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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용 디지털 상  통신 표 과 5축 가공기술의 융합  연구를 통하여 맞춤형 인공 의 기  

지식을 얻고자 하 다. 연구방법으로 의료 상의 팔 에 해 3차원 모델링을 생성하고 미컬우드 소재로 형상

을 가공하여 해부학  특징과 모델링 가공 연산시간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스테 오리소그래피 모델링이 아이제스 

모델링에 비해 삭 2배, 정삭 10배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5축 가공된 팔 는 해부목, 큰돌기, 작은 

돌기, 결 사이 고랑의 해부학  구조가 3차원 의료 상과 동일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팔 의 외과목 

언더컷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5축으로 가공되는 융합  가공 기술들은 인체의 정 한 모형을 추구하는 맞춤형 

 제작 시 향후 용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융합, 의료용 디지털 상  통신표 , 5축 가공기술, 팔 , 모델링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obtain basic knowledge of a customized artificial joint based on 

the convergence research of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DICOM) and 5-axis 

machining technology. In the case of the research method, three-dimensional modeling was generated 

based on the medical image of the humerus bone, and the shape was machined using a chemical wood 

material. Then, the anatomical characteristics and the modeling machining computation tim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ereolithography (STL) modeling required twice more time for 

semi-finishing and 10 times more time for finishing compared to the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IGES) modeling. For the 5-axis machining humerus bone, the anatomical structures of the 

anatomic neck, greater tubercle, lesser tubercle, and intertubercular groove were similar to those in the 

three-dimensional medical image. In the future, the convergence machining technology, where 5-axis 

machining of various structures(e.g., the surgical neck undercut of the humerus bone) is performed as 

described above, can be efficiently applied to the manufacture of a customized joint that pursues the precise 

model of a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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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hemical wood materials

material
specific gravity

(g/cm3)
hardness
(HB)

compressive 
strength(Mpa)

bending strength
(Mpa)

heat deflection 
temperature(℃)

chemical wood 0.7 68 33 30 80

1. 서론

인체의 3차원 인 다양한 형태를 의료 상 기반으로 

동일하게 모델링과 형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최

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1,2]. 이는 인체를 3차원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의료 상기술  장치들이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융합하여 더욱 발 되었기 때문이다. 그 

에서도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3D 린  기술

은 재료를 층하여 형상을 만드는 기술이다[3,4,5,6]. 그

에 비해 고식  가공기술은 오래 부터 산업에 용된 

기술로서 삭, 컷 , 다듬기 등의 기술을 말한다[7]. 그

러나 가공기술은 다양한 3차원 형태의 모양을 반 하여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빠르게 축을 기 으로 회

하는 공구는 표면의 요철형상과 언더컷(undercut) 모

양의 불규칙한 형태 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근 5축 가공기술의 발 으로 여러 치에서 공구가 근

할 수 있는 반경의 폭이 넓어져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디지털 상  통신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표 상을 기반으로 3D 린 의 층기술보

다 표면과 강도가 더 우수한 5축 가공기술에 용 해 보

고자 하 다[8,9,10]. 한 DICOM 상의 모델링 기술로

서 3D 린 에 용되는 스테 오리소그래피

(Streolithography; STL) 모델링과 범용 으로 사용되는 

솔리드(Solid) 아이제스(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IGES) 모델링을 비교하여 기술하고자 하

다[11]. 이는 팔 (humerus bone)를 모델링한 후 불

규칙한 형상을 직  가공한 후 비교되었다. 실험은 모델

링과 형상의 측정방법을 기술하고 인체구조의 특징들을 

가공 형상으로 비교하 다. 5축 가공에 사용된 재료는 탄

소 성분보다 강도가 낮은 나무재질의 미컬 우드소재를 

선택하 다. 이러한 실험들은 가공기술과 DICOM 상

의 융합  연구로 향후 맞춤형 인공 의 기 지식을 

얻고자 연구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방법 및 재료

본 연구는 어깨 (Shoulder joint) 산화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CT)장치에서 0.5mm Volume으

로 획득하여 송된 DICOM 상에서 팔 (humerus)

만 3차원 볼륨 드링(Volume Rendering)으로 추출하

다[Fig. 1]. 추출된 팔 는 테라리컨(Terarecon) 로

그램에서 STL 일로 변환하고, 미믹스(Mimics) 로그

램으로 솔리드 아이제스 모델링을 만들었다. 두 변환 

일 모델링으로 워크엔시(WorkNC) 로그램에서 5축 가

공을 한 공구경로를 제어(Tool)하고 설정하 다. 팔

의 가공소재는 Table 1과 같이 나무재질의 미컬 우

드를 사용하 다. 가공경로 실뮬 이션(Simulation) 연산

시간은 워크엔시 로그램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

다. 최종 실측으로 5축 가공된 팔 는 DICOM 상

에서 인체 해부학  특징들과 비교하여 나타냈다. 

 

[Fig. 1] DICOM Volume data & Humerus Volume Rendering 

Image

2.2 실험 장치

Fig. 2와 같이 실험에 사용된 장치로는 640 Multislice 

CT(Aquilion ONE, Toshiba, Japan), 5축 가공 장치(RXP 

600 DSH, Roders GmbH, Germany)을 사용하 으며, 

팔 에 한 DICOM 상  변환 모델링은 Terarecon 

(AquariusNET, TERARECON, USA), Mimics 

(innovation suite ver.2.0, Materialise,  Belgium)을 사용



위팔뼈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 표준 영상을 이용한 5축 가공기술의 융합적 연구 117

<Table 2> Comparison of the Computer Aided Manufacturing(CAM) work computation time for the modeling 

unit: minute

process condition
calculation time

STL IGES

manufacturing
Semi-finishing 172 83

finishing 1,916 196

(A) shows the STL modeling, where the data consists of numerous dots.   (B) shows the IGES solid modeling, which consists of lines and planes.

[Fig. 3] Comparison of the STL and IGES modelings using the DICOM image

하 다. 한 가공 수치제어  모델링 형상비교는 

Unigraphics(NX11, Siemens, Germany), WorkNC(Auto 

5, Vero Software group, France) 로그램을 사용하 다.

[Fig. 2] Computer Tomography equipment & 5-axis 

machining unit

3. 결과

3.1 모델링 변환

DICOM 상으로 5축 가공을 해 3차원 상의 팔

를 STL과 솔리드 일의 모델링을 만들었다[Fig. 3]. 이

를 통하여 컴퓨터 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를 한 캠(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M) 

작업의 흐름을 계산하여 비교하 다[12]. Table 2는 본 

실험에서 계산된 두 일의 삭  정삭 가공 연산시간

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로그램에서 STL 모델링이 

삭에서 2배, 정삭에서 10배 정도의 시간이 더 연산되었

다[Table 2]. 이는 Fig. 3-A와 같이 STL 모델링이 수많

은 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자료를 인식하는데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Fig. 3-B의 

IGES 모델링은 선(line) 으로 이루어진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위팔뼈의 5축 가공 모의실험(simulation)

팔 의 다양한 표면을 가공하기 해 공구를 선택

하고 공구가 지나는 길(path)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모의실험(simulation)에서 각 방향으로 공구가 

진입하여 팔 의 형태에 맞게 경로가 설정되었다. 특

히, 팔 의 외과목(surgical neck)은 머리(head)보다 아

래가 작은 언더컷 형태라  5축 가공기술의 장 을 잘 나

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의실험은 5축 가공에서 황삭, 

삭, 정삭에 맞는 가공형태를 미리 확인하여 실제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미리 확인하고 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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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ws the solid modeling.                  (B) shows the wireframe.                   (C) shows the machining path of the tool.

[Fig. 4] Simulation of the 5-axis machining path based on the modeling

3.3 위팔뼈의 형상 특징 비교

팔 의 모양은 인체 해부학 으로 여러 가지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 에서 표 인 특징들을 볼륨 더

링(Fig. 5-A)과  5축 가공형상(Fig. 5-B)으로 비교하

다. Fig. 5-C는 팔 의 해부학  명칭을 도식화 하 다

[13]. 인체의 해부학  특징으로 팔 의 해부 목

(anatomic neck)은 빨간 화살 , 큰 돌기(greater 

tubercle)는 녹색 화살표, 작은 돌기(lesser tubercle)는 투

명한 화살표, 결 사이 고랑(inter tubercular groove)은 

두 돌기 사이로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인체해부학 구조는 

미컬우드의 5축 가공에서 그 특징들을 정확히 형상화 

할 수 있었다.

4. 고 찰

DICOM 상으로 팔 의 구조물을 형상화할 수 있

는 가공기술 방법에 해 연구하 다. 가공기술은 오래

부터 사용했든 정 기술로서 5축 가공은 품질의 향상, 

가공시간, 곡면 주의 디자인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목 으로 최근에 활용되고 있다[14]. 이러한 5축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팔 의 표면을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해 실험하 다. 팔 는 정형

화 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굴곡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역 설계방법으로 모델링하여 5축 가공하고 

그 특징들을 비교하 다. 

[Fig. 5] DICOM Volume Rendering image of the humerus 

bone and the 5-axis chemical wood machining 

shape

재 층제조 방법의 3D 린 으로 인체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15,16,17]. 본 연

구는 고 인 방식의 가공기술  최근의 5축 가공기술

을 목하여 공구가 진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정 하게 

가공되는 실험을 하 다. Fig. 6-A는 공구 축이 형상에 

따라 이동하여 팔 의 외과목(surgical neck)인 언더컷

을 가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 상을 형상화하기 한 층기술로 STL변환 모

델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AM 작업의 연산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델링 편집이 어

려운 단 이 있었다. 솔리드 IGES 모델링과의 연산시간

은 삭에서 2배, 정삭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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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ol direction for the undercut form and the generation of shape surface measurement point 

을 볼 때 비효율 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솔리드 

모델링은 한 번 더 변환과정을 거치는 동안 면(surface)

에 한 오차를 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며 앞으로 

많은 연구로 개선되어야 한다.

CT DICOM 상을 이용한 융합기술들[18,19]  가공

기술은 형상을 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체 표면의 

다양한 형태에 공구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 이

지만 본 연구의 팔  구조 표면에서는 그 특징이 잘 반

되어 5축 가공기술을 용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가공된 표면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Fig. 6-B와 

같이 모델링에서 측정 포인트를 생성하고 3차원 측정기

로 형상표면을 측정하여 가공의 정 성을 비교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X, Y, Z의 3축 방향에 두 가지 방향을 더 

추가할 수 있는 5축 가공기술은[20] 인체의 다양한 형태

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기술이며, 층기술인 3D 린 에 

비해 표면정 도,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고 

정 한 모형을 추구하는 맞춤형 의 용가능성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DICOM 상의 팔 를 3차원 모델링과 5축 가공을 

한 후 그 특징들을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팔 의 DICOM 상으로 5축 가공할 수 있는 

STL과 IGES 모델링을 구 할 수 있었다.

둘째, 실험에 사용된 팔 의 STL 모델링은 IGES 

솔리드 방식에 비해 삭 2배, 정삭 10배 정도의 연산시

간 차이가 나타나 가공시간 효율을 해서 솔리드 방식

의 모델링 선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DICOM 상에서 팔 에 한 해부학  특징

들이 해부 목(anatomic neck), 큰 돌기(greater tubercle), 

작은 돌기(lesser tubercle), 결 사이 고랑(inter 

tubercular groove)이 시각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형상 

가공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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