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 / 3DII 

 

 

Dentiq3D  
User manual 

  



 

© 2020 / 3DII 

Contents 

Contents.......................................................................................................................................................................................... 2 

1. 소개 .......................................................................................................................................................................................... 3 

2. 제품 설치............................................................................................................................................................................... 4 

2.1 PC 시스템 사양 .......................................................................................................................................................... 4 

2.2 Dentiq3D 설치 ........................................................................................................................................................... 4 

3. 제품 개요............................................................................................................................................................................... 6 

3.1 주요 기능 ...................................................................................................................................................................... 6 

3.2 화면 구성 ...................................................................................................................................................................... 7 

4. 공통 .......................................................................................................................................................................................... 8 

4.1 프로그램 컨트롤 및 DICOM 정보 확인 메뉴 ....................................................................................... 8 

4.2 마우스 조작 ............................................................................................................................................................. 8 

4.3 화면 조작 ................................................................................................................................................................. 9 

4.4 2D 영상 조작 ...................................................................................................................................................... 10 

4.3 3D 영상 조작 ...................................................................................................................................................... 12 

4.4 투명도전이함수(OTF) ....................................................................................................................................... 20 

4.5 툴바 ............................................................................................................................................................................... 23 

4.6 히스토리...................................................................................................................................................................... 34 

4.7 오브젝트 트리 .......................................................................................................................................................... 34 

5 메인 메뉴............................................................................................................................................................................ 35 

5.1 파일 ............................................................................................................................................................................... 36 

5.2 뷰 42 

5.3 설정 ............................................................................................................................................................................... 43 

5.4 도움 ............................................................................................................................................................................... 56 

6 뷰 ............................................................................................................................................................................................ 57 

6.1 메인 뷰 ........................................................................................................................................................................ 57 

6.2 파노라마 뷰 ............................................................................................................................................................... 73 

6.3 TMJ 뷰 ......................................................................................................................................................................... 77 

6.4 기도 추출 뷰 ............................................................................................................................................................ 81 

6.5 리포트 뷰 ................................................................................................................................................................... 83 

6.6 타일 뷰 ........................................................................................................................................................................ 88 

6.7 경로 애니메이션 뷰 .............................................................................................................................................. 91 

6.7 리포맷 뷰 ................................................................................................................................................................... 94 

 

  



 

© 2020 / 3DII 

1. 소개 

 

Dentiq3D 는 CT 영상 장비로 촬영된 환자의 턱과 얼굴 영상을 진단하는 3D Imaging Software

로 본 소프트웨어는 DICOM 기준을 준수하는 치과 방사선 CT 영상을 판독하는데 이용되며 방사

선 전문의와 치과의사와 같은 숙련된 의료 전문가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Dentiq3D 는 CT 영상 장비로부터 얻은 DICOM 이미지를 이용하여 3차원 상에서의 시각화 및 

다양한 2D 단면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Dentiq3D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십시오. 

 

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치과 및 방사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2. 미 연방법은 이 기기를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합니다. 

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작동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C 환경은 본 사용설명서에서 안내하는 권장사양에 충족되도록 합니

다. 

5.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하는 정보안내 표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표시 내용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를 안내합니다. 

 

사용자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함을 안내합니다.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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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치 

 

2.1 PC 시스템 사양 

Dentiq3D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양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최소사양 권장사양 

운영체제 Windows 7, 8, 10 (64bit) Windows 7, 8, 10 (64bit) 

메모리 크기 4GB 8GB 이상 

그래픽 카드 DirectX 10.1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DirectX 11 이상을 지원하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GPU전용 메모리 1GB 이상 

CPU Intel i3 Dual Core Intel i5 Quad Core 이상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2GB 여유공간 2GB 이상 

 

 

PC 시스템 사양확인은 제어판 → 시스템/장치관리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 Dentiq3D 설치 

Dentiq3D설치 파일 획득 후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etup_Dentiq3D”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②  Install Shield Wizard가 실행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Install Shield 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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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entiq3D 설치 위치 선택 후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④ 설치가 완료되면 생성된 바로 가기 아이콘  으로 Dentiq3D 를 실행합니다.  

 

 

제품 실행을 위해서는 USB Type 동글키가 필요합니다. 

 

 

설치 시간은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일정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설치 패키지에는 그래픽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의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구동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GPU 기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 제조사 (예, 

NVIDIA, AMD) 홈페이지에서 그래픽 카드의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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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개요 

 

3.1 주요 기능 

 

메인 뷰 

 가장 기본적인 영상 진단 뷰로 MPR (Axial, Coronal, Sagittal), 3D 영상을 제공하며 영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툴(임플란트 가상 식립, 신경관 정의, 객체 관리 툴 등)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뷰 

 Axial 영상 위에 악궁을 따라 커브를 생성하여 재구성된 Panoramic 영상과 Cross-section 영상을 

제공하며 영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툴(임플란트 가상 식립, 신경관 정의 등)을 제

공합니다. 

기도 추출 뷰 

 Sagittal 영상 위에 기도 영역을 지정하여 추출된 기도를 3D 영상으로 제공하며 기도 내 가장 

좁은 부분의 면적 및 기도 전체 부피를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타일 뷰 

 MPR (Axial, Coronal, Sagittal) 단면을 연속된 영상 배열로 제공합니다. 

리포트 뷰 

 프로그램 내에서 캡쳐된 이미지를 관리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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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면 구성 

 

번호  명칭 설명 

1 파일 관리 파일 불러오기/내보내기 및 환경 설정 

2 뷰 기능에 따른 화면 분류 탭 

3 도구 모음 화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도구 표시 

4 데이터 표시 CT 영상 또는 리포트 표시 

5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최대/최소/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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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4.1 프로그램 컨트롤 및 DICOM 정보 확인 메뉴 
 

아이콘 설명 

 
프로그램 최소화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제외)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제외) 전 상태로 복원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포함) 

 
프로그램 최대화 (작업표시줄 포함) 전 상태로 복원 

 
프로그램 종료 

 
DICOM 정보 확인 윈도우 생성 

 

4.2 마우스 조작  

 

 2D 3D 

영상 이동 휠 버튼+드래그 좌클릭+드래그 

영상 확대/축소 우클릭+드래그 휠 스크롤 

영상 슬라이스 이동 휠 스크롤 - 

영상 회전 - 우클릭+드래그 

Windowing 좌클릭+드래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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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면 조작 

화면 레이아웃을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최대화 해당 영상영역 최대화 또는 복원 

2 가로 경계선 영상영역의 높이 조절 

3 세로 경계선 영상영역의 너비 조절 

 

1) 최대화 

• 영상 영역의 이름을 더블 클릭 시 or 상단 오른쪽의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영역을 최

대화 또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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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 경계선 

•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상하 영상영역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3) 세로 경계선 

•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좌우 영상영역의 너비를 조절합니다. 

 

4.4 2D 영상 조작 

 

1) 영상 MPR line 조작하기 

 

• 자유 이동 : 중앙 원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Line MPR 

 Coronal 

 Sagittal 

 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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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수평 이동 : 화살표 위치의 라인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회전 : 외측 부분의 라인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2) 영상 두께/ 랜더링 타입 변경하기 

 영상 영역 우측 상단에서 제공하는 메뉴로 영상 두께 및 랜더링 타입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께 조절 

• 두께 조절 메뉴  클릭 시 변경 가능한 두께가 표시됩니다.  

• 변경 가능한 값의 범위는 0~30(mm)입니다. 

• 원하는 두께 선택 시 영상에 바로 반영됩니다. 

 

랜더링 타입 변경  

• 랜더링 타입 변경 메뉴  클릭 시 변경 가능한 랜더링 타입이 표시됩니다. 

• 변경 가능한 타입은 2D → MPR, MIP, minIP/ 3D → VR, MIP, X-Ray 입니다. 

• 원하는 타입 선택 시 영상에 바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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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D 영상 조작 

 

1) 영상 방향 정렬 

• 3D 영상영역 하단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앞, 오른쪽, 위, 뒤, 왼쪽, 아래 방향을 나타냅니

다. 클릭 시 해당 방향으로 영상의 방향이 변경됩니다. 

 

2) 영상 프리셋 

프로그램 좌측에서 제공하는 VR 툴의 3D 영상 프리셋 항목에서 치아, 뼈 등의 관심부위 별로 

미리 설정된 3D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을 원하는 프리셋을 클릭 시 해당 설정값에 따라 3D 영상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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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설정 

프로그램 좌측에서 제공하는 VR 툴의 설정 항목에서 클립 박스, 3 차원 객체 조절 설정, 배경색 

설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뷰에 따라 제공되는 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을 원하는 툴 클릭 시 세부 옵션이 3D 영상영역에 표시됩니다.  

 

아이콘 설명 

 
치아 중심 3D 영상 표시 

 
뼈 중심 3D 영상 표시 

 
연조직 중심 3D 영상 표시 

 
공기 중심 3D 영상 표시 

아이콘 설명 

 

클립 박스 

클립 박스를 이용하여 3D 영상 표시영역 설정  

 

3 차원 객체 설정 

3D 객체 위치 편집 툴 표시 

 

3 차원 단면 설정 

MPR 단면을 이용한 3D 영상 설정 

 

3 차원 자 

3 차원 자를 포함한 볼륨 박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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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박스 사용하기 

클립 박스 툴  활성화 시 3D 영상에 클립 박스가 생성되며 우측에 표시된 메뉴를 통해 

클리핑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제공하는 옵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설명  

박스 회전 가능 

우클릭+드래그 시 3D 영상은 고정된 채 클립 박스만 회전합니다. 

 

 

광원 설정 

3D 영상의 빛 방향 설정 

 

배경색 

3D 영상 표시영역의 배경색 설정 

[클립 박스 활성화 상태] 

[박스 회전 조절 전(좌) /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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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면 이동 가능 

생성된 클립 박스의 단면을 드래그 시 영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면 조절은 상/하/좌/우/앞/뒤 모두 가능합니다. 

 

컨트롤 박스 초기화 조절된 클립 박스를 초기값으로 복원합니다. 

 

3 차원 객체 설정 사용하기 

3D 객체가 영상에 입력된 경우 3 차원 객체 설정 활성화 툴  활성화 시 3D 영상영역에 

객체 조절 툴이 생성되며 우측에 표시된 메뉴를 통해 객체 조절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조절 예: 좌측 단면 조절 전(좌) / 후(우)] 

[3차원 객체 설정 활성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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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서 제공하는 옵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설명  

평행/회전 이동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영상에 수행할 동작을 선택합니다. 

X/Y/Z 축 평행 또는 회전 시 이동 축을 선택합니다.  

Object 

조절할 객체를 콤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 3D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옵션에 설정된 정보에 따라 3D 객체가 

조절됩니다. 

 

3 차원 단면 설정 사용하기 

3 차원 단면 설정 툴  활성화 시 MPR 단면이 3D 영상에 생성되며 우측에 표시된 메뉴를 

통해 단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좌) / 회전이동(우)] 

[3차원 단면 설정 활성화 상태] 



 

© 2020 / 3DII 

우측에서 제공하는 옵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설명  

Coronal/Sagittal 

/Axial MPR 

3D 영상에 표시할 MPR 단면 종류를 선택합니다. 

2D MPR 영상 영역에서 영상 이동 시 MPR plane 위치가 실시간으로 

동기화 됩니다. 

MPR 단면을 바운딩 

박스로 클리핑 

3D 영상 크기로 MPR 단면 영역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선택합니다.  

(선택 해제 시 MPR 영상 영역에서 정의된 크기로 설정됩니다.)  

항상 보이기 
3 차원 단면 설정 툴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MPR plane 을 3D 영상에 

계속 표시하고자 할 경우 선택합니다. 

3 차원상에서 MPR 

조작 가능 

3D 영상에서 MPR plane 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 선택합니다. 

선택 시 MPR plane 에서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해당 Plane 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MPR 불투명도 

상단 슬라이더 를 드래그하여 MPR plane 의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할 수록 MPR 영상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클립면으로 사용 

MPR plane 을 클립면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선택합니다. 

하단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클리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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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자 사용하기 

3 차원 자 툴  활성화 시 3D 영상에 3 차원 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자는 다른 설정 툴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광원 설정하기 

광원 설정 툴  활성화 시 3D 영상영역 우측에 표시된 메뉴를 통해 사용자 임의로 

광원의 위치 및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제공하는 옵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설명  

카메라에 위치 사용자가 보는 방향과 광원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합니다. 

고정 광원 사용자가 보는 현재 방향을 광원의 방향으로 고정합니다 

 

  

[3차원 자 활성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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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 설정하기 

 3D 영상 영역의 배경색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경색 툴  클릭 시 색상 설정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 변경을 원하는 색상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 설정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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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투명도전이함수(OTF) 

 OTF 그래프를 이용하여 CT 영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TF 설정 

메뉴는 영상 영역 하단의 OTF 타이틀 바를 더블 클릭 또는 위로 펼침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OTF 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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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1 컬러 바 컬러 포인트가 위치한 HU 값에 색을 지정합니다. 

2 
히스토그램 

/ OTF 그래프 

전체 CT영상에서 각 HU값이 나타나는 빈도수 및 OTF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3 윈도윙 바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MPR 영상의 윈도윙을 조절합니다. 

4 옵션 기타 세부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컬러 바 

 

컬러 포인트 추가/색 변경/삭제하기 

• 추가 : 컬러 바에서 색상 설정을 원하는 위치에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클릭하면 

색상 설정 윈도우가 표시되며 원하는 색상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컬러 바에 

컬러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 색 변경 : 변경을 원하는 컬러 포인트에서 우클릭 시 표시되는 색상 변경 메뉴를 통해 

색상 설정 윈도우를 생성하여 색상을 변경합니다. 

• 삭제 : 삭제를 원하는 컬러 포인트에서 우클릭 시 표시되는 삭제 메뉴 또는 마우스를 

상/하로 길게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컬러 포인트를 삭제합니다. 

 

컬러 포인트 이동 

• 컬러 바에서 컬러 포인트를 좌우로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색상을 이동합니다. 

 

2) 히스토그램/OTF 그래프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의 가로축은 HU 값을 세로축은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등록된 CT 의 HU 분포도는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 관심 위치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위치의 HU 값을 표시합니다. 

• 히스토그램에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좌우로 이동합니다. 

• 히스토그램에 마우스 스크롤 시 HU 값의 표시 범위를 확대/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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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F 그래프 

 히스토그램 위에 OTF 그래프를 설정하여 3D 영상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OTF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HU 값들만 3D 영상에 표시됩니다. 

• 그래프 이동 : 그래프 내부를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좌우로 이동합니다. 

• 그래프 범위 : 그래프 외곽선에 표시된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범위를 

조절합니다.  

 

3) 옵션 

색상 위젯 통합 

• 선택 시 OTF 그래프의 컨트롤 포인트에 컬러 포인트를 통합하여 표시 및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컬러바 적용 MPR 

• 선택 시 컬러 바에 적용된 색상을 MPR 영상에 표시합니다.  

 

초기화 

• 클릭 시 조절된 컬러 바 및 OTF 그래프가 모두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색상 프리셋 

• 클릭 시 컬러 바에 적용할 컬러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상세 설정 

• 클릭 시 OTF 그래프 설정을 프리셋으로 관리할 수 있는 OTF 상세 설정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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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셋 추가 : 현재 설정된 OTF 그래프를 프리셋으로 저장합니다. 

• 프리셋 삭제 : 선택된 프리셋을 삭제합니다. 

• 색상 프리셋 : 컬러 바에 적용할 컬러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 기본 설정 : 선택된 프리셋을 기본 표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적용 : 설정된 값을 저장하고 윈도우를 종료 후 메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4.5 툴바 

 프로그램 좌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을 이용하여 영상분석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툴은 

현재 표시된 뷰에서만 사용 가능한 작업 툴과 모든 뷰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툴로 분류됩니

다. 

1) 작업 툴 

메인 뷰 

분류 아이콘 설명 툴 활성화 후 동작 

작업 
 

Draw nerve 

신경관 그리기 

6.1 메인 뷰 

1)신경관 그리기 참조 

 

Place implant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6.1 메인 뷰 

2)임플란트 배치하기 참조 

[OTF 상세설정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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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뷰( 

 

TMJ 뷰 

객체 

 

Sculpting 

사용자 임의로 볼륨 잘라내기 

6.1 메인 뷰 

4)객체 조각 내기 참조 

 

Filter 

사용자 임의로 볼륨 필터변경 

6.1 메인 뷰 

5)필터 참조 

 

Mesh extraction 

볼륨 데이터에서 메쉬 추출 

6.1 메인 뷰 

6)메쉬 추출하기 참조 

 

3D object on MPR 

MPR 영상에 3D object 표시 끔/켬 
- 

 

Axis Align 

MPR 영상에서 축을 정렬 

6.1 메인 뷰 

9)축 정렬 참조 

기타 
 

Oblique MPR 

사용자 임의로 Oblique MPR 설정 

6.1 메인 뷰 

7)임의의 MPR 단면 설정 참조 

 

Zoom cube 

특정 영역의 3D Zoom 영상 제공 

6.1 메인 뷰 

8) 줌 큐브 참조 

분류 아이콘 설명 툴 활성화 후 동작 

작업 

 

Draw nerve 

신경관 그리기 

6.1 메인 뷰 

1)신경관 그리기 참조 

 

Place implant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6.1 메인 뷰 

2)임플란트 배치하기 참조 

 

Draw panoramic curve 

파노라믹 커브 설정 

6.1 메인 뷰 

3)파노라믹 영상 생성하기 참조 

기타 
 

Layout 

화면의 Layout 설정 
- 

분류 아이콘 설명 툴 활성화 후 동작 

작업 
 

Mirroring 

TMJ line 좌우 대칭 동기화 
- 

기타 
 

Sync sectional scroll R/L 

Sectional 영상 이동 동기화 
- 

 

Change panel 2D/3D 

3D 영상을 2D 영상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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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추출 뷰 

 

리포트 뷰 

 

경로 애니메이션 뷰 

 

2) 공통 툴  

분류 아이콘 설명 툴 활성화 후 동작 

작업 
 

Airway 

기도 추출 영역 설정 

6.4 메인 뷰 

기도 추출하기 참조 

분류 아이콘 기능 툴 활성화 후 동작 

리포트 
 

Add report 

리포트 페이지 추가 
- 

 

Export as PDF 

PDF 로 리포트 저장 
저장 경로 설정 후 확인 

캡쳐 

이미지 

 

Save 

선택된 캡쳐 이미지 저장 
저장 경로 설정 후 확인 

 

Save all 

캡쳐된 모든 이미지 저장 
저장 경로 설정 후 확인 

분류 아이콘 기능 툴 활성화 후 동작 

작업 
 

Record 

경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생성 

6.7 경로 애니메이션 뷰 

동영상 저장하기 참조  

분류 아이콘 설명 툴 활성화 후 동작 

뷰 

 

Pan 

영상 상하좌우 이동 
마우스 클릭+드래그 

 

Zoom 

영상 확대/축소 
마우스 클릭+드래그 

 

Windowing 

영상 Window 값 조절 
마우스 클릭+드래그 

 

HU 

영상의 HU 값 측정 
측정 위치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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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 Overlay 

영상에 표시된 오버레이 표시 끔/켬 
- 

 

MPR line 

MPR line 동작 전용 모드 
MPR line 조작 

 

Rotation 

영상 회전  
마우스 클릭+드래그 

 

Magnifier 

마우스 중심 주변의 영상 확대 
관심 위치 마우스 오버 

 

Camera preset 

2D,3D 카메라 위치와 MPR line 

상태를 개별 프리셋으로 설정 

4.5 툴바 

 카메라 프리셋 설정하기 참조 

측정 

 

Line 

두 점 사이의 직선 길이 측정 
관심 위치 마우스 클릭+드래그 

 

Boundary-fitting line 

밝기차이가 큰 양 끝 점의 직선 길이 

자동 측정 

관심 위치 마우스 클릭+드래그 

 

Angle 

각도 측정 
측정 각의 세 지점 마우스 클릭 

 

Circle/Radius 

입력된 원 영역의 반지름 측정 
관심 위치 마우스 클릭+드래그 

 

Polygon/Area 

다각형 영역의 넓이 측정 

연속 마우스 클릭으로 영역 설정 

후 더블클릭으로 종료 

 

Text 

메모 입력 

관심 위치 마우스 클릭 

텍스트 더블 클릭 후 메모 입력 

 

Calibration 

길이, 넓이, 부피 측정 단위 변경 

5.3 설정 

1) 단위 변환 참조 

기타 

 

Capture 

화면 캡쳐 
원하는 캡쳐 종류 클릭 

 

Record 

동영상 녹화 및 출력 

4.5 툴바 

 동영상 녹화/저장하기 참조 

 

Drawing tool 

화면에 펜, 선, 도형, 문자 그리기 

4.5 툴바 

 그리기 도구 사용하기 참조 

 

Reset 

MPR 또는 전체 작업 초기화 
Reset MPR/Reset All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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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작점에 클릭 후 드래그를 하지 않으면 길이 측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클릭 후 종료지점까지 드래그 후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십시오. 

 

 

클릭 후 드래그 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수직 길이 측정에 

용이합니다. 

 

 

측정 도구 버튼 클릭 후 동작 취소는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하십시오. 

 

 

측정을 기반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올바르지 않은 측정은 진료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올바른 측정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측정의 정확도는 CT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상의 해상도에 근거하므로 CT 데이터의 

해상도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에서 표시되는 값은 사용자가 클릭한 

위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측정 시 상의 밝기 조절에 따라 물체의 형태나 경계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측정도구 편집하기 

 측정 위치 또는 측정값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삭제 및 속성 편집

이 가능합니다. 측정 도구에 따라 표시되는 메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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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 : 길이 측정 위치에 대한 밀도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의 Y축은 밀도를 나타냅니다. 

- 그래프의 X축은 측정 길이를 나타냅니다. 

- 우측 +/- 버튼을 이용하여 측정 길이 내 세부 길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 프로파일 활성화 시 영상에 측정된 길이에도 위치 표시 (A,B,C….)가 추가됩니다. 

 

•   속성 : 해당 측정값에 대한 속성을 변경합니다. 

 

-  : 표시 색상을 변경합니다. 

-  : 3D에서 표시되는 측정 값 글자 색상을 변경합니다. 

-  : MPR에 표시되는 값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윈도우] 

[프로파일(좌) / 길이 측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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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변경사항을 선택된 측정값에 적용합니다. 

- 모두 적용 : 변경사항을 입력된 모든 측정값에 적용합니다. 

- 기본값으로 저장 : 변경사항을 기본 값으로 저장합니다. 

- 취소 : 변경사항이 모두 취소됩니다. 

 

• 단위 : 길이 측정 수치에 대한 단위를 변경합니다.  

- 길이 단위 : Millimeter(mm)와 Centimeter(cm)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밀도 : 각 측정 종류의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 삭제 : 해당 측정값이 영상에서 삭제됩니다. 

 

카메라 프리셋 설정하기 

 2D 및 3D 영상의 카메라 위치와 MPR 선의 위치 및 방향을 개별 프리셋으로 생성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프리셋 툴  클릭 시 프리셋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속성] 

[카메라 프리셋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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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된 프리셋 목록을 확인 및 선택합니다. 

-  : 프로그램 외부로 저장한 카메라 프리셋 설정 파일 (*.vxcp)을 등록합니다. 

-  : 프로그램 외부로 카메라 프리셋 설정 파일 (*.vxcp)을 저장합니다. 

- 하단 메뉴를 통해 카메라 프리셋을 생성/삭제/변경/이름 수정 합니다. 

 

동영상 녹화/ 저장하기 

 프로그램 사용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녹화 툴  클릭 시 화면 녹화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 녹화될 화면 영역 종류를 선택하고 녹화 버튼 을 클릭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 녹화가 시작되면 프로그램 우측 하단에 녹화 상태 창이 생성됩니다.  

 

• 녹화 상태 창에서 녹화를 일시정지  또는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녹화 종료 시 바로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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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녹화 윈도우에서 설정 버튼  클릭 시 세부 녹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 동영상 포맷과 코덱 및 비디오 크기를 설정합니다. 

- 기타 : 녹화 시 마우스 포함 여부 및 표시 색상, 녹화 영역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기 도구 사용하기 

 각 뷰마다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화면에 펜, 선, 도형, 문자를 그리거나 지울 수 있어 환자 

상담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기 도구 툴  클릭 시 그리기 도구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설정 윈도우] 

[그리기 도구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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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도구 클릭 후 화면에 객체를 입력합니다. 

• 키보드 'Ctrl+C'/V'키를 이용하여 객체를 같은 뷰나 다른 뷰로 복사 및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섹션 영상 PACS 전송 

 파노라믹 커브 섹션 영상을 PACS 에 전송 가능합니다.  

• 동영상 녹화 툴  클릭 시 섹션 영상 출력 윈도우가 출력됩니다. 

아이콘 설명 

 
기존의 뷰 동작을 그대로 유지 

 
자유 그리기 

 
직선 그리기 

 
도형(직사각형, 원, 폴리곤) 그리기 

 
문자 입력 및 문자 크기 설정 

 
그리기 내용 포함하여 화면 캡쳐 

 
그려진 객체들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삭제 

 
그려진 객체 모두 삭제 시 그려진 객체를 숨김 

 
그려진 객체 표시/숨김 

 
작업 내용 되돌리기/되살리기 

 
그리기 도구 색상 설정 

 
선 그리기 도구 두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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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 출력 범위를 마우스 휠 또는 인디케이터 조절을 하여 설정합니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DICOM Store 윈도우가 출력됩니다. 

 
 

• 미리 설정한 PACS 서버 목록에서 원하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 OK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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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히스토리 

 프로그램 좌측에서 제공하는 히스토리 메뉴에서 사용자의 작업 내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항목 

선택 시 해당 작업 단계로 되돌리기(ctrl+z), 되살리기(ctrl+y)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우측 상단의 환자 정보 우측  버튼으로도 되돌리기/되살리기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상 등록 또는 공용 툴바에서 초기화 기능 사용 시 작업 내용도 모두 

초기화됩니다. 

 

4.7 오브젝트 트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영상, 객체 및 측정 값들을 목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오브젝트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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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검색창  에 항목을 입력하여 원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 우측의 접힘/펼침 버튼 을 클릭하여 전체 목록을 접힘/펼침할 수 있습니다. 

• 항목 앞 체크박스 를 클릭하여 영상영역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체크 시 영상영역에 표시) 

• 각 항목에서 우클릭 시 세부 메뉴가 표시됩니다. 항목에 따라 제공되는 세부 메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변경 : 객체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삭제 : 객체를 삭제 합니다.  

- 색상 변경 : 객체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 와이어 프레임/채워 그리기 : 객체를 면을 채우지 않고 변으로만 표시합니다. / 객체의 

면을 채워 그립니다. 

- 메쉬 불투명도 조절 : 객체의 불투명한 정도를  조절합니다.  

- 복사 : 객체를 다른 뷰로 복사합니다.  

 

5 메인 메뉴 

 프로그램 상단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통해 파일 및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File 파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Views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된 View 제공 

Setting 프로그램 환경 설정 

Help 매뉴얼 제공 

[객체 우클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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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파일 

CT 로 촬영된 DICOM 영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불러온 영상을 다시 내보내기 또는 프로젝트파일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강 스캐너로 획득한 STL 파일도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열기 CT 파일 불러오기 

STL 추가 STL 파일 불러오기 

프로젝트 저장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프로젝트로 저장  

원프로젝트 뷰어 생성 CD 또는 대용량 저장장치에 프로젝트를 전용 뷰어와 함께 저장 

출력 현재 작업 중인 파일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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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불러오기 

• 프로그램 상단의 파일 → 열기 메뉴 클릭 시 파일 열기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 파일 열기 윈도우에서 열고자 하는 영상파일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파일을 오른쪽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DICOM 파일을 클릭 후 하단의 읽기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을 프로

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최초 실행 시에는 파일 열기 윈도우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파일 열기 시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raw, dicom, vgi, x3d, vx3, stl, igs, iges, step 

입니다. 

 

  

[파일 열기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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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L 추가 

 STL 및 캐드 (igs, iges, step)파일을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상단의 파일 → STL 추가 메뉴 클릭 시 파일 열기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 파일 열기 윈도우에서 열고자 하는 영상파일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 추가하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 후 하단의 읽기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

을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stl, igs, iges, step 입니다. 

 

3) 프로젝트 저장 

• 프로그램 상단의 파일 → 프로젝트 저장 메뉴 클릭 시 세부 메뉴가 표시됩니다. 

 

• 원하는 저장 메뉴를 클릭 시 저장 옵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 '원본 데이터를 저장' 옵션을 체크하면 원본 데이터가 프로젝트 파일 (vx3)과 함께 

저장됩니다.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일의 경로를 변경할 경우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저장 기존 작업 내용에 덮어쓰기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존 작업 내용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저장 

[저장 옵션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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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방식 

• 볼륨 데이터 : x3d 파일로 저장됩니다. x3d 는 볼륨 크기 및 피치 등의 정보를 갖고 

있으며, Dentiq3D 프로젝트 파일에서 사용됩니다.  

• 메쉬 데이터 : STL 파일로 저장합니다.  

 

데이터 저장 내용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된 프로젝트는 파일 → 열기 메뉴를 통해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 내용 

▪ 2D MPR면 상태 : MPR선 , MPR 줌 (Zoom) 상태 , MPR면의 위치 및 방향 등 

▪ 3D 카메라 상태 : 카메라 위치 및 방향 , 확대 비율 등 

▪ 3D 렌더링 옵션 : 클립박스 , 광원 , Superimposed Plane 표시상태 등 

▪ 측정 도구 : 생성 , 삭제 , 위치 변경 , 색상 변경 등 

▪ OTF : 그래프, 색상, 윈도윙 상태 변경 

▪ 메쉬 데이터 추가 및 삭제 내역 

▪ 히스토리 패널에 추가된 작업 내역 

▪ 캡쳐 이미지 화면 , 리포트 뷰의 최종 결과 

저장 제외 내용 

▪ 볼륨 프로세싱 : 조각 , 필터 등. (최종 볼륨 프로세싱 결과만 저장) 

▪ 배경 색상 

▪ 패널 창의 크기 및 위치 변경 

▪ 단위 (Unit) 변경 

▪ MPR 오버레이 설정 

▪ 파일로 저장 , 동상 저장 등의 파일 관련 작업 내역 



 

© 2020 / 3DII 

4) 원 프로젝트 뷰어 생성 

 CD 또는 대용량 저장장치에 현재 작업내역까지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만 열 수 있는 원 프로젝

트 뷰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상단의 파일 → 원 프로젝트 뷰어 생성 메뉴 클릭 시 세부 메뉴가 표시됩니다. 

 

• 원하는 저장 메뉴를 클릭 시 원 프로젝트 뷰어 생성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 생성 윈도우에서 저장 장치, 생성 이름, 시스템 타입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원 프로젝트 

뷰어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원 프로젝트 뷰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윈도우 버전 : Windows Vista, 7, 8, 10 

- 시스템 종류 : 32비트, 64비트 운 체제 모두 지원 

- 그래픽 카드 : DirectX 10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CD로 내보내기 CD 저장 공간에 원 프로젝트 뷰어 생성 

[CD저장장치(좌)/(우) 생성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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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원 프로젝트 뷰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환경의 시스템 종류를 미리 확인 후 

생성하십시오.  

- 64비트로 지정된 뷰어는 64비트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32비트로 지정된 뷰어는 32비트, 64비트 운 체제에서 모두 실행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에 저장된 볼륨의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5) 출력 

 현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볼륨 또는 메쉬 데이터를 파일로 내보내기 하여 저장할 수 있습

니다. 

• 프로그램 상단의 파일 → 출력 메뉴 클릭 시 데이터 출력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Box 영역이 적용된 볼륨 

 CT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 볼륨 영역 및 축 상태 설정 : 선택 시 메인뷰에서 클립박스로 설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CT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원본 CT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출력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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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출력 형식 : CT 데이터 출력을 위한 출력 포맷을 선택합니다. 

 

메쉬 객체 

 등록된 메쉬 객체를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등록된 메쉬 객체가 있을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출력 옵션 : 출력 객체, 파일 형식 및 좌표를 선택합니다. 

 

 

원래 좌표를 선택할 경우 메쉬가 가진 기본 좌표로 출력되며 현재 좌표를 선택한 

경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좌표로 메쉬가 출력됩니다. 

 

6) 설정파일 읽기/내보내기 

 프로그램 사용환경을 설정파일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정보는 OTF 프리셋, 

쉐이딩 프리셋, 레이아웃, 배경색 설정 등입니다. (즐겨찾기 정보, 모니터 크기 정보, 스크린 

레코더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5.2 뷰 

 사용 가능한 모든 뷰 목록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뷰 선택 시 해당 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영상 영역 상단에 표시되는 뷰 목록은 환경설정에서 설정된 항목만 표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설정_3)환경설정의 레이아웃 및 GUI옵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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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설정 

 

1) 단위 변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측정 단위를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좌측의 Measurement에서  를 클릭합니다. 

 

• 길이 단위 : Millimeter(mm)와 Centimeter(cm)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밀도 : 각 측정 종류의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2) 언어 설정  

 프로그램 표시 언어를 설정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선택 가능하며 선택 시 해당 

언어로 화면이 바로 적용됩니다. 

 

 

일본어, 중국어의 경우 일부 번역되지 않은 문구가 영문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위 변환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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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설정  

 Dentiq3D 사용을 위한 기본 환경설정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 및 GUI 옵션 

 프로그램 화면 구성에 관한 기본 옵션을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상단의 Settings > Configuration 을 클릭합니다. 

  

• 최근 사용한 뷰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영상 영역 레이아웃 기본값을 사용자가 조절한 마지막 상태로 설정합니다. 

• 최근 사용한 기능 컨테이너 확장탭 상태를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프로그램 좌측 툴바 항목들의 접힘/펼침 상태 기본값을 사용자가 조절한 

마지막 상태로 설정합니다. 

• 사용 가능 뷰 

: 선택된 뷰 항목들만 프로그램 뷰 탭 목록에 표시됩니다. 

• 파노라마 뷰를 기본 뷰로 설정  

: 선택 시 영상 로딩 후 첫 뷰 화면이 파노라마 뷰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환경 설정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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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옵션 

 3D 영상 가시화 기본 옵션을 설정합니다. 

 

 

• 최근 사용한 삼차원 가시화 옵션을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삼차원 렌더링 옵션을 사용자가 조절한 마지막 상태로 설정합니다. 

• 최근 사용한 삼차원 중첩 평면의 옵션을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삼차원 단면설정의 일부 옵션 (MPR 단면을 바운딩 박스로 클리핑, MPR 

불투명도)을 최근 사용한 상태를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 GPU 볼륨 렌더링 사용 

: 선택 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볼륨 렌더링을 사용합니다. 

 

 

 

 

[가시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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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F 옵션 

 OTF 사용에 관한 기본 옵션을 설정합니다. 

 

• 최근 사용한 OTF 상태를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OTF 기본값을 사용자가 조절한 마지막 상태로 설정합니다.  

• OTF 기본값 설정에 고정된 CT 값을 사용 (CT 값이 보정된 볼륨용) 

: 선택 시 Dicom Tag 내의 윈도윙 값을 분석 하여 의료용 데이터에 적합한 OTF 값을 

제공합니다. 선택을 해제할 경우, 볼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값을 OTF 로 

사용합니다. 

• 통합 컨트롤 위젯을 기본 OTF 로 사용  

: 선택 시 색상 위젯 통합을 적용한 OTF 를 기본 OTF 로 사용합니다.  

• 윈도윙 스타일 설정 

: MPR 표시 이미지에 윈도윙 처리 방식을 설정합니다. 

• 기본 윈도윙 값 설정  

: Windows Width/Level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 : 항목 체크, 숫자 클릭 하여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입력. 

[OTF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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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옵션 

 영상에 관한 기본 옵션을 설정합니다. 

 

• 기본 파노라믹 이미지  

: 파노라믹 영상 생성 시 표시할 영상 높이와 두께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 기본 단면 이미지  

: 수직단면 영상의 기본 레이아웃과 슬라이스 간격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 기본 커브 설정  

: 파노라믹과 수직단면 영상 생성 시 필요한 악궁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 수동 : 사용자가 Axial 영상에서 직접 악궁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 자동 : 밑으로부터 자동 커브 생성 높이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영상 하단으로부터 

해당 높이의 Axial 영상에 악궁을 자동 생성합니다. 

 

◼ 파노라믹 커브 설정이 자동이면, 볼륨 오픈 할 때 파노라마 뷰 창을 생성합니다. 

[이미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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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라믹 커브를 그리고자 하는 단면 영상의 윈도윙 값 적용에 따라 커브 인식이 

부정확 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윈도윙 값을 뼈에 맞춰서 조절하면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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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언급된 항목 외에도 다양한 환경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 최근 사용한 단위 설정을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단위 설정 기본값을 공통 툴바의 단위 변환 툴에서 설정한 단위로 설정합니다. 

• 최근 사용한 실제 모니터 크기 설정을 기본으로 사용  

: 선택 시 가장 최근에 설정한 실제 모니터 사이즈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하단의 설정버튼을 클릭하여 CD, 자, 신용카드를 중 하나의 크기로 모니터 실제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시 실제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MPR 패널의 2D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히스토리 아이템이 사라질 때 경고 메시지 생성 

: 선택 시 히스토리 아이템이 사라질 때 경고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전체 초기화, 이전 작업 선택 후 새로운 작업 진행 시 히스토리 아이템이 전체 또는 

일부 사라집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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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도구 버튼 상태 유지 

: 선택 시 측정도구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 시 측정 툴은 1 회 사용 후 툴 상태가 해제 됩니다.) 

•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읽은 경로를 기본 경로로 사용 

: 선택 시 파일 열기 기본 경로를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경로로 설정합니다. 

 

• MPR 상에 이미지 정보 표시 

: 선택 시 MPR 영상영역에 DICOM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정보를 표시합니다. 

 하단의 설정버튼을 클릭하여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emplate 리포트 구성 이미지 크기 설정 

: Template 리포트를 구성하는 Axial, Panorama, Sectional Slices 영상의 크기를 사용자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정보 설정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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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설정 

 캡쳐된 이미지를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 시 사용될 파일 이름의 규칙을 설정합니다.  

 

• 상단 목록에서 파일명에 표시될 항목을 마우스 더블 클릭합니다. 

• 선택한 항목들은 하단 문자 입력란에 표시됩니다. 

• 문자 입력란에 표시된 항목은 키보드 Delete 키를 이용하여 삭제 가능합니다. 

 

  

[파일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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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CS 환경 설정 

 PACS 서버를 등록하여 DICOM 영상을 서버에 전송 / 검색 / 수신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격 서버 등록하기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를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버는 서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CS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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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원격 서버 접속하기 

 Dentiq3D 가 Client 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원격 서버에 접속을 허용하는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Conqueset server 사용 시 

① http://ingenium.home.xs4all.nl/dicomserver/dicomserver1417d.zip 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② Conqueset server 서버의 AE title 과 Port 정보를 Dentiq3D 서버 목록에 등록합니다. 

(서버 추가 시 IP adress 는 Conqueset server 가 실행되는 컴퓨터의 IP 를 입력합니다. ) 

③ Conqueset server 실행 후 Known DICOM provider 탭에 Dentiq3D 의 AE title 과 Receive 

port 를 입력합니다. 

(IP address 는 Dentiq3D 가 실행되는 컴퓨터의 IP 를 입력합니다. ) 

④ 각 각의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http://ingenium.home.xs4all.nl/dicomserver/dicomserver1417d.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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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원격 서버의 데이터 검색하기 

 원격 서버로 등록된 서버의 데이터는 메인 메뉴→ 파일→ 열기 메뉴를 이용하여 검색 및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일 열기 윈도우의 원격 PACS서버 타이틀에서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 를 

통해서도 새로운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열기 윈도우의 원격 PACS서버 목록에서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 를 

통해서도 서버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열기 윈도우의 원격 서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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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원격 서버의 데이터 전송하기 

사용자의 PC 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격 PACS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열기 윈도우에서 파일 정보 요약 항목에 우클릭 시 원격 서버에 전송 메뉴가 

표시됩니다. 

 

• 메뉴 클릭 후 전송을 원하는 원격 PACS 서버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 전송은 DICOM 포맷만 지원합니다. 

 

 

메인 메뉴→ 파일 → 출력 기능의 PACS 전송 옵션을 통해서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5.4 도움 

 선택 시 매뉴얼을 실행합니다.  

 

 

 

키보드 F1 키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매뉴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2020 / 3DII 

6 뷰 

 

6.1 메인 뷰 

CT 영상을 Axial / Sagittal / Coronal 방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각도로 재구성하여 볼 수 있으며 

3D 영상을 통해 입체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 툴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신경관 그리기 

 영상에 신경관을 가시화하여 진단 시 주의할 수 있습니다. 

 

[메인 뷰] 

[신경관 도구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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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툴  클릭 시 화면에 신경관 작업 도구가 생성됩니다. 

 

 

신경관 새로 그리기 

① 2D 영상에서 신경관의 위치를 찾습니다. 

② 좌측 작업 툴바에서 신경관 그리기 툴 을 클릭합니다. 

③ 2D 영상에서 신경관 위치를 따라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아이콘 설명 

 

신경관 포인트 선택 

 

신경관 포인트 입력 (기본) 

 

선택된 신경관에 포인트 추가 

 

선택된 신경관 포인트 삭제 

 
그리기 완료 

 

그리기 취소 

 

선택된 신경관 색 설정 

 
선택된 신경관 두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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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경관 클릭 시 도구 하단에 신경관 포인트 정보가 표시됩니다.  

⑤ 신경관 그리기가 완료 후 신경관 그리기 도구 박스에서 그리기 완료 버튼 을 

클릭하면 신경관 그리기 모드가 종료됩니다. 

 

 

신경관 편집은 히스토리 목록의 신경관 항목에서 우클릭 시 표시되는 편집 메뉴를 

통해 그리기 도구를 활성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섹션-파노라마 연계하여 신경관 수정 

① Sectional Slices 와 Panorama 에서 신경관 수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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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플란트 식립하기 

 영상에 임플란트 모델을 추가하여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배치 

① 좌측 작업 툴바에서 임플란트 식립 툴 을 클릭합니다. 

② 생성된 임플란트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식립하고자하는 임플란트 모델을 선택 후 

하단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영상 위에 임플란트 상/하단 두 위치를 클릭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④ 영상 위에 배치된 임플란트를 클릭하여 위치 이동/ 각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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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편집하기 

 

• 임플란트 객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속성 편집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치환 : 임플란트 라이브러리 윈도우를 생성하여 임플란트 모델을 변경합니다. 

- 색상 변경 : 임플란트 표시 색상을 변경합니다. 

- 삭제 : 배치된 임플란트를 삭제합니다. 

- 상세 설정 : 객체 배치 윈도우를 생성하여 세밀 편집을 진행합니다. 상세 설정 

윈도우에서는 임플란트 위치 조정, 3D 임플란트 골밀도 확인, OTF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치 이동(좌) / 회전 이동(우)] 

[우클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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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정 윈도우는 임플란트 객체를 더블 클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파노라믹 영상 생성하기 

악궁을 이용하여 수직단면 영상 및 파노라믹 영상을 재구성하여 보기 위한 작업 툴로 Axial 

영상에서 악궁의 위치를 확인한 후 파노라믹 뷰로 이동합니다. 

[상세 설정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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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툴   클릭 시 화면에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환경 설정에서 자동 악궁을 설정한 경우 Axial 영상 위에 악궁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으며 수동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Axial 영상만 표시됩니다. 

 

커브 새로 그리기 

커브를 수동으로 설정하였거나 커브 포인트를 전체 삭제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①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가 표시되면 영상 위에 악궁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여 

커브를 생성합니다. 

② 커브의 마지막 지점에서 더블 클릭 시 그리기가 완료되며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 

자동 종료 후 파노라마 뷰로 이동합니다. 

③ 커브의 수정은 파노라마 뷰의 Axial 영상에서 가능합니다. 

 

커브 수정/삭제하기 

• 수정 :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 또는 파노라마 뷰 Axial 영상 커브 포인트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합니다. 

• 삭제 :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 Axial 영상 우측 상단 삭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4) 객체 조각 내기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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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상에 대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내부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툴 클릭 시 화면에 조각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폴리곤 형태로 조각하기 

① 수동 조각 도구에서 폴리곤 항목을 클릭합니다. 

② 3D 영상 위에 분할을 원하는 영역을 따라 클릭 후 마우스 더블 클릭하여 영역 그리기를 

종료합니다. 

[조각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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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거를 원하는 영역을 마우스 클릭하여 최종 제거 합니다. 

 

 

평면 형태로 조각하기 

① 수동 조각 도구에서 평면 항목을 클릭합니다. 

② 3D 영상 위에 표시된 평면 라인을 드래그하여 높이를 조절합니다. 

③ 제거를 원하는 영역을 마우스 클릭하여 최종 제거 합니다. 

 

  

[폴리곤 영역 제거 전(좌) / 후(우)] 

[평면 영역 제거 전(좌) /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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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분할 기능 사용하기 

• 아랫부분 제거/ 윗부분 제거 : OTF 를 조절하여 상,하가 분리되어 보이는 경우 선택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영역 남기기/ 지우기 : 관심 영역을 마우스 클릭하여 해당 영역과 연결된 영역을  

남기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필터 

영상에 필터를 적용하여 CT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툴  클릭 시 화면에 2D 필터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윗부분 제거 전(좌) /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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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필터 종류에서 원하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우시안 : 흐림 효과 

- 미디안(중앙값) : 마스크 크기 내의 복셀 값에 대해 중앙값을 적용 

- 선형 평균 : 마스크 크기 내의 복셀 값에 대해 선형 평균값을 적용 

- 적응형 가우시안 : 경계선 다듬기 및 잡음 제거 효과 

- 침식 : 작은 덩어리 제거 효과 

- 확장 : 내부의 작은 구멍들 제거 효과 

- 선명화 : 선명 효과 

• 좌측 영상에서 선택된 필터의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 필터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세부 항목 (마스크 크기, 편차) 설정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영상에 적용됩니다. 

• 프리셋 기능을 이용하여 조절된 필터를 프리셋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2D 필터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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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위면 메쉬 추출 

CT 영상에서 메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툴  클릭 시 화면에 메쉬 추출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메쉬 추출하기 

① OTF 그래프를 이용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영역을 조절합니다. 조절되는 내용은 상단 

3D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우측에서 샘플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복셀이 클수록 메쉬의 품질은 낮아집니다.) 

③ 추출될 메쉬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④ 하단의 적용 버튼 클릭 시 추출된 메쉬가 3D 영상 영역에 표시됩니다. 

⑤ 하단에 생성된 추출 버튼 클릭 시 최종적으로 메쉬가 추출되며 적용버튼 재 클릭 시 

추출된 결과물은 메인뷰 영상 영역에 표시됩니다. 

⑥ 추출된 메쉬는 오브젝트 트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트리의 자세한 사항은 4.7 오브젝트 트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쉬 추출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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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의 MPR 단면 설정 

MPR 영상에서 축 조절이 아닌 임의의 단면을 설정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설정하기 

① 작업 툴  클릭 후 MPR 영상영역에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임의의 단면 

위치를 설정합니다.  

② 드래그 완료 지점에 표시되는 메뉴에서 해당 단면을 표시할 영상영역을 선택합니다. 

③ 선택한 영상영역에서 설정된 단면 영상을 확인합니다. 

 

8) 줌 큐브 

 특정 부분에 대해 3D 로 확대하여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줌 큐브 설정하기 

① 작업 툴  클릭 후 MPR 또는 3D 영상영역에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확대할 

영역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임의의 단면설정(좌) / 생성된 영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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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드래그 완료 시 줌 큐브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③ 3D 영상을 회전하며 영상을 확인합니다. 

④ 필요에 따라 우측 메뉴를 통해 다양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출력 : 분할된 영상을 Dentiq3D 데이터(.x3d) 파일로 저장합니다. 

- 메쉬 출력 : 분할된 영상을 메쉬로 추출합니다. 추출된 메쉬는 삭제 또는 메인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줌 큐브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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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 정렬 

MPR 화면에서 축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축 정렬 윈도우] 

 

축 정렬 설정하기 

① 작업 툴  클릭 후 MPR 영역에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축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② 드래그 완료 시 또는 하단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축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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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우스 휠을 클릭+드래그하면 화면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후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확대/축소됩니다. 

 

⑤  하단의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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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축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파노라마 뷰 

악궁을 이용하여 수직단면 영상 및 파노라믹 영상을 재구성하여 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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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q3D 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영상 단면 위치에 악궁 커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하여 파노라믹 뷰 진입 시 자동으로 영상을 표시하며 수동 생성일 경우 파노라마 커브 생성 

윈도우를 표시합니다. 

 

 

수동 커브 그리기 동작은 6.1 메인뷰의 신경관 그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아웃 변경하기 

 파노라믹 뷰는 2 종류의 레이아웃을 지원합니다.  

• 작업 툴  클릭 시 레이아웃이 변경 됩니다. 

 

 

 

수직 단면 영상 확인하기 

• 수직 단면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영상이 이동합니다. 

[레이아웃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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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위치한 수직 단면 영상은 Axial 영상과 파노라마 영상에서 하얀 실선으로 

위치가 표시됩니다. 

 

• 파노라마 영상 영역에서 제공하는 빨간 점선을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수직단면 영상이 

함께 이동합니다. 

• 영상영역 우측 상단에 위치한 레이아웃 메뉴  를 클릭하여 수직 단면 

영상영역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상영역 우측 상단에 위치한 영상 간격 메뉴  를 클릭하여 

수직 단면 영상의 영상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면의 각도를 적용하여 분석 가능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단면의 첫번째 영상를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드래그 앤 드롭하여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영상 확인하기 

[파란 화살표가 가르키는 위치는 모두 같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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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상/하면의 초록 실선을 마우스 클릭+드래그 시 파노라마 영상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빨간 점선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면 수직단면 영상이 이동합니다. 

• 영상 위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파노라마 커브 위치가 전/후방으로 이동합니다. 조절되는 

내용은 Axial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3D 영상 영역에 제공하는 평면 불투명도 메뉴를 통해 3D 영상에 표시되는 파노라마 

영상 가시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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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커브 그리기 

사용자는 최대 5 개까지 커브를 입력 할 수 있으며, 제공 매뉴를 통해 이전에 그린 커브를 화면에 

출력 할 수 있음. 

• Axial 패널 하단에 최대 5 개까지 커브 선택 버튼 제공. 

• 휴지통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활성화된 커브를 삭제. 

 

 

6.3 TMJ 뷰 

턱 관절(Temporo-madibular joint) 부위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TMJ 위젯 설정하기 

[TMJ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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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TMJ 위젯은 TMJ 위치와 유사한 위치에 미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영상을 

보며 좀 더 정확한 위치에 TMJ 위젯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 점 위젯의 가로/세로 길이 조절 

초록 점 위젯 회전 

내부 영역 위젯 이동 

내부 실선 TMJ 단면 영상 이동 

[TMJ 위젯] 



 

© 2020 / 3DII 

• 작업 툴  클릭 시 좌/우 TMJ 위젯의 위치와 각도를 대칭 시킵니다. 대칭 기준 

라인은 Axial 영상 중앙에 표시되는 Median sagittal 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클릭 시 대칭 기준 값을 설정하는 메뉴 가 표시됩니다. 

- 메뉴에서 선택된 화살표 좌측 방향의 위젯 정보를 우측 방향의 위젯 정보에 

복사합니다. 

- Median sagittal 라인은 양끝 노란점을 드래그하여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TMJ 단면 영상 확인하기 

• TMJ 단면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영상이 이동합니다. 

• 작업 툴  활성화 시 좌/우 단면 영상 스크롤을 동기화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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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박스가 표시된 단면 영상은 Axial 영상에서 빨간 실선으로 위치가 표시됩니다. 

 

TMJ 3D 영상 확인하기 

TMJ 3D 영상에서는 TMJ 위젯의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작업 툴  클릭 시 표시 영상을 2D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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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도 추출 뷰 

CT 영상에 기도 영역이 포함된 경우 이를 추출하여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가시화된 기도 볼륨을 

통해 기도의 전체 부피 및 협소 면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도 추출 하기 

① Sagittal 영상에서 녹색 점선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기도 추출 후보 영역을 

설정합니다. 하단 ROI 깊이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후보 영역 박스의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 추출 뷰] 

[빨간 영역 : 감지된 후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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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gittal 영상 영역 하단에서 후보 영역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후보 영역 표시 : 선택 시 영상 내 감지된 후보 영역을 가시화합니다. 

- 색상 : 선택 시 영상 내 감지된 후보 영역의 표시 색을 설정합니다. 

- Hounsfield Unit : 슬라이더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감지할 HU 값을 설정합니다. 

③ 작업 툴  클릭 후 Sagittal 영상에서 기도의 시작과 끝 지점을 클릭하면 클릭과 

동시에 기도가 추출됩니다. 

 

기도 영상 확인하기 

 추출된 기도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체 부피 : 추출된 기도 영역의 전체 부피 

• 최소 면적 : 추출된 기도 영역에서 최소 단면적 

•  : 현재 Axial 영상 영역에서 표시되는 단면의 면적 

•  : 현재 Axial 영상 영역에서 표시되는 단면의 형상과 가로/세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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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al 영상 단면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해당 단면이 Airway Object 와 3D 영상 영역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6.5 리포트 뷰 

 영상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 및 캡쳐 이미지를 관리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Axial 단면 확인(파란 화살표)] 

[리포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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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작성하기 

① 좌측 캡쳐리스트에서 캡쳐된 이미지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리포트 화면에 

입력합니다. 

② 리포트에 입력된 캡쳐 이미지는 이미지의 모서리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에 따라 제목/환자정보/내용 입력란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④ 입력을 위한 리포트 편집 툴은 리포트 상단에서 제공됩니다. 

⑤ 측정 정보 입력이 필요한 경우 상단 툴바에서 측정정보 툴 을 클릭하면 

내용입력란에 측정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⑥ 리포트 페이지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리포트 추가 작업툴  클릭합니다. 

⑦ 작성이 완료되면 PDF 파일 작업툴  로 저장합니다. 

 

캡쳐 이미지 관리하기 

 좌측 툴바에서 캡쳐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 삭제 : 캡쳐 이미지 목록에서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 시 생성되는 삭제 버튼 을 

클릭하여 해당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 선택된 이미지 저장 : 캡쳐 이미지 작업 툴에서  툴 클릭 시 캡쳐 이미지 

목록에서 선택된 이미지만 저장합니다. 

• 전체 이미지 저장 : 캡쳐 이미지 작업 툴에서  툴 클릭 시 캡쳐된 모든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고정 양식 리포트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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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노라마 뷰 캡쳐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팝업 메뉴에서 템플릿 리포트를 . 선택 합니다(주의 : 섹션 

이미지 간격이 2mm 이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니 유의바랍니다). 

③ 자동으로 리포트 뷰 화면에 자동 생성된 템플릿 리포트를 출력합니다. 

④ 다이콤 프린트 버튼 을 클릭하고 출력 장치 를 선택 합니다. 

⑤ 프린트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출력 장치로 출력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고정 양식 리포트 수정하기 

① 다이콤 프린트 버튼 을 클릭하고 출력 장치 를 선택 합니다. 

② 수정 버튼 을 클릭하고 필름 사이즈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

로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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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장 버튼 을 클릭하고 적용 버튼 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리포트가 다시 생성됩니다. 

 

고정 양식 리포트 페이퍼 출력하기 

① 프린터 타입을 Paper 으로 변경합니다. 

② 프리뷰 상단 도구메뉴에서 프린터 버튼 을 선택합니다. 

 

고정 양식 리포트 다시 생성하기 

① 프린터 타입을 Paper 으로 변경합니다. 

② 프리뷰 상단 도구메뉴에서 프린터 버튼 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리포트 생성하기 

 

① 레이아웃 리포트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그리드 레이아웃 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③ 레이아웃 크기를 설정하고, 전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캡쳐 이미지 리스트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리포트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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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크기 편집하기 

① 레이아웃 셀을 왼쪽 버튼 클릭&드래그 앤 드롭하면 다수의 셀 선택 가능. 

② Merge cell 버튼 을 클릭하여 병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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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타일 뷰 

 MPR 영상 단면을 단순 이미지 배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일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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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뷰 옵션 설정하기 

 좌측 툴바에서 다양한 타일뷰 옵션 툴을 제공합니다. 

 

• 두께 : MPR 단면 영상 두께를 설정합니다. 

• 슬라이스 간격 : MPR 단면 영상 이동 간격을 설정합니다. 

• 색상 프리셋 : MPR 영상에 색상을 적용합니다. 

• MPR 모드 : 영상의 볼륨 값들 중 최대, 최소, 평균 값을 선택하여 영상에 적용합니다. 

• 방향 : MPR 단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 이미지 배열 : 영상 표시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 위치 : 영상의 슬라이스를 이동합니다. 

• Windowing : 영상의 Windowing 값을 조절합니다. 

• 3D : MPR 단면의 위치를 3D 상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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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뷰 영상 확인하기 

•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시 영상이 이동합니다. 

• 임의의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시 해당 영역이 최대화 됩니다. 

 

• 최대화 영역의 좌측 상단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저장 버튼 을 이용하여 해당 슬라

이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최대화된 영역은 마우스 더블 클릭 또는 타이들 바 좌측의 닫기 버튼 을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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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로 애니메이션 뷰 

3D 영상 조작들을 기록하여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한 세부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콘 설명 

 

카메라 뷰에 표시되어 있는 화면을 키 프레임으로 추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키 프레임을 카메라 뷰에 표시되어 있는 

화면으로 대체 

 

카메라 뷰에 표시되어 있는 화면을 현재 선택되어 있는 키 프레임 

뒤에 추가 

[경로 애니메이션 뷰] 

[애니메이션 세부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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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프레임 생성하기 

① 카메라 뷰 영역에 표시되는 3D 영상을 다양한 기능(영상 회전, 확대, 클리핑 등)들을 활

용하여 키 프레임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영상으로 설정합니다. 

② 애니메이션 세부 툴에서 키 프레임 추가 버튼 을 클릭하여 해당 영상을 추가합니

다. 

③ 원하는 영상 만큼 ①번과 ②번 작업을 반복합니다. 

④ 필요에 따라 세부 툴들을 활용하여 키 프레임 중간에 영상을 추가하거나 대체 또는 삭

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키 프레임 삭제 

 

생성된 키 프레임 재생 및 맨 앞/뒤 키 프레임으로 이동 

 
재생 시간 및 전체 시간 

 
초당 프레임 수 조절 

 
녹화될 영상의 이미지 사이즈 조절 

 
전체 프레임 표시 크기 조절  

 
카메라의 상단 방향 회전 

 
카메라의 시야 각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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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생성하기 

• 작업 툴  클릭 시 동영상 생성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 동영상 저장 포맷 선택 후 알맞은 코덱을 선택합니다. 

• 저장할 동영상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 다음 버튼 클릭 시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생성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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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리포맷 뷰 

CT 영상 볼륨의 영역 및 각도를 사용자 지정 후 JPEG, DCM, WMV 포맷으로 저장하거나 원격 

PACS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리포맷 영역 설정하기 

 영상에 표시되는 가이드 라인을 조절하여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작면(빨간선) 영역 중심면(초록선) 종료면(파란선) 을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영역의 

[경로 애니메이션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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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조절합니다. 

(또는 영상 영역 우측 하단의 영역 설정 슬라이더  를 

이용하여 조절합니다.) 

• 영역의 내부를 마우스 클릭+드래그하여 영역을 회전합니다. 

• 조절된 가이드라인 면의 영상은 하단 영상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영역에서 마우스 스크롤 하여도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포맷 옵션 설정하기 

설정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력할 패널 설정 : Coronal, Axial, Sagittal, 3D 중 출력할 영상을 선택 

• 간격 : 2D 슬라이스 간격 설정/ 3D 회전 간격 설정 

• 2D 두께 : 단면 영상 두께 설정 

• 3D 방향 : 3D 영상 회전 방향 설정 

• 3D 원점 설정  : 3D 영상 위치를 원점으로 설정 

 

리포맷 영역 출력하기 

• 리포맷 영역 및 옵션 설정 후 출력 목록 상단에서 추가 버튼 을 클릭하면 출력할 

영상의 썸네일이 출력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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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목록에 저장된 리포맷 영역은 썸네일 툴 을 이용하여 타일뷰 확

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출력 목록 우측에서 제공되는 전체 선택/전체 선택해제 , 삭제  기능을 이용

하여 출력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출력을 원하는 썸네일 체크 후 우측 상단에서 출력 포맷을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

한 포맷은 JPEG, DCM, PACS, WMV 입니다. 

 

• 출력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포맷으로 최종 출력됩니다. 

• PACS 옵션 선택 시 DICOM 저장 윈도우가 생성되며 윈도우에서 설정한 원격 PACS 서

버로 리포맷 영상들이 전송됩니다. 입력란이 활성화된 항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보를 

[리포맷 영상 타일뷰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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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포맷 프리셋 저장하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리포맷 옵션 및 카메라 상태를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프리셋 목록 상단에서 추가 버튼 을 클릭하면 저장할 상태의 썸네일이 프리셋 목

록에 추가됩니다. 

• 프리셋 목록 우측에서 제공되는 전체 선택/전체 선택해제 , 삭제  기능을 이

용하여 출력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프리셋은 프리셋 툴 을 이용하여 프리셋 이름

변경(이름 항목 더블 클릭), 타일뷰 확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DICOM 저장 윈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