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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콘빔형 전산화단층영상과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에서 Hounsfield Unit 의 비교 

평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에서는 Hounsfield Unit 값을 통해 골밀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나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콘빔형 전산화단층영상에서는 아직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 본 연구에서 일반 전산화단층영상기 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와 콘빔형 

전산화단층영상기는 Symphony® (Ray Co., Seoul, Korea)， 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
 
를 이용하여 MINI CT QC Phantom 을 

실제 환자의 두부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시킨 후 각각 3회 연속하여 촬영하였다. 

각 촬영회차별 Hounsfield Unit 값이 일정한지 분석하고 두 종류 

전산화단층촬영술의 Hounsfield Unit 값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체에 대해 시행하였을 때 

대상에 대해 일정한 Hounsfield Unit을 얻을 수 있었다. 

 

2. 동일 물질 내의 서로 다른 부위를 비교하면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시 얻을 수 

있는 Hounsfield unit에 대한 신뢰성이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 비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x 

 

 

3.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동일한 물질의 Hounsfield unit의 절대값과 

신뢰도는 기기마다 다르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촬영기기 중 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에 비해 Symphony® (Ray Co., Seoul, Korea)를 이용한 

결과에서 보다 일정한 Hounsfield unit값을 보여주었다.  

 

5. 일반 전산화단층촬영 Hounsfield Unit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기마다 상관관계를 보이는 

물질의 종류가 다소 달랐으나 Acrylic, Metal, Nylon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기는 Hounsfield Unit의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므로 그러한 물질을 객관성 확립을 위한 marker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Hounsfield Unit, 골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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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치과영역에서 임플란트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면서 성공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식립 부위에 대한 정확한 술 전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임상 연구들에 의해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골질과 임플란트 성공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Adell et al. 1981, 387-416, 

Engquist et al. 1988, 129-34, Friberg, Jemt, and Lekholm 1991, 142-6, 

Hutton et al. 1995, 33-42). 골 밀도는 직접적으로 골의 강도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치유기간 동안에는 임플란트의 기계적인 고정에 관여하고 치유 후에는 

보철물에서 임플란트-골 계면으로 전달되는 스트레스의 분산을 허용한다. 

임플란트와 골의 접촉 비율은 골 밀도가 높을수록 넓게 나타난다(Mis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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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밀도는 악궁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보편적으로 하악 전치부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골이 관찰되며 상악 전치부, 하악 구치부, 상악 구치부의 순으로 골 

밀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치료계획 수립 시 치료할 부위의 악궁 내 위치로 상대적인 골 밀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골 밀도의 정밀한 술 전 

파악은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얻어진다(Bergkvist et al. 2010, 321-8). 

골 밀도 외에도 가용골의 부피를 파악하기 위해 구내 촬영 및 파노라마 촬영법과 

같은 전통적인 방사선 촬영기법을  술 전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촬영법은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의 중첩과 상의 확대 및 왜곡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Dawood, Patel, and Brown 2009, 23-8) 2차원적 

정보만 제공한다는 점과 피질골판에 의해 내면에 있는 해면골의 밀도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Misch 2008).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은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위치 관계 및 식립 부위의 

공간평가를 위한 3차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조직의 밀도에 따라 다른 

Hounsfield Unit을 가져 밀도 파악에 유용하다. 그러나 높은 방사선 조사량과 

방사선 기기의 가격 및 환자에게 책정되는 비용이 높다는 점으로 인해 활용에 

제한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개발된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은 나선형 회전식인 기존의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달리 20초 정도의 노출시간 내에 촬영대상의 3차원적인 부피를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비슷한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Kobayashi et al. 2004, 228-31, Pinsky et al. 2006, 410-6).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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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량이 일반 전산화단층촬영보다 낮고 또한 가격이 낮아 치과 영역의 

임상에서 점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일정한 밀도를 가진 조직에 대한 

Hounsfield Unit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사용된 기기에 따라 동일한 물질의 Hounsfield Unit가 다양하게 나타나 밀도의 

객관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Dawood, Patel, and Brown 2009, 23-8).  

본 연구에서는 MINI CT QC Phantom(Fluke biomedical, Washington, 

USA)모델에서 동일 부위에 대한 반복된 촬영을 통해 얻은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스캔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이를 토대로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골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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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１．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76-430 Mini CT QC Phantom® (Fluke biomedical, 

Washington, USA)이 사용되었다. 76-430 Mini CT QC Phanto®  
(Fluke 

biomedical, Washington, USA)은 직경 6인치, 두께 1인치의 Lucite®  disc로 

구성되어 있고 Hounsfield Unit 및 이미지의 해상도를 평가하기 위한 삽입체 

들이 들어갈 수 있는 6개의 1.125 인치 직경의 hole이 형성되어 있다. 

  

 

Figure 1．76-430 Mini CT QC Phantom® (Fluke biomedical, Washington, 

USA) 

  

삽입체 들은 총 10개로 일정한 밀도를 가진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물질들은 다음과 같다. 



 

5 

 

 

 

① Bone-Equivalent 

② Acrylic  

③ Polyetylene 

④ Plastic Water®  

⑤ Lung  

⑥ Teflon   

⑦ Polycarbonate  

⑧ Nylon  

⑨ Polystyrene 

⑩ Metal 

위와 같은 10개의 삽입체 들을 Phantom에 장착하고 촬영을 시행하였다. 

한번에 6개씩 장착 가능하므로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2개의 삽입체(Lung, 

Plastic Water® )는 항상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Figure 2．Entering inserts in Mini CT QC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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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연구 방법 

１）일반 전산화단층촬영 및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１）촬영장치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였다. 

① 일반 전산화단층촬영 

ⅰ．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 

②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ⅰ．Symphony®  
(Ray Co., Seoul, Korea) 

ⅱ．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
 
 

（２）촬영방법 

삽입체 들을 넣은 Phantom 을 실제 환자의 두부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시킨 후 

각 기기별로 동일한 촬영 조건하에서 각각 3 회의 촬영을 연속하여 시행하였다.  

촬영조건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Exposure protocols of  each radiographic equipment 

 

 

 kVp mA Exposure time(sec) 

CT HiSpeed Advantage® 120 200 4.5 

Symphony® 90 10 20 

ASAHI Alphard 3030® 8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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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영상의 분석 

촬영에서 얻어진 횡단면 영상을 PiViewStar® (INFINITT Healthcare Co., 

Seoul, Korea)상에서 분석하였다. 해당물질의 단면이 가장 선명한 횡단면을 

선택하고 선택한 횡단면과 연속된 횡단면 2개를 추가로 선택하여 총 3개의 

단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횡단면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일정한 면적(47.78mm
2
)을 

가지는 원형의 Region of interest (ROI) 를 지정하여 각 ROI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Hounsfield Unit를 기록, 평균값을 구하였다. 

 

 

Figure 3．Cross sectional image of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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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Cross sectional image of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Figure 5. Dividing into nine areas in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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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ircular region of interest(ROI) 

 

３）분석 및 통계 

각 물질 별로 개별 촬영에서 얻어진 Hounsfield Unit 이 일정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기마다 각 촬영 회차 별로 얻어진 Hounsfield Unit의 평균값이 

같은지 분석하고 그 후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얻어진 Hounsfield Unit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얻어진 Hounsfield Unit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영상에서 획득한 자료값은 SPSS 통계프로그램(SPSS 21; SPSS 

Inc.,Chichago, USA)을 이용하여 다음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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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회차별 촬영으로 얻어진 값을 각각 S1, S2, S3으로 나누고 그룹별 

Hounsfield Unit 평균이 일정한 지 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시행하였다. ANOVA 시행 후 Scheffe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2)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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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사용한 material은 다음과 같다. 

➀ MT1: Bone-Equivalent 

➁ MT2: Acrylic 

➂ MT3: Lung 

➃ MT4: Plastic Water®  

➄ MT5: Polystyrene
 

➅ MT6: Polyetylene 

➆ MT7: Metal 

➇ MT8: Nylon 

➈ MT9: Teflon
 

➉ MT10: Polycarbonate 

Table 2부터 4까지는 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와 Symphony®  
(Ray Co., Seoul, Korea),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로 촬영한 값을 분석한 표이다.  

각 물질을 MT1에서 10으로 표기하였고 촬영회차를 각각 S1, S2, S3로 

표기하였다. MT3(Lung)과 MT4(Plastic Water® )는 각각 두 번 촬영되었는데 두 

번의 촬영에서 나온 결과를 ➀, ➁로 나눠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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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전산화 단층 촬영 

 

먼저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측정한 값이 일정한 지를 분석하였다(Table 

2). 

MT1을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촬영하여 얻은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8.001, p<.001). 어느 촬영 회차에서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S1, S2, S3이 모두 다른 값을 

보여주었다.  

MT2를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촬영하여 얻은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988, p>.05). 즉 S1, S2, S3 촬영에서 모두 일정한 값을 보여주었다.  

MT3을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촬영하여 얻은 값은 두 번의 경우에서 각각 

달랐는데 첫번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F=5.201, p<.01). 

몇 번째 촬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S1과 S2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S1과 S3, S2와 S3은 동일한 

수준으로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MT7, 8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MT7은 S1과 

S2가 서로 같고, S2와 S3가 서로 같으나 S1과 S3가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MT8 의 경우는 S1과 S2가 다르고 나머지 각 촬영 회차 간의 관계는 

같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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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Hounsfield Unit of inserts using 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  

 Density 

(g/cm3) 

S1 S2 S3 P-

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T1 1.933 1549.57 7.00 1507.37 25.03 1533.57 25.25 .000 

MT2 1.189 120.35 2.24 119.09 2.72 120.10 2.41 .144 

MT3➀ 0.240 -814.14 11.53 -797.10 20.88 -809.75 29.90 .008 

MT3➁  -814.55 10.33 -813.64 7.33 -813.97 9.40 .933 

MT4➀ 1.030 -19.33 1.26 -19.98 1.88 -19.28 1.35 .197 

MT4➁  -21.56 1.83 -23.04 2.66 -23.16 2.32 .021 

MT5 1.050 -36.55 1.52 -36.32 1.82 -33.60 13.94 .341 

MT6 0.950 -101.83 1.53 -101.10 41.60 -102.15 2.35 .986 

MT7 2.699 2345.77 7.37 2328.90 22.75 2321.22 56.61 .039 

MT8 1.190 99.41 3.77 101.2.89 2.89 101.56 3.38 .026 

MT9 2.214 992.22 8.83 986.98 11.17 984.40 16.36 .071 

MT10 1.150 88.98 2.66 88.10 2.60 87.97 2.83 .329 

＊MT1: Bone-Equivalent,  MT2: Acrylic,  MT3: Lung,  MT4: Plastic Water®  ,  MT5: 

Polyetylene,  MT6:, Polystyrene,  MT7: Metal,  MT8: Nylon,  MT9: Teflon,  MT10: 

Poly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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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Symphony®  (Ray Co., Seoul, Korea) 

 

Table 3은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인 Symphony® (Ray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촬영한 값이 일정한지를 분석한 결과로 10가지 물질 모두에서 얻은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3회의 촬영에서 모두 일정한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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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Hounsfield Unit of inserts using Symphony® (Ray Co., Seoul, Korea)  

 Density 

(g/cm3) 

S1 S2 S3 

P-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T1 1.933 1258.66 131.08 1282.23 138.49 1305.94 144 .456 

MT2 1.189 -442.26 35.46 -440.99 35.82 -442.54 37.45 .986 

MT3➀ 0.240 

-

1375.17 

35.32 -1378.51 36.37 -1374.64 38.40 .945 

MT3➁  

-

1329.24 

35.21 -1330.48 32.24 -1332.71 32.05 .927 

MT4➀ 1.030 -464.59 15.91 -461.99 16.85 -460.48 16.52 .650 

MT4➁  -481.21 16.77 -480.11 16.41 -478.90 17.47 .882 

MT5 1.050 -621.68 37.29 -622.05 38.31 -618.62 37.89 .935 

MT6 0.950 -731.08 42.83 -729.47 44.63 -730.10 44.23 .991 

MT7 2.699 1647.98 202.49 1652.93 196.74 1667.32 205.78 .937 

MT8 1.190 -496.44 47.15 -495.19 45.27 -496.47 48.78 .994 

MT9 2.214 361.27 72.86 365.02 65.61 374.45 66.11 .766 

MT10 1.150 -480.48 17.42 -479.77 18.68 -478.53 20.44 .941 

＊MT1: Bone-Equivalent,  MT2: Acrylic,  MT3: Lung,  MT4: Plastic Water®  ,  MT5: 

Polyetylene,  MT6:, Polystyrene,  MT7: Metal,  MT8: Nylon,  MT9: Teflon,  MT10: 

Poly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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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 

 

Table 4는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인 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촬영한 값이 일정한지를 분석한 결과로 MT6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물질에서 얻은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3회의 

촬영에서 모두 일정한 값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T6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1383.024, P<.01)를 보여주었다.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S1이 다른 촬영회차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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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unsfield Unit of inserts using ASAHI Alphard3030 ®  (Belmont 

Takara, Kyoto, Japan) 

 

Density 

(g/cm3) 

S1 S2 S3 

P-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T1 1.933 1018.57 207.50 1013.66 196.52 1039.22 205.31 .887 

MT2 1.189 101.36 39.67 102.99 36.45 100.32 36.69 .966 

MT3➀ 0.240 -734.48 73.67 -745.62 73.32 -748.35 75.95 .769 

MT3➁  -489.25 36.13 -451.99 192.11 -487.03 36.31 .413 

MT4➀ 1.030 -210.92 52.32 -215.81 52.24 -219.71 52.94 .827 

MT4➁  -42.82 25.76 -22.87 44.32 -28.28 40.30 .138 

MT5 1.050 -234.87 47.82 -244.73 48.20 -248.71 49.32 .560 

MT6 0.950 -257.49 42.30 -260.47 41.04 -262.44 42.24 .000 

MT7 2.699 1026.67 263.60 1031.86 256.85 1057.75 283.86 .901 

MT8 1.190 88.04 48.27 91.38 46.59 90.20 49.05 .967 

MT9 2.214 455.06 95.86 458.06 95.41 454.18 95.49 .988 

MT10 1.150 54.43 31.72 54.71 33.47 54.08 32.35 .997 

＊MT1: Bone-Equivalent,  MT2: Acrylic,  MT3: Lung,  MT4: Plastic Water®  ,  MT5: 

Polyetylene,  MT6:, Polystyrene,  MT7: Metal,  MT8: Nylon,  MT9: Teflon,  MT10: 

Poly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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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unsfield Unit간 상관관계  

 

Table 5는 물질별로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사이의 

Hounsfield Unit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물질별로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먼저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Symphony®  
(Ray 

Co., Seoul, Korea)를 비교한 결과 MT1, MT2, MT4, MT7, MT8, MT1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인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 상관관계는 MT2, MT7, MT8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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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Hounsfield Unit of computed tomography and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r 

 
CT-CBCTR CT-CBCTA 

MT1 -.336** -.215 

MT2 .449*** .409*** 

MT3➀ .015 .135 

MT3➁ .562*** .251* 

MT4➀ -.377** -.078 

MT4➁ .101 .062 

MT5 .006 -.118 

MT6 -.074 -.022 

MT7 -.221* -.263* 

MT8 .220* .509*** 

MT9 .034 .078 

MT10 .457*** .177 

*CT- CT HiSpeed Advantage® , CBCTR- Symphony® , CBCTA- Alphard 3030®   

* * : P< .05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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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임플란트 치과학에서 가용골의 부피와 같은 외적인 면과 더불어 골의 밀도와 

같은 내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골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외과적, 보철적 치료 술식을 적용시 임플란트의 

성공에 대한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골질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원칙이 

적용되어야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술 전의 골질 평가가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는 것이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으나(Friberg, Jemt, and Lekholm 1991, 142-6, Jaffin, and Berman 

1991, 2-4, Molly 2006, 124-35), 골질에 대한 평가 기준은 한가지로 정의되지 

않는다. 

 골질을 분류하는 시도는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Linkow 

1970) 널리 알려진 Lekholem과 Zarb (1985)는 악궁의 전방부 골을 치밀골과 

소주골의 분포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Brånemark 1985). Misch는 피질골과 

소주골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골 밀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임플란트 수술시 

느껴지는 tactile analog 및 악궁 내에서 주 위치를 제시하였다(Misch 2008). 

이러한 골질 평가는 수술시 술자가 drilling에서 느껴지는 촉각과 방사선학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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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전 정밀한 골질의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을 활용하는데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의 이미지를 이루는 pixel은 조직 밀도에 따른 Hounsfield Unit을 

가지고(Hounsfield 1995, H166-72) 일반적으로 Hounsfield Unit이 높을수록 

조직의 밀도가 높다.  

Hounsfield Unit과 골질 또는 골 밀도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Kirkos와 Misch는 임플란트 환자에서 일반 전산화단층촬영 이미지 

상에서 시행한 retrospective study로 Misch가 제시한 4가지 분류에 따른 

Hounsfield Unit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Norton과 Gamble은 Lekholom과 Zarb의 

분류와 Hounsfield Unit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Norton, and Gamble 

2001, 79-84).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일정하게 획득되는 

Hounsfield Unit의 안정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은 낮은 방사선 조사량 및 합리적인 기기 가격과 

촬영료 등 임상에 도입하기 쉬운 이점으로 인해 치과영역에서 그 사용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으나 기존의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는 달리 영상의 밀도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Hounsfield Unit의 확립 및 실제 조직의 밀도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객관성을 확립하는 절대적인 지표를 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근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반 전산화단층 촬영에 비해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산란선에 

의한 노이즈 증가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Hounsfield Units을 구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있었다(Hua et al. 2009, 767-71, Mah, Reeves, and McDavid 2010, 

323-35). 반면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이미지의 gray value와 일반 단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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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의 Hounsfield Unit 및 Lekholm 과 Zarb의 분류와 같은 기존의 주관적인 

골질 분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Aranyarachkul et al. 

2005, 416-24, Brånemark 1985, Parsa et al. 2012, 1438-42).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인 NewTom QR-DVT 9000을 이용하여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골 밀도와 Hounsfield Units간의 관계식이 보고되었고, 역시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하나인 CB MercuRay™(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CT performance phantom을 스캔한 다음 얻어진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측정된 Hounsfield Units와 밀도와의 관계식을 구한 연구(Kim, Kim, 

and Kang 2009, 115-120) 등이 진행되었으나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기기마다 측정되는 Hounsfield Units의 범주가 다르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사용된 

전산화 단층 촬영기기에 한정된 결과이다. 또한 단일 촬영 하에서 얻은 결과만이 

활용되어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촬영 회차에 따라서도 

Hounsfield Units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콘빔형 전산화 단층촬영기를 각각 일반 전산화 

단층촬영기와 비교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연속 촬영을 시행하여 촬영 회차별 차이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체에 대해 

시행하였을 때 대상에 대해 일정한 Hounsfields Unit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두가지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기 모두 촬영 회차에 따른 Hounsfield 

Units의 평균값을 일정하게 볼 수 있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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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OI별로 측정한 Hounsfield Unit 값들의 표준편차는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이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 비해 더 큰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동일 

물질 전체에 대한 평균값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 물질 내의 서로 다른 

부위에 대해 측정할 때도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시 얻을 수 있는 Hounsfield unit에 대한 신뢰성이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 비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기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두 가지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기를 통해 얻은 Hounsfield unit의 

절대값이 기기 별로 상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를 이용한 

결과값에 비해 Symphony®  
(Ray Co., Seoul, Korea)에서 보다 작은 표준편차를 

보여주어 본 연구상의 결과만을 놓고 고려할 때 ROI별 Hounsfield Unit에 대한 

신뢰성도 기기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과 다르게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촬영 회차 별로 평균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ROI별 Hounsfield Unit의 

평균이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의 값에 비해 일정하게 나오고 표준편차가 

현저히 작았다. 따라서 이를 일반 전산화단층촬영 시 Hounsfield Unit의 안정성에 

대한 앞선 많은 연구들이 입증한 것을 반박하는 결과로 생각하기 보다 통계적 

오류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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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비교적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절대적인 수치가 가능한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이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기별과 물질별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Symphony®의 비교에서 각각 

Bone equivalent, Acrylic, Metal, Nylon, Polycarbonate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고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Alphard 3030®  와의 

비교에서는 Acrylic, Metal, Nylon 만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Lung과 Plastic water는 기기마다 각각 두번씩 촬영되었는데 두번의 촬영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Symphony®의 비교에서 첫번째 촬영시에는 Plastic Water만이 상관관계를 

보였고 두번째 촬영시에는  Lung 만이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Alphard 3030®  
의 비교에서는 첫 번째 촬영 

시에는 둘 중 어느 것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두 번째 촬영 시에는 

Lung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동일한 물체를 넣었을 때 제 각각의 상관관계 유무를 보여주므로 

전체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기에서도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기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비교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Symphony®의 비교와 일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콘빔형 전산화 단층 촬영 

Alphard 3030®  와의 비교)에서 Acrylic, Metal, Nylon은 모두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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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물질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정 물질에서는 항상 

일정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른 기기를 활용한 

상관관계 비교시에도 이러한 물질에서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면 간접적인 

Hounsfield unit의 객관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진다. 즉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물질을 marker와 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상관관계가 있는 물질에서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사이 성립되는 관계식을 구하고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시 관심 

대상인 물질의 Hounsfield unit을 marker로 활용하는 물질의 Hounsfield 

unit으로 변환 후 관계식을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물질이 

다른 기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기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므로 그러한 

물질을 객관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되는 marker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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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MINI CT QC Phantom (Fluke biomedical, Washington, 

USA)모델에서 동일 부위에 대한 반복된 촬영을 통해 얻은 일반 

전산화단층촬영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 스캔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이를 토대로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골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체에 대해 시행하였을 때 

대상에 대해 일정한 Hounsfields Unit을 얻을 수 있었다. 

 

2.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동일 물질 전체에 대한 평균값은 촬영별로 

일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일 물질 내의 서로 다른 부위를 비교하면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시 얻을 수 있는 Hounsfield unit에 대한 신뢰성이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에 비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동일한 물질의 Hounsfield unit의 절대값과 

신뢰도는 기기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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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촬영기기 중 ASAHI Alphard 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를 이용한 결과값에 비해 Symphony®  
(Ray Co., Seoul, Korea) 

에서 보다 안정적인 Hounsfield unit값을 보여주었다.  

 

5. 일반 전산화단층촬영 Hounsfield Unit과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의 

Hounsfield Unit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기마다 상관관계를 보이는 

물질의 종류가 다소 달랐으나 Acrylic, Metal, Nylon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기는 Hounsfield Unit의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므로 그러한 물질을 객관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되는 

marker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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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Hounsfield Unit in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and conventional computed tomography 

 

Su-Jin Ha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e-Dok Kim, D.D.S., Ph.D. ) 

 

In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 Hounsfield Unit of bone appeared in various 

ways according each device. We utilized computed tomography imaging device 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Symphony® (Ray Co., Seoul, Korea) and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ASAHI 

Alphard3030® (Belmont Takara, Kyoto, Japan). After being positioned MINI CT QC Phantom 

model in the same way as the position of the head of the patient, scan was performed by 

continuously shooting three times per each device. Hounsfield Unit in a regular size of region 

of interest(ROI) of cross sectional image taken from each material was collected and analized , 

and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n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a constant Hounsfield Unit of the target can be 

obtained when it was scanned in the same sca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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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y comparing 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same material through the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 Hounsfield unit obtained through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is 

less reliable compared to computed tomography in general. 

 

3. The reliability and the absolute value of the Hounsfield unit in the same material is different 

for each device in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4. The Hounsfield unit value that results from using Symphony ®  (Ray Co., Seoul, Korea) 

was more stable compared to ASAHI Alphard3030 ®  (Belmont Takara, Kyoto, Japan). 

 

5. In correlation analysis, particular substances such as Acrylic, Metal, Nylon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Hounsfield unit of computed tomography and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It can not be displayed a consistent Hounsfield unit of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overall yet. But as marker that serves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objectivity, such materials 

that show consistent results in this correlation analysi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marker 

serving as a reference. More studies are needed to establish a objectivity of tha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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