고 각각의 영상을 중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

다.13

현재 3차원 기반의 악안면기형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CT

의 DICOM file을 처리하여 virtual model을 제작할 수 있는 

software가 필요하며, dentition, stereophotography image

의 채득을 위한 scanning 기계,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image

를 하나로 integration할 수 있는 software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수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용 장치 제작을 위한 CAD/

Fig. 3. Afterorthognathic surgery, mandibular prognathism and 
apertognathia were corrected. (A) Facial photographs. (B) Intra-
oral photographs,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 and panoram-
ic view.

Fig. 4. Superimposition of pre-operation 3D virtual skull and post-
operation 3D virtual skull and Color scale of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object. Anteroposterior position and overall contour 
of post-operative mandible is in good accordance with pre-opera-
tion 3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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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software 및 3D printer 등의 기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즉, 현재는 기존까지 이용되지 않던 다양한 soft/hardware가 

필요하고, image integration and segmentation 과정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13 하지만,본 증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3차원 기반의 방법은 2차원 두부규격화방사선사진 진단의 

한계점인 중첩의 해소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치열을 

포함한 악골을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며, 안정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술

자가 수술을 진행하기 전 수 차례의 모의수술이 가능하여 합병

증 감소를 위한 골절제술 design의 변형, 골절제량의 최소화, 

수술시간 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술 후 변화될 악골과 안모

의 최종 형태에 대한 직관적인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장점은 악안면기형이 심한 경우 정확한 3차원적 결

과를 예측하고 보다 나은 수술 결과를 얻는 데 매우 유리한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2차원기반의 악안면 기형의 진단 및 수술은 오랜기간 많은 술

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이다. 하지만 구조물의 중첩과 불확실한 술 후 결과 예측이라는 

한계가 존재므로 이런 불확실성을 배제 할 수 있고, 술 후 결과

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술 후 결과에 대한 직

관적인 이미지화가 가능하므로 술 후 안모에 대한 환자와 의료

진 간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3차원 기반의 진단 및 모의 수술은 악교정수술의 

피할 수 없는 발전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더 많은 3차

원 기반의 수술 계획을 통한 악교정수술 증례에 대해 정확성 평

가가 이루어지고, 현재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3차원 기

반 진단을 통한 악안면기형의 치료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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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T(A), MRI와 같은 3차원 의료영상으로부터 혈관, 장기와 

같은 의미 있는 영역을 추출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어왔다.1-4 이러한 3차원 가시화 기술들은 의학에서 교

육 용도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 전문의가 장기 및 

혈관의 배치 및 구조를 3차원 상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하여, 

수술 전 수술 대상의 해부학적 특징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수술 

시간과 출혈량을 줄여 수술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왔다.5-10 

관심 영역을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직접 볼륨 렌더링 

(Direct Volume Rendering)과 등위면 렌더링 (Iso-surface 

Rendering)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1,12 직접 볼륨 렌더링은 

볼륨을 직접 투과하면서 미리 정의된 전달 함수 (Transfer 

Function)에 따라서 어떤 복셀 (Voxel)을 가시화할 지를 결정

하여 3차원으로 가시화한다.13 전달 함수에는 복셀의 값 (In-

tensity) 또는 미분 값 (Gradient) 등과 같은 특징에 따라 해당 

복셀이 가시화 될 색상과 투명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직접 볼륨 

렌더링은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장기나 혈관만을 3차원으

로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시화하길 원하는 개체의 특

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달 함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위면 렌더링을 사용 할 경우 반드시 가시화하기 전 미리 대상 

개체를 의료 볼륨으로부터 추출해야 하며, 추출된 영역의 경계 

면을 폴리곤 (Polygon)으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4 이는 분할 기술을 사용하여 추출된 개체의 표면은 점으로 이

루어졌는데, 점에는 3차원 입체감을 형성해주는 조명효과 (Il-

lumination)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픽 하드웨어가 표현

하는 개체 표면 점들을 기본 폴리곤인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재구성해줘야 한다.15,16 이후 경우에 따라 개체의 표면을 구성하

는 폴리곤 집단을 개체의 곡률 등을 반영해 폴리곤의 개수와 밀

집도를 조절해주는 재구성 (Meshing) 작업을 수행한다.17,18 이

후 원하는 위치에 조명을 만들고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가시화할 경우 관심 개체가 3차원으로 가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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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볼륨으로부터 관심 개체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는 일련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이다.

Direct Volume Rendering

직접 볼륨 렌더링은 볼륨으로부터 원하는 개체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Fig. 1). 복셀들로 이루어진 3차

원 이미지 볼륨에 광선을 쏘아, 광선이 지나는 각 복셀에서 나

온 색상과 투명도를 누적하고 계산하여 최종 색상을 결정한다  

(Fig. 2). 직접 볼륨 렌더링에서는 3차원 이미지로부터 재구성된 

2차언 이미지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볼륨을 지나는 광선 

상의 모든 복셀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의료 영상 촬영 시 발생

한 노이즈에 의한 소수 복셀들의 오차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광선이 지나는 각 복셀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은 전

달 함수로, 전달 함수는 해당 개체의 특징에 따라 미리 정의된

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달함수로는 1차원 전달함수와 2차원 

전달함수가 있으며, 1차원 전달 함수는 해당 위치의 복셀 값에 

따라 색상과 투명도를 결정하며, 2차원 전달함수는 복셀 값과 

그 미분 값 2가지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전달함수는 혈관, 장

기 등 의료 영상 내에서는 대체로 개체간 값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료 이미지 볼륨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투명

도는 해당 색상의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피부 부분

의 투명도가 높고, 뼈 부분의 투명도가 낮을 경우에는 피부는 

반투명하게 보이며 뼈는 불투명하게 보이게 된다 (Fig. 3). 이러

한 투명도를 사용함으로써 인체 내부의 여러 개체를 계층적으

로 확인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는 진단용

으로 직접 볼륨 렌더링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Iso-surface Rendering

등위면 렌더링은 직접 볼륨 렌더링과는 달리 3차원 볼륨으로

부터 원하는 개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분할 과정, 그리고 추출된 

영역의 경계점들을 면으로 바꿔주는 폴리건화 (Polygoniza-

tion) 과정 후 가시화가 수행된다.

3차원 볼륨으로부터 원하는 개체의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서

는 분할 (Segmentation) 기술이 사용되는데, 의료 영상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분할 기술로는 Region Growing, Active 

Contour, Level Set 그리고 Graph-cut 기법이 있다.20 Re-

gion Growing은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시작점 (Seed)을 입력 

Fig. 1. 직접 볼륨 렌더링을 두개골 CT 영상에 적용해본 결과.

Fig. 2. 직접 볼륨 렌더링에서는 이미지 각 필셀에서 볼륨으로부터 광
선을 쏘아 광선이 지나는 각 점의 특징에 따라 색상을 결정한다.

Fig. 3. 직접 볼륨 렌더링은 전달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시화하는 대상이 달라지며, 투명도를 이용할 경우 피부-뼈 와 같이 
계층 구조에 있는 개체들도 동시에 표현 가능하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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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이웃 픽셀들로 확장해나간다 (Fig. 4). 지금까지 확장된 

영역과 이웃된 픽셀이 서로 유사할 경우 해당 픽셀로 확장해나

가고, 유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픽셀로는 더 이상 확장해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Region Growing은 유사도를 결정하는 함수의 

정의가 가장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보통 확장된 영역의 평균 

값 (Average Intensity)이나 분산 등을 이용해서 정의된다. 

Region Growing은 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할 

기법이긴 하나, 실제로 같은 개체가 아님에도 노이즈에 의해서 

발생한 픽셀을 통해 확장되어 과분할 (Over-segmentation) 

현상이 발생하기 쉬어, 영상전문의에 의해 후처리가 반드시 필요

하다. Active Contour는 Snake라고도 불리며 사용자로부터 

개체 주위의 점들을 입력 받아 해당 점들이 에너지가 최소화 되

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개체를 분할하는 방식이다. 입력 받은 점

들은 Spline과 같은 보간 함수에 의해 곡선으로 근사하게 된다. 

에너지 함수는 보통 보간 된 곡선의 곡률, 길이와 같이 곡선 내

부적인 요소와 해당 점이 있는 위치의 픽셀 값, 차분 값 (Gra-

dient)와 같은 곡선 외부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혈관

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보자. 곡률이 완만할 수록, 곡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픽셀 값이 밝을수록, 차분 값이 클수록 에너지 함수

가 작아진다고 하면 혈관 경계면에서 점들의 에너지가 최소화 

되게 된다 (Fig. 5). Level-set은 Active Contour와 유사하지

만, 점들이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Level-

set은 Implicit Level Set 함수가 반복할 때마다 에너지가 최소

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mplicit Level Set 함수가 3차원 

함수  라고 하면, z가 상수로 고정되면 x, y는 2차원 경계면을 

그리게 된다. Level Set 분할 방법에서는 z가 0일 때 Implicit 

함수가 그리는 경계가 분할 개체의 경계라고 생각하며, 0보다 

작을 경우 분할 개체의 내부, 0보다 클 경우 분할 개체의 외부라

고 생각한다. 초기 Implicit 함수는 보통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

은 개체 근처의 경계를 0, 경계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경계 밖으로 나아갈수록 점차적으로 커지도록 설정해

준다. 매 반복마다 점 단위가 아닌 함수단위로 갱신되면서, Ac-

tive Contour와는 달리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 개의 개체

를 동시에 분할 할 수 있다. 하지만 Level-set에서의 Implicit 

Function의 함수 값은 모든 픽셀 수준에서 구하기 때문에, 처

리 시간이 길며 최대 픽셀 수준의 정밀도만을 지니는 단점이 있

다. Graph-cut 기반 분할은 모든 픽셀들이 그래프의 꼭지점으

로 보고, 에너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자름으로써 

원하는 대상을 추출해낸다 (Fig. 7). 모든 이웃하는 꼭지점들은 

모서리로 연결되며, 모서리의 비용은 이웃 픽셀간의 값이 차이

가 크면 작아진다. 또한 모든 픽셀들은 꼭지점 s, t와 연결되어

Fig. 4. Region Growing 기법은 한 점에서 시작되어 유사한 영역까지 
확장해나간다.20

Fig. 5. Active Contour 기법은 사용자로부터 초기 경계 주위 점을 입
력 받아 각 점이 에너지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이동해나간다.

Fig. 6. Level Set은 implicit function과 x-y평면이 구성하는 경계가 
추출 대상이며,매 iteration 마다 에너지가 최소화 되도록 implicit 
function이 변화한다. (a)초기 함수.

(a) 초기 함수

(b) Iteration을 통해 업데이트 된 함수

Fig. 7. Graph cut은 source node와 terminal node가 각 픽셀이 모
서리로 연결되고, 각 이웃 픽셀간에 모서리로 연결된다. 각 모서리의 
값은 에너지에 따라 정의되며, Graph cut을 수행하게 되면, 각 모서
리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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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꼭지점 t와 연결된 모서리의 비용은 분할하길 원하는 

개체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할수록 작아지며, 꼭지점 s와 연결된 

모서리의 비용은 분할하고 싶지 않은 배경과 통계적 특징이 유

사할수록 작아진다. Graph-cut이 수행되면 에너지가 가장 작

은 모서리를 끊어서, 꼭지점 s와 연결된 픽셀들과 꼭지점 t와 연

결된 꼭지점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꼭지점 s와 연결된 픽셀들

이 분할된 개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개체와 통계적 특징이 비슷

하며, 배경과 통계적 특징이 비슷한 픽셀들이 꼭지점 s와 연결되

며 끊어진 모서리는 이웃 픽셀들과 차이가 큰 경계가 된다.

위의 방법들 중 하나로 추출하길 원하는 개체의 영역을 얻으

면, 이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경계 점들을 

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체가 3차원으로 보이는 이

유는 광원 (Illumination)에 따른 물체의 음영 (Shading)이 드

러나기 때문인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Phong의 광원 모델에 따

르면 음영은 빛의 위치, 방향과 경계의 법선 벡터에 의해서 결정

된다.21 하지만 경계 점들에는 법선 벡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해당 점들을 면으로 변경 해주는 폴리곤화 (Polygoniza-

tion)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료 영상처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폴리곤화 방법은 Marching Cube 이다. 볼륨에서 분할 

Fig. 8. Marching Cube는 각 큐브에서 값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따라서 도형을 구성한다.

Fig. 9. Marching Cube를 이용해서 만든 폴리곤들을 3차원으로 가시
화.21

방법을 수행하게 되면, 추출된 대상은 1, 추출되지 않은 배경은 

0으로 이루어진 마스크 볼륨이 생성되게 된다. 볼륨은 복셀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큐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데, 큐브의 어떠한 꼭지점이 분할되었느냐에 따라 분류하게 되

면 총 256가지 (28)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반전과 

회전에 의한 중복을 제외하면 경우의 수가 14가지로 줄게 된다. 

반전에 의한 중복이란 예를 들면, 큐브의 8 꼭지점 모두 분할된 

경우와 8 꼭지점 모두 분할되지 않은 경우 각각 개체의 내부, 외

부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계 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경

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만 폴리곤을 

미리 정의해놓을 경우 경계를 폴리곤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Fig. 8). 이러한 과정을 거친 폴리곤 경계면의 법선 벡터로는 

볼륨의 차분 값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분할, 폴리곤화를 거친 후 3차원으로 가시화하는 등

위면 렌더링 방법은 직접 볼륨 렌더링과 같이 계층 관계에 있는 

두 개체를 동시에 가시화할 수는 없지만, 개체의 경계 정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의 재배치를 통해서 분할된 개체가 더

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물리모델과 결합하여 수술시의 

절개, 봉합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가상 수술 등 다양한 의학적 

활용이 가능하다.

결     론

논 논문에서는 의료 영상을 3차원으로 가시화 하는 두 가지 

기술 – 직접 볼륨 렌더링, 등위면 렌더링 방법 – 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의료 영상을 3차원으로 가시화 하는 방법은 영상 처

리, 광원 모델, 컴퓨터 그래픽스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일련의 

과정이다. 가시화 하길 원하는 개체를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가시화 하는 것은 교육, 수술 리허설, 수술 전 환자 특이적 특징 

파악 등 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3차원 가시화를 

위한 유기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는 의료 영상의 활용 분야를 넓

히고 목적에 맞게 더욱 효과적으로 가시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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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악골은 중안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코와 눈, 광대

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상악골이 절제 되면 심미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친다.1 상악골은 상악동, 안와, 비강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

며 골조직, 치아를 포함하고 상악동 내면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비강과 구강 및 상악동을 분리하고 있다. 상악골에 발생한 

암종을 제거한 뒤에 국소피판, 유경피판 이나 유리피판을 이용

하여 재건을 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여 구강-상악동-비강 부위

를 막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틀니는 유지력을 얻기 힘들어서 사용

에 불편을 호소한다.2 치과 임플란트의 개발은 치아 결손의 보철

치료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 왔으며 특히 악골결손부위나 무치

악 환자의 틀니 사용과 같이 시행하면 환자의 만족감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1 본 보고에서는 상악골에 발생한 선양낭포암 (ade-

noid cystic carcinoma)를 제거하고 난 뒤 결손된 상악골에 3

차원 Rapid prototype (RP) 모델을 이용하여 유리비골피판과 

치과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재건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증례 보고

1. 1차 비골피판 재건 수술

34세 여자 환자가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로 의뢰되었

다. 환자는 1998년 좌측 상악에 발생한 선양낭포암으로 좌측 

상악골 전 절제술과 우측 상악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며 광배

근 피판을 이용하여 재건을 받았다. 1999년 좌측 경부에 임파

절 전이로 인하여 좌측 경부 임파선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방

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았다. 환자는 이후 암종의 재발없이 

지내 왔으나 안면의 지속적인 변형과 비변형, 치아의 우식증으

로 인하여 안면함몰과 치과보철치료를 위하여 2006년 12월 치

과를 방문 하였다. 치과파노라마 영상사진 촬영 결과 좌측 상악

골 및 관골이 절제되어 있었으며 우측 상악골이 견치부위까지 

절제 되어 있었다. 하악에는 잔존 치근이 하악전치부에 4개 남

아 있었으며 좌측 하악 제3대구치가 매복 되어 있었다. 하악골

에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한 방사선골괴사증이 의심되었으

며 골조직의 파괴가 관찰 되었다 (Fig. 1). 

비변형과 안면 함몰의 우선 수술을 위하여 본원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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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6년 12월 11일 비성형 수술과 좌측 안면과 협부의 증

강술을 시행하였다. 좌측 상악골의 결손이 있어서 타이타늄 금

속판을 이용하여 상순의 지지를 하였다. 2007년 1월 좌측 협부 

증강술 시행한 부위 감염 소견 보이고 보철 치료를 원하여 구강

악안면외과로 의뢰되어 상악골을 재건과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수술전 준비로 두경부의 3차원 전산화촬영 (CT)

을 시행하였으며 1 : 1 비율의 3차원 모델을 제작 하였다(Fig. 2). 

상악의 재건을 위하여 타이타늄 금속판을 제거하고 우측 상

악에서 좌측 관골까지 재건 될 양을 3차원 모델과 왁스를 이용

하여 재현하였다 (Fig. 3). 우측 상악골에서 좌측 관골까지 7cm

의 골결손을 보였으며 유리비골피판이 가장 유용한 피판으로 판

단되었다. 구강내 점막의 결손부위를 추가적으로 재건하기 위하

여 유리비골피판은 피부를 포함하는 골피부피판을 채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비골피판의 두께가 1.5cm 이상되어 임플란트를 식

립 하기에는 이상적인 피판이며 한번의 골절단으로 상악과 관골

의 원래 외형을 재현할 수 있었다. 왁스로 제작된 골결손부는 

다시 알지네이트에 매몰하여 레진블록으로 제작 하여 수술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하였다. 

2007년 2월 8일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베버-퍼

거슨 (Weber-Ferguson)절개를 이용하여 좌측 상악 및 관골 

부위를 노출 시켰으며  환자의 좌측 비골피판을 채취하였다. 측

후방 접근법을 이용하여 피부피판을 포함하는 피부-골 비골피

판 채취를 하였다. 비골동맥과 같이 주행하는 2개의 정맥을 채

취하였으며 상악의 형태에 맞게 골절단을 시행하여 소형금속판 

(Leibinger, Stryker, San Diego, USA)을 이용하여 고정 하

였다 (Fig. 4). 

채취한 비골피판은 우측 상악과 좌측 관골에 위에서 사용된 

소형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 하였으며 비골동맥은 좌측 안면 

동맥에 연결 하였으며 2개의 같이 주행하는 정맥 (venae com-

itantes)은 안면 정맥에 한 정맥은 순방향으로 한 정맥은 역방

향으로 연결 하였다 (Fig. 5).

수술 후 1주일 뒤 골스캔 검사를 시행하여 피판의 생존 여부

를 판단 하였으며 구강내 피판에 도플러를 이용하여 피판의 생

Fig. 1. Initial panoramic radiograph showing left maxilla defect 
and loss of teeth.

Fig. 2. (dimensional) Rapid prototype model after rhinoplasty and 
titanium mesh augmentation.

Fig. 3. Simulation of the maxillary reconstruction with 3-D rapid 
prototype and baseplate wax.

Fig. 4. Osteotomizedosteo-cutaneous fibular free flap fixed with 
miniplate.

Fig. 5. Microvessels anastomosis of the peroneal and facial ar-
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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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같이 조사 하였다. 골스캔 검사 결과 피판으로 혈류 공급

이 원활하게 되고 있었으며 hot spot를 보여 피판이 잘 생존하

였음을 관찰 하였다 (Fig. 6). 

2. 치과 임플란트 식립수술

비골피판으로 재건 하고 난 뒤 4개월 후 악골의 재건 상태를 

3차원 CT를 촬영 하여 관찰 하였으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 하였다. 상 하악골의 전후 위치 관계가 골격성 Class III로 

관찰 되어 상악골에 식립할 임플란트 위치는 순측으로 위치하

여 식립 하여야 하였으며 하악골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좌

측 하악골에는 골결손부가 커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가 없었

으며 우측에 최대한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추후 실패하는 

임플란트가 발생하여도 여유가 있도록 하였다 (Fig. 7).

2007년 6월 27일 전신마취하여 비골로 재건된 상악골과 우

측 상악골에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비골피판의 고정에 

사용되었던 소형금속판은 제거하고 난 뒤 임플란트를 위한 스텐

트를 장착하고 임플란트의 식립위치를 표시하였다 (Fig. 8). 

상악 우측 구치부은 상악동의 함기화로 인하여 상악동 거상

술 및 골이식이 요하였으며 상악에는 상악동 거상술 과 골이식 

(Bio-Oss, Geistlich, Switzerland) 후 6개의 임플란트 (Den-

tis implant, Dentis, Daegu, Korea)와 하악에도 같은 제품의 

임플란트를 8개 식립하였다 (Fig. 9). 

3.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보철치료

임플란트 식립 후 4개월 반 뒤 식립된 임플란트의 노출을 위

한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국소 마취로 시행하였으며 

전층 피판 절개 후 피판을 거상하여 치근단위치 피판을 형성하

여 임플란트를 노출하고 지대주 (healing abutment)를 연결하

였다. 이후 환자는 치과 보철과에 의뢰되어 인상채득 하였으며 

보철물 연결하였다 (Fig. 10).

환자는 보철치료 후 정상식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골재건 

수술 후 6년간 추적관찰 기간 동안술후 저작 기능 및 심미에 만

족 하였다.

Fig. 7. 3D CT reconstruction before dental implant operation. Site 
of implants placement has been decided using 3D simulation and 
surgical stent. 

Fig. 8. Exposed maxilla and fibular bone for implant surgery. 

Fig. 9. Radiograph after implants placement. A total of 14 im-
plants have been placed.

Fig. 6. Bone scan image after fibular free flap reconstruction. Hot 
spot is observed in the maxillar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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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상악골의 재건은 3차원적인 형태와 주위 주요 구조물과의 관

계, 심미적인 중요성으로 인하여 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악골에 발생한 구강암의 절제 후 상악골의 재건은 필수적이

며 구강악안면외과의사는 암의 제거와 재건을 환자의 결손부위

에 맞게 국소피판, 유경피판, 유리피판재건과 틀니를 이용한 재

건의 중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3 본 증례에서는 상악골의 암

을 수술 하고 나서 9년이 경과하여 안모비대칭이 심한 환자의 

수술이어서 수술의 난이도가 암의 제거 후 즉시 재건보다는 높

았다. 암의 제거와 동시에 수술한 경우에는 제거된 상악골의 형

태를 수술중에 파악하여 재현하기가 쉽지만 2차적인 재건인 경

우 해부학적 위치가 변형되어 재건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골

조직으로 재건 해야 하는 공간에 과거에 사용된 피부-근육 피

판으로 채워져 있어서 수술시 조직을 일부 제거하고 재건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본 증례는 1차 수술한지 9년 이상 경과 

하여 연조직의 긴장도가 높아서 수술 후 재건한 부분의 지속적

인 부피감소도 예측을 해야 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

기 때문에 방사선 골괴사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절개를 

통하여 수술 하는 것 역시 중요했으며 남아있는 하악의 잔존치

를 발치 할 때도 주의를 요하였다. 수술 후 구강내 점막의 치유

는 합병증 없이 치유 되었으며 발치 한 부위에도 방사선 골괴사

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비골피판은 상하악골의 재건에 가장 유용한 피판이다.4 

1989년 Hidalgo에 의해 하악골의 재건에 사용된 것이 발표 된 

이후에 하악골 및 상악골의 재건에 가장 흔히 사용된다.5 유리

비골피판은 충분한 길이의 골조직을 가지고 있고 피부조직을 동

시에 이식 할 수 있어서 복합조직을 제거 해야하는 구강암 수술 

후 재건에 특히 유용하다. 그리고 비골피판은 임플란트를 식립 

Fig. 10. Definitive prosthetic restoration.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시 반드시 추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위치에 골 조직을 재건해야 하며 임플란트와 최종 보철물을 들

어갈 위치를 미리 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3차원 입

체 영상을 미리 제작 하여 상악골 재건 수술 전에 미리 재현하

여 정확한 위치 및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6-8 본 

증례 에서도 수술전에 상하악 및 두개골과 하악골의 3D RP 모

델을 제작 하여 재건 후에 하악과 상악의 위치를 먼저 재현 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의 위치를 미리 파악 하였다. 오랜 

기간 상악의 결손과 하악치아의 발치로 인하여 상악골은 후방

으로 퇴축되고 하악골은 전방으로 퇴축되어 골격성 Class III 

형태를 보여 임플란트 식립 시에도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가 

순측으로 식립되어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상악의 재건시 부

족한 연조직의 재건을 위하여 비골피판 채취시 피부피판을 포함

하여 재건하여 추후 임플란트 보철시 필요한 구강전정을 확보하

였다. 

수술전에 제작한 3차원 모델은 수술전에 미리 수술 중이나 

수술 후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증례에서

도 미리 제작한 3D RP 모델을 이용하여 골결손 정도와 비골피

판의 골절단 부위 및 각도를 미리 계산하여 스텐트를 제작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수술 중에 비골피판을 작도 하였다. 수술중에 

스텐트를 이용하여 골절단을 하게 되면 비골피판의 혈관경을 절

단 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여 피판의 허혈시간을 감소 시킬수 있

으며 피판의 생존도 높일수 있다. 본 증례에서 비골피판의 혈관

경을 절단하고 피판을 잔존 상악과 관골에 고정 시키고 나서 안

면동맥에 연결 하기 까지의 허혈시간이 1시간 정도로 허혈시간

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이식한 비골피판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많

이 발표 되며 환자의 만족도 상당히 높다.4,9-18 비골피판을 이식 

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기간은 다양하며 최소 4개월의 치

유 기간을 기다린 뒤 식립하는 것이 추천된다. 본 증례에서도 비

골피판을 이식 한 뒤 4개월 반을 기다린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

였으며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피판을 거상 하였을 때 잔존 

상악골과 완전히 골결합이 된 비골피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임플란트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한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 치료 후 만족할 만한 기능을 보였으며 

수술전에 유동식만 하다가 보철 치료 후 정상 식이를 하게 되었

다. 환자는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권유 받았으나 시술 후 3년 

째 지방 거주 관계로 내원을 못하여 정기적인 치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주의염이 발생하여 이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잘 유지 되고 있다. 환자의 장기적인 

임플란트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치주 치료 및 관리는 필수 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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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상악의 결손에 3차원 모델 (3D RP model)을 이용한 재현수

술 (simulation surgery)은 수술중의 오차를 줄이고 수술시간

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유리비골피판과 치과임플란트를 이

용한 상악의 재건은 환자의 심미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구

강기능의 개선으로 정상적인 식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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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이성 간암이나 간 세포암과 같은 간 질환으로 인한 생체 간 

이식술의 수술 계획 및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 응고 치료의 효과

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산화단층촬영영상 (CT : computed to-

mography)에서 간 분할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다. 그러나, CT 영상에서 간은 심장, 위, 비장 등 주변 기관의 

밝기값과 유사하고, 사람에 따라 간의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할하는데 한계가 있다 (Fig. 1).

CT 영상에서 간을 자동으로 분할하는 기존 연구로는 밝기값 

및 기울기 기반 분할기법, 분류화 기반 분할기법, 형태정보 기반 

분할기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밝기값 및 기울기 

정보 기반의 분할기법은 주변 조직과 유사한 밝기값을 가지는 

부위에서 경계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할하기 어

려운 문제점을 가진다1-6 분류화 기반의 분할기법은 밝기값 정보

를 기반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간과 밝기값이 유사한 주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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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ZZFo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iver segmentation is difficult due to the variability of its shape across patients 
and similarity of the density of neighbor organs such as heart, stomach, kidney, and splee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ic 
segmentation of the liver using multi-planar anatomy and deformable surface model in portal phase of abdominal contrast-en-
hanced CT images.
MethodZZOur method is composed of four main steps. First, the optimal liver volume is extracted by positional information of 
pelvis and rib and by separating lungs and heart from CT images. Second, anisotropic diffusing filtering and adaptive threshold-
ing are used to segment the initial liver volume. Third, morphological opening and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are applied to 
multiple planes for removing neighbor organs. Finally, deformable surface model and probability summation map are performed 
to refine a posterior liver surface and missing left robe in previous step. 
ResultsZZAll experimental datasets were acquired on ten living donors using a SIEMENS CT system. Each image had a matrix 
size of 512 x 512 pixels with in-plane resolutions ranging from 0.54 to 0.70 mm. The slice spacing was 2.0 mm and the number of 
images per scan ranged from 136 to 229. For accuracy evaluation, the average symmetric surface distance (ASD) and the volume 
overlap error (VE) between automatic segmentation and manual segmentation by two radiologists are calculated. The ASD was 
0.26±0.12mm for manual1 versus automatic and 0.24±0.09mm for manual2 versus automatic while that of inter-radiologists was 
0.23±0.05mm. The VE was 0.86±0.45% for manual1 versus automatic and 0.73±0.33% for manaual2 versus automatic while that 
of inter-radiologist was 0.76±0.21%.
ConclusionZZOur method can be used for the liver volumetry for the pre-surgery planning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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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접해 있는 영역에서 정확하게 분할하기 어렵고 최적화하는

데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가지며7-10 형상정보 기반 

분할기법은 주변과 밝기값이 유사한 영역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분할될 수 있지만 간의 크기와 형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고, 특히 좌엽의 변이가 크기 때문에 훈련 집합의 형상정보

에 의해 분할 정확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계점을 가진다.11-17

본 논문에서는 간의 밝기값과 유사한 신장, 위, 비장과 같은 

주변기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단면도의 해부 정보를 사용하는 

주변기관 제거 기법을 제안하고, 서로 다른 환자간의 간 형상 및 

동일 환자의 각 슬라이스간 간 형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자동 분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변형모델과 확률 누

적맵을 통해 간의 형상이 다양하더라도 견고하게 분할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방     법 

본 논문의 제안방법은 최적볼륨영역 산정, 후보 간 영역 추

출, 주변기관 제거 그리고 간 외곽선 보정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

다 (Fig. 2).

첫째, 간 부위를 포함하는 최적의 간 볼륨을 추출하기 위하

여, 관상 단면도에서 밝기값 기반의 폐 및 심장 분할기법을 통해 

상단경계를 정의하고 골반뼈 및 갈비뼈 인식 기법을 통해 하단경

계를 정의하며, 축상 단면도에서 갈비뼈 인식 기법을 통해 측 면

경계를 정의한다 (Fig. 3).

둘째, 산정된 최적 간 볼륨에서 간 후보영역을 추출하는 초기 

간 볼륨 분할 기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등방성 발산 필터링18을 

통해 간의 밝기값 정보를 갖는 영역을 강조하고 적응적으로 산

출되는 임계치 값을 통해 초기 간 볼륨을 분할한다.

셋째, 밝기값 정보를 이용한 초기 간 분할 시 간과 유사한 밝

기값으로 표현되는 주변조직과 신장, 위 그리고 비장과 같은 주

변기관이 함께 검출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단면도에

서 해부 정보를 이용한 주변기관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축상 단

면도에서 간과 주변 기관들은 유사한 밝기값 정보를 가지고 있

을 뿐 아니라 서로 인접하여 나타나는 해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과 주변기관이 인접한 위치의 수직 단면도를 이용하여 

주변기관을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간 영역 주변의 작은 조직 및 

Fig. 1. 3The challenging issues of liver segmentation in abdomi-
nal contrast-enhanced CT image : (a) Intensity similarity of neigh-
bor organs such as heart, stomach, kidney and spleen (b) Vari-
ability of liver intensity across patients (c) Variability of liver shape 
across patients. 

Fig. 2. The pipeline of the proposed method for liver segmenta-
tion using multi-planar anatomy and deformable surface model in 
abdominal contrast-enhanced CT images.

Fig. 3. The definition of optimal volume circumscribing a liver: (a) 
side bounding is defined in middle axial plane, (b) lower bounding 
is defined in middle coronal plane, and (c) upper bounding is de-
fined in each coronal plane.

Fig. 4. The effect of neighbor organ elimination : (a) initial liver 
volume in axial plane, (b) elimination of the kidney in axial plane, 
(c) stomach and spleen are attached to the initial liver volume in 
axial plane, and (d) segmented liver after neighbor organ elimina-
tion.

Fig. 5. The results of proposed method in 2D and 3D views.



www.issisglobal.org 39

Automatic Liver Segmentation on Abdominal Contrast-enhanced CT Images for the Pre-surgery Planning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 Hong H, et al

신장 제거 과정은 축상 단면도에서 열림연산 (opening opera-

tor)을 통해 주변의 작은 조직을 제거하고, 연결영역 레이블링 

기법을 통해 가장 큰 간 영역을 추출함으로써 신장을 제거한다. 

비장 및 위는 축상 단면도에서 간과 인접하여 나타나는 반면 관

상 단면도에서는 간과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관상 단면도에

서 연결영역 레이블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비장과 위 영역을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Fig. 4).

마지막으로, 변형모델을 이용하여 간의 후표면을 부드럽게 보

정하고, 주변기관제거 단계에서 손실된 좌엽 부위를 검출한다. 

이 때, 변이가 큰 데이터의 경우 좌엽의 일부 영역이 주변기관으

로 인식되어 손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상 단면도에서 

분할정보를 통해 산정된 확률 누적맵을 이용하여 형상 변이가 

큰 간의 경계선을 보정한다. 

결     과

1. 실험 데이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SIEMENS CT로 촬영한 복부 

조영증간 영상으로 10명의 생체 간 기증자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해 보았을 때 남자 데이터는 6개 

여자 데이터는 4개로 실험하였고, 나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

류해 보았을 때 20~39세를 가지는 데이터는 7개 40~59세를 

가지는 데이터는 3개로 실험하였다. 영상 크기는 512 × 512, 픽

셀 크기는 0.54~0.7mm, 슬라이스 간격은 2.0mm이며 전체 

슬라이스는 136~229장이다.

2. 실험 결과

본 제안방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육안평가와 임상의

의 수동분할 결과와 제안방법간의 평균대칭표면거리와 중복볼

륨오류을 측정하였다. 육안평가는 2차원 분할결과와 3차원 표

면렌더링 결과를 통해서 심장, 신장, 위, 그리고 비장과 같은 간

과 밝기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주변기관의 경계선에서 정확하

게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 

정확성 평가 중 평균대칭표면거리는 두 명의 임상전문가가 수

동분할 한 결과와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자동 분할 한 결과인 간 

형상의 표면 거리를 식 1과 같이 측정한다.

이 때, S (A)는 자동 분할한 표면상의 정점을 나타내고, S (B)

는 수동 분할한 표면상의 정점을 나타내며, N (·)분할된 표면을 

구성하는 정점 수를 나타낸다. D (a,b)는 유클리디안 거리이다. 

실험 결과 수동분할1, 수동분할2, 자동 분할에 대한 외곽선 간 

평균 거리 차이와 표준편차는 수동분할 1 : 자동 분할에서 0.26

± 0.12mm, 수동분할2 : 자동 분할에서 0.24 ± 0.09mm, 그

리고 수동분할1 : 수동분할2는 0.23±0.05mm로 측정되었다. 

수동분할 간 차이는 0.3mm 이내의 작은 수치로 측정되었으며 

자동분할과 수동분할의 차이도 0.3mm 이내의 픽셀 크기보다 

작은 수치로 측정되어 제안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확성 평가 중 중복볼륨오류는 두 명의 임상 전문

가가 분할 한 결과와 제안방법을 적용한 결과의 볼륨 간 중복 

비율의 오류를 식 2와 같이 측정한다.

이 때, A는 자동분할 결과의 복셀 개수이고, B는 수동분할 

결과의 복셀 개수를 나타낸다. 측정된 중복볼륨오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자동분할 : 수동분할1에서 0.86 ± 0.45%, 자동분

Fig. 6. The accuracy evaluation of segment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comparison with the manually outlining results 
drawn by two radiologists according to symmetric surface dis-
tance and volume overlap error. (a) Average symmetric surface 
distance and (b) volume overlap error.

Fig. 7. Processing time per subject of proposed liver segmenta-
tion method in each step: optimal volume definition (2.26 sec.), 
initial liver volume segmentation (22.74 sec.), neighbor organs 
elimination (7.2 sec.) and liver border refinement (14.23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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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 수동분할2에서 0.73 ± 0.33%, 그리고 수동분할1 : 수동분

할2는 0.76 ± 0.21% 측정되었다. 중복볼륨오류 측정 결과 1% 이

내의 오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제안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분

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

본 실험은 인텔 코어 i7 920 2.6GHZ CPU와 4.0GB 메모리

를 장착한 PC에서 수행하였다. 제안방법의 평균 수행시간은 46

초 이고, 최적 경계영역 산정 단계에서 2.26초, 초기 간 분할 단

계에서 22.74초, 주변기관 제거 단계에서 7.20초 그리고 최종 

간 분할 단계에서 14.23초 소요되었다. 최적 경계영역 산정 단계

에서는 평균 2초 내외의 가장 짧은 수행시간만을 필요로 했으

며, 초기 간 분 할 단계에서는 비등방성 발산 필터링의 수행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수행시간을 필요로 했다 (Fig.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부 조영강조 CT영상에서 다단면도의 해부

학 정보와 변형모델 기반의 간 자동 분할 기법을 개발하였다. 간

의 밝기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주변 기관이 초기 간 영역으로 

검출되는 문제점은 다단면도의 해부학 정보를 이용하는 주변기

관제거 기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었고, 주변기관제거 기법 수행

시 간의 일부 영역이 손실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

한 간 경계선 보정 단계는 변형모델을 통해 간의 후표면을 부드

럽게 보정하였으며, 적합된 변형모델의 곡률정보를 이용하여 손

실된 좌엽의 위치를 검출하고 견고하게 분할하였다. 특히 해부

학적으로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간의 좌엽은 분할차이 누

적맵을 이용하여 간 경계선을 보정함으로써 정확하게 분할 할 

수 있었다. 제안방법의 정확성 평가 결과 평균대칭표면거리차이

는 0.31 ± 0.19mm로 한 개의 픽셀 크기보다 작게 측정되었고, 

중복볼륨오류는 0.86 ± 0.45로 1%이하의 수치가 측정되었다. 

또한, 제안방법을 적용한 자동분할의 수행시간은 평균 46초로 

1분 이내의 빠른 수렴을 보였다. 본 제안방법은 생체 간 이식술 

계획과 방사선 요법을 이용한 간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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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complete resection of a gastric tumor and adjacent 
lymph nodes dissection is considered the only proven, effective 
curative treatment option.1,2 For complete resection of the tu-
mor, preoperative surgical planning is very important. Diag-
noses through various imaging technology are replacing or 
supplementing invasive endoscopic and angiographic proce-
dures.3 By using images from computed tomography (CT), not 
only the disease extent, but also patient-specific anatomy can 
be obtained before the surgical procedure.4 The introduction 
of image-guided procedures has allowed the application of im-
age-guided surgery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for minimal-
ly invasive procedures.4,5 Recently, technical development of 
multidetector-row helical CT (MDCT) and 3-dimensional (3D) 
display represent significant advancement for preoperative stag-
ing and CT angiography for evaluation of perigastric vascular 
anatomy. Surgeon could get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vascular anatomy and design of minimal invasive surgery with 
minimal unexpected bleed loss.6 

Case Report

A 74-year-old male was visited out hospital with gastric can-
cer. He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due to abnormal finding at 
stomach that was found at routine health check-up. He had no 
symptom related stomach. He underwent esophagogastroduo-
denoscopy (EGD). Early gastric cancer, type IIb was found at 

Fig. 1. A 74-year-old male underwent EGD and early gastric can-
cer, type IIb was found at stomach antrum great curvatur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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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ach antrum great curvature side (Fig. 1).
Computed tomographic (CT) scan was performed for accu-

rate staging and preoperative planning. 64-detector row CT 
scanning (SOMATOM Sensation 64; Siemens Medical Solutions, 
Forchheim, Germany) was used. Before CT scanning, he received 
10 mg butylscopolamine bromide (Buscopan; Boehringer In-
gelheim, Ingelheim, Germany) intravenously through an ante-
cubital vein to minimize bowel peristalsis and facilitate hypoto-
nia. One and a half packs of gas-producing crystals (total 6 g) 
with a minimal amount of water (<10 mL) were administered 
orally immediately before CT scanning to obtain gastric disten-
tion. He received 150 mL contrast material (Omnipaque 300; GE 
Healthcare, Princeton, NJ, USA) intravenously using an automatic 
power injector at a rate of 3 mL/s. Scans were acquired in a cranio-
caudal direction with the following parameters: detector colli-
mation of 64 rows× 0.6 mm, 0.5-s gentry rotation speed, pitch 
1.0, and tube current of 120 kV (peak) and 160 mAs. A bolus-
tracking program was used to commence diagnostic CT data 
acquisition after the intravenous injection of a contrast agent. 
The region-of-interest cursor for bolus tracking was placed in 
the descending aorta at the level of the first lumbar vertebra for 
real-time serial monitoring. Early arterial and portal phase im-
ages were commenced at 6 and 55 s, respectively after the trig-

ger (trigger threshold level, 100 HU). Axial CT images were re-
constructed with a 1-mm section thickness and a 1-mm interval 
for 3D reconstruction, and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s were also generated from the source images. 

For 3D rendering and display, 1-mm section CT datasets were 
transferred to a workstation. Perigastric vessels encountered 
during gastrectomy were reconstructed using 3D software (Aquar-
ius NET thin-client viewer, TeraRecon, San Mateo, CA, USA). 
The measurement of the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s to 
specific vessels was made according to previous study.6 The 3D 
volume set was manipulated using a different orientation and 
cut planes by adjusting the window level, center, brightness, and 
opacity to best demonstrate vascular structures around the stom-
ach according to the operative view. MIP images were also used. 
Radiologist gave the information of location relation for peri-
gastric vessels (Fig. 2). 

At CT scan, primary stomach cancer lesion was not revealed. 
There was no significantly enlarged lymph node (LN) at region-
al area except small sized LNs. He had replaced Lt. hepatic ar-
tery arising from Lt. gastric artery (Fig. 2C). 

Surgeon got full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vascular anat-
omy before surgery. Surgeon performed routine robot assisted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with gastrojejunostomy with D-2 

Fig. 2. A 74-year-old male with stomach cancer, CT scan image was reconstructed by 3D volume rendering reconstruction, and maxi-
mum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s. Images were rotated for easy measurement of distance from reference point to interesting ves-
sel. (A) MIP image that shows CHA branches and omental branch. (B) Omental branch origin. (C) 3D volume rendering image shows 
presence of replaced Lt. hepatic artery from Lt. gastric artery. This image shows also direction and distance from reference point (bifur-
cation of splenic artery and CHA) to origin of LGA. (D) Infrapyloric artery is small branch of ASPDA. MIP image shows well the origin of 
this artery and distance from GDA bifurcation. (E) RGA is also very small to recognaze the origin from usual CT scan. This MIP image shows 
origin of RGA and distnace from GDA origin. (F) Vein shows variable variation. Relation of gastrocolic trunk. (G) MIP image shows LGV 
drains to splenic vein in front of splenic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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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dissection under the guidance of preoperative 3D CT imag-
es concurrent with the reconstruction of vascular images. Dur-
ing the operation, 3D reconstructed images from a preopera-
tive CT scan integrated into the robot console and aligned with 
the real-time surgical view using the TileProTM program. 
TileProTM is a multi-input display mode of the Robotic surgical 
system (da Vinci®; Intuitive Surgical, Sunnyvale, CA, USA) that 
allows the surgeon to simultaneously view up to two additional 
images as a picture-on-picture on the robotic console screen and 
assistant monitors. In this way, the 3D reconstructed and/or 
MIP images were simultaneously presented on the surgeon 
console in the same direction of the real-time surgical view.

Surgery took 4 hours and total blood loss was just 53 mml. 
This stomach cancer was EGC type IIc+IIa, tubular adenocar-
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pT1b. There was no metastatic 
LN. Replaced Lt. hepatic artery was confirmed during operation.

Discussion

Laparoscopic surgery is technically challenging and requires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local anatomy than conven-
tional open surgery. It may be helpful to preoperatively identify 
the perigastric vascular anatomy, including the right and left 
gastric artery, gastroepiploic artery, gastric vein and gastroepi-
ploic vein for laparoscopic gastrectomy.7-9 It is essential that the 
perigastric vessels should be confirmed first and ligated before 
dissecting lymph nodes. In this case, patient have replaced Lt. 
hepatic artery from Lt. gastric artery. We could know the presence 
of variation, distance and direction by 3D volume rendering 
image and MIP image, so surgeon could prevent accidental re-
move replaced Lt. hepatic artery that can cause hepatic isch-
emia (Fig. 2C). Vein have more variable variations at gastrocol-
ic trunk than artery. In this case MIP image shows the distance 
and direction of gastrocolic trunk (Fig. 2F). So surgeon could 
expect the operation field and prevent unexpected bleeding 
during dissection. If the ligation of perigastric vessels is not 
performed in advance, the vessels can be erroneously injured 
during the nodal dissection, leading to massive bleeding that 
will prevent the surgeon from having a good view of the opera-
tive field.10 Therefore, to safely ligate the arterial origins and 
veins and to dissect the lymph nodes under laparoscopic guid-
ance, 3D CTA before laparoscopic gastrectomy is considered to 
be useful.7,9,11 With conventional 2D reformat images we could 
know the presence of vessel variation, but these have limitation 
that cannot clearly show the direction of complex vessels. Further-
more, Lee et al. demonstrated that the mean operative time, mean 
blood loss and the rate of conversion to laparotomy due to uncon-

trollable hemorrhage tended to be lower in the preoperative 3D 
CT simulation group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with-
out the CT simulation.12 In this case, blood loss was just 53 ml. 

Conclusion 

2D conventional CT scan is routine process for preoperative 
evaluation of stomach cancer. This method has some limitations 
of perigastric vascular anatomy evaluation. Preoperative 3D 
CTA could show the presence of vascular variation and also show 
direction and distance of personalized vascular structure. There-
fore, preoperative 3D CT angiography could navigate the peri-
gastric vessel anatomy for surgical planning. With this, surgeon 
could know what will see at op felid and design sophisticated 
complete resection with minimal bleed loss and without time 
consuming. These results would lead to rapid patient’s recovery 
after surgery and less complication. Performing preoperative 3D 
CT angiography could be more effective and necessa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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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Simulation in Healthc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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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roscopy and minimally invasive procedures has provided many benefits for patients. This benefit aligns with the change in patient 
care, characterized by augmentation of patient expectations, appropriate emphasis on patient safety, and a call for competency-based 
training. This has also occurred during a period of change of global reduction in working hours for doctors in training.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based training has attempt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hile providing reproducible measures of technical perfor-
mance. Much work in this area is still required. Nevertheless, allowing surgical trainees to become proficient in surgical skills in a simu-
lated lab is an attractive option. It teaches the basic skills of instrument and tissue handling and also the operative steps. It offers con-
structive feedback, and poses no threat to patient safety. A wide variety of simulators are available, each offering different components 
of the operative procedure. Some offer manual dexterity training, while others provide sophisticated virtual reality imaging and the 
facility to measure ergonomics. Each simulator was subjected to rigorous construct and face validity testing before use in simulation labo-
ratories. Simulated-based training can be measured both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Objective measurements include operative time, 
quantified metrics such as path length, smoothness and number of movements, and operative hand dominance. Key performance in-
dicators and objective measured in simulated laboratories are easily reproducible in the live operating setting, but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measure quantified metrics. Clinical transferability can be demonstrated with animal models as a bridge to the human setting. The 
current lecture aims to examine the practice and evidence pertaining to simulation application in surgic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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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edical Standard; Over the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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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mages such as MRIs, X-rays and CT scans are two-dimensional (2D) imag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 cross sec-
tion of the inner human body. Using 2D images, 3D models that provide much more information than the 2D sources can be cre-
ated. The 3D models currently available run on different devices, different platforms and different software. Each system needs its 
own reconstruction and visualization steps. 
Therefore, the compatibility of 3D data is limited, in other words, the data is restricted to its originating system and doctors must 
have several different systems to view images of the same data. This is the reason of additional expenses for doctors and hospitals. 
In standardization of 2D medical images,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by the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standard for distributing and viewing any kind of 2D medical image (medical.nema.org/). However, the standardization 
of medical 3D models is not found yet. 
The standardization of medical 3D images is urgent needs for designing medical devices that use 3D models, for evaluating the 
stability of medical instruments that use the 3D model, or for evaluation of content and software producing or using medical 3D 
models. Therefore, our working group sponsored by the IEEE Computer Society, Practical Applications of 3D Medical Modeling, 
investigates technical standards for medical 3D images, which include medical 3D modeling, visualization, simulation, data stor-
age, and related fields.
However, there are no rules for structural rigging, joint range of motion, principles of movement, and so on. Recently, 3D medical 
simulation research has been trying different methods for defining these, with widely varying results. With the medical simulation 
methods we have defined, makers of simulation devices as well as medical software and hardware developers will have guidelines 
for reliable visualization, as well as providing identical conditions for simulation service providers to present to medical practitio-
ners for treatment and surgery planning.
In addition to medical 3D modeling, visualization, and simulation, our working group is planning for standards for medical 3D 
image storage, transmission, and related elements required for various medical uses, such as collaborative health care research and 
similar projects. This work is ongoing and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knowledge of medicine, engineering, soft-
ware development and assurance, and other related fields. The member of our international working group consists of physicians, 
computer scientists, animators, and mathematicians. We encourage interested parties to join us in this important ende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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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Guided Navigation for Non-Invasive Functional  
Neuromodulation Using Focused Ultrasound

Hyungmin Kim, Ph.D.
Center for Bionics,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IST), Seoul, Korea

IntroductionZZFocused ultrasound (FUS) is an emerging non-invasive neuromodulation modality, which has a superior spatial 
specificity and penetration depth over the other non-invasive neuromodulation techniques, such as transcranial magnetic stimu-
lation (TMS) or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Recently, low-intensity pulsed FUS was shown to either excite or 
suppress the region-specific brain functions in small animals (rodents and rabbits). In order to translate the neuromodulatory evi-
dences of FUS to large animals and humans, we were motivated to develop an image-guided navigation system, which can pro-
vide overlaid focal location of single-element FUS transducer in real-time onto the pre-acquired multi-modal neuroimaging data.
Materials and MethodsZZThe software was implemented in C++, based on an open source library (IGSTK: Image-Guided Sur-
gery Toolkit) and a cross-platform application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framework (QT, http://qt.nokia.com/). Multi-
modal neuroimaging data in DICOM format, e.g.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unctional 
MRI (fMRI), and diffusion tensor imaging (DTI), can be imported. The operator can define entry and target points of the desired 
sonication paths, based on the these anatomical and functional neuroimaging data, e.g. sonication path with minimal skull thick-
ness based on the CT data, an eloquent hand motor area identified via the fMRI by hand clenching task. The real-time spatial in-
formation of FUS transducers, reference tracker, and pointer are tracked by optical tracking camera (Vicra, Northern Digital Inc., 
ON, Canada). The real-time overlay of the sonication focus on pre-acquired medical imaging modalities can be provided, where-
by the focal location of the FUS transducer was pre-calibrated in term of optical tracking system.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sired sonication path (e.g. distance to target location) can be monitored while positioning the FUS transducer 
onto the specific area of the human brain.
ResultsZZAccording to the recent studies, the safe application of transcranial FUS to human brains seems promising by using 
low acoustic intensity and an appropriate pulsing scheme. The developed system will be useful in increasing accuracy in transcra-
nial FUS to humans, which can be potentially used for various neurotherapeutic applications. 



50

ABSTRACT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imulation Surgery  2014;1(1):50

  ISSN 2383-5389 

Introduction of Surgical Simulation for Remnant  
Pancreas-Reconstruction (Pancreaticojejunostomy, PJ)  
Following Pancreaticoduodenectomy

Chang Moo Kang, M.D.
Department of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ancreaticobiliary Cancer Clinic,  
Institute of Gastroenterology, Yonsei Cancer Center, Seoul, Korea

Pancreaticoduodenectomy (PD) is extensive and complicated surgical procedure. In the past, it was related to high mortality and se-
vere morbidity. However, with the advances of surgical techniques and perioperative management, PD has been regarded as safe and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and became standard surgical approach to treat periampullary pathologic lesions. PD consists of two dif-
ferent stages;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Especially, in reconstructive phase, managing remnant pancreas is a crucial step because 
this process usually requires highly delicate and complex surgical technique. In addition, surgical complication related to pancreatic 
reconstruction (postoperative pancreatic fistula, POPF) can result in prolonged hospital stay, increasing medical fee, hemorrhage, ab-
scess, and even 30-days mortality. Therefor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surgical simulation for understanding technical concept and 
improving surgical skill is very important to perform safe and reliable pancreaticojejunostomy (PJ) in clinical practice. However, there 
seems to be unmet needs in our clinical practice. Nearly none has been designed for this purpose. In this presentation, surgical simu-
lation model for PJ will be introduced and discussed for future application.

Surgical Simulation Model for 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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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Modelling of the Knee and Its Application

Young-Jin Seo,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Dongtan, Gyeonggido, Korea

IntroductionZZKnowledge of biomechanical properties of a cruciate ligament during knee motion is based mainly on in vi-
tro cadaveric or animal studies. However, the in vivo function of the ligament might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determined by in vitro experimen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hysiological loading environment. Although it is not 
simple to predict biomechanical parameters of the ligament that occur throughout the entire range of knee flexio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data will serve as a useful basis for improving ligament surgery by providing a more detailed biome-
chanical behaviour of the ligament during knee motion. Finite element analysis (FEA) offers the ability to predict many bio-
mechanical parameters including stress, strain and force within the reconstructed graft. Mathematical methods applicable 
to the soft tissue biomechanics of a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ed knee are presented in this paper
Process of 3D modelling and FEA of the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ed knee (Fig. 1, 2)
➢ Surface modelling based on images of living knee specimens : The DICOM images generated in the CT scan were conv-
ereted into STL files using AMIRA (VSG, USA) or MIMICS (Materialise, USA) program. 
➢ Solid modelling by reverse engineering : The surface model was expoted to a Rapidform (INUS, Korea).
➢ Virtual surgery by CAD (computer assisted design) tool : The CAD model was constructed by tunneling and graft inser-
tion by use of Rapidform (INUS, Korea) and Catia (Dassult, USA) program. 
➢ Reconstruction of Mesh model : A volume mesh consists of tetra- or hexa-hedral element was generated using Hypermesh 
(Altair Engineering, USA) or Abaqus (Dassult, USA).
➢ Boundary condition : Contact algorithm, material properties, simulation of the knee flexion. 
➢ Finite element analysis : Reaction forces and stress distribution within the graft were calculated using Abaqus (Dassult, USA).

Fig. 1. 3D modelling of the double bundle ACL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ed knee.

Fig. 2.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reconstructed ACL graft.

ConclusionsZZThe anatomically detailed ACL or PCL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ed knee could be analysed us-
ing a finite element model. Although this mathematical model is adequate for the study of stress and strain, the graft in this 
study was assumed as hyperplatic, homogenous, isotrophic and incompressible, which is not corresponding to a realistic bio-
mechanical condition.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graft material properties needs to be considered in future studies.



52

ABSTRACT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imulation Surgery  2014;1(1):52

  ISSN 2383-5389 

Virtual Reality Coming from Medical Images

Jinah Park, Ph.D.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Daejeon, Korea

Computer graphics deals with the computational generation of images and image sequences from given data stored in a virtual world, 
and visualization addresses the issues of casting data to suitable representations. Furthermore, computer haptics allow the users to feel 
by touch of the virtual objects. In this talk, I will overview the basic concepts in these disciplines for transferring the data in virtual 
world to something that human can perceive, and introduce the medical simulation related research work carried out at the Computer 
Graphics and Visualization Research Laboratory in KAIST. In specific, three following topics will be discussed:
1) Human organ modeling for computational analyses and simulation 
2) Virtual reality for training, and
3) Natural interaction for 3D manipulation

Bio:
Prof. Jinah Park received a B.S.E. (1988) in Electrical Engineering at the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and an M.S.E. (1991) and a 
Ph.D. (1996)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Philadelphia. Her major academic contribu-
tions are in the field of medical imaging, where she developed a computational technique to analyze cardiac motion from MR tagging 
data. Her recent work involves in developing a VR simulator for dental treatment with haptic feedback, as well as in understanding 3D 
interaction behavior in VR environment. S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t KAIST, and 
leading Computer Graphics and Visualization (CGV) research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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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canning Technology for Digital Dentistry

Minho Chang, Ph.D.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CAD/CAM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the dental industry due to recent improvements in materials, imaging, and information tech-
nology. The dental CAD/CAM process starts from capturing the tooth geometry by using various 3D scanning techniques. Based on 
such tooth geometry, the shape of prosthetics is then designed using CAD software, and the milling tool-path is generated by using 
CAM software. Finally a milling machine is used to cut ceramic blocks and turn them into prosthetics. 
3D scanning is a very important step in the process because the precision of dental CAD/CAM relies on the accuracy of the tooth ge-
ometry of a particular patient. There are three different approaches for capturing tooth geometry: scanning patients’ tooth directly, 
scanning the impression model, and scanning the stone model.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scanning technologies for three differ-
ent approaches, and the pros and cons of those in CAD/CAM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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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Validation of CAD/CAM Technology:  
From Virtual Set up to Indirect Bonding System

Jung-Yul Cha, M.D., Ph.D.
Department of Orthodont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Seoul, Korea

Computerized virtual dental models are currently available, and their use has started to improve treatment outcomes. The accuracy of 
digital models has been demonstrated by many studies and a digital model was combined with a high technology computer-driven 
system, which was developed for the application of a virtual teeth alignment and indirect bonding of orthodontic brackets. With this 
techn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plans of orthodontic patients can be made according to the final occlusion of virtual teeth align-
ment, and customized braces can be fabricated to optimize the final treatment goal for the patients’ individual skeletal pattern. Even 
though this goal-oriented treatment objective system using virtual model is an efficient diagnostic method to evaluate the reality of 
treatment goal, the studies for the validation of this system has not been done based on clinical outcomes.
In this section, virtual treatment planning using a virtual teeth alignment program will be introduced, and the clinical application 
and accuracy of computer-generated indirect bonding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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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pplication Ideas for Minimally Invasive Surgery

Kwang-Gi Kim
Biomedical Engineering Branch, National Cancer Center, Gyeonggi-do, Korea

Topic 1: Preliminary Study of Follow the Leader Based methods for Control of Snake-Like NOTES Platform: 

NOTES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is an emerging innovative surgical technique and new surgical method 
with many promising benefits. For NOTES, a highly dexterous tool is required. Hyper-redundant robots can offer such dexterity, but 
they require complex control algorithm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imple, but efficient semi-automatic algorithm to intuitively con-
trol hyper-redundant robots to perform NOTES. This would allow the surgeons to easily perform NOTES with a hyper-redundant ro-
bot. The snake robot has advantages of high transverse force and intuitive control. This new robot has clinical potential for transanal 
NOTES over conventional tools.

Topic 2 NCC Biopsy Robot II : another challenge with unique features

We present the NCC Biopsy Robot II, which is the sequel of SCARA-type NCC Biopsy Robot I, developed around 2010. While we 
trie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utomated biopsy in the previous version, NCC Biopsy Robot II offers at least three unique features as 
well a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other biopsy robots such as CT-compatibility. Firstly, it is the hybrid of serial and attachable 
type robots. Generally biopsy robot can take one of two major forms: serial and attachable. The serial type has good workspace with 
less stability, and vice versa for the attachable type. Secondly, the biopsy needle and the robot can be easily dividable using teleoperated 
clipper. This characteristic, which arouse from the analysis of clinical pathway for biopsy, completely removes the required presence of 
clinicians near CT system. We hope that the design of NCC Biopsy Robot II would be the declaration of NCC to become the leading 
research group in world’s medical robotics field.

Key words: NOTES, Hyper-redundant robot, Jacobian, Follow the leader algorithm, Damped least squares method, biopsy robot.

Topic 3: Biopsy gun for aspiration and drug medical device 

Tumor samples are required for pathological examinations, and different instruments are generally used to obtain samples of different 
types of tumors. Among the many methods available for obtaining tumor tissues, gun biopsy is widely used because it is much sim-
pler than incisional biopsy and can collect many more samples than aspiration biopsy. However, conventional biopsy guns cannot si-
multaneously perform biopsy aspiration, bleeding prevention, and marker injection.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biopsy gun that can 
simultaneously perform biopsy aspiration and sample collection, in addition to injecting a styptic agent and marker to prevent bleed-
ing and contamination in the biopsy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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