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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와 복잡한 형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맞춤형 삽입 보형물, 환자 교육 시뮬레이터, 환자 맞춤형

모의 수술 시뮬레이터, 보조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영상, 해부학적 구조, computer-aided design 

(CAD), manufacturing software, 3D 프린팅 기술 및 재료, 후처리 공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3D 프린팅 기술과

의료영상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 및 실감형 시뮬레이터를 임상적 수요에 따라

개발하고 시뮬레이터의 디자인 및 제작 고려사항에 따른 유용성 및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세부 연구는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의 개발 및 평가이다. 안면기형으로 기관내 삽관 이 어려운 유아의

Computed Tomography (CT)영상을 기반으로 기도, 혀, 상악, 하악, 경추, 두개골 및

피부를 분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을

설계하였다. 기관내 삽관 시 Macintosh 블레이드로 혀를 누르는 느낌을 모방하기

위하여 혀 안에 특정한 패턴의 내부구조를 만들었으며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만들었다. 경추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추 사이에 실리콘을

삽입할 수 있는 몰더를 설계하였다. 하악이 회전하고 미끄러질 수 있도록 턱의

관절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과 Poly Lactic Acid 

(PLA) 사용하여 상악, 하악, 두개골을 제작하였으며, FDM 과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를 이용하여 경추를 제작하였으며, 디스크와 인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된 7 개의 경추를 Stereolithography (SLA)와 clear 

resin 으로제작된 몰더에 삽입하고 실리콘을 주입하였다. 혀와 기도는 Polyjet 과

2 개의 SLA 와 낮은 경도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피부 성형기는 color-jet 

printing (CJP)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기관내 삽관 시뮬레이터의 중요한 표현

요소 중 하나는 촉각이며, Shore A durometer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기도

및 혀 모델의 Shore A 경도는 Polyjet 에서 36.47 ± 0.75, 두 개의 SLA 는 각 각

51.92 ± 1.99 및 61.39 ± 0.91A이었다. 중간 앞니가 벌어지는 정도를 제어하였으며, 

Standard Triangulated Language (STL)에서 거리와 제작된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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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거리의 측정 오차는 0.67 ± 1.42 mm 이다. Polyjet 및 두 SLA 를 이용하여

제작된 혀와 기도 모델의 STL과 제작된 팬텀의 측정오차는 각각 0.40 ± 0.58, -0.84 

± 0.77, 0.14 ± 0.58 mm이다.

두 번째 세부 연구는 골다공증을 고려한 뼈 시뮬레이터이다.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가 필요한 환자의 CT 영상을 기반으로 견갑골을 분할하고

설계하였다. 제작된 팬텀은 골다공증이 있는 치밀골과 해면골을 구현하기 위하여

겉면의 재료와 두께, 내부의 재료와 채움 정도의 변화를 주어 팬텀을 제작하였다. 

3×3×4cm 크기로 시편을 겉면의 두께는 1.5mm 그리고 내부구조의 채움 정도는

10%에서 20%까지 2%단위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FDM과 PLA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에 Zimmer의 직경 3.5mm 길이 24mm Cortical screw를 수직으로 삽입하였으며

5mm/m의 속도로 Cortical screw를 압출하여 Pull out strength를 측정하였으며 15~20% 

사이에서 원하는 강도를 나타냈다. 제작된 견갑골의 STL 과 제작된 팬텀의

측정오차는 -0.36 ± 0.41 mm이다.

세 번째 세부 연구는 피부암 시뮬레이터를 통한 피부암 절제술 수술 가이드

평가이다. malignant melanoma가 있는 환자의 CT 영상을 기반으로 피부, 두개골을

분할하였다. 분할된 피부와 두개골을 기반으로 피부 성형기 및 두개골을

설계하였으며 코와 귀 사이에 인위적으로 다섯 개의 병변을 설계하였다. 피부

성형기와 두개골은 크기와 Hounsfield units (HU)를 고려하여 CJP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다섯 개의 병변은 HU 를 고려하여 SLA 와 clear resin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두개골과 다섯 개의 병변을 피부 성형기와 조립하고 피부와

비슷한 경도를 갖는 실리콘(Dragon-skin-FX-pro, Smooth-on, USA)을 주입하였다. 

실리콘의 충분한 경화를 위하여 하루 뒤에 피부 성형기를 부셔서 피부를

탈착하였다. 제작된 팬텀은 다시 CT 촬영을 하였으며 피부, 뼈, 5 개의 병변을

분할하였다. 분할된 병변을 기반으로 피부암 가이드를 3mm 의 safety margin 과

상하좌우 4 개의 삽입 지점 그리고 코, 귀, 코와 귀 세 개의 고정방법을 고려하여

총 15 개의 피부암 가이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두 명의 연구원이 16cc 정맥

카테터를 피부암 가이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팬텀에 삽입하였다. 카테터가 주입된

팬텀을 CT 촬영하였고 피부와 카테터를 분할하여 Stereo Lithography (STL) 로

변환하였다. STL은 global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정합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진입 점 및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코, 귀, 코와 귀를 이용하여 고정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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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가이드의 계획지점과 실제 지점 사이의 측정오차는(Mean ± SD) 각각 1.50 

± 0.858, 1.381 ± 0.836 mm, 1.316 ± 0.669이며 코사인 유사도는 0.984 ± 0.014, 

0.980 ± 0.018, 0.985 ± 0.016 이었으며 우리는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분석한 X, Y, Z축의 측정오차는 각각 -0.21 ± 0.94 mm (limit of agreement from -2.1 

to 1.6 mm), -0.01 ± 0.57 mm (limit of agreement from -1.1 to 1.1 mm),-0.11 ± 1.14 mm 

(limit of agreement from -2.2 to 2.4 mm)이다.

마지막 세부연구는 위 운동 모사 시뮬레이터이다. 위 십이지장 협착이

의심되는 환자의 위를 left posterior oblique, supine, prone 자세로 3 phase 의 CT 를

촬영하였다. 촬영된 CT 영상에서 위장과 척추는 Region's growing 과 Thresholding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하였고, 분할된 위장과 척추는 STL 로 변환되었고 N-point 

registration 과 fine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정합 하고 각 위장을 병합하여

최대크기의 위장모델을 만들었다. 위 팬텀의 크기 및 경도를 고려하여 Polyjet 과

Agilus 30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식도와 십이지장 부분은 음식물의 삽입과

철제프레임의 고정을 고려하여 Vero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3D printing 된 위

팬텀은 파손을 고려하여 실리콘 코팅을 하였다. 제작된 팬텀은 식도와 십이지장

부분에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철제프레임에 고정되었으며 각 모터들 또한

철제 프레임에 고정되었다. 연동운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 체부에 5 개의

작용점을 만들었으며 십이지장에 2 개의 작용점을 만들었다. 위 체부에는

음식물의 이동을 위하여 Linear Servomotor 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였으며

십이지장에 coreless servomotor 는 낚싯줄과 실리콘 튜브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움직임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었으며 1 분에 2 회

반복되도록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의료영상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 및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및 평가하였다. 네 개의 세부주제를 통하여 의료영상, 해부학적

구조, computer-aided design (CAD), manufacture software, 3D 프린팅 기술 및 재료, 

후처리 공정과 같이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작된 팬텀의 형상 정확성, 움직임 정확성, 기계적 특성 평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심 단어: 3D printing, medical imag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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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목록

CT Computed Tomography

HU Hounsfield unit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AD Computer-Aided Design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SLA Stereolithography Apparatus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CJP ColorJet Printing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PLA Ploylactic Acid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VA Poltvinyl Alcohol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STL Standard Triangulated Language

BCC Basal Cell Carcin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RTSA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AM Additive manufacturing

RP Rapid prototyping

Polyjet Photopolymer Jetting

UV Ultra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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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D 프린팅 기술은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분말, 레진과 같은 재료를 융합 또는

증착 시켜 3 차원의 물체를 만드는 적층 제조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인하여 3D printing 기술은 additive manufacturing (AM), rapid 

prototyping (RP)라고 불린다.1 1986 년 최초로 개발된 이래 30 년이 지난 지금

특허가 만료되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뿐만 아니라 재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2 또한, 특허

만료로 인하여 생산자가 많아 짐으로써 전체적인 가격이 인하되었고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생산 방식은 재료를 깎아서 3D 형상을 만드는

절삭가공방식은 재료의 사용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재료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재료를 한층 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술이다.3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 항공, 우주, 

의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4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고 복잡한 형상을 쉽게 제작하는 장점으로 특히 의료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5 맞춤형 삽입 보형물,6 환자 교육

시뮬레이터,7 약물전달장치,8 환자 맞춤형 모의 수술 시뮬레이터 9. 보조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 피부암 시뮬레이터, 골다공증을 고려한 뼈 시뮬레이터, 위 운동 모사

팬텀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터를 3D 프린팅 기술과

실리콘 성형기술 그리고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임상적 요구에 따라 실감적으로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작된 시뮬레이터의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２

이론적 배경

1. 3D 프린팅 기술의 정의

3D 프린팅이란 디지털화된 3차원 디자인을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분말, 레진과

같은 재료를 융합 또는 증착 시켜 물체를 3 차원으로 적층 제조방식이다. 이러한

제조 방식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인 절삭제조 방식에 비하여 원재료 절감, 손쉬운

제작, 가격 및 사용 편리성 등에서 우위에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제작속도가 느리며, 적층으로 인하여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3D 프린팅 기술의 분류

3D 프린팅 기술은 재료를 적층 하여 제조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사용하는 재료와 이를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술들이 구분된다. 각 기술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 재료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3D 프린팅 기술은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방식, 

Stereolithography (SLA) 방식,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방식, Photopolymer Jetting 

(Polyjet) 방식, Color-jet printing (CJP) 방식,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FDM 방식은 Figure 1 과 같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스텝 모터를 통하여

압출기로 이동시키고 액체화된 재료를 노즐을 통해 압출 시키며 동시에

컴퓨터가 제어하는 경로에 따라 x-y 평면에 형상을 그려내고 완료되면 빌드

플레이트를 움직여 z 축을 변경시키고 다시 x-y 평면에 형상을 그려내는

방식이다.10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지지대가 없는 부분에는 형상을 만들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포터라고 불리는 지지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FDM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하여 장치 구조와 프로그램이 간단하여 장비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 재료가 저렴하여 보급형 프린터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기술이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FDM 방식은 프린팅 후에 지지대를 제거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며 다른 프린팅 방식보다 표면 품질이 좋지 못하며 제작 시간이 긴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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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technology

SLA 방식은 Charles W. Hull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방식이며 Figure 2 와

같이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에 고밀도 ultraviolet (UV) 레이저를 조사하여 한

층을 경화시킨 후 빌드 플레이트를 이동시켜 또 다른 층을 레이저 조사하여

3 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SLA 방식을 이용하여 출력된 물체는 광경

화 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IPA 를 이용하여 세척이 필수적이며 출력물의 완전

경화를 위하여 UV 경화기에서 추가 경화 처리가 필요하다. SLA 방식은 표면

조도가 높고 출력속도가 빠르며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장비와 소재가

비싸며 소재의 보관이 어려우며 큰 물체를 출력할 때는 빛이 넓게 분사되어

왜곡이 생길 수 있으며 제작 후에는 광경 화 수지를 세척하고 FDM 과 같이

서포터를 제거해야 하는 단점을 가진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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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stereolithography apparatus (SLA) technology.

DLP 방식은 앞서 소개한 SLA 방식과 유사한 방식의 3D printing 기술이다. 

레이저를 조사하여 광경 화 수지를 경화하는 방식과는 달리 렌즈를 통과해

확대된 화면을 광경 화 수지에 조사하여 x-y 축을 경화시키고 빌드 플레이트

움직여 z-축을 조절해 물체를 적층 제조하는 방식이다. DLP 방식 또한 출력된

물체는 광경 화 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IPA 를 이용하여 세척이 필요하며

출력물의 완전 경화를 위하여 UV 경화기에서 추가 경화 처리가 필요하다.  

표면조도가 높고 SLA 보다 출력속도가 더 빠른 장점이 있으나 빌드 플레이트가

커지면 왜곡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출력 크기가 작으며 소재가 비싸고

서포터를 제거해야 하는 단점을 가진다.12 Polyjet 방식은 Figure 3 과 같이 여러

개의 프린트 헤드의 노즐에서 수천 개의 광경화성 수지 방울을 빌드 플레이트에

분사하는 동시에 UV 광선을 조사하여 응고시키고 z-축을 움직여 한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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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가며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시판 중인 3D 프린팅 기술 중 가장 빠르며

높은 정확성을 가진 기술이다.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와 지지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동시에 분사되기 때문에 출력물의 표면 품질이 좋으며, 지지체로

사용하는 재료는 물에 용해되는 재료로 가압 된 물로 지지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장비와 재료비용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13

Figure 3.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Photopolymer Jetting (Polyjet) technology.

CJP 방식은 Figure 4 처럼 롤러가 움직이면서 코어 재료인 석고를 빌드

플레이트에 얇게 도포한다. 석고가 얇게 도포 되면 프린터 헤드에서 컬러

바인더가 선택적으로 분사하여 모델을 조형하는 방식이다. 코어 재료인 석고가

서포터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지지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FDM 이나 SLA 에

비하여 빠른 조형 속도를 가지며 코어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또한 CMYK 컬러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으로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출력이 완료되면 코어 재료를 제거해야

하며 제작된 모델은 별도의 표면처리를 통하여 강도를 높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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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Color-jet printing (CJP) technology.

마지막으로 SLS 방식은 Figure 5처럼 롤러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이나 금속 분말을

빌드 플레이트에 얇게 층을 쌓고, 레이저를 조사하여 분말을 가열하여 분말을

결합하고 다시 빌드 플레이트를 움직여 적층 하여 물체를 조형하는 방식이다. 

CJP 방식처럼 분말이 지지대 역할을 하여 별도의 서포터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분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금속 등을 사용하여 강도가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조형 속도가 다른 프린터에 비해 비교적 빠른 장점이

있지만 기기 및 재료의 가격이 매우 비싸며 출력 후 분말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5

Figure 5.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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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시뮬레이터제작을 위한 프로토콜 설계

환자 맞춤 및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및 평가하는 과정은 Figure 6 과 같은

흐름도를 갖는다. 우선 임상적 미 충족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CT 나

MRI 와 같은 의료영상을 취득한다. 더욱 사실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slice thickness 는 1mm 이하의 의료영상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취득된 의료영상에서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들을 분할하고 분할된

결과를 토대로 3D object 를 얻는다. 얻어진 3D object 는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요소에 맞추어 추가적인 모델링 과정을 거친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임상적 미

충족 요구에 맞는 디자인인지 확인과정을 거쳐 3D printing 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 출력 시간, 재료를 통해 3D printing 기술을 목적에 맞는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3D printing 기술로는 극복 안 되는 촉각, 경도 부분의 문제는

실리콘 성형, 코팅, 표면처리 등의 후처리 공정을 거친다.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제작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사항들을 파악하고 입이 열리는 각도의 정확성, 

기도의 경도, 뼈의 경도 등을 Shore hardness durometer, Universal Testing Machine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시뮬레이터의 평가가 완료되면 시뮬레이터는

교육이나 모의 수술 목적으로 의료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Figure 6. The general procedure of manufacturing patient-specific simulator.



８

2.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

2.1 서론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는 안면기형, 말단 비대증, 기도 종양, 당뇨병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다. 적절한 기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16,17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환자 관리는 모든 의사에게

중요한 기술 중 하나지만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환자는 발생 빈도가 낮고

사망의 위험이 있어 훈련의는 환자에게 직접 삽관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18,19,20 또한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유아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희박하다. 

따라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환자 관리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며 많은 이전 연구에서 권장되고 있다.18,19 그러나 대부분의

시뮬레이터는 인간 조직보다 경도가 높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질병 모델의

숫자가 적으며 해부학 구조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20,21 따라서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3D 프린팅과 실리콘 성형기술을 활용하여 턱과 경추의

해부학적 움직임과 혀 및 기도의 촉각을 고려하여 환자 맞춤 및 실감형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 내 삽관 훈련 팬텀을 개발하였다. 또한, 턱의 움직임의

정확성과 혀와 기도의 출력 안정성 그리고 혀와 기도의 촉각 정도를 평가하였다.

2.2 대상 및 방법

의료영상 획득 및 전처리

본 연구는 Crouzon 증후군이 있는 18 개월 된 여성 환아 의 CT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100 Kvp 튜브전압과 1.25mm 의 slice thickness 로 촬영되었다. CT 

영상에서 피부, 하악, 상악, 두개골, 기도, 경추, 혀, 기도 등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에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를 Mimics v17 (Materialise Inc., 

Leuven, Belgium)를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두개골과 경추는 Thresholding (226 ~ 3071 

HU) 과 region growing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하악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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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은 수동으로 상악, 하악, 두개골의 뒤편으로 나누었다. 기도 또한 region's 

growing 과 thresholding (-1024– -350 HU)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하였으며 혀는

thresholding (-13 3071 HU)으로 큰 영역을 분할하고 목뿔뼈 윗부분까지 수동으로

교정하였다.

A B C

Figure 7. Visualization of segmentation with various anatomic regions for designing the difficult 

tracheal intubation phantom in CT images of an 18-month-old patient with Crouzon syndrome. 

(A) Sagittal view, (B) axial view, and (C) 3D visualization. (cervical-spine, red; airway, dark blue; 

tongue, green; skull and mandible, yellow).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해부학 구조 설계

CT 영상과 분할된 해부학구조를 근거로 상악, 하악 두개골 뒤편, 경추, 기도, 

혀, 피부를 3-matics v9 (Materialise, Leuven, Belgium)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Crouzon 증후군 환자의 CT 를 통하여 해부학구조를 분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도와 혀를 설계하였다. 기도와 혀는 CT 영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혀의

끝부분을 압박할 때 기도가 확장되어야 하므로 통합하여 하나의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혀는 내부에 특정한 패턴 구조를 삽입하고 외부 구멍을 만들어

매킨토시 블레이드에 의해 눌리는 느낌을 모방하여 설계되었다 (Figure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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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에는 하악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악과 연결할 수 있는 세개의 관절이

있다 (Figure 8A).

A B

Figure 8. The airway and tongue were modelled based on CT images of a patient with Crouzon 

syndrome. (A) One part with the airway (blue) and tongue (green), and four measurements for 

evaluating fabrication accuracies, including (a) the inner diameter of the airway, (b) the width of 

the epiglottis, (c) the length between the epiglottis to the end of airway, and (d) the length of the 

tongue (connectors to a mandible and cranio-maxilla; yellow). (B) inner structure(brown) and the 

outer hole of the tongue to mimic the tactile sensing to press the tongue with Macintosh blades 

and holes at the isometric (upper) and front (lower) views.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하악은 혀와 상악 부분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악의 관절돌기는 상악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 원형 모양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상악은 두개골 뒤편과

기도 및 혀 부분에 연결되었다. 사실적인 턱의 움직임을 모방하기 위해 상악

부분은 하악의 관절돌기가 삽입되어 움직일 수 있는 소켓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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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A, B). 소켓은 하악이 45º 경사에서 7mm 미끄러지고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22 입이 벌려지는 정도는 35º는 충분한 정도 2/3 정도 벌려지면

경미하게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정도이며 1/3 이하는 기도삽관이 매우 어려운

정도이다. 이를 고려하여 회전은 11º, 21º, 35º로 제한되었으며 각 각도의 중간

앞니 간 거리는 21, 32, 47mm였다.23

A B C

Figure 9. The overall design of the mouth movement. (A) The cranio-maxilla with a trailed socket 

inserted by a circular shaped condyle of the mandible at the closed mouth in the cutting at trailed 

socket. (B) The cranio-maxilla with the slid and rotated mandible at the open mouth in the cutting 

view. (C) At state (B), the length of the mouth opening in the inter-incisor distance in 3D 

visualisation was measured (red line).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경추는 두개골의 뒤편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두개골의 뒤편과 연결하기

위하여 경추의 첫 번째 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연결부를 설계하였다. 또한,

디스크와 인대를 구현하기위해 개별적으로 제작된 7 개의 경추를 삽입할 수 있는

성형기를 설계하였고 성형기와 경추 사이의 공간은 실리콘이 채워지고 디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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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로 구성되도록 설계되었다. 두개골의 뒤편과 상악은 슬라이더와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되었다. 하악의 관절돌기의 원형 커넥터와 상악의 소켓을 사용하여

상악과 하악이 연결되었다. 피부 성형기는 전면과 후면을 별도로 제작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면 피부 성형기에 상악, 하악, 혀, 기도를 삽입하고 빈 곳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피부의 전면부를 만들었으며 후면 피부 성형기에 두개골의

뒤편과 경추를 부착하고 빈 곳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피부의 후면부를

제작하였다. 상악, 하악, 기도 및 혀를 조립하여 전면부를 만들고 두개골의

뒤편과 경추를 조립하여 후면부를 만든다. 전면부와 후면부는 슬라이드와

커넥터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figure 10 F). 조립된 팬텀의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원형 커넥터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팬텀에 피부를 고정한다 (figure 10 I).

A F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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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 H

Figure 10. Assembly of a difficult tracheal intubation phantom with various anatomic parts 

including (A) the back of the skull, (B) the cranio-maxilla, (C) the cervical spine, (D) the airway 

and tongue, (E) the mandible, and (F) the assembly of the inner structures including A, B, C, D, 

and E, excluding the skins. With skins including (G) rear and (H) front parts, all parts are 

assembled in (I) which integrates (F), (G), and (H). The blue parts of (I) were used as connectors 

of the rear and front skins into the skull.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3D Printing 및 후처리 공정

경추 모델은 적절한 경도와 가격을 고려하여 FDM 과 TPU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경추 성형기는 가격과 실리콘의 확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SLA 와

clear resin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경추 모델은 경추 성형기에

부착하였고 실리콘 (dragon-skin-10 and eco flex-0010, Smooth-on, USA)을 빈 곳에

주입하였다. 실리콘은 개별적으로 제작된 경추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었으며

인대와 디스크 역활을 하였다. 실리콘의 충분한 경화를 위하여 1 일 후에

성형기에서 제거되었다. 기도와 혀는 각각 Agilus(Objet J750, Stratasys, USA), SLA 



１４

with elastic (Form2, Formlabs, USA), SLA with flexa 693 (X-fab, DWS Lab, Italy)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리콘 코팅 (MED6-

6606, NuSil Technology, USA)을 하였다. 피부 성형기는 크기와 성형기의 분리를

고려하여 CJP와 plaster (ProJet 460,3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전면

피부 성형기에는 상악, 하악, 기도 및 혀를 삽입하고 후면 피부 성형기에는 경추, 

두개골 뒤편을 삽입한 후 밀봉하고 실리콘 (Dragon-skin-fx- pro, Smooth-on, USA)을

주입하였다. 피부는 실리콘의 충분한 경화를 위하여 1 일 후에 성형기에서

제거되었다.

팬텀 평가

형상 정확성 평가

기도 및 혀 모델은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요소 이므로 3 개의 서로 다른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Bland-

Altman plot을 사용하여 STL과 제작된 세 개의 기도 및 혀 모델의 형상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두 명의 연구원이 3-Matics 및 버니어 켈리퍼스를 사용하여 4 개의

랜드마크를 STL 모델과 제작된 모델을 각 5회씩 측정하였다 (Figure 8A).

기도 및 혀 경도 평가

기도와 혀 부분은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Shore 30 ~ 50A 경도를 맞추기 위하여

세개의 서로 다른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24 Agilus, Elastic, Flexa 693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MED6-6606 을

사용하여 1, 5, 10 회 코팅하였다. Shore A 경도계(Landtek, Guangzhou, China)를

이용하여 각 조건당 3 개의 시편을 가장자리와 중앙에서 5 회 측정하였고

Boxplot을 사용하여 각 부품의 경도를 평가하였다.

턱 움직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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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간 거리는 21, 32, 47 mm 벌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STL 파일과 제작된 모델 사이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두명의

연구원이 각각 3-Matics 와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STL 모델과 제작된

팬텀의 각 절치 간 거리를 다섯 번 측정하였다.

2.3 결론

시뮬레이터 제작

우리는 다양한 3D printing 기술과 재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해부학 구조를

제작하였고 하나의 팬텀으로 조립하였다. Figure 11A와 B는 두개골의 뒤편, 상악, 

하악, 경추, 기도, 혀를 포함한 내부 부품을 조립한 상태이며, Figure 11 C 와 D 는

내부 부품 위에 피부를 조립한 상태이다. 또한.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시뮬레이터는 매킨토시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 제작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약 30만 원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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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1. A patient-specific and hyper-realistic phantom for difficult tracheal intubation 

simulator. (A) Assembly of the inner parts, including the back of the skull, cranio-maxilla, 

mandible, cervical-spine, airway, and tongue in the isometric view. (B) At state, (A) Bottom view. 

(C) Final phantom with front and rear skins. (D) Intubation with Macintosh blades in the 

phantom with mouth opening.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형상 정확성 평가

Agilus, Elastic, Flexa 693 를 이용하여 세 개의 기도 및 혀 모델을 제작하였고 두 

명의 연구원이 형상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개의 랜드마크를 다섯 번 

측정하였다 (Figure 8A). STL 모델과 제작된 모델의 측정된 결과는 Bland-Altman 

plot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Figure 12). Agilus, Elastic, Flexa 693의 측정오차(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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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 (SD))는 각각 0.40 ± 0.58 mm (limit of agreement from -0.85 to 

1.66 mm), -0.84 ± 0.77 mm (limit of agreement from -2.46 to 0.77 mm), 0.14 ± 0.58 mm 

(limit of consensus from -1.22 to 1.31 mm)이다. 혀의 길이 거리를 제외한 모든

측정값은 95% 신뢰 구간 내에 있었다 (Figure 9A [d]). Agilus 를 이용하여 제작된

모델은 기도의 내경과 혀의 길이에서 안정적인 형상을 보였으며 후두개의

길이와 후두개에서 기도 끝의 길이가 STL 비해 작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Elastic을 이용하여 제작된 모델은 전체적으로 STL에 비해 크게 제작되는 경향을

보였다. Flexa 693 으로 제작된 모델은 세가지 프린터 중 가장 안정적인 형상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Kruskal-Wallis test 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델과 STL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Agilus, Elastic, Flexa 693 의 평균 순위는 각각 54.84, 69.00, 

57.66이었고 P- 값은 0.1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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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ure 12. Bland-Altman plots to evaluate the accuracies between the STL file and the three 

airway and tongue parts with different 3D-printing methods. (A) STL vs Objet J750 with agi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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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L vs Form2 with elastic, and (C) STL vs X-fab with flexa 693. The lengths were measured 

at (a) the diameter of the airway, (b) width of the epiglottis, (c) length of at the epiglottis to the 

end of the airway, and (d) length of the tongue.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기도 및 혀의 경도 평가

기도 및 혀의 촉감은 시뮬레이터의 중요 표현 요소 이므로 Agilus, Elastic, Flexa 

693 를 이용하여 기도 및 혀 모델을 제작하였다. 기도와 혀 부분 모델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30 x 30 x 10mm의 시편을 제작하였고 1, 5, 10회의 실리콘 코팅을

하였다. 각 조건당 3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고 가장자리와 중앙을 5 회 측정하였다

(Figure 13). 코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였다.  Agilus 로 제작하고

MED 6-660으로 코팅한 시편의 0, 1, 5, 10회 코팅에 따라 측정치는 36.47 ± 0.75 

A, 33.13 ± 0.57 A, 33.04 ± 0.65 A, 32.85 ± 0.79 A 이었다 Elastic 으로 제작하고

MED 6-660으로 코팅한 시편의 0, 1, 5, 10회 코팅에 따라 측정치는 51.92 ± 1.99 

A, 48.52 ± 3.04 A, 46.05 ± 2.16 A, 44.22 ± 2.32 A이었다. Flexa 693으로 제작하고

MED 6-660으로 코팅한 시편의 0, 1, 5, 10회 코팅에 따라 측정치는 61.39 ± 0.91A, 

61.24 ± 1.27A, 55.70 ± 2.35A, 51.56 ± 2.29A 이었다. 참고한 문헌에 따르면

신생아와 어린이의 기도 Shore A 경도는 40A 에서 60A 정도로 제시하였다.24

Elastic을 이용하여 제작한 시편은 모두 40 A에서 60 A 사이의 경도를 가졌다. X-

fab 와 flexa 693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의 코팅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원하는

경도를 만들 수 있었다. Objet J750 와 agilus 모든 시편에서 40A 미만의 경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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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Box plot displaying measurements of Shore A hardness of printing methods including 

Objet j750 (blue), Form2 (red), and X-fab (green) with the number of Med6-6606 coatings. 

Specimens with 0, 1, 5, and 10 coatings. The box represents the middle 50% of the data and the 

quartile (IQ) range. The whiskers represent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less than 1.5 times 

the IQ range.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턱 움직임 평가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절치간

거리이다. 절치간 거리는 21, 32, 47mm 벌어지도록 설계되었다. 두 명의 연구원이

STL과 제작된 팬텀의 절치 간의 거리를 3-Matics와 버니어 켈리퍼스를 이용하여

다섯 번 측정하였고,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입의 열림 정도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측정오차 (mean ± SD)는 0.67 ± 1.42 mm (limits of agreement from -2.5 

to 3.9 mm)이었으며 모든 측정은 95% 신뢰 구간 내에 있었다 (Figure 14).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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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벌렸을 때와 가장 작게 벌렸을 경우에는 설계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 정도 벌렸을 때는 설계보다 작게 벌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14. Bland-Altman plot to evaluate differences between the STL file and the phantom. (a) 

Measurements of STL and printed phantom at a 21 mm inter-incisor distance, (b) 32 mm inter-

incisor distance, and (c) 47 mm inter-incisor distance. Adapted from Ock, J., et al., Sci Rep, 2020. 

10(1): p. 10631,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2.4 고찰

우리는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을 임상적 요구에 따라 실감

적으로 구현하였다. 제작된 팬텀은 기관내 삽관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팬텀은 Crouzon 증후군이 있는

유아의 CT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턱 움직임, Macintosh blades 삽입에 따른

혀의 움직임, 고개를 젖히는 중 경추의 경직도는 마취과 전문의가 실제 환자와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마취과 직원 (훈련의 5 명, 교수진 5 명) 에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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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현실성, 이해력 향상을 위한 유용성, 반복 연습의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각각 평균 8.5 점, 9.1 점 7.8 점으로 응답하였다. 기도와 혀 모델은

3 개의 서로 다른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형상 정확도를 평가하고

사람의 기도와 혀의 기계적 특성을 모방하였다. Agilus, Elastic, Flexa 693 을

이용하여 제작된 기도 및 혀 모델은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lexa 693 과 Agilus 를 이용하여 제작된 혀와 기도 모델은 합리적인 측정오차

(limit of agreement, 1.22 to 1.31 mm, and -0.85 to 1.66 mm)를 보였다. Elastic 은

상대적으로 큰 오차 (limit of agreement, -2.46 to 0.77 mm)를 보였지만 사용상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Al-Ramahi, J., et al. 의연구에서 신생아와 어린이의 기도를

Shore 40A 에서 60A 사이로 추정하였고 제작된 혀와 기도 모델의 Shore A 경도를

측정하여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Elastic 을 이용하여 제작한 시편은

실리콘 코팅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 원하는 경도 범위에 있었다. Flexa 693 을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의 코팅 횟수가 5 회 이상일 경우 원하는 경도 범위에

있었다. Agilus 로 제작된 모든 시편은 원하는 경도보다 약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보다 부드러운 인간의 혀와 기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기도

및 혀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턱의 움직임은 절치간 거리를 STL 과 제작된 팬텀

사이의 측정 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증명하였고 합리적인 오차(limits of agreement, -

2.5 to 3.9 mm)를 보여주었다. 안면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은 적절한

기도 관리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반복할 수 있고 실제 마주치기 어려운

케이스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는

임상 시나리오를 충분히 모방하고 현실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부학 구조를 갖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팬텀은 각 해부학 구조에서 필요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테스트를 통하여

선택한 조직 모방 재료로 제작되었다. 우리는 제작된 팬텀이 경험이 부족한

훈련의 에게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환자나 발달 장애가 있는 유아의 기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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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관 절차를 연습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기관내 삽관이 어려운 Crouzon 증후군 환자 한 명의 훈련

팬텀만 제작하여 다양성이 부족하다. 더욱 다양한 질병군의 어려운 기관내 삽관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Pierre Robin sequence, Treacher Collins 증후군, Goldenhar 

증후군, Hemifacial Microsomia와 같은 더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기관내 삽관 훈련

모델을 제조하는 다음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둘째, 형상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STL 모델과 제작된 모델을 각각 측정하기 위해 3-matics 와 버니어 켈리퍼스를

사용했다. 그러나 제작된 기도와 혀 모델은 경도가 낮아 버니어 켈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할 때 형상의 변형이 생겨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3D 스캐너 또는 CT 를 사용하여 표면을 추출하여 형상의 정확성을

측정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경도의 기도와 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세개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였고 제작된 모델의 표면을 실리콘 코팅 하였다. 

그러나 적층 구조에 지속해서 충격이 가해지고 쉽게 찢어지며 인체 조직보다

탄력과 강성이 떨어진다. 3D 프린팅 기술 및 신소재 분야는 지속적이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3D 프린팅 방법과 소재를 테스트하여

교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턱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였지만, 환자

맞춤형 움직임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턱관절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하악의 움직임 경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턱관절

움직임을 구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면 기형이 있는 기관내 삽관 훈련 팬텀은 훈련생에게 다양한

기관내 삽관 사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마취 전 예상치 못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과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임상 경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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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다공증을 고려한 뼈 시뮬레이터

3.1 서론

정형외과 영역에서 생체역학 테스트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 질병이

없는 카데바를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존재한다.25 카데바 마다

모양과 물리적 특성이 균일하지 않고 뼈의 품질이나 강도가 다양하여 기계적

특성이 일관되지 않아 재현성을 제한할 수 있다.26 또한 취급 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카데바를 구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존재한다. 

카데바를 이용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에폭시와 우레탄과 같은 합성재료를

이용한 생체역학 테스트, 동물을 이용한 실험 등 다양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27,28 그러나 합성재료는 시편마다 일정한 기계적 특성이 있지만, 실제 뼈와

기계적 특성이 다르고 특히 골다공증 등으로 인하여 약해진 뼈를 모사하는 것이

어려우며 합성재료는 크기와 모양이 정해져 있어 인간의 다양한 해부학 구조를

모사하지 못한다.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과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환자의

해부학구조를 반영하고 3D 프린팅 재료의 내부밀도, 외경 두께, 내부 패턴 등을

이용하여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물리적 특성을 갖는 팬텀을 제작하고자 한다.

3.2 대상 및 방법

의료영상 획득 및 설계

본 연구는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가 필요한 76 세 여성 환자의

CT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100 KVA 튜브전압과 1mm 의 slice thickness 로

촬영되었다. CT 영상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뼈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견갑골을   Mimics v17 을 사용하여 분할하였다.  견갑골 영역을 Thresholding 

(132~15747 HU)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하였고 region growing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영역을 선택하였다. 분할된 견갑골은 3-matics v9 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3D 프린팅이 용이하도록 내부의 빈 곳을 없애고 Smooth 기능을 이용하여 표면을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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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5. Visualization of segmented anatomies and the modeled scapular phantom in CT images 

of a 76-year-old patient with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 (A) Axial view of 

segmented anatomies. (B) The isometric view of modeled in-vitro phantom, including (a) the width 

of the glenoid, (b) the height of the glenoid, (c) the width of the coracoid, (d) the height of the 

medial border.

팬텀 평가

형상 정확성 평가

견갑골 모델이 3D printing 과정 중 형상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Bland-Altman plot 을 사용하여 STL 파일과 제작된 견갑골

모델의 형상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한 명의 연구원이 3-Matics 및 버니어

켈리퍼스를 사용하여 glenoid 의 너비와 높이, coracoid 의 너비, medial border 의

길이를 포함한 네 개의 랜드마크를 다섯 번 측정하였다(Figure 15 B).

Pull out test

우리는 제작된 견갑골 모델의 물리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Pull-out force 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3×3×4cm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1.5mm 두께로 내부 채움 조건은 10 ~ 20% 사이로 조절하였다

(Figure 16). 재료는 FDM과 PLA (Ultimaker S5, Ultimaker, Nederland)를 사용하였다. 

Pull out strength는 직경 3.5mm 길이 24mm의 Cortical screw (Zimmer Biome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ortical screw 는 수직으로 삽입되었으며 Cortical screw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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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punch 를 수직 방향으로 삽입하였고 이후 같은 위치로 Cortical screw 를

삽입하였다. 삽입된 Cortical screw 는 Universal Testing Machine(UTM)에 별도의

지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분당 5mm의 속도로 압출하였다.

(A) (B) (C) (D) (E)

Figure 16. Specimens designed by changing the infill density. (A)10%, (B)12%, (C)15%, (D)17%, 

(E)20%.

3.3 결론

팬텀 제작

우리는 FDM 프린터와 PLA를 이용하여 견갑골 팬텀을 제작하였다. 내부 채움

정도를 조절하여 강도를 조절하였다. Figure 17 A 는 Pullout strength 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시편이며 Figure 17 B 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견갑골 팬텀이다.  

제작된 팬텀은 3D 프린팅 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제작비용은

4860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1/4수준으로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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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17. A patient-specific and hyper-realistic phantom for scapular bone drilling. (A) 

Fabricated Specimens with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and PLA (Ploylactic Acid)

(Ultimaker S5, Ultimaker, Nederland). (B) fabricated phantom for scapular bone drilling.

팬텀 평가

형상 정확성 평가

견갑골 모델은 FDM 과 PLA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한 명의 연구원이 형상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개의 랜드마크를 다섯 번 측정하였다 (Figure 15 B). 

STL 모델과 제작된 모델의 측정된 결과는 Bland-Altman plot 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측정오차(Mean ± SD)는 -0.36 ± 0.61mm (limit of agreement from -1.60 to 

0.88 mm)이다. Glenoid 의 높이를 제외한 모든 측정값은 95% 신뢰 구간 내에

있었다 (Figure 18).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형상을 보였으며 STL 에 비해가 약간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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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Bland-Altman plots to evaluate the accuracies between the STL file and printed 

scapular model. The lengths were measured at (a) the width of the glenoid, (b) the height of the 

glenoid, (c) the width of the coracoid, (d) the height of the medial border.

pull out test

견갑골 모델을 만들기에 앞서 FDM 과 PLA 를 이용하여 3×3×4cm 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1.5mm 두께로 내부 채움 조건은 10 ~ 20% 사이로 설정하여 5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3.5mm 길이 24mm 의 Cortical screw 를 시편에 수직으로

삽입하였다. 별도의 지그를 이용하여 UTM 고정하였고 분당 5mm 의 속도로

압출하였다. 참고한 논문은 남성과 여성의 카데바의 요추의 Peak pull out 

force(PPF)를 측정하였고 각각 250N, 200N이었다.25 채움 정도를 15~ 20% 사이에서

원하는 영역에 존재하였다(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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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Bar chart of the Pullout force(N) change according to the wall thickness and infill 

density. Male peak pull-out force (red line), female peak pull-out force (yellow line). 

3.4 고찰

우리는 골다공증을 고려한 뼈 시뮬레이션 팬텀을 임상적 요구에 따라 실감

적으로 구현하였다. 제작된 팬텀은 특정 크기의 시편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술을

시뮬레이션 할 때 문제가 없을 정도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팬텀은 RTSA 가 필요한 여성 환자의 CT 영상을 이용하여 형상을 제작하였고

FDM 과 PLA 를 이용하여 특정한 내부패턴으로 강도를 조절하였다. 우리는

CT 에서 추출한 견갑골 모델의 STL 파일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형상의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였다. 한 명의 연구원이 네 개의

랜드마크를 다섯 번씩 측정하고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오차는 -0.36 ± 0.61mm (limit of agreement from -1.60 to 0.88 mm)로 합리적인

측정오차를 보였다. 또한, 우리는 실감 적인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고 Pullout force를 측정하였다. Srinidhi, et al.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카데바의 요추의 PPF 를 측정하였고 각각 250N, 

200N 이었다. 두께를 1.5mm 내부 채움 정도를 20%에 두었을 때 남성의 강도와

비슷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1.5mm 내부 채움 정도를 15%에 두었을 때 가장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두께를 얇게 하고 내부 채움 정도를 낮게 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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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를 모방할 수 있다. 골다공증을 고려한 뼈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implants 들의 fixation 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완 골, 지방, 피부를

추가로 분할하고 설계하여 인체의 어깨 부분을 만들어 훈련의에게 시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술 훈련 시뮬레이터의 제작도 가능하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골다공증 모델을 직접 측정하고

비교하지 못하였다. 카데바의 상완골을 추출하고 EDTA 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모델을 만들어 pullout strength 를 측정할 예정이며, Mini pig 의 proximal limb 의

upper 1/3 을 EDTA 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모델을 만들어 pullout strength 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다음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둘째, 실제 뼈와 비슷한 강도의

재료를 찾았지만, 드릴링이나 스크류 삽입 시의 인체와의 차이가 있다. 플라스틱

재료에 드릴링이나 스크류 삽입시 생기는 열로 인하여 재료들이 녹아서

전반적으로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실제 뼈의 경우 절삭된 재료가

debris 가 되는 것과 상반되는 현상을 가진다. 3D printing 기술 및 재료 부분들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3D 프린팅 방법과

소재를 테스트하여 교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Pull-out force 를 내부구조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재료 및 패턴을 다양화하여 패턴

외경을 함께 측정할것이다. 결론적으로, 골다공증을 고려한 뼈 시뮬레이터는

생체역학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부, 지방과 같은

해부학 구조를 추가로 분할하고 제작된 뼈 시뮬레이션 팬텀에 적용하여 훈련용

시뮬레이터 제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피부암 시뮬레이터를 통한 피부암 절제술 수술가이드 평가

4.1 서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는 인간에게 Ultra Violet(UV) 노출량을

증가시킨다. 과도한 UV 노출은 인간의 피부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비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통해 피부암을 유발시킨다.29 피부암은 주로 basal cell 

carcinoma (BCC), squamous cell carcinoma (SCC), malignant melanoma 순으로

진단된다.30 주로 햇빛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얼굴과 목에 주로 발생하며 코 볼, 

눈꺼풀, 이마에서 흔히 발생한다. 피부암은 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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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진단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다.31 피부암을 절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근치적 절제술과 Mohs Micrographic surgery 로 나뉜다. Mohs 

Micrographic surgery 는 피부의 표면에서부터 평행한 방향으로 절편과 같이

단계적으로 잘라내고 이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병변

영역을 잘라내어 정상 피부의 절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법이지만 근치적

절제술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성 피부암의 경우 사용이

어렵다.32 근치적 절제술은 CT, MR과 같은 의료영상을 통하여 피부암을 진단하고

생검 검사를 통하여 병변을 포함한 safety margin 을 설정하고 외과적 방식으로

절제한다. 피부암은 종종 신경관, 연골 및 배아 융합 평면을 따라 예상보다 깊고

넓게 분포하여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CT, MRI와 같은 의료 영상은 질병의

침입 및 전이 정도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이 정보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과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피부암의 절개 부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는 피부암 절개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수술 가이드의

정확성을 환자에게 직접 실험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와 재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피부의 촉각, HU 값을 고려하여 실감 적으로 제작된 체외 팬텀을

이용하여 가이드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4.2 대상 및 방법

영상 분할 및 피부암 팬텀 설계

본 연구는 malignant melanoma 가 있는 59 세 남성 환자의 CT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120kVp 튜브 전압과 1mm의 slice thickness 로 촬영되었다. 두개골과

피부는 Figure 20 A 와 같이 mimics v17 을 사용하여 분할하였다. 두개골과 피부는

각각 289~3019 HU 및 289~3019 HU 영역에서 Thresholding 기능을 사용하여

분할하였고 region growing 기능을 이용하여 세부영역이 선택되었다. 피부암

팬텀은 두개골, 피부, 5 개의 병변으로 구성되며 3-matics v9 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피부암 절제 가이드를 평가하기 위해 얼굴의 모든 부분이 필요하지

않아 얼굴 전체 영역을 제작하지 않았다. 병변은 반경 5mm 의 반구형으로 코와

귀 사이에 5 개를 설계하였다. 두개골은 피부 성형기와 결합을 위해 하단에 덮개

만들고 실리콘 주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기구멍을 설계하였다.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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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기는 실리콘 주입 후 피부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단과 하단을

나누었으며 실리콘을 주입하는 구멍과 공기 구멍을 설계하였다 (Figure20 B, C).

(A) (B) (C)

Figure 20. Visualization of segmented anatomies including the skin and skull, and the modeled in-

vitro phantom in CT images of a 59-year-old patient with malignant melanoma. (A) Sagittal view 

of segmented anatomies. (B) Front view of modeled in-vitro phantom. (C) Sagittal view of modeled 

in-vitro phantom. (skin, peach; skull, light green; cancer top, red; cancer center, pink; cancer 

bottom, purple; cancer left, orange; cancer, blue).

피부암 절제 가이드 설계

피부암 절제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된 피부암 팬텀을 120kVp 튜브 전압과

1mm 의 slice thickness 로 CT 촬영하였다. CT 영상은 피부, 두개골, 5 개의 병변을

분할하였다. 분할된 병변과 safety margin을 3mm로 설정하여 절개 영역을 그리고

병변의 상하좌우 4 개의 삽입 점을 지정하였다. 피부암 가이드를 고정하기

위하여 코, 귀를 이용하며 가이드는 코, 귀, 코와 귀를 모두 고정하는 3 개

방식을 설계하였다. 가이드는 16cc intravenous(IV) catheter 를 각 지점에 7mm 

깊이로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몸체를

다공성 구조로 디자인하였다 (Figure 2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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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1. Visualization of scanned in-vitro phantom and design consideration for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 Sagittal view of segmented anatomies and resection point at the blue dotted 

line. (B) Axial view of segmented anatomies and intravenous catheter injected to a depth of 7 mm 

at the yellow dotted line. (C) Visualization of the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nd safety resection 

margin. (D) Applying skin cancer resection guide for the attached regions, the nose and ear. (skin, 

peach; skull, light green; cancer top, red; cancer center, pink; cancer bottom, purple; cancer left, 

orange; cancer,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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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지점 평가

가이드의 부착 부위가 코, 귀, 코와 귀를 모두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과 5 개의

병변으로 인하여 총 15 개의 피부암 절제 가이드가 제작되었다. 두 명의

연구원이 피부암 절제 가이드를 이용하여 총 120 개의 16 cc IV 카테터를 피부암

팬텀에 부착하였고 CT 스캔하였다. 각 CT 영상에서 피부와 카테터를 분할하였고

모두 STL 파일로 변환되었다. 각 STL 들은 global registration 과 fine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정합 되었으며 3-matics V9 을 이용하여 계획 지점과 실제 지점

그리고 계획 각도와 실제 각도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4.3 결론

피부암 팬텀과 수술 가이드의 제작

피부 성형기는 모델의 크기와 실리콘으로 제작된 피부의 분리를 고려하여 CJP와

plaster 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두개골은 실제 뼈의 강도, 모델의 크기, HU 값을

고려하여 CJP 와 plaster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병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HU 값을 고려하여 SLA 와 Clear resin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피부의 Shore A 경도와 촉감을 고려하여 실리콘(Dragon-skin-FX-pro, Smooth-on, 

USA)을 사용하였다. 피부 성형기에 붓을 이용하여 실리콘 코팅을 두 번

수행하였다. 실리콘의 충분한 경화를 위하여 하루 후에 제작된 병변과 두개골을

삽입하고 실리콘을 주입하였다. 실리콘이 충분히 경화될 수 있도록 하루 후에

실리콘 성형기에서 피부를 탈착 시킴으로써 피부암 팬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피부암 팬텀은 피부암 절제 가이드의 제작과 정확성 측정을 위하여 CT 촬영을

하였다. 피부암 절제 가이드는 피부암 팬텀의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FDM (M200, Zortrax, Poland) 과 Z-ultrat (Zortrax, Poland)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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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2. Fabricated in-vitro phantom and inserted 16cc intravenous (IV) catheter using a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Fabricated in-vitro phantom. (B) Inserted 16 cc IV catheters at in-vitro 

phantom using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ttaching at the ear (C) Inserted 16 cc IV catheters at 

in-vitro phantom using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ttaching at the nose (D) Inserted 16 cc IV 

catheters at in-vitro phantom using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ttaching at both ear and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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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절제 가이드 평가

피부암 절제 가이드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획된 지점과 실제 삽입된

지점을 비교하였다. 두 명의 연구원이 16 cc IV 카테터를 피부암 팬텀에 삽입했다. 

가이드의 부착 부위가 코, 귀, 코와 귀를 모두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과 5 개의

병변으로 인하여 총 15 개의 피부암 절제 가이드가 제작되었으며 상, 하, 좌, 우

등 4 개의 삽입 점을 포함하여 총 120 개의 삽입 점이 도출되었다. 두명의

연구원이 부착방식마다 5 개의 병변의 4 개의 지점에 카테터를 삽인 한 후 CT 

촬영을 하여 총 6 번의 촬영을 하였다. 모든 CT 영상에서 피부와 카테터를

분할하였으며 STL 파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STL 은 global registration 과 fine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정합 하였고 계획 지점과 실제 지점 그리고 계획

각도와 실제 각도의 차이를 측정하였다(Figure 23). 코, 귀, 코와 귀 모두 사용하는

가이드의 삽입 점 측정오차(Mean ± SD)는 각각 1.500 ± 1.858mm, 1.381 ±

0.836 mm, 1.316 ± 0.669 mm 이었다. 삽입 각도의 측정을 위해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였으며 코, 귀, 코와 귀 모두 사용하는 가이드의

코사인 유사도(Mean ± SD)는 각각 0.984 ± 0.014, 0.980 ± 0.018, 0.985±

0.016이었다 (Table 1). paired t-test는 가이드의 각 부착 영역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코와 귀 모두 vs 귀, 코와 귀 모두 vs 코, 귀 vs 코의 P-values 는

각각 0.684, 0.492, 0.250 이었다.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X, Y, Z 축에 대해

부착된 영역별로 피부암 가이드에 진입 점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X, Y, Z 축에서

측정된 각 측정 오차(mean ± SD)는 -0.21 ± 0.94 mm (limit of agreement from -2.1 

to 1.6 mm), -0.01 ± 0.57 mm (limit of agreement from -1.1 to 1.1 mm), -0.11 ± 1.14 mm 

(limit of agreement from -2.2 to 2.4 mm)이었다 (Figur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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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3. Visualization of the planned resection point using in-vitro phantom CT image and 

inserted 16 cc intravenous (IV) catheter at in-vitro phantom using skin cancer resection guide and 

Matching planned points with actual inserted points. (A) Planned point of insertion and line (B) 

Inserted 16 cc IV catheters at in-vitro phantom using skin cancer resection guide (C) Actually 

inserted 16 cc IV catheter (D) Matching planned points with actual insert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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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point (mm) Cosine similarity

Mean SD Mean SD

Both

Top 1.316 0.630 0.976 0.019

Bottom 1.181 0.783 0.988 0.006

Center 1.264 0.475 0.992 0.008

Left 1.320 0.698 0.996 0.002

Right 1.503 0.843 0.976 0.024

Total 1.316 0.669 0.985 0.016

Ear

Top 1.365 0.690 0.970 0.028

Bottom 1.645 0.835 0.981 0.015

Center 1.231 1.071 0.985 0.019

Left 1.330 0.818 0.987 0.010

Right 1.334 0.893 0.978 0.017

Total 1.381 0.836 0.98 0.018

Nose

Top 1.794 0.929 0.977 0.013

Bottom 1.105 0.415 0.981 0.001

Center 1.408 0.923 0.995 0.016

Left 1.061 0.585 0.990 0.015

Right 2.135 0.953 0.983 0.011

Total 1.500 0.858 0.984 0.014

Table 1.  The distance and cosine similarity of between the planed point and actu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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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24. The Bland-Altman plot evaluated the accuracy of the entry point of the skin 

cancer guide with nose, ears, both nose and ears as an attached area for each X, Y, and Z-

axis. (A) planed point vs actual point at X-axis, (B) planed point vs actual point at Y-axis, (C) 

planed point vs actual point at Z-axis.

4.4 고찰

우리는 두개골과 병변을 HU 값을 고려하고 피부의 Shore A 경도를 고려하여

실감 적으로 피부암 팬텀을 제작하였다. 피부암 팬텀을 CT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부암 절제 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두 명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부착된 부위와 측정 지점으로 인해 총 120 개의

삽입 점과 삽입각도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피부암 절제 가이드의 부착 부위는 코, 

귀, 코와 귀 모두를 사용하는 3 개의 경우가 있으며 코와 귀를 모두 사용해서

고정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오차(1.316 ± 0.669 mm)를 보여주었다. 코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1.500 ± 0.858 mm 의 측정오차를 보였으며 귀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1.381 ± 0.836 mm 의 측정오차를 보였다. 코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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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콧구멍의 윗부분만 가이드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고정력이

비교적 약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가이드보다 측정 오자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측정오차는 모두 1mm 내외로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 피부암 절제 가이드는

카테터의 삽입 깊이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카테터를 삽입하고 바늘과

가이드를 제거하면서 카테터가 표면에서 약간 밀려나와 상대적으로

부정확결과를 보였다. 실제 수술실에서 피부암 절제 가이드를 사용하면 병변

부위에 blue dye injection 을 통해 표시하므로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다. 세 가지

고정 방법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test 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코와

귀 사이 공간에 인위적으로 병변을 만들고 평가하였다. 병변이 머리 뒤편이나

정수리 부위에 존재할 경우 피부암 절제 가이드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없다. 

후속 연구는 광범위한 분포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병변을 인위적으로 삽입한

피부암 팬텀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부암 절제 가이드 제작하고 정학성을

평가할 것이다. 둘째, 피부암 절제 가이드를 하나의 FDM 과 하나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평가하지 않아 다른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현성을 보일 수 있다. 셋째, Shore A 경도를 고려하여 피부를

구성하는 실리콘을 구성하였지만, 실제 주입 시 생기는 피부의 반발력은

재현하지 못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환경과 약간 달랐습니다. 새로운 실리콘

재료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음으로 새로운 실리콘을 테스트하고 인간의 피부와

같은 실리콘 재료를 사용하여 체외 팬텀을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HU 값과

Shore A 경도를 고려하여 제작된 팬텀은 피부암 절제 가이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역학 검사의 테스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피부암 절제

가이드는 의료 영상과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환자 피부에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저 경험과 고 경험 의사의 수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 피부암

절제 가이드는 정확한 절개 부위를 제공하여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위 운동 모사 시뮬레이터

5.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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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체중과 비만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33 비만 대사 수술은 고도비만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 대사 수술은 위 주름 성형술, 십이지장 전환 술, 단일 문 합 위

우회술과 같은 gastric bypass surgery 있으며 조절형 위 밴드 삽입술, 위 내 풍선

시술, 위-십이지장 비만 스텐트와 같이 위의 부피를 줄여 흡수를 저해하는

방식이 있다.34 위내 풍선 시술과 위-십이지장 비만 스텐트와 같은 시술에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삽입물의 안정성 평가와 삽입물의 고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전 연구는 동물 실험과 같은 생체 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반복성이 좋지

않아 재현이 어려웠으며, 위를 대략적인 형태로 제작하였지만,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이 어려웠으며 위의 운동성을 구현하지 못하였다.35,36,37 우리는 서로 다른

3 개의 phase 의 영상을 이용하여 최대크기의 위 형태를 설계하고 경도가 낮은

재료를 이용하여 실감 적인 팬텀을 제작하였으며, servo 모터를 이용하여

연동운동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사실적인 위 운동 모사 팬텀을 제작하였다.

우리는 제작된 위 운동 모사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위 내 삽입물의 사실적인

평가할 수 있다.

5.2 대상 및 방법

의료영상 획득 및 설계

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부피와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CT 촬영을

하기 위해 8 시간 동안 금식을 하였으며, Buscopan 10mg (Boehringer Ingelheim, Seoul, 

Korea)을 정맥에 주사하여 장 연동운동을 멈추게 하였고, 6g 발포성 과립(Taejeon 

Pharmaceuticals, Kyungki Do, Korea)을 10mL의 물과 함께 경구 투약하였다. 환자는

left posterior oblique (start of delay: 30 sec), supine(start of delay: 72 sec), prone(start of delay: 

150 sec) 자세로 3 번의 CT 를 촬영하였다. 촬영된 CT 영상은 Mimics v17 을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위장과 십이지장은 Thresholding (226~3071 HU) 과 region 

growing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또한, 척추는 Thresholding (above 1000 HU) 

과 region growing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위장, 십이지장, 척추는 모두 STL 

파일로 변환하였고 3-matics v9 을 이용하여 위 팬텀의 최대크기를 설계하였다. 

위의 최대크기를 만들기 위해 척추를 기준으로 N-point registration 과 fine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3 phase에서 얻어진 해부학구조를 정합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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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팬텀의 고정과 음식물의 삽입 및 배출을 위하여 위와 십이지장 부분에

입구를 설계하였으며 두께는 인간 위의 벽 두께를 모방하기 위하여 2.5mm 로

설계하였다.

(A) (B) (C)

Figure 25. The overall procedure of modeling gastric phantom. (A) Visualization of 

segmentation with gastric at the three-phase CT image. (B) 3D visualization of each 

segmented gastric (C) Final model with 12 landmarks. left posterior oblique (green), 

supine (red), prone (blue). Adapted from Kwon, J., et al., Sci Rep, Sci Rep, 2020. 10(1): p. 

18976,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3D 프린팅과 형상 정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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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델링 된 위 팬텀을 Objet 500 Connex3 와 Agilus Transparent(Stratasys Ltd., 

Rehovot, Israel)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팬텀은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리콘(MED6 6606; NuSil, California, US)코팅을 내부와 외부에

2 회 적용하였다 (Figure 26 A). 제작된 팬텀의 형상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TL 파일과 제작된 모델의 12 개의 랜드마크를 지정하고 각각 3-matic V9 과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25 C). 제작된 모델을 측정할

때는 위 팬텀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측정하였다.

위 움직임 구현

연동운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작된 위 팬텀의 식도와 십이지장 부분은

별도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철제 프레임에 고정하였다. 연동운동 구현을 위한

servo motor 또한 철제 프레임에 고정되었다. 위 체부에 5 개의 작용점을

만들었으며 십이지장에 2 개의 작용점을 만들었다. 위 체부에는 연동운동을 위한

5 개의 Linear Servomotor(L12-30PT-4, irrobot, South Korea)를 직접 부착하였다. 

십이지장에는 연동운동을 위해 2개의 coreless servomotor(DGS-3399, Sky-holic, South 

Korea)를 낚싯줄을 이용하여 위 팬텀과 모터를 부착하였다. 연동운동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움직임은 1 분 동안 2 회 반복되도록 설정되었다. 

각 조작기는 Arduino UNO (R3) (Arduino, Italy)를 사용하여 제어하고, A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USRT) protocol 을 이용하여 컴퓨터 간 통신을

하였다.

3.3 결론

위 팬텀 제작 및 운동성 구현

위 팬텀은 경도, 크기, 투명성, 내부를 비우는 형상을 고려하여 Objet 500 Connex3 

와 Agilus Transparent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잘 찢어지는

재료의 특성 및 부족한 유연성을 고려하여 내부와 외부에 실리콘을 2 회

코팅하였다. 제작된 팬텀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도와 십이지장을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하여 FDM 과 PLA 를 이용하여 홀더를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철제 프레임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위 팬텀의 위 체부에는 다섯 개의

작용점을 부착하였다. 움직임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식물이 십이지장 쪽으로 이동되도록 작용점을 위치시켰으며 Linear 

Servomotor 를 통하여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십이지장 부분에는 두 개의 작용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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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으며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이 빠져나가도록 뒤틀림은 힘을 만들기 위하여 

coreless servomotor 를 사용하였으며 낚싯줄을 이용하여 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위는 1 분에 2 회 운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모터의 움직임 또한 1 분에 2 회 

반복되도록 설계되었다 (Figure 26).

(A) (B)

Figure 26. A patient-specific and hyper-realistic gastric phantom for simulating peristalsis motion. 

(A) Fabricated gastric phantom. (B) Gastric phantom fixed with the servo motor on the steel 

frame.

형상 정확성 평가

위 팬텀은 Agilus Transparent 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12 개의 랜드마크를 

지정하고 STL과 제작된 팬텀에서 3-matic과 버니어 켈리퍼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한 명의 연구원이 형성 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12 개의 

랜드마크를 5 번씩 측정하였다. STL 모델과 제작된 모델의 측정된 결과는 Bland-

Altman plot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측정오차(Mean ± SD)는 − 1.17 ± 2.94 mm(95% 

limits of agreement − 15.6 to 13.2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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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Bland-Altman plots to evaluate the accuracies between the STL file and fabricated 

gastric phantom. Adapted from Kwon, J., et al., Sci Rep, Sci Rep, 2020. 10(1): p. 18976, with 

permission of scientific reports

5.4 고찰

우리는 환자의 CT 영상을 이용하여 환자 맞춤형으로 위 팬텀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Linear Servomotor와 coreless servomotor를 이용하여 위의 움직임을 실감

적으로 구현하였다. 위 팬텀의 음식물 삽입과 배출 그리고 고정을 위하여

십이지장과 식도 부분에 입구를 몸체와는 다르게 단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우리는 CT 에서 추출한 위 모델의 STL 파일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형상의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였다. 한 명의

연구원이 12 개의 랜드마크를 다섯 번씩 측정하고 Bland-Altman plo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오차(Mean ± SD)는 − 1.17 ± 2.94 mm(95% limits of agreement − 15.6 to 

13.2mm)로 합리적인 측정오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형상을 보였으나

STL 에 비해가 작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위 팬텀은 2.5mm 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비어 있는 구조이며 위의 경도를 모사하기 위하여

경도가 가장 낮은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물리적으로 힘을 주었을 때

형상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출력물의 크기를

측정할 때 형상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 전체적으로 작게 측정된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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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Objet 500 Connex3 와 Agilus Transparent를

이용하여 최대한 낮은 경도의 팬텀을 제작하였지만, 인간보다 경도가 높으며

쉽게 팬텀이 찢어지는 단점이 있다. 3D printing 기술 및 재료 부분들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3D 프린팅 방법과 소재를

테스트하여 교체될 것이다. 둘째, 조작기의 부착지점이 인위적으로 선택되었다. 

안정적인 위 형상의 추출을 위하여 금식과 연동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을 정맥 투약하였으므로 의료영상에서 조작기의 부착지점을 추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위 연동 운동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후속 연구로 액체 식단, 부드러운 식단, 단단한 식단을 삽입하고 위

팬텀에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여 인간과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운동 모사 시뮬레이터는 생체 역학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위 운동 모사 팬텀을 이용하여 위-십이지장 비만

스텐트와 같은 위 내 삽입물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전체고찰

3D 프린팅 기술은 복잡한 형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다양한 의료분야 적용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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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시뮬레이터, 환자 보조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자의 해부학 구조를 반영하여 제작된 시뮬레이터는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를 의사에게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술 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해부학 구조의 기계적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터는 복잡한 수술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수술 시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훈련의들에게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의 기계적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터는 카데바, 동물실험을 이용한 생체역학 실험의 대체재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수요에 맞춰 개발된

네 가지 시뮬레이터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병변으로 인해

복잡해진 해부학 구조를 분할하기 위하여 의료영상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임상적 수요에 따라 턱의 움직임이나 척추의 움직임 등을 구현할 수 있는 CAD 

설계의 이해가 필요하며, 다양한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3D 프린팅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제작된 팬텀은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오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형상 정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팬텀의 움직임이 설계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하여 팬텀의 움직임의 정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STL 과

제작된 팬텀의 비교 평가가 필요하며 3D 프린팅 재료와 인체 조직과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제작된 시뮬레이터는 임상적 피드백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재료의 변경 등을 통하여 설계 개선 및 최적화를 거쳐서

시뮬레이터 제작의 정확한 프로토콜 정립도 중요하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임상적 수요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시뮬레이터를 3D 프린팅 기술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실감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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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네 개의 세부주제의 소개를 통하여

의료영상, 3D 프린팅 기술, 재료, CAD 설계, 실리콘 성형기술 등 다양한 이해요소

및 제작된 팬텀의 평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안면기형이 있는 유아의 CT 

영상을 기반으로 기도와 혀의 촉감, 턱의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을 고려한

설계를 하였으며 기도와 혀의 촉감과 피부의 질감 그리고 뼈의 강도를 고려하여

3D 프린팅 기술과 재료를 선택하였다. Shore A hardness 측정, 턱의 움직임 정확성, 

기도와 혀 모델의 형상 정확성을 통하여 기계적, 형상적으로 계획과 같은 지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RTSA 가 필요한 환자의 CT 영상을

이용하여 환자의 해부학구조를 반영하고 3D 프린팅 재료의 내부밀도, 외경 두께, 

내부 패턴 등을 이용하여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물리적 특성을 갖는 팬텀을

제작하였으며 형상 정확성과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피부암의 절개

부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는 피부암 절개 가이드를

개발하고 피부의 질감, HU 값을 고려하여 실감 적으로 제작된 체외 팬텀을

이용하여 가이드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3 개의 phase 의

CT 영상을 이용하여 위 팬텀을 설계하고 경도가 낮은 재료를 이용하여 실감

적인 팬텀을 제작하였고 servo 모터를 이용하여 연동운동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사실적인 위 운동 모사 팬텀을 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3D 프린팅을 활용한

환자 맞춤 및 실감형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임상적 요구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그것에 맞게 평가되었다. 환자 맞춤 및 실감 적으로 제작된 교육용 시뮬레이터는

훈련의에게 다양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병변으로 인하여 복잡한

해부학구조로 인하여 수술이 어려운 경우 미리 시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장기의 기계적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터는 생체역학

테스트를 카데바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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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Three-Dimensional(3D) printing was widely applied various medical fields Because of the 

popularization and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asily fabricate complex shapes.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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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applications were applied such as patient-specific surgical guides, patient-specific 

implants, patient education simulators, surgical simulators, and aid-device. To apply 3D 

printing technology to medical field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various factors such as 

medical image, anatomical structure, computer-aided design (CAD), manufacturing software, 

3D printing technology and materials, and the post-process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atient-specific and hyper-realistic simulators according to clinical 

demands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and medical images and to evaluate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design and fabrication considering the simulator.

The first sub-study is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ndotracheal intubation training 

phantom with facial deformities. Toddler female patient with a facial deformity, which is 

difficult to intubate, the airway, tongue, maxilla, mandible, cervical spine(C-spine), skull, and 

skin were segmented Based on Computed Tomography (CT) and based on this, an 

endotracheal intubation training phantom with facial deformity was designed. To mimic the 

tactile sensing to press the tongue with a Macintosh blade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the 

tongue with the holes and inner structures to let air through was designed. To simulate the 

motion of the cervical spine, a ligament was fabricated of silicone with a molder. The joint 

mechanism of jaws to make the mandible to rotate and slide was designed. The maxilla, 

mandible, and skull were fabricated using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and Poly Lactic 

Acid (PLA), and the C-spine were fabricated using FDM and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and individually fabricated to implement the disc and ligament. Seven C-spine were 

inserted into a molder fabricated of stereolithography (SLA) and clear resin, and silicone was 

injected. The tongue and airways were fabricated using 3 different 3D printers including 

Polyjet and 2 SLAs and low hardness materials. The skin molder was fabricated using color-

jet printing (CJP). One of the important expression elements of the endotracheal intubation 

simulator is tactile sensing to press the tongue, and the hardness was measured using the Shore 

A durometer. The Shore A hardness of the airway and tongue models was 36.47 ± 0.75 for 

Polyjet, and the two SLAs were 51.92 ± 1.99 and 61.39 ± 0.91A, respectively. The degree of 

opening of the inter-incisors was controlled, and the measurement error between the Standard 

Triangulated Language (STL) and the printed simulator is 0.67 ± 1.42 mm. Th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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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of the STL of the tongue and airway model fabricated using the Polyjet and two SLAs 

and the fabricated models were 0.40 ± 0.58, -0.84 ± 0.77, and 0.14 ± 0.58 mm, respectively.

The second sub-study is a bone simulator considering osteoporosis. The scapula was 

segmented and designed based on CT images of patients requiring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 The bone simulator was fabricated by varying wall thickness and degree 

of infill density to express the dense bone and cancellous bone with osteoporosis. Before 

fabricating the bone simulator considering the actual anatomy model, the specimen was 

fabricated with a size of 3×3×4cm, the thickness of the outer surface of 1.5mm, and the degree 

of filling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10-20%.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using FDM and 

PLA. a 3.5mm diameter and 24mm long cortical screw of Zimmer was vertically inserted 

15mm at the specimens, and a cortical screw was extruded at a speed of 5mm/m to measure 

pull out strength. The measurement error of the STL and the fabricated bone simulator is -0.36 

± 0.41 mm. Pullout strength of about 200-250N could be measured in specimens with an infill 

density of 15-20%.

The third sub-study is the evaluation of a skin cancer resection guide through a skin cancer 

simulator. Skin and skull were segmented based on CT images of patients with malignant 

melanoma. Skin and skull were segmented based on CT images of patients with malignant 

melanoma. Based on the segmented anatomy, the skin molder and skull were designed, and 

five lesions were artificially designed between the nose and ears. The skin molder and skull 

were fabricated using CJP considering size and Hounsfield units (HU), and five lesions were 

fabricated using SLA and clear resin considering HU. The fabricated skull and five lesions 

were assembled with a skin molder, and silicone (Dragon-skin-FX-pro, Smooth-on, USA) 

having a hardness like that of the skin was injected. The skin was detached by breaking the 

skin molder a day later for sufficient curing of the silicone. The fabricated phantom was 

scanned on a CT, and the skin, bone, and five lesions were segmented. Based on the segmented 

anatomy, a total of 15 skin cancer resection guides were designed considering the safety 

margin of 3mm for skin cancer area and 4 insertion points up, down, left, and right, and fixing 

methods for the nose, ear, and both. Two researchers inserted a 16cc intravenous catheter into 

the skin cancer simulator using a skin cancer guide. The skin cancer simulator with the injected 

catheter was scanned on a CT, and the skin and the catheter were segmented and conv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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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Stereo Lithography (STL). The STL was matched using the global registration function, 

and based on this, the entry point and cosine similarity were measured. The measurement 

errors (Mean ± SD) between the planned and actual points of the three guides fixed using the 

nose, ears, and both are 1.50 ± 0.858, 1.381 ± 0.836 mm, and 1.316 ± 0.669 respectively, and 

the cosine similarity is 0.984 ± 0.014, 0.980 ± 0.018, 0.985 ± 0.016 respectively. The 

measurement errors of the X, Y, and Z axes were  -0.21 ± 0.94 mm (limit of agreement from 

-2.1 to 1.6 mm), -0.01 ± 0.57 mm (limit of agreement from -1.1 to 1.1 mm),-0.11 ± 1.14 mm 

(limit of agreement from -2.2 to 2.4 mm) respectively.

The final sub-study is the gastric phantom considering peristalsis motion. Three-phase CT has 

scanned the patient with suspected gastric duodenal stenosis in left posterior oblique, supine, 

and prone positions. The stomach and spine were segmented using Region's growing and 

thresholding functions based on CT images, and the segmented stomach and spine were 

converted to STL. Each STL was matched using the N-point registration and fine registration 

functions. Each gastric was merged to express maximum size. The gastric body was fabricated 

using Polyjet and Agilus 30 considering hardness and the esophagus and duodenum were 

fabricated using Vero in consideration of the insertion of food and fixing of the steel frame. 

The printed gastric was coated with silicone in consideration of tearing. The fabricated 

phantom was fixed to the steel frame using a 3D printed Fixture in the esophagus and 

duodenum, and each motor was also fixed to the steel frame. To make peristalsis, three fixing 

points were Designated on the left side of the stomach and two fixing points on the right side, 

and two fixing points front and rear the duodenum. The linear servomotor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gastric, and the coreless servo motor was fixed to the duodenum using a 

fishing line and a silicone tube. The movement was made sequentially from top to bottom and 

was set to repeat twice a minute.

In conclusion, we developed and evaluated patient-specific and hyper-realistic simulators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and medical images. Elements such as medical images, 

anatomical structures, computer-aided design (CAD), manufacturing software, 3D printing 

technology and materials, and post-processing necessary to apply 3D printing technology to 

the medical field are introduced through four sub-study. we also summarized the meth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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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shape accuracy, movement accurac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abricated phantom.

Key words : 3D printing, medical imag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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