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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개요

디지털기술의도입에따른치과교정학의변화1

인공지능이변화시킬치과교정학2

치아교정 AI의개발스토리3

앞으로의비전4



과거의 치과교정학



현대의 치과교정학



그리고….   



치아 교정의 프로세스

환자내원1

진단자료채득2

진단자료분석, 문제목록3

치료계획수립4

3차원구강스캔자료전송5

3차원치아이동시뮬레이션6

교정장치제작및배송7

교정치료시작8



진단자료 채득



진단 자료 분석 :  Cephal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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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자료 분석 :  Cephalometric Analysis



진단 자료 분석 :  Cephalometric Analysis



진단 자료 분석:  측모 연조직 분석

Soft tissue Analysis

1. N’Pog’ to FH = 90.5 (912)

2. B’ to Pog’ = 1.8 (1.5)

3. FH to A’B’ = 80 (81)

4. Soft tissue prominence to A’B’
= 4 : 1.8 : 2.0 : 1.0 (4:2:2:1) 

5. Nasolabial angle 19/80 (20/80)

6. Sn – Ustm : LStm – Me                          
= 1:2.0  (1:1.8~2)



진단 자료 분석:  치아 모델 분석



진단 자료 분석:  치아 모델 분석



진단 자료 분석:  임상사진 분석



치료계획 수립

치료계획 수립



교정치료 개시



Cephalometry Analysis using Neural Networks



Cephalometry Analysis using Neural Networks



Cephalometry Analysis using Neural Networks



Treatment planning using Machine learning



혁신은 누가 하는가?



교정치료환자가 교정시장 전체를 혁신하다.

Align Technology사의창업자인 Zia Chishti와 Kelsey Wirth(출처: google.com)



교정치료환자가 교정시장 전체를 혁신하다.

Invisalign (출처: Align Technology, google.com)



투명 교정 장치의 급부상

Invisalign (출처: Align Technology, google.com)



문제의식

방사선사진및임상사진계측을육안
으로보고손으로직접탐침을해야함. 

수작업에의존하는자료분석방식

프로그램이설치된원장실에서만진단
이가능함. 

진단분석시장소의제약

한명의환자를보더라도프로그램가
격은수백만원이상

환자수와무관한고가의프로그램

핵심교정시장의참여자간정보이동의
플랫폼부재

환자-치과의사-기공사원시적정보전달

독보적인초거대기업에의해투명교정
시장독점됨. 영세기공소는시장소외.

초거대기공소에의해시장독점화



요구 조건

웹기반프로그램1

인공지능기술을사용할것2

사용하기매우쉬울것3

환자, 치과의사, 기공사가참여할수있는플랫폼4



개발 스토리
: 덕질의 시작



기획자료 및 개발 초안

2014년 4월 (레지던트 2년차) :  OrthodonticGuru기획안작성



프로토타입 개발

2015년 (레지던트 3년차):  WebCeph으로제품명확정후웹기반계측프로그램런칭



개발 중단

2016 - 2017년 (펠로우시절,개원초기) :개발중단



Machine Learning 친숙해지려고 시도

2018년 (개원 2년차): Facial Landmark Detection으로집에서아들과가지고놀기



Cephalo-image 훈련 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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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alo-image 훈련 자료 생성

옆얼굴위치정보와해부학적계측정보가담긴인공지능훈련용데이터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image_metadata_stylesheet.xsl'?>

<dataset>

<images>

<image file='images/00001.jpg'>

<box top='176' left='932' width='2110' height='2125'>

</box>

</image>

<image file='images/00002.jpg'>

<box top='206' left='976' width='1961' height='2095'>

</box>

</image>

<image file='images/00003.jpg'>

<box top='221' left='925' width='2019' height='2080'>

</box>

</image>

<image file='images/00006.jpg'>

<box top='204' left='966' width='1929' height='2097'>

</box>

</image>

</images></dataset>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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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alo-image 훈련 자료 생성

입력부

학습모듈 인공지능예측모델

해부학적계측점들이표시된
훈련용측모두부방사선사진

입력부

예측모델
생성

출력부

해부학적계측점들이표시된
측모두부방사선사진결과물

해부학적계측점들이표시되지
않은측모두부방사선사진



Machine Learning 결과 테스트



알파 테스터 버전 개발



베타 테스터 버전 개발



webceph.com 런칭



webceph.com 런칭



앞으로의 비전

“온라인 인공지능 치아교정 통합 플랫폼”



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많은교류를하길

희망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