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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해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협설측 폭경, 치조돌

기의 경사도, 식립 부위와 해부학적 구조물의 공간적 위치 관계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보급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은

기존의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과는 달리 여러 개의 검출기에 의해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한번에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촬영

시간과 방사선 노출량은 감소하고,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불선

예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건조 하악골에서 다검

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을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인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으

로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하악골 술전

임플란트 부위 평가를 위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5개의 건조 부분 무치악 하악골에서 상층 두께 1 mm로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고 상층 두께 1.25 mm,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을 시행하여 얻어진 횡단면 영상을 VImplant 2.0 소프트웨어로 재구

성하여 하악골 절단면 영상을 얻었다. 이 영상에서 하악골 하연과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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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치조정과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방까지의 거리를 측정하

고, 치밀골 외연의 연속성, 골소주의 양상, 하악관의 인지도에 대해 영

상의 질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골 하연과 평행하면서 치조정에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

까지의 거리는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 다검

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2. 치밀골 외연의 연속성, 골소주의 양상과 하악관의 인지도는 시행된

모든 촬영방법에 있어서 비교적 잘 보이는 수준 이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상층 두께 1.25 mm,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 상층 두께 1 mm로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와 비교

하여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의 거리 계측치와 영상의 질에 있어서 거

의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의 방사선 피폭 및 촬영시간의 단축을 고려할

때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이 술전 임플란트 부위 평가에 유용한 방

법으로 추천되어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치과 임플란트, 영상재구성 영상



- 1 -

하하하하악악악악골골골골 술술술술전전전전 임임임임플플플플란란란란트트트트 부부부부위위위위 평평평평가가가가를를를를 위위위위한한한한 다다다다검검검검출출출출기기기기 전전전전산산산산화화화화

단단단단층층층층촬촬촬촬영영영영 영영영영상상상상의의의의 유유유유용용용용성성성성 평평평평가가가가

<지도교수 문문문문 홍홍홍홍 석석석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황 소 영

IIII.... 서서서서 론론론론

무치악 부위의 수복을 위한 방법으로 임플란트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의 정확한

형태학적인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주로

방사선학적 검사를 이용한다(Abrahams 1993, Andersson과 Svartz 1988,

Maher 1991). 방사선학적 검사법들에는 구내 방사선사진촬영법

(Fredericksen 1995, Lindh 등 1992, Miles와 Van Dis 1992), 파노라마 방

사선사진촬영법(Tal과 Moses 1991), 일반 단층촬영법(김과 박 1997,

Ekestubbe and Gröndahl 1993, Fernandes 등 1987), 전산화 단층촬영법

(Computed Tomography, CT)(김과 박 1997, Rothman 등 1988, Schwartz

등 1987)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골의 양과

질, 치조돌기의 경사도, 병소의 유무, 그리고 상악동, 비와, 절치관, 하악관,

이공 등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다(Abrahams 1993,

Andersson과 Svartz 1988, Mah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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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던 초기에는 치근단촬영, 교합촬영, 파노

라마촬영, 측방 두부규격촬영을 이용하였으나, 식립 부위의 협설측 폭경,

치조돌기의 경사도, 식립 부위와 해부학적 구조물의 공간적 위치 관계 등

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산화 단층

촬영이 널리 보급되어 원하는 단면 영상을 얻게 되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

되었다(Ekestubbe and Gröndahl 1993, Gröndahl 등 1991, Tammisaro 등

1992). 즉,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획득한 악골의 횡단면 영상에서 특

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타원형 악골의 협설측에 정확히 수직이 되는 절

단면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임플란트를 위한 이런 특수

소프트웨어는 1980년대 후반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Rothman 등 1988,

Schwartz 등 1987).

초기에 개발된 전산화 단층촬영 방법은 하나의 검출기를 가지는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Single-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 SDCT)으

로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Conventional Computed Tomography)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Helical Computed Tomography)이 여기에 속한다. 1970년

대 초에 개발된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 방법은 하나의 단면을 촬영한 후 환

자가 누워 있는 테이블이 이동하고 다음 부위의 단면을 촬영하게 된다. 이

러한 방법의 단점은 방사선 노출량이 많고 촬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불선예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Clark 등 1990,

Ekestubbe 등 1993, Frederiksen 등 1995, Preda 등 1997). 1980년대 후반,

촬영과 환자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 방법이

개발되면서(Kalender 등 1989) 기존의 촬영간 지연시간이 없어지게 되었다

(Brink 1995). 따라서, 촬영시간이 단축되고, 방사선 노출량은 줄어들면서,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불선예도 또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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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촬영에 비하여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은 영상의 질이 떨어지

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Vannier 등 1997), 적절한 촬영 조건하

에서는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과 비슷한 해상능 및 병변 인지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김과 박 1999).

최근에 보급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Multi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 MDCT)은 기존의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과는 달리 여러

개의 검출기에 의해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한번에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

능하게 되어 촬영시간과 방사선 노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Hu

1999, Hu 등 2000, McCollough와 Zink 1999, Wang과 Vannier 1999). 촬영

시간의 감소는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불선예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현재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이

기존의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Hu 1999, Hu 등 2000, McCollough와 Zink 1999, Wang과 Vannier 1999).

그러나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을 치과영역, 특히 술전 임플란트 부위의

평가를 위한 방사선 검사법으로써 유용한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것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 하악골에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을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얻어진 영상재구

성 절단면 영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하악골 술전 임플란트 부위 평가를

위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

다.



- 4 -

IIIIIIII.... 연연연연구구구구재재재재료료료료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가가가가.... 연연연연구구구구재재재재료료료료

5개의 부분 무치악 건조 하악골에서 각각의 촬영방법에 따라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을 평가하는 기준 부위로 삼기 위하여 양측 이공으로부터 후방

5 mm 간격으로 직경 1 mm의 gutta percha cone을 하악골 체부의 협면

중간부에 위치시켰다(Fig. 1).

Fig. 1. A dry mandible used in this study

나나나나....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전전전전산산산산화화화화 단단단단층층층층촬촬촬촬영영영영

촬영 부위는 하악골 하연부터 치조정이 완전히 포함되도록 촬영을 시행

하였다. 18 × 18 × 18 cm 아크릴 상자를 제작하여 그 안에 하악골을 고정

한 후 연조직 밀도를 보상하기 위하여 물을 채우고 물이 새지 않도록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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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덮개를 고정하였다. 하악골의 하연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아크릴

상자를 정확히 촬영 장치에 위치시킨 후 촬영을 시행하였다. 단검출기 전

산화 단층촬영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보유중인

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를 이

용하여 촬영을 시행하였고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은 연세대학교 세브란

스병원 진단방사선과에 보유중인 4개의 검출기를 가지는 LightSpeed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행하였다(Fig.

2). 각각의 전산화 단층촬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 : 상층 두께 1 mm, 200 mAs, 120 kV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 : 상층 두께 1 mm, 테이블 이동속도

1 mm/scan, 200 mAs, 120 kV

(2)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High Quality mode : 상층 두께 1.25 mm, 테이블 이동속도

3.75 mm/scan, 280 mAs, 120 kV

High Speed mode : 상층 두께 1.25 mm, 테이블 이동속도

7.5 mm/scan, 280 mAs, 12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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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CT Hispeed Advantage SDCT

Fig. 2B. LightSpeed M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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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영영영영상상상상재재재재구구구구성성성성 절절절절단단단단면면면면 영영영영상상상상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과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촬영된 영상

정보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상적인 영상재구성 간격으로 제시한 상층 두께

의 반을 참고하여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은 0.5 mm, 다검출기 전산화 단

층촬영은 0.625 mm 간격으로 영상을 재구성하였다(Brink 등 2000, Wang

과 Vannier 1997). 촬영으로 얻어진 횡단면 영상을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

한 다음 VImplant 2.0 (CyberMed Inc., Seoul, Korea)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재구성하여 하악골 절단면 영상을 얻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횡단면 영상 중 하악골의 외형이 가장 크게 잘 보이는 단면을 선택하여 협

설측의 정중부를 잇는 호를 그으면 이 호에 수직인 절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Fig. 3). 절단면 영상 중 발치와 부위와 치조골이 날카로운 부위를

제외하고 치조정이 완만한 무치악부 40개의 영상을 선택하였다.

3333.... 영영영영상상상상재재재재구구구구성성성성 절절절절단단단단면면면면 영영영영상상상상의의의의 계계계계측측측측 및및및및 분분분분석석석석

1명의 치과의사가 각각의 촬영방법으로 얻어진 하악골의 영상재구성 절

단면 영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악골 하연과 평행하면서 치조정과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방까지의 거리를 VImplant 2.0 의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Fig. 4). 각각의 촬영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영상 중

선택된 영상을 10회 반복하여 거리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다음의 3가지 항

목을 평가하여 각각의 촬영방법에 따른 영상의 질을 비교하였다. (1) 영상

재구성 절단면 영상의 치밀골 외연의 연속성, (2) 골소주의 양상, (3) 하악

관의 인지도의 3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잘 보이는 경우 3점, 비교적 잘 보

일 경우 2점, 잘 보이지 않을 경우 1점, 안 보일 경우 0점으로 평가하였다.

영상의 질은 각 부위에서 한번씩 측정하였다.

각각의 촬영방법에 따른 거리 계측치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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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Fig. 3. Processing of reformatted cross-sectional images using VImplant

2.0 software

Fig. 4. Measurement on the reformatted cross-sec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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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가가가가.... 촬촬촬촬영영영영방방방방법법법법간간간간의의의의 조조조조건건건건 비비비비교교교교 분분분분석석석석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과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각각의 촬영 조

건은 Table 1과 같다. 이것은 하악골 하연에서 치조정 최상부를 충분히 포

함할 수 있는 40 mm를 촬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조건이다. 일

반 전산화 단층촬영의 경우 한 단면을 얻는데 소요되는 촬영시간(scan

time)이 1 초이고 다음 촬영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촬영간 시간

(interscan time)이 1 초로 상층 두께 1 mm의 40 단면을 얻는데 약 80 초

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은 상층 두께 1 mm의

40 단면을 얻기 위해서 약 40 초가 소요되었다.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의 경우에는 한 단면을 얻는데 소요되는 촬영시간이 0.8 초이고 한 단면을

촬영하는 시간동안 움직이는 테이블 이동속도가 High Quality mode는

3.75 mm, High Speed mode는 7.5 mm이므로 각각 약 10 초, 5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Table 1). pitch란 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테이블이

이동한 거리를 상층 두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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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anning parameters for SDCT and MDCT

나나나나.... 관관관관찰찰찰찰자자자자내내내내의의의의 차차차차이이이이

각 촬영방법으로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에서 하악골 하연과 평

행하면서 치조정과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방까지의 거리 계측에 대

하여 관찰자 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다다다다.... 각각각각 촬촬촬촬영영영영방방방방법법법법의의의의 비비비비교교교교 분분분분석석석석

각 촬영방법으로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에서 하악골 하연과 평

행하면서 치조정과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방까지의 거리를 계측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SDCT MDCT
Conventional Heical High Quality High Speed

Total exam. time 80 sec 40 sec 10 sec 5 sec
Slice thickness 1 mm 1 mm 1.25×4=5 mm 1.25×4=5 mm
mAs 8000 8000 2800 1400
Pitch 1 : 1 0.75 : 1 1.5 : 1
One scan time 1 sec 1 sec 0.8 sec 0.8 sec
Table speed/scan 1 mm/scan 3.75 mm/scan 7.5 mm/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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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an value of the measurement (mm)

SDCT MDCT
Conventional
Mean ± SD

Helical
Mean ± SD

High Quality
Mean ± SD

High Speed
Mean ± SD

1 6.2 ± 0.2 5.9 ± 0.1 6.7 ± 0.3 6.6 ± 0.2
2 5.2 ± 0.2 5.8 ± 0.3 6.0 ± 0.2 6.1 ± 0.2
3 6.8 ± 0.4 7.2 ± 0.2 7.5 ± 0.3 7.5 ± 0.2
4 8.3 ± 0.4 10.0 ± 0.2 10.3 ± 0.4 10.2 ± 0.2
5 9.8 ± 0.4 11.2 ± 0.2 11.7 ± 0.2 10.8 ± 0.2
6 11.0 ± 0.4 11.9 ± 0.2 11.0 ± 0.7 11.2 ± 0.2
7 12.9 ± 0.3 12.4 ± 0.2 13.2 ± 0.3 14.1 ± 0.0
8 11.7 ± 0.2 12.2 ± 0.2 12.1 ± 0.3 13.0 ± 0.5
9 9.6 ± 0.6 9.4 ± 0.4 9.6 ± 0.4 10.2 ± 0.2
10 7.0 ± 0.1 6.8 ± 0.2 7.6 ± 0.2 7.4 ± 0.2
11 10.1 ± 0.2 10.6 ± 0.2 10.8 ± 0.3 10.8 ± 0.3
12 12.7 ± 0.2 12.0 ± 0.2 12.9 ± 0.2 12.5 ± 0.3
13 11.8 ± 0.2 12.0 ± 0.2 11.4 ± 0.3 12.2 ± 0.2
14 13.5 ± 0.2 12.6 ± 0.2 13.7 ± 0.2 12.9 ± 0.2
15 13.0 ± 0.2 13.2 ± 0.3 13.4 ± 0.3 13.8 ± 0.2
16 13.1 ± 0.2 13.4 ± 0.2 13.5 ± 0.2 14.2 ± 0.3
17 19.1 ± 0.2 18.9 ± 0.2 19.2 ± 0.3 17.6 ± 0.3
18 14.2 ± 0.2 13.6 ± 0.2 13.9 ± 0.4 13.4 ± 0.3
19 9.4 ± 0.2 9.4 ± 0.2 9.6 ± 0.3 9.5 ± 0.2
20 10.9 ± 0.3 9.4 ± 2.9 10.6 ± 0.3 10.8 ± 0.2
21 11.6 ± 0.2 11.2 ± 0.2 11.9 ± 0.2 11.5 ± 0.3
22 11.5 ± 0.2 11.1 ± 0.2 11.1 ± 0.3 11.1 ± 0.2
23 13.7 ± 0.2 12.9 ± 0.2 12.5 ± 0.3 12.2 ± 0.2
24 14.7 ± 0.2 15.0 ± 0.2 13.9 ± 0.3 13.6 ± 0.2
25 10.7 ± 0.1 10.6 ± 0.2 10.8 ± 0.2 10.8 ± 0.2
26 9.9 ± 0.2 9.5 ± 0.3 9.8 ± 0.2 9.8 ± 0.3
27 7.5 ± 0.2 7.4 ± 0.2 7.5 ± 0.2 7.7 ± 0.2
28 10.6 ± 0.2 10.4 ± 0.2 10.4 ± 0.2 10.8 ± 0.0
29 9.9 ± 0.1 9.6 ± 0.2 9.3 ± 0.4 10.1 ± 0.2
30 11.8 ± 0.2 11.1 ± 0.2 10.4 ± 0.2 11.4 ± 0.2
31 11.4 ± 0.2 11.5 ± 0.1 11.6 ± 0.3 11.3 ± 0.3
32 9.6 ± 0.4 9.6 ± 0.1 10.8 ± 0.2 10.0 ± 0.2
33 8.4 ± 0.2 8.4 ± 0.2 8.5 ± 0.1 8.3 ± 0.2
34 9.4 ± 0.2 8.9 ± 0.2 9.1 ± 0.2 9.2 ± 0.2
35 9.7 ± 0.1 9.7 ± 0.1 9.7 ± 0.3 10.1 ± 0.2
36 9.4 ± 0.2 9.4 ± 0.2 9.2 ± 0.2 9.2 ± 0.2
37 11.5 ± 0.3 11.0 ± 0.2 11.1 ± 0.2 11.1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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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 average value of measurement

SD : standard deviation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의 계측값과 나머지 세 개의 전산화 단층촬영의 계

측값 사이의 차이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repeated

measures ANOVA test를 이용하여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의 계측값과 나

머지 세 개의 전산화 단층촬영의 계측값을 비교 평가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4).

각 전산화 단층촬영의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에서 영상의 질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촬영방법에서 평균 점수가 2 이상이므로 비

교적 잘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38 10.7 ± 0.1 10.4 ± 0.1 10.2 ± 0.2 10.8 ± 0.3
39 10.5 ± 0.2 10.3 ± 0.2 10.6 ± 0.3 10.7 ± 0.3
40 10.4 ± 0.1 10.4 ± 0.1 10.0 ± 0.3 9.9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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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ifferences in measured distances (mm)

SDCT MDCT
Helical

MD ± SD
High Quality
MD ± SD

High Speed
MD ± SD

1 -0.3 ± 0.2 0.5 ± 0.3 0.4 ± 0.2
2 0.5 ± 0.3 0.7 ± 0.2 0.9 ± 0.2
3 0.5 ± 0.3 0.8 ± 0.3 0.7 ± 0.3
4 1.7 ± 0.3 2.0 ± 0.4 1.9 ± 0.3
5 1.3 ± 0.3 1.8 ± 0.3 0.9 ± 0.3
6 0.9 ± 0.3 -0.1 ± 0.6 0.2 ± 0.3
7 -0.5 ± 0.2 0.3 ± 0.3 1.2 ± 0.2
8 0.5 ± 0.2 0.4 ± 0.3 1.3 ± 0.4
9 -0.2 ± 0.5 0.0 ± 0.5 0.6 ± 0.4
10 -0.2 ± 0.2 0.6 ± 0.2 0.4 ± 0.2
11 0.5 ± 0.2 0.8 ± 0.2 0.8 ± 0.2
12 -0.7 ± 0.2 0.3 ± 0.2 -0.2 ± 0.2
13 0.2 ± 0.2 -0.1 ± 0.3 0.4 ± 0.2
14 -1.0 ± 0.2 0.2 ± 0.2 -0.6 ± 0.2
15 0.2 ± 0.2 0.4 ± 0.3 0.7 ± 0.2
16 0.4 ± 0.2 0.4 ± 0.2 1.1 ± 0.2
17 -0.1 ± 0.2 0.1 ± 0.2 -1.5 ± 0.5
18 -0.5 ± 0.2 -0.2 ± 0.3 -0.8 ± 0.2
19 0.1 ± 0.2 0.2 ± 0.2 0.1 ± 0.2
20 -1.6 ± 2.1 -0.3 ± 0.3 -0.1 ± 0.3
21 -0.4 ± 0.2 0.2 ± 0.2 -0.2 ± 0.2
22 -0.4 ± 0.2 -0.4 ± 0.2 -0.4 ± 0.2
23 -0.8 ± 0.2 -1.1 ± 0.3 -1.5 ± 0.2
24 0.3 ± 0.2 -0.8 ± 0.3 -1.1 ± 0.2
25 -0.1 ± 0.2 0.1 ± 0.2 0.1 ± 0.2
26 -0.5 ± 0.2 -0.1 ± 0.2 -0.2 ± 0.3
27 -0.1 ± 0.2 0.0 ± 0.2 0.2 ± 0.2
28 -0.2 ± 0.2 -0.2 ± 0.2 0.2 ± 0.1
29 -0.4 ± 0.2 -0.6 ± 0.3 0.2 ± 0.2
30 -0.8 ± 0.2 -1.4 ± 0.2 -0.5 ± 0.2
31 0.0 ± 0.2 0.2 ± 0.2 -0.2 ± 0.3
32 0.0 ± 0.3 1.1 ± 0.3 0.4 ± 0.3
33 0.1 ± 0.2 0.1 ± 0.1 -0.1 ± 0.2
34 -0.5 ± 0.2 -0.3 ± 0.2 -0.2 ± 0.2
35 0.0 ± 0.1 -0.1 ± 0.2 0.4 ± 0.2
36 -0.0 ± 0.2 -0.2 ± 0.2 -0.2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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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 average value of measurement

MD : mean difference of measurement between conventional CT

and helical CT, MDCT (helical CT, MDCT - conventional C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4. The mean value and mean difference of measured distances

Mean : average value of measurement

MD : mean difference of measurement between conventional CT

and helical CT, MDCT (helical CT, MDCT - conventional C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5. Mean value of image quality scored on a four point scale

(A) continuity of cortical outline of reformatted images; (B) trabecular

bone structure; (c) visibility of the mandibular canal

37 -0.5 ± 0.2 -0.4 ± 0.2 -0.4 ± 0.2
38 -0.3 ± 0.1 -0.5 ± 0.2 0.1 ± 0.2
39 -0.2 ± 0.2 0.0 ± 0.2 0.2 ± 0.2
40 -0.1 ± 0.1 -0.5 ± 0.2 -0.5 ± 0.2

SDCT MDCT
Conventional Helical High Quality High Speed

A 2.9 ± 0.4 3.0 ± 0.0 2.9 ± 0.4 2.5 ± 0.5
B 2.8 ± 0.5 3.0 ± 0.3 2.8 ± 0.5 2.5 ± 0.7
C 3.0 ± 0.0 3.0 ± 0.0 2.5 ± 0.6 2.4 ± 0.5

SDCT MDCT

Conventional Helical High Quality High Speed

Mean ± SD 10.6 ± 2.2 10.7 ± 2.5 10.8 ± 2.4 10.8 ± 2.2
MD ± SD 0.1 ± 0.3 0.2 ± 0.2 0.2 ± 0.2
P-value 0.2772 0.3253 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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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VVV.... 고고고고찰찰찰찰 및및및및 총총총총괄괄괄괄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술전에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정확

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Frederiksen 1995).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협설측 폭경, 치조돌기의 경사도,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관계 등

악골의 상태를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산화 단층촬영법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전산화 단층촬영술의 발전에 의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이 개발되었다(Hu

1999, Hu 등 2000, McCollough와 Zink 1999, Wang과 Vannier 1999).

전산화 단층촬영은 좁게 시준된 X선 관구를 회전시키면서 X선을 조사하

고 투과된 X선은 검출기에 의해 검출되고 검출된 방사선 양에 비례하여

얻어진 전기적 신호는 컴퓨터로 입력되어 수학적 산술법에 의해 분석됨으

로써 횡단 단층상이 구성된다. 초기의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는 관구가

한바퀴 도는데 약 5 분 정도가 걸렸으나 전자공학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날로 진보를 거듭하여 최근의 전산화 단층촬영은 1 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Williams 등 1992).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의 지속적인 진보를 통하여 하악

관의 피질골 경계와 상악과 하악골 내부의 골소주 양상을 보는데 필요한

해상력을 갖게 되었고 임플란트 환자의 술전 악골 부위 평가를 위해 전산

화 단층촬영의 응용을 고려하게 되었다. 초기의 시도들은 일반 단층촬영과

유사하게 관상면과 시상면 영상을 직접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들

은 환자의 시상면과 관상면을 X선과 평행하게 위치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목을 극단적인 위치로 위치시켜야 하고 설사 정확히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악골의 피질골판에 정확히 수직이 되는 영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영상 기법을 응용한 새

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으로써 해결이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임플란트



- 16 -

CT란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전산화 단층촬영을 의미한다. 임

플란트를 위한 악골의 평가에 사용되는 영상재구성 전산화 단층촬영 소프

트웨어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Rothman 등 1988,

Schwartz 등 1987).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의 주된 단점은 많은 방사선 피폭량과 환자가 움직

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촬영시간이 매우 긴 점이다(Clark 등 1990,

Ekestubbe 등 1993, Williams 등 1992). 촬영 중에 환자의 움직임은 그것이

단순한 연하일 뿐이라 할지라도 영상재구성상에 있어서 상의 흐려짐을 유

발시키게 된다(Preda 등 1997).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은 환자의 이동과 방사선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방식으로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에 비하여 검사 시간을 줄이고 촬영

중에 환자의 움직임에 따른 상의 흐려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Kalender

1989). 촬영된 영상 정보의 획득 및 재구성 변수는 방사선과 의사에 의하

여 다양하게 조절될 수가 있다. 상층 두께, 테이블의 이동속도, 영상재구성

시의 재구성 간격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진단 목적에 맞는 보다 정확한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Urban 등 1993). pitch란 gantry가 한바퀴 도는

동안 table이 이동한 거리를 상층 두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pitch를

크게 할 경우 제한된 촬영시간 내에 더욱 넓은 신체 부위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을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얻어진 영상과 비교 하였을 때, 상층 두께 1

mm, pitch 1:1, 1.5:1, 1:2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발표되었다(김과 박 1999). 이는 Preda 등(1997)과 Paranje와 Bergin

등(199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미국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은 촬영 빈도로는 모든 영상 촬영의 십분의 일

을 차지하나 총 방사선 피폭량에 있어서는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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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nnudeep 등 2004). 따라서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방사선 피폭량을 줄

이는 방법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발된 다검

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은 여러 개의 검출기를 가짐으로써 촬영 시간을 줄

이고 따라서 방사선 피폭량은 줄일 수 있지만(Hu 1999, Hu 등 2000,

McCollough와 Zink 1999, Wang과 Vannier 1999), 이전의 방법들과 비교하

여 적절한 영상의 질을 유지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임플란트 CT 촬영시 적절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된 단

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영상을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영상과 비

교하여 거리에 대한 계측치와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다.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과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촬영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반 전

산화 단층촬영에 비해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이 1/2로 줄고, 다검출기 전

산화 단층촬영 중 High Quality mode가 1/8, High Speed mode가 1/16로

단축되었다(Table 1).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mAs는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은 8000 mAs인 반면, 다

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중 High Quality mode는 2800 mAs, High Speed

mode 1400 mAs로 감소되었다(Table 1).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에 있어서 하악골 하연에 평행하면서 치조정과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방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계측치에서, 본 연구

의 결과는 상층 두께 1.25 mm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 둘 다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과 비

교하여 거의 유사한 정도로 정확함을 보여주었다(Table 2 - 4).

영상의 질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모든 촬영방법에 대해 치

밀골 외연의 연속성, 골소주의 양상과 하악관의 인지도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2 이상으로 비교적 잘 보이는 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Table 5). 이는 시행한 모든 촬영방법이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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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적절함을 보여준다. Hu 등(2000)은 body phantom을 이용한 실험에서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과 4개의 검출기를 가진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

영의 영상의 질을 비교하여 진단 가능하나 일반적 영상의 질보다 떨어지면

1점, 진단 가능하고 일반적 영상의 질을 가지면 2점, 이상적이면 3점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두 방법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평균 2.0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

영이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에 비해 2-3배의 빠른 촬영속도를 가지면서

비슷한 진단적 영상의 질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Jung 등(2002)은 건조 두개골을 대상으로 1.25 mm, 2.50 mm, 3.75 mm

와 5.00 mm의 상층 두께와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의

scan mode로 촬영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3차원 재구성 영상에서

측정한 거리와 실제 두개골에서 측정한 거리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

과에서 상층 두께는 증가할수록 영상의 정확성이 떨어졌으나 같은 상층두

께에서 scan mode는 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층

두께를 1.25 mm로 국한시켰으나 앞으로 상층 두께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하악골 술전 임플란트 부위 평가를 위해서 상

층 두께 1.25 mm,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로 시행한 다검

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은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인 일반 전산화 단층촬

영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영상재구성 절단

면 영상의 거리 계측치와 영상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따라

서 촬영시간 및 방사선 피폭량은 현저히 줄이면서도 단검출기 전산화 단층

촬영과 유사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추천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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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결결결 론론론론

하악골 술전 임플란트 부위 평가를 위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

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상층두께 1 mm로 단검출기 전산

화 단층촬영인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

고 상층두께 1.25 mm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을 High Quality mode

와 High Speed mode로 시행하여 얻어진 영상재구성 절단면 영상에서 거

리를 계측하고 영상의 질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악골 하연과 평행하면서 치조정에 접하는 접선에서 하악관 최상방까

지의 거리는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의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 간에 통계

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2. 치밀골 외연의 연속성, 골소주의 양상과 하악관의 인지도는 시행된 모든

촬영방법에 있어서 비교적 잘 보이는 수준 이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상층두께 1.25 mm, High Quality mode와 High Speed mode

로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 상층두께 1 mm로 일반 전산

화 단층촬영과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영상재

구성 절단면 영상의 질과 계측치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및 촬영시간의 단축을 고려할 때 다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

이 하악골 술전 임플란트 부위 평가에 유용한 방법으로 추천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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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hhhheeee uuuusssseeeeffffuuuullllnnnneeeessssssss ooooffff mmmmuuuullllttttiiiiddddeeeetttteeeeccccttttoooorrrr----rrrroooowwww ccccoooommmmppppuuuutttteeeedddd

ttttoooommmmooooggggrrrraaaapppphhhhyyyy ffffoooorrrr eeeevvvvaaaalllluuuuaaaattttiiiioooonnnn ooooffff pppprrrreeee----iiiimmmmppppllllaaaannnntttt ssssiiiitttteeee ooooffff tttthhhheeee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SSSSoooo YYYYoooouuuunnnngggg HHHHwwwwaaaannnnggg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 Seok Moon)

Computed tomography(CT) gives us information for bucco-lingual

dimension and inclination of alveolar process and spatial relationships

of anatomical structures. Multi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

(MDCT), which was developed recently, reduced radiation dose and

acquisition time by covering larger area than single-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SD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 usefulness of

MDCT in comparison with SDCT in evaluation of pre-implant site

of the mandible.

Five partially edentulous dry human mandibles were used for this

study. Images were taken with 4 following protocol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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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mode of SDCT (1 mm of slice thickness) (2) helical

mode of SDCT (1 mm of slice thickness) (3) high quality mode of

MDCT (1.25 mm slice thickness) and (4) high speed mode of MDCT

(1.25 mm slice thickness). Then, cross-sectional images were

generated after images were reformatted with VImplant 2.0

software. We measured the distance from the most superior border

of the mandibular canal to the alveolar crest and compared the

image qualities in continuity of the cortical outline, trabecular bone

structure, and visibility of the mandibular cana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DCT and SDCT

in the distance from the most superior border of the mandibular

canal to the alveolar crest (p>0.05). The image qualities were above

the relatively well-seen level in continuity of the cortical outline,

trabecular bone structure, and visibility of the mandibular canal.

We recommend MDCT for evaluation of pre-implant site of the

mandible in considerations of lower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and shortening of acquisition ti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multi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

single-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

dental implant, reformat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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