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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치아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4축 구동부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도 변환이 가능하여 스캐닝 작업의 효율을 높인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치아 석고 모델의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영상 검출부와, 영상 검출부에 의하여 측정되는 치아 석고 모델의 위

치 및 자세를 변경시켜 주는 4축으로 구성된 구동부와, 영상 검출부를 이용하여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여 치아 석고 모델의 위치 및 자세를 변경 제어해 주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4축 구동부는 치아 석고 모델

이 장착된 테이블 지그에 대한 틸트, 회전, 및 메인 회전의 3 자유도와 위치설정용 직선 구동의 1 자유도를 확보함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도 변환이 가능하여 스캐닝 자동화율을 높여 측정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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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측정물이 장착되는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제1 로테이션 구동부와,

상기 제1 로테이션 구동부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구동부와,

상기 제1 로테이션 구동부와 독립적으로 틸팅 구동부를 회전시키기 위한 제2 로테이션 구동부와,

상기 제2 로테이션 구동부를 직선 이송시켜 주기 위한 직선 구동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용 구동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로테이션 구동부는 테이블 지그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틸팅 베드와, 상기 틸팅 베드에 설치되어 테이블 지그

와 함께 피측정물을 회전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모터로 구성되고,

상기 틸팅 구동부는 상기 틸팅 베드를 틸팅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베드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에 설

치되어 틸팅 베드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모터로 구성되며,

상기 제2 로테이션 구동부는 메인 로테이션 모터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베드지지 프레임과,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

를 회전시키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모터로 구성되고,

상기 로테이션 모터, 틸팅 모터 및 메인 로테이션 모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스캐닝 시

스템용 구동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측정물은 치아 석고 모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

청구항 4.

피측정물이 장착되는 테이블 지그를 제1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며, 양단에 각각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를 구비한 틸팅 베드와,

상기 틸팅 베드에 설치되어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모터와,

양단에 각각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에 대응하여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를 구비하고, 상

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로부터 연장된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을 틸팅 가능하게 지지하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에 설치되어 틸팅 베드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모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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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제2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지 프레임과,

상기 지지 프레임이 설치된 직선 구동 베드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에 설치되어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모터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를 직선 이동시키기 위한 직선이동수단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이블 지그, 틸팅 베드 및 메인 로테이션 베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

템용 구동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은 서로 일치함과 동시에 직선이동수단의 직선 구동축과 수평을 이루며, 상

기 직선 구동축은 테이블 지그의 제1 회전 중심축과 수직상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

장치.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의 제2 회전 중심축은 틸팅 베드와 메인 로테이션 베드가 서로 평행

상태를 이룰 때 테이블 지그의 제1 회전 중심축과 동일선상에 위치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치아 석고 모델이 장착되는 테이블 지그와,

상기 테이블 지그를 제1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며, 양단에 각각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를 구비한 틸팅 베드와,

상기 틸팅 베드에 설치되어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모터와,

양단에 각각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에 대응하여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를 구비하고, 상

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로부터 연장된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을 틸팅 가능하게 지지하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에 설치되어 틸팅 베드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모터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제2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지 프레임과,

상기 지지 프레임이 설치된 직선 구동 베드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에 설치되어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모터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를 직선 이동시키기 위한 직선이동수단과,

상기 치아 석고 모델이 원점에 위치할 때 수직으로 레이저 광을 조사해 주는 레이저 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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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치아 석고 모델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반사광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모터를 제어하여 치아 석고 모델의 위치 및 자세를 변경 제어해 주며, 상기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신호를 신호

처리하여 형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제어부로 구성되고,

상기 테이블 지그, 틸팅 베드, 메인 로테이션 베드 및 직선 구동 베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

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은 서로 일치함과 동시에 직선이동수단의 직선 구동축과 수평을 이루며, 상

기 직선 구동축은 테이블 지그의 제1 회전 중심축과 수직상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의 제2 회전 중심축은 틸팅 베드와 메인 로테이션 베드가 서로 평행상태를 이룰

때 테이블 지그의 제1 회전 중심축과 동일선상에 위치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가 레이저 광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직선 구동 베드의 직선 구동축과 동일한 방향의 상부에

위치 설정되어 있을 때, 치아 석고 모델의 구치부 설측면 측정은 메인 로테이션 모터에 의하여 틸팅 베드의 틸팅 중심축을

카메라의 수광 방향과 동일하거나 이와 근접된 방향으로 자세 설정하고 틸팅 베드를 틸팅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4축 구동부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이 장착된 테이블 지그에 대한 틸트, 회전, 및 메인 회전의 3 자유도와 위치설

정용 직선 구동의 1 자유도를 확보함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도 변환이 가능하여 스캐닝 작업의 효율

을 높인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비접촉식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아 교정 치료는 치아의 배열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치아의 기능적인

장애(씹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음식을 자를 수 없다든지, 발음장애 등)와 심미적인 장애(주걱턱, 덧니, 옥니)를 치료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상기와 같이 치아의 배열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치아의 기능적인 장애와 심미적인 장애를 치료해주는 경우에

치아의 교정치료에 필요한 치아의 형태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삼차원 형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삼차원 스캐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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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치아 교정치료는 1) 치료 개시 시점에서 환자의 치아 석고 모델을 제작하여 치아의 위치와 기울기 등과 같은 형상

데이터를 획득 측정한 후, 2) 이들 치아의 비정상적인 치아배열을 이상적인 치아배열로 바꾸기 위한 교정방법을 확정하고,

3) 교정용 브라켓을 치아에 장착하여 교정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치아 형상데이터의 측정(치아 위치와 기울기 측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은 숙련된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삼차원으

로 된 치아 석고 모델의 형상데이터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떨어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많

은 석고 모델을 교정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저장 장소가 필요하고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의 치아 석고 모델을 삼차원 스캐너로 스캐닝하여 컴퓨터 모델화하고, 컴

퓨터 상에서 삼차원 형상데이터를 추출하고, 컴퓨터 데이터의 형식으로 석고모델을 보관할 수 있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

이 제안되었다.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은 치아 교정을 할 때에 치아 석고 모델을 수작업으로 측정하여 치료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삼차원 좌표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석고 모델을 분석하여 컴퓨터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치아 교정에 필요한

형상 데이터를 기존의 수작업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함을 목표로 한다.

한편, 치아 교정을 위하여 피측정 대상이 되는 치아 석고 모델은 형상이 매우 복잡하고, 표면의 굴곡이 심하며, 전체 형상

과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재질과 색상이 거의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하는데 있

어서의 특징은 치과 의료용으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며, 측정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하고, 측정결과

를 얻기까지 의사들의 입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측정된 형상 데이터는 치과의료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측정 정밀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고, 치아의 삼차원 컴퓨터 그

래픽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측정점들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점으로부터 의료용 형상데이터를

추출해 내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범용 삼차원 스캐너는 비접촉식 삼차원 스캐너와, 접촉식 삼차원 스캐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삼차원 스캐

너를 이용한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비접촉식 삼차원 스캐너

비접촉식 삼차원 스캐너는 레이저 거리 센서를 3축 방향으로 직선구동시키는 스캐너와, 레이저 슬릿과 카메라를 이용한

스캐너가 있다. 먼저,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삼차원 스캐너는 도 1a와 같이 치아 석고 모델의 아래쪽으로 향한 측정면

(2a)과 도 1b와 같이 수직 측정면(2b)은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피측정물의 자세를 바꾸고 원점을 잡은 후 다시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측정물의 형상에 따라서 Z축을 움직여 주어야 하며, 의

료용으로 필요한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고가의 역설계 프로그램 사용해야 한다.

상기 레이저 슬릿과 카메라를 이용한 스캐너는 1자유도의 직선구동을 하는 스캐너로서 도 1c와 같이 피측정물의 형상이

복잡할 때 치아 석고 모델(3) 자체 형상에 카메라(4)의 시야가 가려져서 측정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하고, 의료용으로 필요

한 형상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고가의 역설계 프로그램 사용해야 한다.

2. 접촉식 삼차원 스캐너

접촉식 삼차원 스캐너는 측정 프로브(Probe)를 x, y, z의 3축 방향으로 직선 구동시켜 물체에 접촉시킴으로써 접촉점의

삼차원 좌표를 얻는 접촉식 3자유도 스캐너로서, 측정 프로브의 크기보다 작은 미세한 굴곡을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접촉

식 삼차원 스캐너는 도 1a와 같이 아래쪽으로 향한 측정면(2a)은 측정이 어려워서 피 측정물의 자세를 바꾸고 원점을 잡은

후 다시 측정해야 하고, 측정 위치를 조작자가 직접 프로브를 이동시켜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장비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의료용으로 필요한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

해서 고가의 역설계 프로그램 사용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기존의 비접촉식, 접촉식 치아 석고 모델 측정용 삼차원 스캐너는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는 석고 모델인 경우

에는 측정이 어려운 문제점과, 숙련된 측정 기술이 필요하며,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역설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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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인은 치아 석고 모델을 스캐닝 하는데 도출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석고 치아 모델을 스캐닝

하여 별도의 역설계 프로그램 없이 컴퓨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너 시스템을 한국 특

허 제382905호에서 제안한 바 있다.

상기 한국 특허 제382905호의 비접촉식 삼차원 스캐너는 3축으로 구성된 구동부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을 지지하는 턴 테

이블에 대한 회전(Rotation) 및 틸팅(Tilting)의 2자유도와, 모델의 위치 설정을 위해 직선 이동(Linear Movement)의 1자

유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상기 삼차원 스캐너는 2자유도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의 자세가 결정이 되어 가장 측정하기 힘

든 부분인 구치부(어금니)의 설측면(혀와 접하는 면)의 일부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많은 스캔 경로를

추가하게 되므로 스캔닝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크로다(1996)의 Am. J. Orthodontics 110:365-369에는 치아 석고상을 레이저 스캐닝하여 석고상의 디지털 이미

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미국특허 제5,605,459호에도 개시되어 있다.

옴코 코오포레이션(Ormco Corpotation)에게 양도된 미국특허 제5,533,895호, 제5,474,448호, 제5,454,717호, 제

5,447,432호, 제5,431,562호, 제5,395,238호, 제5,368,478호, 및 제5,139,419호에는 치과용 치열기구를 설계하기 위해

서 치아의 디지털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5,011,405호에는 치아를 디지털적으로 영상화하고 치과 기구용 최적의 브라켓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개시

되어 있다. 치아 석고상을 레이저 스캐닝하여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것인 미국특허 제5,338,198호에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5,452,219호에는 치아 모델을 레이저 스캐닝하고 치아 형틀을 밀링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치아 윤곽의

디지털 컴퓨터 조작이 미국특허 제5,607,305호 및 제5,587,912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한 선행기술들은 모두 구치부의 설측면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상기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삼차원 스캐너의 스캐닝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피측정물이 고정되어 있고 3축 로봇에 측정장치를 장착하여

스캔하는 경우와, 피측정물은 1축 회전을 하며 측정장치가 1축 직선운동을 해서 스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축 로봇

에 피측정물을 장착하고 여러 개의 측정장치로 스캔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 단점이 스캔작업의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그 목적은 4축 구동부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이

장착된 테이블 지그에 대한 틸트(Tilt), 회전(Rotation), 및 메인 회전(Main Rotation)의 3 자유도와 위치설정용 직선 구동

(Linear Movement)의 1 자유도를 확보함에 의해 치아 석고 모델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도 변환이 가능한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비접촉식 4축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틸팅 구동부에 대한 메인 로테이션 구동부의 회전에 의해 카메라가 구치부(어금니)의 설측면(혀와

접하는 면)을 포함한 치아 석고 모델의 어떤 부분도 측정 가능한 자세로 자세 설정이 가능하여 스캐닝 자동화가 가능한 치

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시 수동측정이 요구되는 자세를 최소화하고 자동측정이 가능한 부분을 최

대로 증가시킴에 의해 스캔경로의 축소와 스캔시간의 단축에 의해 스캐닝 작업의 효율을 높인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

원 스캐닝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숙련된 조작자의 개입 없이 스캔작업 초기에 설정한 원점을 기준으로 피측정물의 자세를 구동부에

의하여 자동으로 바꾸어 측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자동화된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치아를 원하는 임의의 위치와 자세로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1회의 스캐닝만으로

도 정밀도 보장이 가능한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자동화된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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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특징에 따르면,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는 피측정물이 장착되는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제1 로테이션 구동부와, 상기 제1 로테이션 구동부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구동부와, 상기 제1 로테이션 구동부와

독립적으로 틸팅 구동부를 회전시키기 위한 제2 로테이션 구동부와, 상기 제2 로테이션 구동부를 직선 이송시켜 주기 위

한 직선 구동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특징에 따르면,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용 구동장치는 피측정물이 장착되는 테이블 지그를 제1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며, 양단에 각각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를 구비한 틸팅 베드와, 상기 틸팅

베드에 설치되어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모터와, 양단에 각각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에 대응

하여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로부터 연장된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을 틸팅 가능하게 지지하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에 설치되어 틸팅 베드를 틸팅

시키기 위한 틸팅 모터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제2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지 프

레임과, 상기 지지 프레임이 설치된 직선 구동 베드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에 설치되어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회전 구동시

키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모터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를 직선 이동시키기 위한 직선이동수단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이블

지그, 틸팅 베드 및 메인 로테이션 베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특징에 따르면,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은 치아 석고 모델이 장착된 테이블 지그와, 상

기 치아 석고 모델에 레이저 광을 조사해 주는 레이저 광원과, 상기 레이저에 의하여 조사된 반사광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치아 석고 모델의 위치 및 자세를 변경시켜 주는 4축으로 구성된 구동부와,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여 치아 석고 모델

의 위치 및 자세를 변경 제어해 주며, 상기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형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

한 제어부로 구성되며, 상기 4축 구동부는 상기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제1 로테이션 구동부와, 상기 제1 로

테이션 구동부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구동부와, 상기 제1 로테이션 구동부와 독립적으로 틸팅 구동부를 회전시키기 위

한 제2 로테이션 구동부와, 상기 제2 로테이션 구동부를 직선 이송시켜 주기 위한 직선 구동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특징에 따르면, 치아 컴퓨터 모델링용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은 치아 석고 모델이 장착되는 테이블 지그와,

상기 테이블 지그를 제1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며, 양단에 각각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를 구비한 틸팅 베드와, 상기 틸팅 베드에 설치되어 테이블 지그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모터와, 양단에

각각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에 대응하여 수직으로 설치된 제1 및 제2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지지대로부터 연장된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을 틸팅 가능하게 지지하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와, 상기 메인 로

테이션 베드에 설치되어 틸팅 베드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모터와,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제2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

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지 프레임과, 상기 지지 프레임이 설치된 직선 구동 베드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에 설

치되어 메인 로테이션 베드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모터와, 상기 직선 구동 베드를 직선 이동시키기 위한

직선이동수단과, 상기 치아 석고 모델이 원점에 위치할 때 수직으로 레이저 광을 조사해 주는 레이저 광원과, 상기 치아 석

고 모델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반사광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모터를 제어하여 치아 석고 모델의 위치 및 자세를 변경

제어해 주며, 상기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형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제어부로 구성되고,

상기 테이블 지그, 틸팅 베드, 메인 로테이션 베드 및 직선 구동 베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상기 제1 및 제2 틸팅 중심축은 서로 일치함과 동시에 직선이동수단의 직선 구동축과 수평을 이루며, 상기 직선

구동축은 테이블 지그의 제1 회전 중심축과 수직상태를 이루고,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의 제2 회전 중심축은 틸팅 베드

와 메인 로테이션 베드가 서로 평행상태를 이룰 때 테이블 지그의 제1 회전 중심축과 동일선상에 위치 설정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상기 카메라가 레이저 광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직선 구동 베드의 직선 구동축과 동일한 방향의

상부에 위치 설정되어 있을 때, 치아 석고 모델의 구치부 설측면 측정은 메인 로테이션 모터에 의하여 틸팅 베드의 틸팅 중

심축을 카메라의 수광 방향과 동일하거나 이와 근접된 방향으로 자세 설정하고 틸팅 베드를 틸팅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치아 석고 모델의 가장 측정이 난해한 구치부 설측면에 대한 측정도 자동 측정 알고리즘에 의해 수

행 가능하게 되어, 치아 석고 모델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동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치아 교정용 치아 석고 모델을 삼차원으로 스캐닝할 때 치아 석고 모델의 위치와 자세를

4축으로 구성된 구동부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변환시키면서 측정함으로써, 측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위치에 대하여 조작

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정확하면서 최소한의 스캐닝 경로로 빠른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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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로운 자세변환이 가능하여 치아에 모양과 크기에 따라 측정자세 즉, 스캐닝 패스를 설정하면 그 치아에 맞게 최

적의 측정자세로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스캐닝 패스를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중복스캔 데이터

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치아 구치부의 데이터 획득이 더 정밀하게 된다.

(실시예)

이하에 상기한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 첨부도면을 참고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첨부된 도 1a 내지 도 1c는 일반적인 레이저 측정광의 조사각과 피측정물의 자세에 따른 측정 불가 각도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이다.

먼저, 종래의 삼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 1a 내지 도 1c를 참조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종래의 삼차원 스캐너에서는 도 1a와 같이 치아 석고 모델(3)의 측정면(2a)이 레이저 슬릿광(1a)의 주사 방향에 대하여 아

래로 향해 있어서 레이저 슬릿광(1a)이 측정면(2a)에 닿지 않는 경우, 도 1b와 같이 측정면(2b)과 레이저 슬릿광(1b)과의

경사가 너무 심하여 측정면(2b)에 비춰진 레이저 슬릿광(1b)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 도

1c와 같이 측정면(2c)에 주사된 레이저 슬릿광(1c)이 물체의 다른 부분에 가려져서 카메라(4)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측정

이 용이하지 않다.

치아는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되고, 사람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볼 때 보이는 부분, 즉 순측과 혀가 위치한 뒤쪽 즉, 설측으

로 구분된다. 대체적으로 상악은 설측을 기준으로 뒷면에서 보면 도 2a와 같이 치아가 순측(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악은 도 2b와 같이 설측(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도 2a와 같이 바깥쪽으로 치아가 기울어져 있는 상악의 경우 레이저 슬릿광이 닿을 수 있고 닿은 레이저 슬릿광을 카메라

가 인식할 수 있으나, 도 2b와 같이 치아가 안쪽으로 기울어진 경우 레이저 슬릿광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카메라가 레이저

슬릿광이 닿은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도 2b에 도시된 하악의 구치부 설측면은 상기한 도 1a와 도 1c에 도시한 측정이 용이하지 못한 두가지 경우가 복합

적으로 해당하는 예이다. 따라서, 치아 석고 모델의 이러한 부분을 측정할 경우는 자동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에

의한 수동측정에 의존하였고, 또한, 시스템의 구조적으로 측정자세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측정에 의해서도 측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종래의 3축 구동 3차원 스캐너(한국 특허 제382905호 참조)는 도 7a와 같이 원점(100)에 수직방향, 즉 Z축 방향(도시되

지 않음)으로 상부에 배치된 레이저 광원(도시되지 않음)과 광원과 일정거리를 두고 경사지게 상부에 배치된 데이터 수광

부용 카메라(4)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측정 대상물인 치아 석고 모델(3)이 직선 구동부(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카메라

(4)의 광 수광방향과 일치하는 방향(Y축 방향)으로 움직이며, 석고 모델(3)을 지지하는 테이블 지그(5)가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테이블 지그(5)를 X축을 중심으로 틸팅 구동시키기 위한 틸팅구동부(6)가 레이저와 카메라(4)를 잇는

방향(즉, Y축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고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상기 3축 구동 스캐너는 도 1a와 도 1c의 경우가 복합된 석고 모델의 구치부 설측면 부분(도 2b 참조)에 대하여는

측정 가능한 자세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치부 설측면과 같이 내측으로 기울어진 부분에는 빛의 직진성으로 인하여 레이저 슬릿광이 닿지 못하므로, 빛이

닿을 수 있고 카메라에서 볼 수 있도록 도 3a 및 도 3b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도 1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정면(2a)을 돌려서 레이저 슬릿광(1a)이 측정면(2a)에 직각에 가깝게 주사되

도록 해야하고, 도 1c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측정면(2c)에 주사된 레이저 슬릿광(1c)이 카메라(4)에 보이도록 석고

모델(3)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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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자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틸팅 구동부(6)의 회전축, 즉 틸팅축이 레이저와 카메라(4)를 잇는 방향(이하 "

카메라 방향"이라 함)과 동일하거나 이와 근접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나, 상기 종래의 스캐너는 틸팅 구

동부(6)가 레이저와 카메라(4)를 잇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고정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된 자세설정이 이루

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상기 3축 구동 스캐너는 치아 석고 모델(3)의 구치부 설측면에 대한 측정이 자동 측정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지

못하였고, 수동조작에 의해 측정 가능한 많은 자세에 의해 부분적인 측정을 수행하여야만 되었다.

이하에 본 발명에 따른 4자유도-4축 구동부를 갖는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을 도 4 내지 도 7b를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치아 모델링용 4축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5는 도 4의

4축 구동부에 대한 확대 사시도, 도 6은 도 4의 4축 구동부에서 테이블 지그의 위치 이동과 자세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설

명도이다.

도 4 및 도 5를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4축으로 구성된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은 치아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치아 석고

모델(60)의 형상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제어부(10), 영상 검출부(20) 및 4축 구동부(50) 등으로 구성된다.

치아 석고 모델(60)은 테이블 지그(55) 위에 고정된 상태에서 4축 구동부(50)에 의해 그 위치 및 자세를 변경하면서 치아

석고 모델(60)에 대한 스캐닝이 이루어진다.

상기 4축 구동부(50)는 테이블 지그(55)를 회전 구동하여 치아 석고 모델(60)을 회전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모터(53: M2)

와, 테이블 지그(55)와 로테이션 모터(53: M2)를 지지하는 틸팅 베드(41)를 틸팅시키기 위한 틸팅 모터(52: M3)와, 상기

틸팅 베드(41)와 틸팅 모터(52: M3)를 지지하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42)를 회전시키기 위한 메인 로테이션 모터(54: M4)

와, 메인 로테이션 베드(42)를 지지하는 베드지지 프레임(44)과 메인 로테이션 모터(54: M4)를 지지하는 직선구동 베드

(33)를 직선 이동시키기 위한 리니어 모터(51: M1)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4축 구동부(50)의 구성을 도 5 및 도 6을 참고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테이블 지그(55)는 그 중심축(C1)이 틸팅 베드(41)의 하부면을 관통하여 베어링을 수용하고 있는 틸팅 베드(41)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로테이션 모터(53: M2)에 의하여 중심축(C1)을 중심으로 회전된다. 상기의 구조로 인하

여 테이블 지그(55)는 틸팅 베드(41) 상부에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틸팅 베드(41)는 하부에 위치한 메인 로테이션 베드(42)와 독립적으로 틸팅을 해야 하므로, 틸팅 베드(41)와 메인 로

테이션 베드(42)의 양단에는 각각 수직으로 한쌍의 틸팅 지지대(41a,41b)와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42a,42b)가 세워져 있

고, 틸팅 지지대(41a,41b)와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42a,42b) 사이에는 각각 베어링(43a,43b)이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

(42a,42b)에 지지되어 있다.

또한, 틸팅 베드(41)의 양단으로부터 연장된 틸팅 중심축(C2)은 각각 베어링(43a,43b)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며, 양측의

2 중심축(C2)은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42a,42b)의 원형 구멍을 관통하여 서로 일치하도록 연장되고, 동시에 리니어 모터

(51: M1)의 직선 구동 축과 수평을 이루며, 테이블 지그(55)의 회전 중심축(C1)과 수직상태를 이룬다.

틸팅 중심축(C2)은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42a)에 설치된 틸팅 모터(52: M3)에 의해 선회 구동되게 결합되어, 틸팅 모터

(52: M3)의 회전시에 테이블 지그(55)를 지지하고 있는 상기 틸팅 베드(41)를 틸팅 중심축(C2)을 중심으로 틸팅시킨다.

상기 테이블 지그(55)와 틸팅 베드(41)를 지지하고 있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42)는 회전 중심축(C3)이 그의 하부에 위치

한 직선 구동 베드(33)에 브리지 형태로 이루어진 베드지지 프레임(44)에 베어링을 통하여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며, 상기

회전 중심축(C3)은 직선 구동 베드(33)에 설치된 메인 로테이션 모터(54: M4)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상기 메인 로테이션 베드(42)의 회전 중심축(C3)은 틸팅 베드(41)와 메인 로테이션 베드(42)가 서로 평행상태를 이룰 때

테이블 지그(55)의 회전 중심축(C1)과 동일선상에 설치되며, 테이블 지그(55)의 회전과 독립적으로 회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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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직선 구동 베드(33)는 그 하부면에 장착된 한쌍의 스크류 하우징(32a,32b)에 고정되어 있고, 상기 스크류 하우징

(32a,32b)은 각각 베이스(30)에 고정되어 있는 한쌍의 리니어 가이드(31a,31b)에 장착되어 직선 이동이 가능하게 지지되

어 있으며, 상기 스크류 하우징(32a,32b)은 스크류(45)에 의하여 직선 구동되어 상기 직선 구동 베드(33)를 직선 이동시켜

준다.

상기 스크류(45)는 리니어 모터(51)에 의하여 회전되며, 상기 베이스(30)는 레이저 다이오드(27)와 수광용 카메라(29)로

이루어지는 광학계가 상기 구동부(50)의 모터 구동시의 진동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

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가능하면 고 중량의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동 억제를 위하여 베이스(30)의

하단부에 고무나 실리콘 등의 방진역할을 하는 수단을 장착하여 진동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리니어 모터(51)와, 틸팅 모터(52), 로테이션 모터(53), 메인 로테이션 모터(54)는 각각 석고 모델(60)의 위치

와 자세를 순차적으로 변형시키는 데 적합한 스텝 모터로 구성되는데, 일정한 거리 범위내에서 회전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터에는 각각의 리미트 스위치(도면에 미 도시함)가 설치되어 있고, 제어부(10)의 제어를 받는 모터 드라이버(15)

에 의하여 구동된다.

상기 제어부(10)는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모터 드라이버(15)에 제어 신호를 인가하여 모터 드라이버(15)를 통하여

각 모터(51-54)의 회전량을 제어하며, 비디오 보드(25)를 통하여 입력되는 영상 신호로부터 치아 석고 모델(60)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제어부(10)는 모터 드라이버(15)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병렬 포트를 구비한 주지된 퍼스널 컴퓨터(PC)를 이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퍼스널 컴퓨터(PC)는 주지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모터 드라이버(15)를 통하여 각 모터(51-54)의 회

전량을 제어하여 석고 모델(60)의 위치와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모델 제어 프로그램과, 비디오 보드(25)를 통하여 입력되

는 영상 신호로부터 치아 석고 모델(60)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신호처리 프로그램을 예를들어, 하드 디스크와 같

은 저장장치에 구비한다.

상기 영상 검출부(20)는 치아 석고 모델(60)에 레이저 슬릿광(21)을 조사해 주는 레이저 다이오드(27)와, 상기 레이저 다

이오드(27)에 의하여 조사되어 상기 치아 석고 모델(60)에 의하여 반사되는 반사광을 촬영하는 예를들어, CCD형 카메라

(29)와, 상기 카메라(29)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신호를 그래빙해 주는 비디오 보드(이미지 그래버)(25)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베이스(30)에는 한쌍의 수직 프레임(34a,34b)과, 한쌍의 수직 프레임(34a,34b) 상단을 연결하는 상부 지지프

레임(35)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27)는 치아 석고 모델(60)에 수직방향으로 레이저 슬릿광(21)을 주사하도록 치아 석고 모델(60) 상

측의 상부 지지프레임(35)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케이블(28)을 통하여 비디오 보드(25)에 연결되는 카메라(29)

는 치아 석고 모델(60)에 비쳐서 반사된 레이저 슬릿광(22)을 수광하도록 레이저 다이오드(27)와 미리 정해진 거리를 두고

경사지게 소정 각도로 지지프레임(34b,35)에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도 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카메라(29)의 수광방향이 리니어 모터(51)의 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상기 테이블 지그(55)와 틸팅 베드(41)를 지지하고 있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42)가 메인 로테이션 모터(54: M4)

에 의해 회전 중심축(C3)을 축으로 회전 구동 가능하므로 카메라(29)의 설치각도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한편, 석고 모델(60)의 일측부터 타측까지 각 부분을 순차적으로 스캐닝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석고 모델의 위치와 측정

자세를 변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치아 석고 모델을 측정할 때 측정자세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므로, 먼저 측정할 치아의 표준 모델을 삼차원 스

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래픽스로 모델링한 후, 측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리니어 모터(51), 틸팅 모터(52), 로테

이션 모터(53) 및 메인 로테이션 모터(54)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측정 각도와 측정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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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먼저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치아 석고 모델을 스캐너를 통하여 읽어 들여서 컴퓨터 상에서 모델링한 후 모니터 상

에서 모델을 보면서 상대적인 눈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을 판단하여, 치아 석고 모델의 형

상에 따라서 가장 많은 면적이 보이는 각도를 알 수 있고, 또 이를 통하여 다음 측정할 때에 가장 적합한 각도를 찾기 위한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이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지된 바와 같이 컴퓨터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인 오픈GL(OpenGL: 3차원그래픽과 모델링을 위한

라이브러리)과 추론 시스템(Expert System: 일명, 전문가 시스템으로 수많은 사실과 변수를 바탕으로 추론 과정을 통하

여 원하는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정밀성 향상과 미 측정 부분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최적측정 자세 경로(한

번의 스캔으로 가장 많은 부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로 또는 회전각도)를 생성해내는 자동 교시 시스템(Automatic

Teaching System)이 사용되고 있다(한국 특허 제382905호 참조).

본 발명에서는 4축 구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측정 자세 자동 교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켰다.

1. 3D 스캐너 오픈 GL 시뮬레이션 - 컴퓨터그래픽스인 오픈 GL을 이용하여 완성된 4축 구동 3차원 형상측정장치를 가상

공간상에 시뮬레이션 하였다.

2. 표준 치아 모델 메쉬 생성(Mesh generation) - 남녀의 표준 치아 모델과 상악/하악, 석고 베이스의 유/무, 교합모델의

3차원 포인트 데이터(Point Data)를 메쉬 생성(Mesh generation)하여서 가상 삼차원 스캐너의 테이블 지그(55) 위에 올

렸다.

3. 측정 목표 치아 설정 - 여기서, 측정 목표 치아란 형상이 복잡한 치아 모델을 한번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치아

모델을 몇 부분, 예를들어 설측, 순측, 교합측, 구치부 협측으로 나누어서, 측정할 때 목표가 되는 치아의 부분을 측정 목표

치아로 설정하였다.

4. 사실 베이스 구축 - 사실 베이스의 구축을 사람의 성별, 나이, 결손 치아 여부에 기초하여 앞에서 고려한 상악/하악의 여

부, 석고 베이스의 유/무 여부, 악궁 크기에 따라 시스템 추론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상기 사실 베이스를 통한 추론 과정을 거쳐 측정 각도와 위치를 결합한 측정 자세를 결정하고 각 측정 목표 치아에 따른 측

정 자세를 결합하여 가장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경로를 결정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하기와 같이 치아 석고 모델(60)이 장착된 테이블 지그(55)가 로테이션 구동, 틸팅 구동, 메인 로테이

션 구동으로 3자유도를 형성하여 치아 석고 모델(60)을 어떠한 자세로도 위치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변형된 자동교시시

스템에 의한 자동측정이 가능한 비율을 종래에 50% 전후에 머무르고 있던 것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에 본 발명에 따른 삼차원 좌표를 측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치아 모델(60)이 테이블 지그(55)에 고정되면 리니어 모터(51), 로테이션 모터(53), 틸팅 모터(52)와 메인 로테이션

모터(54)를 구동하여 테이블 지그(55)를 원점(100)으로 복귀시킨 후, 테이블 지그(55)를 초기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 때의

Y축 방향 좌표(직선 구동 베드(33)의 위치)를 저장한다.

이어서, 상기한 측정 자세 자동 교시 시스템에 의해 미리 결정된 최적 측정 자세 경로를 따라서 미리 설정된 측정 목표 치

아에 대한 측정을 개시한다.

모터(M1-M4)를 구동시켜서 치아 석고 모델(60)의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레이저 슬릿광(21)이 조사되는 지점의 좌표를 측

정한다. 이 때, 현재의 모터 각도를 측정하여 변환 행렬을 얻고 측정된 좌표를 치아의 기준 좌표계에 대한 좌표로 자동 변

환을 시켜줌으로써 치아의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

이하에 각각의 모터(M1-M4)에 의한 구동부(50)의 위치 및 자세 변환을 도 6 내지 도 7b를 참고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어부(10)에서 병렬 포트를 통하여 방향제어신호와 연속적인 구형파 펄스로 이루어진 제어신호를 4개의 모터 드라

이버부(도시되지 않음)를 구비한 모터 드라이버(15)에 인가하면, 모터 드라이버(15)는 각각 스텝 모터로 이루어진 모터

(M1-M4)를 제어하기 위한 분배된 4개의 구형파 펄스를 발생하여 스텝 모터로 공급한다.

등록특허 10-0672819

- 11 -



그 결과, 리니어 모터(51: M1)에 의하여 전체 구동부(50)가 한쌍의 리니어 가이드(31a,31b)를 따라 직선 이동하여 치아

석고 모델(60)의 위치를 결정하며, 그후 로테이션 모터(53: M2)에 의하여 테이블 지그(55)가 회전 중심축(C1)을 중심으로

회전된다.

이어서, 틸팅 모터(52: M3)에 의하여 치아 석고 모델(60)이 장착된 틸팅 베드(41)가 틸팅 중심축(C2)을 중심으로 틸팅되

며, 메인 로테이션 모터(54: M4)에 의하여 리니어 모터(51: M1)를 제외한 구동부(50) 전체가 회전된다.

이 경우 본 발명에서는 미리 결정된 최적 측정 자세 경로를 따라서 미리 설정된 측정 목표 치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도

록 4축 구동 모터(M1-M4)가 구동 제어된다.

먼저, 치아 석고 모델(60)의 중앙부분 측정시에는 도 7a와 같이 틸팅 베드(41)의 틸팅 중심축(C2)이 카메라 방향과 직각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틸팅 모터(52: M3)에 의하여 틸팅 베드(41)를 틸팅시킨다. 그 결과 테이블 지그(55)에 지지된 치

아 석고 모델(60)의 치아 선단부분이 레이저 슬릿광에 닿게 된다.

이 상태에서 리니어 모터(51: M1)가 전진 또는 후진을 실시하면 설정된 치아 폭에 대한 상단으로부터 하단 또는 하단으로

부터 상단까지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후, 최적 측정 자세 경로를 따라 순차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때, 도 1a 및 도 1c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레이저 슬릿광

(21)이 치아의 측정면(2a)에 직각에 가깝게 주사되고, 측정면(2c)에 주사된 레이저 슬릿광(21)이 카메라(29)에 보이도록

석고 모델(60)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로테이션 모터(53: M2)가 회전되어 테이블 지그(55)를 설정된 각도만큼 회전시키고, 필요에 따라 메인 로테이

션 모터(54: M4)에 의하여 상기 테이블 지그(55)와 틸팅 베드(41)를 지지하고 있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42)를 회전시켜서

틸팅 베드(41)를 카메라 방향으로 설정된 각도씩 변경시킨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여 치아 석고 모델(60)의 양측단에 위치한 구치부 설측면과 같이 내측으로 기울어진 부분을 측정하

는 경우, 레이저 슬릿광(21)이 닿을 수 있고 카메라(29)에서 볼 수 있도록 도 7b와 같이 메인 로테이션 모터(54: M4)에 의

하여 상기 테이블 지그(55)와 틸팅 베드(41)를 지지하고 있는 메인 로테이션 베드(42)(즉, 틸팅 베드(41))가 카메라(29)와

레이저 다이오드(27)를 잇는 방향과 동일하거나 이와 근접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상태에서 치아 석고 모델(60)이 장착

된 틸팅 베드(41)가 틸팅 중심축(C2)(즉, X축)을 중심으로 틸팅되면 도 3a 또는 도 3b와 같이 구치부 설측면에 대한 측정

가능한 자세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이 틸팅 베드(41)의 틸팅 중심축(C2)을 치아 석고 모델(60)의 측정부위에 따라 순차적으

로 카메라 측정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치아 석고 모델(60)의 가장 측정이 난해한 구치부 설측면에 대한 측

정도 자동 측정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 가능하게 되어, 치아 석고 모델(60)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동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삼차원 스캐너는 4자유도를 갖는 4축 구동부를 가지므로 치아 석고 모델을 2축을 기준으로 대각 방향

의 위치 설정이 가능하여 레이저 슬릿광 주사와 카메라 측정이 가능하여,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스캔 경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상기한 실시예 설명에서는 치아 석고 모델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을 예를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치아 석고 모델 이

외에 다른 일반적인 물체의 모델링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치아 교정용 치아 석고 모델을 삼차원으로 스캐닝할 때 치아 석고 모델의 위치와 자세를

4축으로 구성된 구동부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변환시키면서 측정함으로써, 어떠한 자세로도 변환이 가능하여 구치부 설

측면을 포함한 측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위치에 대하여 조작자의 개입없이 정확하면서 최소한의 스캐닝 경로로 빠른 시간

에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에서는 치아를 원하는 임의의 위치와 자세로의 변경이 4축 구동부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결과 대상물을 한번 장착하여 스캐닝을 진행하면 사용자가 스캐닝 중간에 자세를 변경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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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점검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요하지 않고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상당한 측정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스캐닝 공

정을 구현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을 스캐닝할 수 있으므로 여러번 스캐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공정만으로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를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

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일반적인 레이저 측정광의 조사각과 피측정물의 자세에 따른 측정 불가 각도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도 2a 및 도 2b는 각각 치아 석고 모델의 상악 및 하악을 후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낸 사진,

도 3a 및 도 3b는 각각 치아 석고 모델의 구치부 설측면에 대한 측정 가능 자세를 보여주는 사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치아 모델링용 4축 삼차원 스캐닝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 시스템에서 4축 구동부의 확대 사시도,

도 6은 도 5의 4축 구동부에서 테이블 지그의 위치 이동과 자세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도 7a 및 도 7b는 각각 종래기술의 3축 구동부와 본 발명에 따른 4축 구동부에서 테이블 지그의 위치 이동과 자세 변경을

비교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a-1c,21,22 : 레이저 슬릿광 2a-2c : 측정면

3,60 : 치아 석고 모델 4,29 : 카메라

5 : 테이블 지그 6 : 틸팅 구동부

10 : 제어부 15 : 모터 드라이버

20 : 영상검출부 25 : 비디오 보드

27 : 레이저 다이오드 28 : 케이블

29 : 카메라 30 : 베이스

31a,31b : 리니어 가이드 32a,32b : 스크류하우징

33 : 직선 구동 베드 34a,34b,35 : 지지 프레임

41 : 틸팅 베드 41a,41b : 틸팅 지지대

42 : 메인 로테이션 베드 42a,42b : 메인 로테이션 지지대

43a,43b : 베어링 44 : 베드지지 프레임

45 : 스크류 50 : 4축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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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리니어 모터 52 : 틸팅 모터

53 : 로테이션 모터 54 : 메인 로테이션 모터

55 : 테이블 지그 100 : 원점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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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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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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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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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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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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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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