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liability of Two Types of Presurgical 
Preparation for Implant Dentistry Based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n 

Cadavers

Won-Jae Lee,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Reliability of Two Types of Presurgical 
Preparation for Implant Dentistry Based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n 

Cadavers

Directed by Professor Kyung-Seok Hu, D.D.S., Ph.D.

The Master's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Dentistry

Won-Jae Lee

June 2011



This certifies that the Master's Thesis of 
Won-Jae Lee is approved.

----------------------------------------------------------------
       Thesis Supervisor : Prof. Kyung-Seok Hu

----------------------------------------------------------------
   Thesis Committee Member : Prof. Hee-Jin Kim

----------------------------------------------------------------
   Thesis Committee Member : Prof. Heung-Joong Kim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June 2011



ACKNOWLEDGEMENTS

대학원 석사과정 동안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

도를 해주신 지도교수 허경석 교수님과 저를 해부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연구의 큰 틀을 잡아 주신 김희진 교수님, 논문 심사에 소중한 충고와 세심한 

조언을 해 주셨던 김흥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와 실험에 큰 도움을 주었던 최다예 선생님을 비롯한 해부

학교실 조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부 졸업 후 10년 만에 돌아온 제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보철과 이근우 

교수님과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신 약리학교실 문석준 교수님, 임상 

질문에 성심껏 가르침을 주신 통합진료과 박원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개원의로 또 대학원생으로 임상진료와 학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진료에 매진해 

준 우리 연세웰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 준 대학원 동기 민수와 27회 졸업 동기인 태

훈이 형, 동주 형, 채두에게도 함께 해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항상 제가 최고라고 말씀하

시며 격려해 주시는 장모님, 아빠에게 힘을 주는 건명, 강민 귀여운 두 딸과 

나에게 항상 헌신적인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수연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저자 씀



- i -

TABLE OF CONTENTS

LIST OF FIGURES ‥‥‥‥‥‥‥‥‥‥‥‥‥‥‥‥‥‥ ⅱ

LIST OF TABLES ‥‥‥‥‥‥‥‥‥‥‥‥‥‥‥‥‥‥‥ ⅲ

ABSTRACT ‥‥‥‥‥‥‥‥‥‥‥‥‥‥‥‥‥‥‥‥‥‥ ⅳ

Ⅰ. INTRODUCTION ‥‥‥‥‥‥‥‥‥‥‥‥‥‥‥‥‥‥ 1

Ⅱ. MATERIALS AND METHODS ‥‥‥‥‥‥‥‥‥‥‥‥ 5

Ⅲ. RESULTS ‥‥‥‥‥‥‥‥‥‥‥‥‥‥‥‥‥‥‥‥‥ 12

Ⅳ. DISCUSSION ‥‥‥‥‥‥‥‥‥‥‥‥‥‥‥‥‥‥‥ 15

Ⅴ. CONCLUSION ‥‥‥‥‥‥‥‥‥‥‥‥‥‥‥‥‥‥‥ 17

REFERENCES ‥‥‥‥‥‥‥‥‥‥‥‥‥‥‥‥‥‥‥‥‥ 20

ABSTRACT (In KOREAN) ‥‥‥‥‥‥‥‥‥‥‥‥‥‥‥ 25



- ii -

LIST OF FIGURES

Figure 1. Measurement of D1 ‥‥‥‥‥‥‥‥‥‥‥‥‥ 6

Figure 2. Measurement of D2 ‥‥‥‥‥‥‥‥‥‥‥‥‥‥ 7

Figure 3. Measurements of D3 and D6 ‥‥‥‥‥‥‥‥‥‥ 8

Figure 4. Measurement of D4 ‥‥‥‥‥‥‥‥‥‥‥‥‥‥ 10

Figure 5. Measurement of D5 ‥‥‥‥‥‥‥‥‥‥‥‥‥‥ 11

Figure 6. Some critical errors ‥‥‥‥‥‥‥‥‥‥‥‥‥‥ 14



- iii -

LIST OF TABLES

Table 1. Presurgical measurement errors for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and digital panoramic 

radiography (DPR) ‥‥‥‥‥‥‥‥‥‥‥‥‥‥‥‥‥‥ 12

Table 2. Site-specific presurgical measurement errors ‥‥‥‥ 12

Table 3. Measurement errors between postsurgical radiography 

and real specimens for CBCT and DPR ‥‥‥‥‥‥‥‥ 13

Table 4. Site-specific measurement errors between postsurgical 

radiography and real specimens ‥‥‥‥‥‥‥‥‥‥‥‥ 13

Table 5. Rates of site-specific measurement errors between 

postsurgical radiography and real specimens ‥‥‥‥‥‥‥ 17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CONCLUSION



- 20 -

REFERENCES



- 21 -



- 22 -



- 23 -



- 24 -



- 25 -

 Abstract (in korean)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법과 CBCT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전 계획의 신뢰도 평가

<지도교수 허 경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원 재

최근 방사선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

술 전 계획을 세울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법 등을 이용해 임플란트 고정체

의 길이와 식립 각도를 결정하며 방사선 사진에 기반한 를 이용하기

도 한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합병증도 많이 나타나는데 아래이틀신경의 

손상이나 위턱굴천공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방사선 사진 상에서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초보 치과의사가 두 종류의 방사선촬영방법을 기반으

로 세운 술전 계획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방사선 사진과 실체 표본에서의 계측 값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로는 구의 해부용 시신을 이용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없는 

명의 술자에게 시간의 기초 교육 후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법과 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오차를 계측하였다 술전 

방사선 사진과 술후 방사선 사진에서의 계측 값 차이 술후 방사선 사진과 실제 

표본에서의 계측 값의 차이 

술전 방사선 사진과 술후 방사선 사진에서의 계측값의 차이는 를 이용해 수

술 한 표본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법을 이용한 것 보다 오차가 적었지만 이것은 

위턱에서만 유의하였다 실제 표본에서의 계측값은 술후 방사선 사진에서의 계측

값보다 언제나 작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 역시 위턱에서만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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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해부학적 구조물의 수직적 위치 파악에서는 파노라

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볼혀쪽 위치관계 파악이 필요할 때는 

를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핵심되는 말 임플란트 수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법 합병증 해부

학적 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