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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Tel 02-741-3014
Fax 02-743-3014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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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ClariSIGMAM

ClariSIGMAMClariPulmoClariCT.AI

ClariSIGMAM은 Deep Learning 인공지능기술로
Mammography에서 지방조직과유선조직성분비를
분석하는제품입니다



연혁

▪ (주)클라리파이 설립
(2월6일)

▪ .

▪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유망기술
지원사업 선정

▪ 중소기업청 2015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선정

▪ 벤처기업인증

▪ ClariCT 핵심기술 3건
발명특허 취득

▪ ClariPI GMP 기관인증

▪ ClariCT 품목허가

▪ ClariSIGMAM 품목허가

▪ 중소기업청 여성과제
R&D과제 성공판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ClariCT 설치

– 서울대학교병원
– 고려대 구로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IITP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R&D과제
성공 판정

▪ ClariCT.AI Upgrade

– 서울대학교 병원
– 고려대 구로병원
– 중앙대학교 병원

▪ IITP ICT 유망기술
개발지원사업 과제 수행 중

▪ ClariCT.AI 품목허가

▪ 국내/외 ClariCT.AI 특허
출원

▪ ClariCT, ClariCT.AI, 
ClariSIGMAM 총3건 품목
허가

▪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CT의 내장 및 간지방
분석과 대사증후군 위험 예측
시스템 등 국가과제 수행

• 뇌출혈 환자의 응급실 대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CT 

스크리닝 및 전문의 호출

솔루션 개발 정부과제 수행 중

▪ 고대 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입주업체 선정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

▪ ISO 13485 인증 취득

▪ ClariCT.AI  FDA, CE 인증 취득

▪ ClariPulmo 품목허가 취득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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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조직도
1. 회사 소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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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해외영업/마케팅 총괄 본부장 Harry Park  

• 북미/유럽 Sales & Marketing 책임자
• Key Safety Systems, System Leader
• 퍼듀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영업팀장 이OO

• 연세대 의용공학과

학사

CTO (공동대표이사) 김종효

• 서울대 교수
(의과대학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 서울대 공학 박사(영상처리)
• 서울대 전자공학 학/석사(통신방식) 

연구소장 강상만

• 호서대 융합공학 박사
• 성균관대 전자공학 학,석사

연구협력기관

서울대 의공학
연구실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독일TUBINGEN 
대학교

경영지원팀장 원OO

• 극동대 경영학과

학사

CEO (공동대표이사) 박현숙

• ㈜메디퓨쳐 영업이사
•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
• 동아대학교 문과대학 학사

해외영업 코디네이터 Mina

• DePorre Vet Hospital,
Customer Svc. Assistant

• 웨인주립대 사회학과

해외영업 팀장 Hanna

• Digital Product Advisor
(IT specialist)

• 라이어슨대 교육학과

해외기술영업팀 부장 David
• CompTIA A+ Company

(IT specialist) 
• CSU 경영정보학과

해외영업본부

• 현재 임직원 수: 21명 (CEO포함)

연구원 김OO

• 호서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선임연구원 안OO

• 서울대 대학원

융합과학부 박사 수료

책임연구원 허OO

• 서울대 대학원

방사선응용생명과학

석사 수료

경영지원팀 사원 이OO

• 대림대 사무행정과

관리본부

연구원

전무 박태철

• 에쓰-오일 최고정보책임자(CIO)
• 한양대 전기공학과 학사

사업화팀 사원 강OO

• 상지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사업화팀장 여OO

• 한양대 물리학과

석사

연구원 최OO

• 일본 쓰꾸바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연구원 임OO

• 한양대 대학원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석사

경영전략팀 차장 김OO

• FATIMA대학교

의학과 석사

사업화팀 부장 정OO

• 고려대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사업화팀 사원 박OO

• 건국대 의용전자공학

학사



보유 특허/상표 및 품목허가
1. 회사 소개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의료영상의 잡음 저감방법 (등록) 제 10-1312459호 2013-09-23 특허청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온라인 전송
시스템 (등록)

제 10-0696708호 2007-03-12 특허청

아틀라스 매칭법에 의한 뼈 나이 평가
방법 (등록)

제 10-0715763호 2007-05-01 특허청

딥러닝 기반 CT 이미지 잡음 저감 장
치 및 방법 (등록)

제 10-2033743호 2018-10-17 특허청

APPARATUS AND METHOD FOR CT 
IMAGE DENOISING BASED ON 
DEEP LEARNING (출원)

16194941 2018-11-19 USA

딥러닝 기반 CT 이미지 잡음 저감 장
치 및 방법 (출원)

PCT/KR2018/
016451

2018-12-21 PCT

품
질
인
증

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취득

제 5452호 2018-06-10 KTL

ISO 13485 인증 취득
285834-2019-

AQ-KOR-NA-PS 
Rev.0.0

2018-04-18 DNV GL

품
목
허
가

국내 (3품목) ClariCT.AI,  ClariPulmo,  ClariSIGMAM

해외 (1품목)
ClariCT.AI (FDA(510K), CE(MDD) 취득)
ClariPulmo, ClariSIGMAM (인증 추진 중)



CT 방사선 위해로부터 건강 보호

KBS SBS TV조선

선진국 규제 강화 국내 규제 미비, 위해성 인식, 규제 여론 확대

의료기관 : 선명한 CT 영상 → 방사선량이 높은 표준선량으로 찍은 CT 영상이 잡음이 적고 품질 양호

사업분야 : 인체 피폭량 최소화 → 저선량(소량의 방사선)으로 고품질의 CT 영상 제공

딜레마 : 높은 방사선량 → 인체 피폭량 증가

문제점 : 발암 위험

WHO는 방사선을 1급 발암물질 분류 (확실 발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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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분야



방사선 규제는 세계적 추세

⚫ 선진 각국은 CT의 과다한 방사선량 사용 규제를 법제화 하고 있음

- EU은 2019년부터 규제 및 벌칙 강제화 : 최대 225,000유로, 3년 이하 징역

- 미국은 2018년 페널티 &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적용율 (2019년 4%, 20년 5%, 21년 7%. 22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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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은 CT 검사의 방사선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초/저선량 CT 사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2. 사업 분야

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특화 기술 개발 – Clarity Engine

CT 영상 잡음제거 기술발전 추이

사업화 특화기술 - CT 영상 잡음제거 솔루션

❖ 세계 최초 퀀텀점프한 AI(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CT 영상의 잡음 제거 기술인
Clarity Engine 을 개발하여 상용화함

- Major CT제조사들도 지난 2008년 이후 사용해 온 IR (반복 재구성) 잡음제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AI(인공지능) 딥러닝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

❖ 경쟁사 기술 추적에 대비, 당사 기술 우위성 지속유지 및 신기술 개발 추진 중

*IR: Iterative Reconstructi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9

2. 사업 분야

*잡음(Noise) : 방사선(X-ray) 촬영 결과, 순수한 피사체 구조물 영상이 아닌 원치 않는 영상의 유입으로 전체 영상 품질의 저하 요인이 됨

기술발전 추이

Vendor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계최초 AI잡음제거

기술 개발 및 적용

IR 잡음 제거 방식 (기존) AI 딥러닝 방식(최신)
비 고

ASiR

AIDR

TrueFidelity

AiCE



• AI, CT 솔루션 세계 최초 상용화 (FDA, CE 인증)

• 초/저선량 CT적용으로 환자선량 대폭저감 ( ~ 90%)

• 보유중인 CT를 인공지능 CT로 간편히 변환

• 모든 기종, 기존 CT와 호환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 : 제조사 IR 대비 동등이상

• 초/저선량 폐 CT에서 폐기종 자동 리포팅 솔루션

• 3D 영상처리로 좌/우 폐, 기관지 자동분할 기술

• 3D 렌더링 및 폐밀도 리포팅

• 모든 기종, 기존 CT와 호환

제 품

ClariCT.AI
▪ 초/저선량 CT영상 잡음제거/화질개선 솔루션

ClariPulmo
▪ 인공지능 폐기종 3D 리포팅 전자동 솔루션

10

• 유선/지방 조직 자동분할 & 퍼센트 밀도 분석

• 세계 최고 정확도 (97%)

• 모든 기종, 기존 CT와 호환

•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Mammography and PACS systems)

ClariSIGMAM
▪ 인공지능 유방밀도 측정 솔루션

1 2 3

3. 제품 개발



핵심기술 - 잡음제거 Clarity Engine

DICOM Send DICOM Send

Denoised Image

ClariCT.AI 

Filtered Back Projection ..
Forward Projection ..
Only @ ClariCT.AI

Filtered Back Projection ..
Denoising ..

CT scanner PACS 

클라리파이 특허 기술인 합성 시노그람 기술을 딥러닝으로

접목시킨 Clarity Engine의 성능은 고품질의 뛰어난 화질개선 효과 제공
11

Noise Included Image

4. 기술력



Clarity Engine of ClariCT.AI 

Deep-Learned Noise Signature

Extracted Noise Image

세계 최초로 개발 된 딥러닝 잡음제거 Clarity Engine은 수백만 가지의 잡음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뛰어난 구조물 보존과 강력한 잡음저감 성능을 발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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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 잡음제거 Clarity Engine
4. 기술력

Noise Including

CT  Image

Clarity Enhanced Image

Denoising Process



ClariCT.AI - 강력한 잡음제거와 선명한 화질

Noise Tissue : 89 (63% Denoising)Noise Air : 16

After (ClariCT.AI)

Noise Air : 122 Noise Tissue : 247

Before (FBP : 원본)

27 yrs Female

120 kV  5 mAs

(전) 줄무늬 Noise는 이미지 품질을 떨어뜨리고 구조물을 관찰하기 어렵게 만듬
(후) 잡음 클리닝 이미지를 통해 폐 구조물을 살펴볼 수 있음

초저선량 FBP와 ClariCT.AI 방식 잡음제거 성능 비교

13

4. 기술력



ClariCT.AI - 강력한 잡음제거와 선명한 화질

기존 IR잡음제거방식보다 ClariCT.AI방식이 2배 이상 잡음제거 성능이 우수함
14

4. 기술력

Before (FBP: 원본) After (ClariCT.AI)After (S사, IR 잡음제거 방식)

51 yrs Male

120kV 3mAs
초저선량에서 IR과 ClariCT.AI 방식 잡음 제거 성능 비교



ClariCT.AI 재현성 – FDA, CE 검증 완료
4. 기술력

글로벌 주요 CT제조사 검증

GE, Siemens, Philips, Canon 등

제조사별, 스캔 조건별, ReCon방식

등의 이질적 조건에서 성능 재현성

검증

주요 신체,질병,인종별 검증

- 신체부위별: 머리, 가슴, 복부, 심장

- 정상 및 병변: 폐결절, 복부 병변 등

- 남녀, 연령별, 인종별, 체중별

15



ASiR
ClariCT.AI

ClariCT.AI 차별화 기술

DICOM 100% 호환

기존 - 4대 CT 제조사 당사 - ClariCT.AI 

1. 방사선 저감 효과 (표준선량 대비) 40 ~ 70% 최대 95%

2. AI 잡음제거 S/W 적용 CT장비 자사 고가 신형 CT장비에 선택적 적용 모든 제조사 장비 설치 사용 : 100% 호환

3. 구형 고선량 CT장비 Upgrade방식 신형 CT로 교체 유도 구형장비를 간편하게 저선량 AI CT로 개선

제조사간 호환성 여부No Yes

5.  경쟁력

16



ClariCT.AI 도입효과 –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

4

3

1 

2

X-ray Tube Lifetime

5.  경쟁력

기존 CT장비를
저렴하게 최신

인공지능 CT 장비로
재 활용

저선량 CT로 장비
운영시 튜브 수명

연장에 따른 비용절감
(최대 4배)

저선량 CT 장비
운영에 따른

병원 이미지 홍보
효과

Lifetime (H)

Filament current (A)

*The Effect of CT Scanning with Reduced Dose on the X-ray Tube Life

by Armin Marcov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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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향상

방사선 저감에 따른
환자/검진자의
건강 보호 효과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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