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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상유도시술, 로봇 수술과 같이 정확도를 

중시하는 수술 법은 수술 전 촬영한 환자의 

Computed Tomography (CT) 또는 Magnetic 

Resonance (MR) 영상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운다. 수술 전에 수립한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술에 필요한 수술 

가이드 장치가 필요하다 [1]. 이때 영상 

기반으로 계획한 수술계획 정보 및 환자의 

위치는 영상 좌표계 안에서 기술되며, 

수술실에서의 영상유도장비 또는 가이드 장치 

제작을 위한 가공 장비는 수술 전의 영상 

좌표계와 다른 좌표계로 표현된다. 수술 전 

영상 좌표계와 수술 중 장비 좌표계 또는 가공 

좌표계 간의 정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수술계획이 의미를 갖게 된다. 서로 

다른 두 공간의 좌표계를 정합하기 위한 

참조물로는 주로 구형 마커가 사용되며 참조물 

추출 과정 및 정합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의 

좌표계를 정합하기 위하여 직육면체 형태의 

참조물을 이용하였다. 또한 CT 영상에서 

참조물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술 계획을 위한 수술 전 

영상으로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T 영상을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두 

영상간의 참조물로는 정밀하게 제작한 

직육면체 형태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였다 

(Fig. 1). 

 
Fig. 1 Aluminum reference zig for registration: (a) 

Computer-Aided Design model, (b) 

manufactured model. 

 

기존의 구형 마커는 좌표축을 추출하는데 

3 개 이상의 마커가 필요한데 비하여 직육면체 

형태는 삼면이 직교하고 있으므로 바로 x, y, z 

방향의 좌표축을 모두 추출할 수 있다. CT 

영상에서 참조물을 추출 하는 방법은 Marching 

Cubes [2]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Marching 

Cubes 알고리듬을 통해 CT 영상에서 추출된 

메쉬 모델은 추출 시 사용된 iso-value 의 

수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Fig. 2). 또한 

촬영 환경에 따라서 참조물의 일부분이 손실될 

수 있다. 

 

Fig. 2 Inspection between Computer-Aided Design 

model and extracted model from CT data by 

selecting various iso-values: (a) 300, (b) 800, 

and (c)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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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쉬 추출에 사용한 CT 값에 

상관없이 추출한 메쉬 모델을 이용하여 정확한 

좌표축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다수의 점을 샘플링하여 각 메쉬 

모델 면에 최적화된 평면을 구한다. 왼쪽과 

오른쪽 면의 법선 벡터 평균을 x 축으로 

정의한다. 위, 아래 면의 법선 벡터 평균을 

n 이라고 하면 y 축은 n 과 x 의 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z 축은 x 와 y 의 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 참조 좌표계의 원점을 참조물의 

아랫면의 중심으로 한면, 왼쪽과 오른쪽 면의 

중간 평면을 계산하고, 앞, 뒤 면의 중간평면을 

계산한다. 이때 앞면이 손실되어 평면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면의 거리를 

d 라고 할 때 뒷면에 d/2 만큼 offset 한 평면을 

구한다. 또한 아랫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아래 면 사이의 거리 h’ 에서 참조물의 두께 

설계 정보 h 를 뺀 값의 절반만큼 아랫면을 

offset 한 평면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세 

평면이 만나는 한 점을 참조 좌표계의 

원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Fig. 3). 

 
Fig. 3 Procedures for reference coordinates 

extraction: (a) normal vector of left/right 

planes (x-axis), (b) normal vector of 

top/bottom planes n, (c) origin of coordinates, 

and (d) extracted coordinates 

 

3. 결과 
 

참조 좌표계가 추출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반복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CT value 

300, 800, 1400 으로 각각 추출된 모델로부터 

각각 10 번씩 좌표계를 추출한 결과 좌표 

원점의 선형 변위 표준편차는 약 0.05 mm, 

회전 변위 표준편차는 약 0.3°로 계산 되었다. 

또한 추출된 좌표계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D 모델과 정합하여 추출된 

좌표계와 설계된 좌표계간의 오차를 

측정하였다. 선형 오차는 최대 0.07 mm, 회전 

오차 최대 0.8°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좌표계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치과 임플란트 가이드 제작 시에 CT 

영상과 가공장비 간의 정합에 적용한 결과를 

Fig. 4 에 보였다. 

 

 
Fig. 4 Dental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 (a) 

patient’s information with the reference object, 

(b) CT data, (c) fabrication by adapting the 

reference object to machine, (d) customized 

dental implant guide template 

 

4. 결론 
 

서로 다른 두 좌표계를 정합하기 위하여 

참조 좌표계가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CT 

영상에서 참조 좌표계 추출하기 위하여 

직육면체의 참조물을 사용하였다. 참조 

좌표계를 추출하는 반복 정밀도는 그 편차가 

매우 적고, CAD 모델과의 정합 정확도 또한 

오차가 0.1mm 이내로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참조물의 형태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참조 좌표계 추출 방법은 

정합 정밀도를 높여, 수술 가이드 정밀 제작 

및 정밀한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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