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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Digital dentistry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총괄적인 치료 프로세스를 이

르는 말로, 설계/제작 시간 단축, chair-side에서의 즉각적인 수정, 시술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술 정확도/고객의 만족감 상승, 작업 시간 단

축,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최근 치과 치료 분야의 

최대 이슈이다. 하지만 아직 프로세스 내에 아날로그적 요소가 남아있어

서 이러한 digital dentistry의 장점들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와 시술 주변 부위의 3D scan 데

이터를 바탕으로 dental implant를 자동으로 Transformation 하는 알고리즘

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digital dentistry를 통한 dental implant 디자인 

방법에서 아직 남아있는 아날로그적 요소를 줄여 최대한 사용자의 영향

이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구강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8개의 point를 기준삼아 SICP(Scaling Iterative Closest Point), new 3D 

Snakes 등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occlusal plane 등의 새로운 개념의 구

속조건을 정의하여 dental implant crown의 scale, rotation, translation 각각 

3개씩, 총 9개의 자유도를 얻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명확하

게 정의하였고, 그 결과로 안정적이고 빠르면서도 양질의 dental implant 

crown transformation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자동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인접치가 고려된 

디자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 알고리즘의 단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존 

보다 더 나은 교합과 심미성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Digital Dentistry, Dental CAD, Dental Implant Crown 
학  번: 201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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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최근 치과 분야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digital dentistry는 치과 

치료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상태 진단부터 보철 디자인, 제작, 

시술까지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Digital dentistry는 이전의 아날

로그적 프로세스에 비해 CT,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취득한 데이터와 

CAD/CAM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제작 시간 단축, chair-side에서의 즉각

적인 수정, 시술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술 정확도/고객의 만족감 상

승, 작업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현장의 

많은 치과들에 도입되고 있다[1, 2, 3].

  Digital dentistry가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dental implant 

restoration이다. 이 분야에서는 Figure 1에서와 같이 CT와 IOS(Intra Oral 

Scanner)를 이용한 CT image와 3차원 스캔 데이터 취득부터 CT viewer를 

이용한 시술 시뮬레이션과 surgical guide 디자인, CAD system을 이용한 

dental implant 디자인, RP(Rapid Prototyping)를 이용한 dental implant 제작

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

고 있다.

  현재 digital dentistry를 이용한 dental implant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3

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취득한 3차원 구강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CAD

로 작업하여 디지털 프로세스로 많이 전환되었지만, 디자인 도구만 CAD

로 바뀌었을 뿐, 사용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접 dental 

implant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 프로세스 내에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작업의 결과가 사용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아직 과도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dental implant 디자인 프로

세스 내의 아날로그적 요소의 잔존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dental implant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에 의존적일 수 있

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 2 -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다[4, 5].

Figure 1:  Dental implant restoration procedure for digital dentistry.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사용자의 개입을 줄여 아날로그적 요소를 줄이

면서도 쉽게 누구나 양질의 디자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와 시술 부위 주변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바

탕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몇 가지 feature point를 이용해 CAD 시스

템 상에서 dental implant crown의 translation, rotation, scale 3가지의 

transform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 구현하였고, 그 중 1st molar 

dental implant 치료 케이스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물을 예제로 본문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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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Background

  2.1 용어 설명

  본 논문의 이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치과 분야 용어들

을 본 챕터에 설명하였다. 먼저 Figure 2를 보면 구강 내에서 구강 중심 

쪽 방향을 mesial, 바깥 쪽 방향을 distal, 볼 쪽 방향을 buccal, 혀 쪽 방

향을 lingual이라고 한다. 각 치아는 그 치아를 가리키는 두 자리의 번호

를 가지는데 앞자리는 1부터 4까지 구강에서 치아의 위치(상악/하악, 좌/

우)를 나타내고, 뒷자리는 가장 mesial의 central incisor 부터 distal 방향을 

따라 차례대로 1부터 8까지 각 치아의 종류를 나타낸다. 

  

Figure 2: Names and numbers of teeth and distal/mesial, buccal/lingua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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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치는 어떤 치아의 mesial/distal 방향으로 바로 인접한 치아를 이르

며, 대합치는 입을 다물었을 때 접촉하는 치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Figure 2에서 16번 치아의 mesial 인접치는 15번, distal 인접치는 17번 치

아이고, 대합치는 46번 치아이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치아에서 맞은 편 치아로의 방향을 

occlusal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 각 치아는 occlusal, mesial, buccal axis를 

가진다. 치아의 feature 중 cusp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고 fissure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다. 각 치아는 최소 1개부터 최대 6개의 feature를 가

지는데 각각 feature의 위치에 따라 mesial/distal, buccal/lingual로 수식하여 

구분한다. 1st molar 의 경우 Figure 3h과 같이 mesial buccal/mesial 

lingual/distal buccal/distal lingual cusp과 mesial/distal fissure 6개의 feature를 

갖는다.

  

Figure 3: Names of axises and features of 1st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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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선행 연구

  현재 digital dentistry에서 dental implant를 CAD system으로 디자인 하는 

프로세스는 매우 보편화 되어있어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exocad[6](exocad GmbH Inc., Germany), Cerec[7](Sirona Dental Systems 

Inc., USA), E4D[8](D4D Technologies Inc., USA), DentCAD[9](Delcam Inc., 

UK) 등 여러 CAD 소프트웨어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

다. 대부분의 CAD 소프트웨어들은 사용자가 CAD 상의 tool을 이용해 

직접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dental implant를 디자인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6, 9], 몇몇 제품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치아의 dental 

implant를 디자인 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접치, 대합치 형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7].

  최근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방법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Rekow는 치료 공간

을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해당 crown 표준 모델을 불러와서 scale을 맞춰

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4], Reich는 대합치 형상에 따라occlusal 

point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5].

 Figure 4: Digital dentistry companies. (a) exocad[5], (b) Cerec[6], (c) E4D 
Dentist[7], (d) DentCA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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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Overview

  3.1 3차원 구강 스캔 데이터

  Digital dentistry에서의 dental implant restoration 과정에서 3차원 구강 

스캔을 하여 얻은 데이터는 치료 부위와 그 주변의 상태를 제공하기 때

문에 dental implant 디자인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 스캔의 범

위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스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캔 범위를 설정해야한다. 현재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3차원 구강 스캔 방법은 인상재를 통해 구강의 형상을 음

형으로 얻어내고 그 안에 석고를 채워 다시 얻어낸 양형의 형상을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스캔의 범위에 따른 시간, 비용의 증

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악 전체를 그 범위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디지털 구강 스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Intra Oral 

Scanner(IOS)를 이용한 직접 취득 방식은 스캔 범위에 따른 시간 증가가 

매우 커서 dental implant 디자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얻는 것

이 좋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료 치아의 인접치에 대한 3차원 스캔 

데이터만을 획득한 상태를 가정하여 차후 IOS의 보급화 이후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3.2 Dental Implant Design 방법론

  Dental implant를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요소는 교

합과 심미성이다. 교합이란 입을 다물었을 때 어떤 치아가 그 치아의 대

합치와 맞아 들어가 있는 접촉 상태를 의미하는데, 교합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으면 저작 활동에 문제가 생기며 dental implant에 지속적으로 

큰 힘이 가해져서 dental implant가 파괴되거나 턱에 고통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미성은 외관의 미적 기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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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주관적인 판단 요소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접치와 feature나 

면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속되는가로 평가한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3점 교합, 

Curve of Spee, Curve of Willson, cusp/fissure line 등이 있다. 3점 교합은 

Figure 5와 같이 치아가 교합 상태일 때 3점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치에

서 이상적이다는 내용이다. Curve of Spee는 Figure 6과 같이 얼굴의 옆

면에서 보았을 때 치아들의 cusp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

다. Curve of Willson은 Figure 7과 같이 어떤 치아의 occlusal 방향 면이 

얼굴의 좌/우 맞은편 치아의 occlusal 방향 면과 이루는 곡선을 의미한다. 

Cusp/fissure line은 Figure 8와 같이 occlusal 방향에서 보았을 때 각 치아

들과 인접치의 buccal cusp, fissure, lingual cusp을 잇는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위 요소들 중 Curve of Spee와 cusp/fissure line을 

고려하였다. 3점 교합은 최적의 접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 존재하

지 않아서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까다롭고, Curve of Wilson은 스캔의 

범위가 매우 넓어야 하기 때문에 3.1절에서 말했듯 프로세스에서의 시간

과 비용 문제로 제외하였다.

 

Figure 5: Tripodization.



- 8 -

Figure 6: Curve of Spee. 

Figure 7: Curve of Willson.

Figure 8: Cusp/fissure line. Red line – buccal cusp line, yellow line – 
fissure line, blue line – lingual cusp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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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Dental implant library

  Dental implant crown은 형상이 복잡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모든 CAD 

기반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미리 생성해놓은 dental 

implant crown library를 기반으로 이를 변형하여 최종 디자인을 얻는 방

식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작업으로 dental implant crown library를 생성하였다. 

Dental implant crown은 형상이 복잡하여 dental implant 디자인에 필요한 

axis나 feature들을 계산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미리 dental implant crown 표준 모델과 함께 저장해놓는 

것이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준다. Figure 9에서처럼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에 각 치아 마다 치아의 center point와 occlusal, mesial, buccal 3개

의 axis를 저장하였고, 치아의 형상적인 특징에 따른 cusp의 위치를 

Incisor 당 2개, Cuspid 당 1개, Bicuspid 당 4개, Molar 당 4개씩, fissure의 

위치를 구치 당 2개씩 저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st molar 케이스의 feature를 편의를 위해 Table 1과 같

이 명명하였다. 

Table 1. Feature naming of 1st molar 

Features Naming

Mesial buccal cusp mbc

Mesial fissure mf

Mesial lingual cusp mlc

Distal buccal cusp dbc

Distal fissure df

Distal lingual cusp 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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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ure 9:  Dental implant crown library. (a) Incisor, (b) Cuspid, (c) 
Bicuspid, (d) Molar. (blue line - occlusal axis, green line - mesial axis, red 
line - buccal axis, orange point - center point, cyan point - featu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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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Dental Implant Crown 자유도

  본 알고리즘에서는 시술 dental implant crown에 대해 translation, 

rotation, scale 3가지 transform을 수행하며, translation, rotation, scale 각각 

3개의 자유도를 가지므로 dental implant crown은 총 9개의 자유도를 가진

다.

  3.5 Reference Point 입력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각 인접치로부터 치료 치아에 가까운 쪽

의 buccal cusp, fissure, lingual cusp 1개씩과 abutment boundary 추출을 위

해 abutment 위의 point 2개를 입력받아 총 8개의 point를 이용한다. 본 

논문의 1st molar 케이스에서는 mesial 인접치가 2nd bicuspid, distal 인접치

가 2nd molar이므로 Figure 9의 (c)와 (d)를 참조하여 Figure 10와 같이 차

례대로 1st molar의 mesial 인접치 2nd bicuspid로부터 buccal cusp, distal 

fissure, lingual cusp을 입력받고, distal 인접치 2nd molar로부터 mesial 

buccal cusp, mesial fissure, mesial lingual cusp을 입력받는다. 이 feature들

의 이름은 Figure 10의 왼쪽 위의 설명과 같이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abutment 위의 두 point를 서로를 잇는 직선이 대략적으로 abutment의 중

심을 지나가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선택한다.

  인접치의 feature point는 두드러진 형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으며, abutment의 point는 본 알고리즘에서 민감하게 작용하

지 않으므로, 본 알고리즘의 결과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 12 -

Figure 10: Selection of features of adjacent teeth of 1st molar.

 

  3.6 Dental Implant Crown Design Process Overview

  본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는 총 9개의 자유도를 지니고 있는 implant 

crown을 3차원 구강 스캔데이터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dental implant 

crown의 자유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먼저 3.5절에서 선택한 두 인접치의 feature point와 각각의 치

아 종류에 해당하는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의 feature point를 이

용하여 dental implant crown library를 인접치 스캔 데이터에 근접하도

록 위치시킨다. 그 상태에서 SICP(Scaling Iterative Closest Point)[10]를 

수행하여 dental implant crown library를 인접치 스캔 데이터에 fitting

하고, 각각의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에 정의되어있는 occlusal 

axis, mesial axis 데이터를 이용해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rotation 

3자유도를 정의한다. 남은 자유도는 6개가 된다.

  (2) 3차원 mesh 데이터로부터 feature line을 추출하기 적합한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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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butment boundary를 추출하고, abutment 

boundary의 평균점을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초기 위치로 설정

한다.  

  (3) 다음으로 인접치들의 nmbc, nmlc, ndbc, ndlc, 총 4개의 cusp로

부터 PCA를 수행하여 그 point들을 지나는 best fitting plane을 계산

하고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translation을 구속할 수 있

는 occlusal plane 정의한다.

  (4) 시술 dental  implant crown에 저장되어 있는 feature point와 인

접치의 feature point의 위치를 비교하여 buccal cusp line과 fissure line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buccal 방향 

scale과 translation를 정의한다. 남은 자유도는 4개가 된다.

  (5)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이 occlusal plane에 접촉하도록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방향 translation을 정의한다. 남은 자유도는 

3개가 된다.

  (6)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이 양 인접치와 접촉하도록 implant 

crown의 mesial translation과 scale, occlusal scale을 변경한다. 남은 자

유도는 0개가 된다.

  (7) (4)-(6)의 과정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차례

의 iteration을 통해 수렴시킨다. 

  3.7 Operators

  본 논문에서는 dental implant crown transformation 각 단계에서의  

operation을 다음과 같은 operator를 사용해 표현하였다. 인자 중 ‘ax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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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implant crown에 저장되어있는 occlusal/mesial/buccal axis 중 한 가

지를, ‘vec’는 방향을 나타내는 vector를, ‘pt’는 위치를 나타내는 point를 

의미한다.

- min(a)

  a의 결과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 normalize(vec)

  ‘vec’을 normalize 한다.

- length(vec)

  ‘vec’의 length를 구한다.

- dot(vec0, vec1)

  ‘vec0’와 ‘vec1’의 dot product를 구한다.

- cross(vec0, vec1)

  ‘vec0’와 ‘vec1’의 cross product를 구한다.

- project(vec0, vec1)

  ‘vec0’을 ‘vec1’방향에 projection한 vector를 구한다. 

- project_to_plane(vec, axis)

  ‘vec’을 ‘axis’를 normal로 갖는 plane에 projection한 vector를 구한다.

- point_to_line_wrt(pt, line, axis)

  Figure 11과 같이 ‘pt’로부터 ‘axis’방향으로 ‘line’까지의 ‘axis’ 방향 

vector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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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e_to(pt)

  Center point가 ‘pt’와 일치하도록 dental implant crown을 translate 한다.

- translate_as(vec)

  Dental implant crown을 ‘vec’ 만큼 translate 한다.

- rotate_to(axis, vec)

  ‘axis’의 방향이 ‘vec’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dental implant crown을 

rotate 한다. 

- rotate_wrt(axis0, axis1, vec)

  ‘axis0’을 normal로 하는 평면에 ‘vec’를 projection한 결과와 ‘axis1’의 방

향이 일치하도록 dental implant crown를 ‘axis0’을 중심으로 rotate 한다.

- scale1D_as(ratio, axis)

  Dental implant crown을 ‘axis’ 방향에 대해서 ‘ratio’만큼 scale 한다.

Figure 11: return value of point_to_line_wrt(pt, line,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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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Process

  4.1 Occlusal/Mesial/Buccal Axis

  자동으로 dental implant crown을 디자인하는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사람

이 임상에서 주관적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과 달리 객관적으로 참조할 기

준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치과 시술에서는 occlusal 요소가 치아를 표

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며, 어떻게 치아의 occlusal 요소를 

얻어내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11, 12, 13].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는 occlusal axis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먼

저 결정하고 이후 다른 자유도들을 occlusal axis 방향을 고정한 채로 계

산해 나갈 것이다.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axis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치아의 연속성을 이용해 인접치의 occlusal axis를 보간하는 것이다. 박형

욱은 CT 데이터를 이용하여 dental implant 시술 simulation을 하는 과정에

서 CT 데이터로부터 인접치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고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14]를 수행해 얻은 인접치의 occlusal axis를 보간하

여 치료 치아의 occlusal axis를 구하고 있다[15]. 하지만 CT 데이터는 치

아의 뿌리까지 온전하게 나타나있어 PCA를 통해 1st eigen vector로부터 

occlusal axis를 찾아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3차원 구강 스

캔 데이터는 치아의 데이터가 잇몸 부분 안쪽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인접치에 해당 치아의 dental implant crown library

를 SICP[10]를 통해 fitting 하여, fitting된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의 

occlusal axis를 보간하여 치료 치아의 occlusal axis를 구하였다. 

  SICP는 3차원 점군 데이터를 fitting 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ICP[16]

에 scale factor가 추가된 알고리즘으로, input으로 주어진 점군 데이터를 

fitting 대상이 되는 model 점군 데이터에 가장 최적으로 fitting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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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rotation, scale을 얻을 수 있다. SICP는 앞의 세 가지 변환만 

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가 동일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닐 경우 

fitting 자체의 결과는 뛰어나지 않지만, deform이 일어나는 다른 fitting 

방법들과는 달리 deform이 생기지 않아 점군 데이터의 변환에 맞춰 axis, 

feature point 등 다른 데이터들의 정확한 변환이 가능하다. 더불어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와 3차원 구강 스캔데이터의 치아 데이터는 scale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fitting 가능한 SICP가 본 알고리

즘에 이용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SICP 알고리즘을 간단히 

pseudocod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nput

  input 점군 데이터 1{ } pN
iiP p =

ur
@ , model 점군 데이터 1{ } mNi iM m =

ur
@

Initialize

  Scale matrix 0S  = I(3, 3), rotation matrix 0R  = I(3, 3), translation 

vector  0t
r

= O(3, 1)로 각각 초기화한다. S 의 범위 min,es , max,es 를 각 축 

{ , , }e x y z=  마다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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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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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Get R  : Covariance matrix H 과 H 의 SVD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1 pN

ik n i
ip

q n
N =

= åH S
r r

= LH U V

H 로부터 ,k nR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
T

k n =R VU

Get S  :　 ,k nS 을 ,k nR 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in, max,[ , ] 1 1
arg min

p p

e e

N N
T T
ie e ei i i

s s s i i
s s n q q q

Î = =

= -å åRE E
r r r r

( (0,...,0,1,0,...,0), ( 1, 2,... )e diag e m= =E )

until n이 maximum iteration number에 도달

===========================================================

Get t
r

 : kt
r

를 kS , kR 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1 1

1 1p p

k

N N

k c i k k i
i ip p

t m p
N N= =

= -å åR S
r ur ur

===========================================================

until k가 maximum iteration number에 도달

Output 

  Scale matrix kS , Rotation matrix kR , translation vector kt
r

n과 k의 maximum iteration number는 5.1절에서 실험을 통해 다루었다.

  SICP는 fitting 시킬 두 데이터간의 초기 위치와 방향이 크게 차이 나

면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SICP 전에 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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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한 3차원 구강 스캔 데이터의 특성 상 

occlusal axis가 상악일 경우 (0, 0, -1), 하악일 경우 (0, 0, 1)과 비슷하다

는 점을 이용하여 temp occlusal axis를 얻었다. 대체적으로 고정된 작업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temp occlusal axis 획득 방법이 가능하

다. 다음으로 Figure 12에서처럼 distal 인접치와 mesial 인접치 사이에 같

은 종류의 feature point를 서로 잇는 벡터를 평균내고 normalize 하여 

temp mesial axis를 얻었다. 양 인접치에 해당하는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의 occlusal/mesial axis가 temp occlusal/mesial axis와 평행하도록 

dental implant crown을 rotation 하고, 인접치의 feature point 평균점과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에 저장되어있는 해당 feature point 평균점을 

일치시키도록 translation 시키면 Figure 13과 같이 초기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Mesial 인접치의 경우를 operator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operation :

  rotate_to(occlusal axis, temp occlusal axis)

  rotate_wrt(occlusal axis, mesial axis, temp mesial axis)

  pt0 = nmbc + nmf + nmlc

  pt1 = mbc + mf + mlc

  vec = pt0 - pt1

  translate_as(vec)

Distal 인접치의 경우는 nmbc -> ndbc, nmf -> ndf, nmlc -> ndlc, mbc -> 

dbc, mf -> df, mlc -> dlc 로 바꾸어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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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emporary mesial axis from feature points.

Figure 13: Initial position of S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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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sult of SICP.

  

  초기 위치를 잡은 후 SICP를 수행하면 Figure 14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mesial occlusal axis와 distal occlusal axis를 평균하

여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axis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occlusal axis가 결정되면 occlusal axis를 축으로 하는 한 방향 rotation만이 

남게 된다. 

operation:

  vec = normalize(mesial occlusal axis + distal occlusal axis)

  crown_rotate_to(occlusal axis, vec) 

  이 상태에서 mesial axis를 결정하기 위해 역시 mesial mesial axis와 

distal mesial axis를 평균하여 이를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axis에 수직인 평면으로 projection 시키고, 이렇게 얻어진 projected mesial 

axis와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mesial axis가 일치하도록 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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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crown을 rotation 한다. 이렇게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axis

와 mesial axis가 결정되면 두 axis의 cross product로 buccal axis도 결정되

고 모든 rotation이 정의되어 총 9개의 자유도 중 6개가 남게 된다. 

operation:

  vec = normalize(mesial mesial axis + distal mesial axis)

  crown_rotate_wrt(occlusal axis, mesial axis, vec)

  buccal axis = cross(occlusal axis, mesial axis)   

  4.2 Abutment Boundary 추출

  Dental implant가 시술될 부위에 식립되어 있는 abutment boundary는 

dental implant의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고 차후 dental implant 전체

를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dental implant의 inner part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진규의 3D Snakes 알고리즘(이하 new 3D Snakes)[17]

을 이용하여 식립 위치의 abutment boundary를 추출하고 abutment 

boundary의 평균점을 이후 알고리즘에 이용하기 위한 crown의 위치로 설

정하였다. 

  new 3D Snakes는 기존의 3D Snakes 알고리즘[18]과 달리 3차원 mesh 

상에 존재해야 하는 구속조건에서 벗어나 3차원 공간을 탐색하며 feature

를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abutment 

boundary는 주변에 비해 볼록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curvature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3차원 공간을 움직이면서 이러한 feature로 수렴할 

수 있도록 new 3D Snakes는 기존의 energy factor에 direction factor를 곱

한 force 개념을 도입하여 매 iteration 마다 force의 영향을 받아 다음 

step의 위치로 이동한다. new 3D Snakes의 force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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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int int( ) ( ) ( ) ( ) ( ) ( ) ( ) (1)snake i i i curv curv i curv i grav grav i grav iF w E w E w E= + +v v D v v D v v D v

  (1)에서 F는 force, w는 weight, E는 energy, D는 direction, v는 new 3D 

Snakes spline 상의 점들을 의미하며 int는 internal, curv는 curvature, grav

는 gravity를 의미한다.

  Internal 항은 Figure 15(a)와 같이 spline 자체의 탄성을 의미하며,

2 1 1
int 1 1 int

1 1

2( ) | 2 | , ( )
| 2 |

i i i
i i i i i

i i i

E + -
+ -

+ -

- +
= - + =

- +
v v vv v v v D v
v v v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urvature 항은 Figure 15(b)와 같이 spline iv 로부터 가장 가까운 feature 

point로의 force를 의미하며 

,
,

,

( ) ( ), ( )
| |
closest i i

curv i closest i curv i
closest i i

E C
-

= =
-

f v
v f D v

f v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는 curvature, f는 feature point를 나타낸다. 여

기서 curvature와 feature point는 사용자에 따라 임의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각각 gaussian curvature[19]와 ridge point[20]를 이

용하였다.

Gravity 항은 Figure 15(c)와 같이 spline iv 주위의 가장 강력한 feature 

point 로의 force를 의미하며 

,
,

,

( ) ( ), ( )
| |
greatest i i

grav i greatest i grav i
greatest i i

E C
-

= =
-

f v
v f D v

f v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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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5: Each force terms of new 3D Snakes. (a) Internal force. (b) 

Curvature force. (c) Gravity force.



- 25 -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abutment 위의 두 점을 지름으로 하고 시

술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axis를 normal로 하는 원형의 new 3D 

Snakes을 Figure 16 (a)와 같이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new 3D Snakes

를 식 (1)의 force에 따라 매 iteration 이동시키면 abutment boundary에 

Figure 16 (b)와 같이 수렴한다. 이렇게 얻은 abutment boundary의 평균점

을 구해 Figure 17과 같이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center가 abutment 

boundary의 평균점에 위치하도록 translation한다.

  

(a)                               (b)

Figure 16: Abutment boundary extraction. (a) Initial new 3D snakes. (b) 

Converged new 3D snakes.

Figure 17: Initial crow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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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Occlusal Plane

  Curve of Spee는 Figure 6과 같이 얼굴의 옆면에서 보았을 때 치아들의 

cusp 높이가 고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occlusal 방향 translation과 관련된다. Curve of Spee를 고려하여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occlusal 방향 translation을 구속하기 위해 occlusal 

plane을 정의하였다. 

  Occlusal plane은 nmbc, nmlc, ndbc, ndlc, 총 4개의 cusp의 좌표를 이용

해 PCA를 수행하여 가장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3번째 eigen vector로 

occlusal plane의 normal을 정의하고, occlusal plane이 모든 인접치의 교두

들 보다 occlusal 방향 기준으로 위에 있도록 occlusal plane에 속하는 

point를 하나 정의하여 Figure 18와 같이 구하였다. PCA를 이용하였기 때

문에 특별히 높은 cusp이 있는 경우에도 그 영향으로 인해 occlusal plane

의 normal이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진다거나 하지 않는다.

Figure 18: Occlusal plane. (orange rectangle – occlusal plane, orange line – 
occlusal plan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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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ve of Spee를 바로 정의하여 occlusal 방향 translation을 구속하지 않

는 이유는 실제 치아에서는 Figure 6과 같은 이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lingual cusp이 buccal cusp보다 occlusal 방향으로 높은 경우가 있어 단지 

Curve of Spee로만 정의할 경우 인접치의 lingual cusp으로 인해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buccal cusp이 영향을 받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4 Buccal Scale, Translation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에서는 feature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buccal cusp line, fissure line, lingual cusp line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 

buccal cusp line은 대합치의 fissure와의 교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타

인에게 보이기도 쉬워 심미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Fissure line 역시 대

합치의 cusp과 맞닿는 위치로 교합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lingual 

cusp line의 경우 대합치와의 교합도 일어나지 않고 타인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buccal cusp/fissure/lingual cusp line은 buccal 

방향의 요소에 영향 받기 때문에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buccal 방

향 scale과 translation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scale과 translation

만을 이용해서 2개의 라인에 2개의 점을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3

개의 라인에 3개의 점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위의 세 line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은 lingual cusp line을 무시

하고 buccal cusp line과 fissure line만 고려하여 buccal scale, translation을 

구하였다.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mbc/dbc, mf/df는 Figure 19와 같이 각각 

buccal cusp/fissure line에 수렴하여야 한다. 이 때 buccal 방향 scale과 

translation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feature와 line 사이의 buccal 방향 거리를 

기준으로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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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buccal scale은 occlusal axis에 projection 시킨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mbc – mf 사이의 거리와 dbc – df 사이의 거리의 평균이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center로부터 buccal cusp line의 buccal 방향 거리와 

center로부터 fissure line의 buccal 방향 거리의 차와 같아지도록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을 center를 중심으로 buccal 방향 scale을 한다. 이 때 

center로부터 buccal cusp line/fissure line의 buccal 방향 거리는 center로부

터 (nmbc, ndbc)/(nmf, ndf)까지의 buccal 방향 거리의 선형 보간으로 표현

이 가능하다. 이 때 center는 대략적으로 (nmbc, ndbc)/(nmf, ndf)의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1:1로 보간한다.

operation:  

  length_feature = (length(projection(mbc – mf, buccal axis)) +

   length(projection(dbc – df, buccal axis))) / 2

  length_line = ((length(projection(mbc – center, buccal axis)) +

       length(projection(dbc – center, buccal axis))) - 

              (length(projection(mf – center, buccal axis)) +

       length(projection(df – center, buccal axis)))) / 2 

  ratio = length_line / length_feature

  scale1D_as(ratio, buccal axis)

  다음으로 mbc – buccal cusp line, dbc – buccal cusp line, mf – fissure 

line, df – fissure line 사이의 buccal 방향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을 translatio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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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lationship between buccal cusp line/fissure line and features on 

crown. (yellow line – buccal cusp line, purple line – fissure line.)

operation:

  buccal cusp line = normalize(nmbc – ndbc)

  fissure line = normalize(nmf – ndf)

  vec_mbc = point_to_line(mbc, buccal cusp line, buccal_axis)

  vec_dbc = point_to_line(dbc, buccal cusp line, buccal_axis)

  vec_mf = point_to_line(mf, fissure line, buccal_axis)

  vec_df = point_to_line(df, fissure line, buccal_axis)

  vec_dist = (vec_mbc + vec_dbc + vec_mf + vec_df) / 4

  translate_as(vec_dist, buccal axis)

  

  그 결과는 Figure 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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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Result of buccal scale and translation. (yellow line – buccal cusp 

line, purple line – fissure line.)

  4.5 Occlusal Translation

  시술 dental implant crown 중 어느 한 cusp만이 4.3절에서 구한 occlusal 

plane에 접촉하도록 occlusal 방향 translation을 한다. Figure 2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feature point가 occlusal plane에 접촉하기 위한 occlusal 방향 

translation을 총 4가지 cusp mbc, dbc, mlc, dlc 에 대해 구하고 그 중 가

장 작은 값으로 occlusal 방향 translation 한다. 

operation:

  for (t = mbc, dbc, mlc, dlc) 

  t = (dot(n, b) - dot(n, p)) / dot(n, a)

  translation_as(min(t) * occlus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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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alculation of occlusal translation. 

 Figure 22과 같이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의 한 cusp만 occlusal plane과 

접촉하고 나머지 cusp들은 occlusal plane 아래에 있게 된다. 이를 통해 

cusp line의 occlusal 방향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Figure 22: Result of occlusal translation. (orange line –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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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Mesial Scale, Translation, Occlusal Scale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은 mesial/distal 인접치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도 가능한 최대의 mesial, occlusal 방향 scale을 가져야 한다. 이는 약간이

라도 침범하게 되면 시술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시술 후 고통, dental 

implant의 파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공간이 남을 경우 이물질 

침투, 비정상적 저작활동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이 mesial/distal 인접치와 각

각 한 점에서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Occlusal 방향 scale은 최종적으로 dental implant가 디자인 될 때 

implant crown 뿌리 부분이 abutment boundary 와 merge 되도록 변형되기 

때문에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에 있어서 occlusal 방향 scale은 큰 이

슈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occlusal 방향 scale에 적당한 값을 적용하기 

위해 mesial 방향 scale과 동일하게 scale 한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mesial 방향 scale과 

translation, occlusal scale을 구하기 위해 dental implant crown이 두 인접치 

중 가까운 한 점에서만 접촉하도록 mesial/occlusal 방향 scale을 한 후에 

접촉한 인접치가 mesial 인접치면 distal 방향으로 translation, distal 인접치

면 mesial 방향으로 일정 거리 translation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

으로는 dental implant crown이 양 인접치에 모두 접촉한 상태로 수렴하도

록 하였다. Figure 23을 통해 본 과정을 한 번 반복하는 동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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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3: One cycle of mesial scale and translation. (a) Initial position. (b) 

After mesial scale. (c) After mesial translation.

  Mesial/occlusal scale은 Figure 23과 같이 dental implant crown의 모든 점

과 인접치의 모든 면에 대해 어떤 점이 인접치의 한 면에 접촉하도록 하

는 scale value를 구하고, 그 중 scale을 통해 면에 projection한 결과가 면

의 내부에 포함되어 실제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중 가장 작은 scale 

value로 결정한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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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alculation of mesial scale.

operation:

  for (v0, v1, v2 = vertices of all facet of adjacent teeth)

  for (p = all points of dental implant crown)

v0_c = v0 – c

  v1_c = v1 – c

v2_c = v2 – c

x = (dot(n, v0_c) / dot(n, p)) * p

x0 = x – v0

x1 = x – v1

x2 = x – v2

e0 = v1 – v0

e1 = v2 0 v1

e2 = v0 – v2

if (dot(cross(e0, x0), cross(e1, x1)) > 0

&& dot(cross(e1, x1), cross(e2, x2)) > 0

&& dot(cross(e2, x2), cross(e0, x0) > 0)

s = dot(n, v0_c) / dot(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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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_1D(mesial axis, min(s))

  scale_1D(occlusal axis, min(s))

  수렴 결과는 Figure 25과 같다. 인접치와 한 점에서 접촉하고 있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5: Result of mesial scale, translation and occlusal scale.

  4.7 수렴 및 Occlusal Scale

  위의 4.4-4.6의 과정은 buccal cusp line과 fissure line의 평행하지 않음, 

occlusal plane normal과 occlusal axis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독립적이

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과정으로 인해 시술 dental implant crown이 

변경되면 나머지들의 결과도 변하기 때문에 위의 4.4-4.6 과정을 iteration 

시켜 수렴하도록 한다. 대체적으로 3~4회 내에서 오차범위 내로 수렴한

다. 그 결과 얻은 dental implant crown 최종 디자인은 Figure 2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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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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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26: Final result of this algorithm. (a) Buccal view. (b) Lingual view. 

(c)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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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결과

  5.1 SICP 수렴, 일관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SICP를 통해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의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되는 occlusal axis를 계산하였다. 이에 대한 수렴도 측정과 신

뢰성 검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n maximum iteration number

  SICP의 iterator n는 scale matrix ,k nS 와 rotation matrix ,k nR 가 서로 의

존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렴시키기 위한 iteration이다. 실험을 통해 몇 번

의 iteration을 거치면 데이터가 수렴하는지를 Table 2와 같이 확인하였다.

Table 2. Difference of norm of ,k nS  and ,k nR  by iterator n. 

(Norm : Frobenius norm)

n Norm( ,k nS - ) Norm( ,k nR - )
1 0.070813 0.070813
2 0.00037 0.073456
3 2.17E-06 0.074759
4 1.47E-08 0.074761
5 1.02E-10 0.074761

3번의 수렴 만에 kS 가 오차범위내로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R

는 수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SICP 알고리즘 내의 Scale factor 

minimum, maximum constrain으로 인해 생기는 고정적인 오차로 사실상 

수렴한 상태이다. 따라서 3회의 iteration이면 ,k nS , ,k nR 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n maximum iteration number를 4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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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k maximum iteration number

  SICP의 iterator k는 새롭게 설정된 scale, rotation, translation을 적용한 

후 다시 input 데이터와 model 데이터의 correspondence를 정의하여 더 향

상된 결과를 얻기 위한 iter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occlusal axis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rotation matrix kR 을 occlusal 

axis에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해 몇 번의 iteration을 거치면 데이터가 

수렴하는지를 Table 3과 같이 확인하였다.

Table 3. Difference of occlusal axis result by iterator k. 

k Occlusal axis Diff. of angle by k (º)
1 (0.0116, -0.0024, -0.9999)
2 (0.0094, -0.0054, -0.9999) 0.213159
3 (0.0062, -0.0060, -1.0000) 0.186576
4 (0.0102, -0.0062, -0.9999) 0.229509
5 (0.0079, -0.0077, -0.9999) 0.157333
6 (0.0082, -0.0071, -0.9999) 0.038437
7 (0.0078, -0.0076, -0.9999) 0.036689
8 (0.0090, -0.0077, -0.9999) 0.068993
9 (0.0090, -0.0080, -0.9999) 0.017189
10 (0.0094, -0.0076, -0.9999) 0.012811

결과가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k 

maximum iteration number를 10으로 설정하였다.

  (3) SICP 일관성

  SICP 알고리즘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point에 따라 초기 위치나 각

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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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point를 입력받아 인접치의 occlusal axis 결과

를 얻는 과정을 15회 수행하여, 매 수행마다의 결과 차이를 Table 4과 

같이 실험하여 SICP의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사용자는 Figure 9를 참조하

여 본인의 판단에 따라 point를 입력하였다.

Table 4. Difference of occlusal axis result of for different input. 

(-0.0107, -0.0172, -0.9997) Average occlusal axis

Occlusal axis Diff. angle with AVG. (º)
(-0.0091, -0.0177, -0.9998)
(-0.0163, -0.0136, -0.9997)
(-0.0111, -0.0148, -0.9998)
(-0.0124, -0.0254, -0.9995)
(-0.0050, -0.0173, -0.9998)
(-0.0106, -0.0192, -0.9997)
(-0.0088, -0.0169, -0.9998)
(-0.0110, -0.0135, -0.9998)
(-0.0164, -0.0185, -0.9996)
(-0.0114, -0.0154, -0.9998)
(-0.0109, -0.0193, -0.9997)
(-0.0096, -0.0175, -0.9998)
(-0.0116, -0.0159, -0.9998)
(-0.0079, -0.0179, -0.9998)
(-0.0080, -0.0154, -0.9998)

0.2469
0.4477
0.2746
0.5333
0.4018
0.2578
0.2584
0.3188
0.4079
0.2516
0.2548
0.2322
0.2446
0.2824
0.2956

Average 0.3139
Standard Deviation 0.0907

Maximum 0.5333

평균 0.31º, 최대 0.53º 정도의 차이로 결과가 나와 충분히 일관적인 output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SICP 타당성

  SICP로 획득한 인접치의 occlusal axis 방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다룬 case의 distal 인접치인 2nd molar의 occlusal axis에 대해 dental 

implant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치기공사 3명의 결과의 평균과 본 알고리즘을 

15회 수행하여 얻은 결과의 평균을 Table 5와 같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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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occlusal axis result between experts and this study. 

Occlusal axis

Experts

This study

(-0.0091, -0.0177, -0.9998)

(-0.0163, -0.0136, -0.9997)

Diff. of angle (º) 0.9655

평균적으로 약 0.97º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작업 속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dental implant를 디자인하는 CAD software

인 exocad를 이용한 작업 속도와 본 연구에서의 작업 속도를 비교하였

다. exocad를 이용한 전문가의 transform 작업 속도는 평균적으로 30초 정

도 소요되었으나,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업 속도는 평균 10초 

정도로 작업시간이 매우 단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5.3 Dental Implant Transformation 결과 타당성 평가

  본 알고리즘의 dental implant crown transformation 결과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다룬 1st molar case에 대해 dental implant 디자인

을 전문으로 하는 치기공사 3명의 결과의 평균과 본 알고리즘을 15회 수행

하여 얻은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여 Table 6과 같이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

  Translation 결과는 두 결과 사이의 거리차이를, rotation 결과는 

buccal/mesial/occlusal axis 사이의 각도 차이를, scale 결과는 

buccal/mesial/occlusal scale 사이의 오차율을 통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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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of dental implant crown transformation result between 

experts and this study. 

Experts This study
Diff. btw. Exp. 
and This study

Diff. 
type

Translation
x
y
z

6.2521
-59.2323
33.7516

6.4569
-59.2452
33.4191

0.3907 distance
(mm)

Rotation

      x
buccal y
      z

x
mesial y

z

x
occlusal y

z

0.9314
0.3527
-0.0900

-0.3585
0.9316
-0.0597

-0.0627
-0.0878
-0.9942

0.9326
0.3605
-0.0178

-0.3608
0.9327
-0.0045

-0.0150
-0.0101
-0.9998

4.1567

3.1679

5.2136

angle
(º)

Scale
buccal
mesial

occlusal

1.0199
0.9226
1.0000

1.0428
0.9343
0.9343

2.2463
1.2733
6.5693

error 
rate
(%)

  Translation은 두 결과의 거리 차이가 0.3907mm, rotation은 두 결과의 

buccal/mesial/occlusal axis 각도 차이가 4.1567º, 3.1679º, 5.2136º, scale은 

두 결과의 buccal/mesial/occlusal 전문가 결과 기준 오차율이 2.2463%, 

1.2733%, 6.5693%로 나타났다.

  Translation은 준수한 수준의 타당성을 보여줬으나, rotation에서는 평균 

약 4º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타당성이 약간 부족한 수준의 결과이

지만 SICP 결과에서 전문가와 본 알고리즘의 차이가 약 1º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보다는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의 1st 

molar buccal/mesial/occlusal axis 값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Scale에서는 

occlusal scale이 큰 오차율을 보였으나, 이는 4.6절에서 언급하였듯이 occlusal 

scale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작업에서 전혀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Occlusal scale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 약 1.7% 정도의 차이를 보여 준수한 

수준의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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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dental implant crown library와 시술 부위 주변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로부터 8개의 point를 입력받아 CAD 기

술을 이용해 dental implant crown의 transform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알고

리즘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새롭게 SICP, new 3D Snakes 등의 알고리즘

을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에 적용하였고, dental implant crown 디자

인에 적용될 수 있는 occlusal plane 등을 3차원 구강 스캔데이터 상에서 

정의하였다.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총 8개의 point 중 2가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머지 6개는 치아에서 육안으로 매우 명확하게 찾을 수 있

는 feature point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전문성과 크게 관련 없이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point 입력 후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어 작업 

속도에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자동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접치가 고려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알고리즘의 단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심미성과 교합을 제공할 것이다.

  아직 8개의 point 입력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차후 인

접치의 feature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사용

자의 입력도 생략되어 데이터로부터 바로 dental implant crown 디자인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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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utomatic Algorithm for Transformation of 
Dental Implant Crown using 3D Oral 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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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igital dentistry, a comprehensive dental treatment process which uses digital 

technologies,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dentistry for various reasons 

such as reduction in design and manufacturing time, real time modification at the 

chair-side, improvement of surgical operation results through simulation, etc. 

Although well established, there still remain many analogue factors in digital 

dentistry, which need to be automatized. This study proposes an automatic dental 

implant crown transformation algorithm which can remove human influence on the 

result of dental implant design by reducing such analogue factors.

  This study proposes a step by step algorithm that allows scale, rotation, and 

translation of the dental implant crown in all three axis. Eight user-selected 3D oral 

scan data points are used as reference with the application of SICP, new 3D Snakes 

algorithm along with the occlusal plane concept. As a result, the proposed algorithm 

showed fast and stable dental implant crown transformation with high quality. The 

proposed algorithm is meaningful in designing dental implant crown without the 

need of statistical data. This paper will give a better approach to simplify dental 

implant crown design algorithms and results that has more occlusion and beauty.

Keywords: Digital Dentistry, Dental CAD, Dental Implant Crow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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