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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구치부에서 Hounsfield unit에 바탕한 골밀도 평가 

Assessment of bone density based on Hounsfield units in the posterior maxilla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정지인 (지도교수 : 임영준 ) 

 

1. 목 적 

치과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가 일반화 되면서, 좋은 예후를 위해 식립 전 골질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상태로 시술하고 있다. 임플란트의 초기고정성 

및 유지는 골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

악 구치부에서 2가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Hounsfield unit(HU)를 수술 시 시술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골질과 비교하는 것이다.  

 

2. 방 법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상악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CT를 촬영

하고 각 2개 씩 임플란트를 식립한 30명, 총 60개의 임플란트 식립위치를 대상으로 하

였다. 임플란트 식립 시 술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골질은 Misch’s classification으로 분

류하고, 수치화한 분류를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후에 촬영한 CT 영상을 이용하여, 

각각 ‘OnDemand3D™ (CybermedInc., Seoul, Korea)’, ‘picture- archiving and commu-

 

 



nication system(PACS) (INFINITT; Infinitt Healthcare, Seoul, Korea)’를 통하여 영상의 

골질을 Hounsfield unit(HU) 로 측정하고, 그 값을 Misch’s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

였으며, 이들의 분류 값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3. 결 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술자가 주관적으로 분류한 상악 구치부의 골질은 여러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D3 와 D4 였다. Hounsfield unit을 측정하여 분류한 골질은 

Hounsfield unit을 측정한 방법(OnDemand3D™, PACS)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OnDemand3D™는 CT영상에서 체적에 대한 밀도를 Hounsfield unit으로 측정하였기에, 

실제로 술자가 느낀 tactile sense에 근접하게 골질을 분석할 수 있으며, PACS는 CT 영

상의 횡단면 한 장의 영상에서의 Hounsfield unit을 측정하기에 그 값이 실제 골밀도를 

정밀하게 재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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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치과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을 수복할 뿐 아니라 단일치 상실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도 성공적인 치료 방법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으며, 발명 초기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을 수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단일치 상실 

부분의 수복 치료 방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있다[1]. 국내에서는 

1 년에 1만명 당 180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철 

치료의 약 30-40%가 임플란트 보철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임플란트 보철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2].  

치과용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3-7], 

T.Albrektsson et al.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임플란트 재료의 생체 적합성; Biocompatibility of the implant materi-

al. 

2. 임플란트 표면의 거시적, 미시적인 특성; Macroscopic and microscop-

ic nature of the implant surface 

3.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 골질에 심겨진 임플란트의 상태; The sta-

tus of the implant bed in both a health (non-infected) and a mor-

phologic (bone quality) context 

4. 수술적 숙련도; The surgical technique 

5. 영향을 받지 않은 회복 기간; The undisturbed healing phase 

6. 이 후의 보철물의 디자인과 장기적인 부하(탑재) 단계(위생/심미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디자인, 금속의 종류, 임플란트 위치, 부하 작용 등); 

The subsequent prosthetic design and long-term loading phase. This 

reconciles considerations of design, materials used, location of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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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and anticipated loading, together with hygienic and cosmetic 

considerations [8]. 

제시한 여러 조건 중에서도 Morris, H.E. et al.은 골 유착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임상 성공률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1. 골-임플란트 사이의 계면 상태; the status of the bone-implant interface 

2. 골-임플란트 주변 골의 밀도; the density of the surrounding bone [9] 

임플란트의 임상적인 성공률 및 생존율은 임플란트의 식립 안정성을 

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임플란트의 식립 초기 안정성은 예후를 평가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은 골의 밀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골 밀도를 평가하는 것이 초기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할 수 있다[10].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술자는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악골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확인, 치조골의 평가 등을 실시한다[11]. 치과병원에서는 

비교적 경제적이고, 촬영이 용이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환자의 

악골을 평가하고 있지만, 입체적인 구조를 평면적인 영상으로 구현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골질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12]. 따라서 3차원적으로 환자의 악골을 확인할 수 있는 Comput-

ed tomography (CT) 영상을 촬영하여 술자가 시각적으로 골질을 일차 

평가하고, 이 영상에서 Hounsfield Unit을 측정하여 이차적으로 수치화한 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0, 13-15].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임플란트 식립 전 골 밀도를 평가함으로써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및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골 

밀도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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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Materials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2 년 7 월부터 2014 년 5 월까지 기간 중에 

상악 구치부에 2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적으로 식립된 임플란트에 동요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30 명 즉, 

60 개의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 30 명의 환자 중, 

남자는 20 명, 여자는 10 명이었고, 연령은 60 세를 기준으로 60 세 이하는 

13 명, 60 세 초과는 17 명이었다(표 1). 이들 모두는 임플란트 식립 전 후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전산화 단층사진촬영기, Soma-

tom Sensation 10(Siemens AG, Forchheim.,Germany)를 이용하여 CT 영상을 

촬영하였다. 임플란트의 종류, 직경, 식립토크에 대하여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구분 없이 진행하였다.   

특별히, 연구대상의 위치를 상악 구치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 

연구에서 Hounsfield unit으로 측정한 골질이 구강 내 다른 부분에 비해 상악 

구치부에서 가장 불량하고, 그 부분의 낮은 골 밀도와, 구치부의 강한 교합력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14-17].  

 

Methods 

(1) Subjective tactile sensation  

현재 골질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Lekholm & Zarb 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분류법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18]. 그러나 골밀도를 

예측하기 위해 해부학적 구조를 직접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Misch 가 

제안한 촉진 시 느낌으로 골질을 분류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술자가 

임플란트 식립 시에 느끼는 tactile sense 를 바탕으로 골질을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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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기준은 (표 2)와 같고, 술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골의 밀도를 

평가하게 된다.[7, 10, 16, 19].  

 

(2) Hounsfield Unit(HU) 측정 – OnDemand3D™ 

골밀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CT영상에서 Houns-

field unit(HU)으로 CT value 를 측정한다. OnDemand3D™ (CybermedInc., 

Seoul, Korea)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3 차원 체적을 토대로 Hounsfield 

unit 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현성이 좋다. 식립한 임플란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플란트 식립 전 후의 CT 영상을 overlap 하여 임플란트 주변 

골의 위치를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임플란트 주변 골에서 

3 차원적 체적 밀도를 Hounsfield unit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Hounsfield 

unit 을 Misch 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골질을 D1 부터 D4 까지 

분류한다(표 3)[16].  

 

(3) Hounsfield Unit(HU) 측정 – PACS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PACS) (INFINITT; Infinitt Healthcare,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전 CT 영상의 횡단면 한 장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위의 약 4.00±0.2 ㎟(오차범위 5%) 

너비의 원형을 설정하여 그 부분의 Hounsfield unit 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그림 1). 마찬가지로 측정한 Hounsfield unit을 Misch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골질을 D1부터 D4까지 분류한다(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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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SPSS v22 software(SPSS, IBM, USA)를 이용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골질의 

분포가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각각의 방법; 

OnDemand, PACS; 이 서로 유의하게 골질을 분류하는지 분석한다. 유의수준 

5%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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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 술자의 subjective tactile sensation 에 의해 분류된 골질의 분포 

총 60 개의 표본에서 골질은 모두 D3 또는 D4 로 감지되었으며, 각각은 

37 개, 23 개로 D3 의 수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연령은 60 세를 기준으로 

60세 이하 그룹과 60세 초과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각각을 성별에 

따라서도 골질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연령별로, 60 세 이하의 표본은 26 개였으며, D3 와 D4 는 각각 

14개(53.8%), 12개(46.2%)로 분류되었다. 60세를 초과하는 그룹은 총 34개 

중 D3 가 23 개로 67.6%, D4 가 11 개로 32.4%를 차지했다(표 4). 유의성 

검정을 통하여 연령별로 골질의 분포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표 5).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표본 40 개와 여자 표본 20 개 중 남자는 

D3 가 30 개(75%), D4 가 10 개(25%)로 3:1 의 비율로 D3 가 더 많이 

존재했고, 여자는 D3 가 7 개(35%), D4 가 13 개(65%)로 D4 의 비율이 더 

높게 분포했다(표 6).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0.004 로 매우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5)(표 7). 

 

(2) OnDemand3D™ 로 구한 Hounsfield unit(HU)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 골의 밀도를 OnDemand3D™ (CybermedInc., Seoul, 

Korea)  software를 이용하여 Hounsfield unit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isch의 분류 기준(표 3)에 따라 골질을 분류하였다(표 8). D3, D4로 분류된 

표본은 각각 37 개, 23 개로 술자가 주관적으로 분류한 것과 일치하게 

분류되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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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로 분류된 표본의 Hounsfield unit 의 평균은 507.9, 표준 편차는 110.8 

이며, 평균은 Misch 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D3 Hounsfield unit 범위의 

중앙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다(표 10). 

D4 로 분류된 표본의 Hounsfield unit 의 평균은 237.1, 표준 편차는 

77.8이고, 평균은 Misch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D4 Hounsfield unit 범위의 

중앙값보다 약간 크게 관찰되었다(표 11). 

 

(3) PACS 로 구한 Hounsfield unit(HU)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 골의 밀도를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PACS) (INFINITT; Infinitt Healthcar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Houns-

field unit 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isch 의 분류 기준(표 3)에 따라 

골질을 분류하였다(표 12). OnDemand3D™로 측정한 값과 달리 총 60 개의 

표본 중 D2, D3, D4 가 각각 2 개, 31 개, 27 개로 분류 되었으며, 술자가 

주관적으로 분류할 때는 없었던 D2 골질이 관찰되었다. 술자가 시술 시 tactile 

sense 로 골질을 D3 로 분류한 것과 PACS 를 이용하여 Hounsfield unit 을 

구하여 D3로 분류한 것은 약 90.3%의 일치도를 보였고, D4에 있어서는 이 두 

분류의 일치도가 74.1%로 나타났다(표 13).  

D2 로 분류된 표본의 Hounsfield unit 의 평균은 918.5, 표준 편차는 74.4 

이며, 평균은 Misch 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D2 Hounsfield unit 범위의 

중앙값보다 작았다(표 14). 

D3 로 분류된 표본의 Hounsfield unit 의 평균은 484.7, 표준 편차는 97.7 

이며, 평균은 Misch 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D3 Hounsfield unit 범위의 

중앙값보다 작았으며, OnDemand3D™ 로 구한 D3 의 Hounsfield unit 

평균값에 비해서도 작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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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로 분류된 표본의 Hounsfield unit 의 평균은 252.2, 표준 편차는 

73.2 이고, 평균은 Misch 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D4 Hounsfield unit 

범위의 중앙값과 근사하였다(표 16). 

 

(4) Hounsfield unit 측정 방법에 따른 골질의 분류 일치도 

본 연구에서는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프로그램(OnDemand3D™, PACS)을 사용했다. 술자가 임플란트 식립 시 느낀 

tactile sense로 분류한 골질을 기준으로, OnDemand3D™로 측정한 Houns-

field unit 으로 분류한 골질은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PACS 로 측정한 

Hounsfield unit 으로 분류한 골질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17). 

통계적으로는 OnDemand3D™로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여 골질을 

분류하는 것과 PACS 로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여 골질 분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이다(p>0.05)(표 18).   

연령별로 두 측정 프로그램의 분류 결과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60 세 

이하의 그룹에서는 20개의 표본이 일치하여 76.9%를 차지했고, 60세 초과 

그룹에서는 28개의 표본이 일치하여 82.4%의 일치율을 보였다(표 19).  이들 

일치율은 측정 프로그램에 따른 유의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서로 

독립적이다(p>0.05)(표 20).  

성별에 따라서 두 측정 프로그램의 분류 결과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남자 

표본은 29 개, 72.5%가 일치하였고, 여자 표본에서는 19 개, 95.0%가 

일치율을 보였다(표 21).  이들 일치율은 연령별로 살펴본 것과 달리 측정 

프로그램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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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치과 임플란트는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에 비해 매우 단기간에 

치과에서 대중적인 수복/보철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자들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재료와 시스템도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는 여러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만[3-7], 그 중에서도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골-임플란트 계면에서의 골의 밀도이다[9]. Motofumi 

et al.에서 언급한 바 골 밀도를 평가함으로써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10], 골 밀도에 따라 치유기간이나 부하의 시기 및 양을 

조절하면서 환자 맞춤형으로 향후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20].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구강 내에서 악골의 위치에 따른 골 밀도, 즉 

골질의 분포 경향을 알 수 있는데, 상악과 하악, 전치부와 구치부를 기준으로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D1)은 하악 전치부이고, 가장 낮은 밀도를 나타내는 

부분(D4)은 상악 구치부이다(표 2)[18].  

최근 F.C.Setzer et al.에 의하면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약 6%정도로 보고되는 

가운데[21], 구치부의 임플란트 성공률은 90% 정도로, 전치부에 비해서는 

예후가 불량하며, 그 중에서도 골 밀도가 낮은 상악 구치부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22].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부위의 골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술자가 직접 시술 

시에 느끼는 저항감을 토대로 분류하는 법, 형태학적으로 골을 생검하여 

단면을 계측하는 방법,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Hounsfield unit 또는 흑화도를 

측정하여 골의 밀도를 분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9-14, 

16, 23, 24]. 술 전에 골질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어 온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고 경제적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또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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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는 것이었다[11]. 최근에는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CT 영상을 

더욱 보편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예측할 뿐 아니라 해당 골질의 해부학적 구조를 예측하고 골질을 분류하여 

예후 평가를 하기에도 용이하게 되었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골질을 

평가하는 것은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여 골질을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13, 14].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첫째로, 술자가 임플란트 식립 시에 

느끼는 골질이 실제 Hounsfield unit을 측정하여 분류하는 골질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비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골질의 분류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술자가 임플란트 식립 시에 상악 구치부 골질을 분류했을 때, 60개 표본의 

골질은 밀도가 낮은 D3, D4로 분류되었다. 이는 상악 구치부의 골질이 가장 

불량하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유사한 결과 값을 보여주었고, 시술 시에 

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60 세를 기준으로 두 

그룹에서는 골질의 분포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p>0.05),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에서는 D3의 분포가, 여성에서는 D4의 분포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p<0.05). 

다음으로는 술자가 시술 시 느끼는 tactile sensation 을 통해 골질을 

분류하는 것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되는 Hounsfield unit 을 

바탕으로 골질을 평가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OnDemand3D™를 사용하여 3 차원적인 체적을 바탕으로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Hounsfield unit을 측정하고, 해당 값을 바탕으로 

Misch의 분류 기준에 따라 골질을 분류한 분포는 술자가 직접 느낀 골질의 

분포와 100%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PACS 를 사용하여 Houns-

field unit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골질을 분류하였을 때는 이전까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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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의 분류가 새로 생겼으며, D3와 D4의 분포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 

분포는 술자의 직접적인 골질 분류와 비교했을 때 D3에서 90.3%의 일치도를 

보이고, D4에서 74.1%의 일치도를 보였다.  

OnDemand3D™를 사용하여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시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종류를 입력하고, 시술 전 후의 CT 

영상을 overlap 하여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가 식립된 주변 골조직의 3 차원적 골밀도를 Hounsfield unit 으로 

측정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얻어진 골질의 분포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술자가 감각적으로 분류한 골질의 분포와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므로, 임플란트 시술 시 골질을 평가하기에 

OnDemand3D™는 재현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PACS 를 사용하여 Hounsfield unit 을 측정할 때는, CT 영상을 

이용하기는 했으나 3 차원적인 체적을 고려한 밀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CT 영상의 한 횡단면 사진으로 해당 부분의 Hounsfield unit 을 측정했기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Part et al.의 연구에서 밝힌 바 골소주가 일정하게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 4.00±0.2㎟의 작은 직경이라도 cortical bone과 

cancellous bone 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고, cancellous bone 의 입자도 fine 

또는 coarse 성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플란트 주변 

골의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5]. 따라서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주변의 골조직의 위치를 선정할 필요도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위치에서의 입체적인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횡단면 CT 

영상을 분석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OnDemand3D™로 구한 Hounsfield unit 으로의 골 분류와 

PACS로 구한 Hounsfield unit으로의 골 분류는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고,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해봐도 유의성은 없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이 두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을 보였다. 골질의 평가가 Houns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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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을 측정하는 두 프로그램에 대하여 독립적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골질의 분류가 편향되게 측정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확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체적을 바탕으로 

Hounsfield unit을 측정한 OnDemand3D™의 분류를 더 신뢰할 수 있겠으나, 

술 전에 골질을 예측하려면 본 연구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술 전/후의 

영상을 overlap 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조작성도 고려해본다면 

임상가가 술전에 PACS 로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여 골질을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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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상악 구치부는 Hounsfield unit을 측정하여 분류 시에 주로 D3 또는 D4로 

분류되어 골질이 불량함을 알 수 있다. 술자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당시에 

느낀 골질은 CT 영상으로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여 분류한 골질과 매우 

유사하다.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OnDemand3D™와 PACS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독립적인 

결과값을 제시하였으며 골질, 나이, 성별에 따라 그 일치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제한적이었던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에 대상에 대하여 

비교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비교적 

조작이 용이한 PACS 를 사용하여 Hounsfield unit 을 측정하는 것도 골질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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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남자 여자 Total % 

60세 이하 14 12 26(13명) 43% 

60세 초과 26 8 34(17명) 57% 

Total 40(20명) 20(10명) 60(30명)  

% 67% 33%   

   표 1. 대상자의 분포(연령,성별) 

 

Bone density Description Tactile analog Typical anatomical 

location 

D1 Dense cortical Oak or maple wood Ant. Mn. 

D2 Porous cortical and 

coarse trabecular 

White pine or 

spruce wood 

Ant. Mn. / Mx. 

& Post. Mn. 

D3 Porous cortical(thin) 

and fine trabecular 

Balsa wood Ant. Mx. 

& Post. Mx. / Mn. 

D4 Fine trabecular Styrofoam Post. Mx. 

표 2. Lekholm & Zarb, Misch’s classification[16, 18] 

 

Bone density Hounsfield unit(HU) HU 중앙값 

D1 >1,250  

D2 850 – 1,250 1,050 

D3 350 – 850 600 

D4 150 – 350 250 

표 3. Hounsfield unit으로 분류한 골질[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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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질 

총계 D3 D4 

연령 60세 이하 개수 14 12 26 

기대개수 16.0 10.0 26.0 

연령 내 % 53.8% 46.2% 100.0% 

60세 초과 개수 23 11 34 

기대개수 21.0 13.0 34.0 

연령 내 % 67.6% 32.4% 100.0% 

총계 개수 37 23 60 

기대개수 37.0 23.0 60.0 

연령 내 % 61.7% 38.3% 100.0% 

표 4. 연령별 골질 분류(술자의 subjective tactile sense) 

 

 값 df 

점근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단면) 

Pearson 카이제곱 1.187a 1 .276   

연속성 보정 b .675 1 .411   

우도비 1.185 1 .276   

Fisher의 정확 검정    .298 .206 

선형 대 선형 연결 1.167 1 .280   

유효 케이스 N 60     

표 5. 연령별로 분류된 골질의 독립성 검정(술자의 subjective tactil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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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질 

총계 D3 D4 

성별 남자 개수 30 10 40 

기대개수 24.7 15.3 40.0 

연령 내 % 75.0% 25.0% 100.0% 

여자 개수 7 13 20 

기대개수 12.3 7.7 20.0 

연령 내 % 35.0% 65.0% 100.0% 

총계 개수 37 23 60 

기대개수 37.0 23.0 60.0 

연령 내 % 61.7% 38.3% 100.0% 

표 6. 성별 골질 분류(술자의 subjective tactile sense) 

 

 값 df 

점근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단면) 

Pearson 카이제곱 9.025a 1 .003   

연속성 보정 b 7.412 1 .006   

우도비 8.996 1 .003   

Fisher의 정확 검정    .004 .003 

선형 대 선형 연결 8.874 1 .003   

유효 케이스 N 60     

표 7. 성별로 분류된 골질의 독립성 검정(술자의 subjective tactil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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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ndsfield Unit 골질 Houndsfield Unit 골질 

538.34 D3 435.71 D3 

438.72 D3 377.41 D3 

424.44 D3 473.98 D3 

385.25 D3 442.80 D3 

398.03 D3 737.53 D3 

411.01 D3 556.36 D3 

392.66 D3 651.16 D3 

386.61 D3 256.14 D4 

447.67 D3 260.94 D4 

558.40 D3 48.11 D4 

514.78 D3 65.14 D4 

482.60 D3 316.02 D4 

523.65 D3 238.87 D4 

499.03 D3 170.39 D4 

563.51 D3 346.47 D4 

516.70 D3 332.68 D4 

382.69 D3 274.36 D4 

445.99 D3 199.79 D4 

476.88 D3 305.64 D4 

527.40 D3 264.92 D4 

625.27 D3 240.03 D4 

630.72 D3 293.83 D4 

394.77 D3 270.59 D4 

379.93 D3 232.31 D4 

512.11 D3 270.05 D4 

468.57 D3 160.75 D4 

571.88 D3 153.72 D4 

677.84 D3 304.96 D4 

761.23 D3 180.53 D4 

779.61 D3 267.87 D4 

표 8. OnDemand로 측정한 Hounsfield unit의 값과 골질 분류 

   17 

 



 

OnDemand 골질 

총계 D3 D4 

Subjective 

골질 

D3 개수 37 0 37 

Subjective 골질 내 % 100.0% 0.0% 100.0% 

OnDemand 골질 내 % 100.0% 0.0% 61.7% 

D4 개수 0 23 23 

Subjective 골질 내 % 0.0% 100.0% 100.0% 

OnDemand 골질 내 % 0.0% 100.0% 100.0% 

총계 개수 37 23 60 

Subjective 골질 내 % 61.7% 38.3% 100.0% 

OnDemand 골질 내 % 100.0% 100.0% 100.0% 

표 9. 술자에 의해 분류된 Subjective 골질과 OnDemand로 분류한 골질의 일치도 

 

 

 N 평균 표준 편차 분산 

Houndsfield Unit 37 507.9 110.8 12283.1 

유효한 N 37    

표 10. OnDemand로 구한 D3의 Hounsfield unit(HU) 값의 기술통계량(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냄) 

 

 N 평균 표준 편차 분산 

Houndsfield Unit 23 237.1 77.8 6056.4 

유효한 N 23    

표 11. OnDemand로 구한 D4의 Hounsfield unit(HU) 값의 기술통계량(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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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nsfield unit 골질 Hounsfield unit 골질 

865.9 D2 709.29 D3 

971.06 D2 589.77 D3 

590.17 D3 421.42 D3 

414.67 D3 253.26 D4 

456.44 D3 297.03 D4 

359.27 D3 348.36 D4 

377.67 D3 173.17 D4 

372.33 D3 316.77 D4 

452.63 D3 110.25 D4 

459.02 D3 190.36 D4 

486.28 D3 280.12 D4 

542.42 D3 204.75 D4 

461 D3 103.51 D4 

491.14 D3 134.26 D4 

417.67 D3 315.02 D4 

613.88 D3 347.97 D4 

509.68 D3 299.3 D4 

399.03 D3 304.99 D4 

458.45 D3 345.73 D4 

440.76 D3 317.76 D4 

353.1 D3 233.74 D4 

426.77 D3 230.62 D4 

653.09 D3 333.9 D4 

509.75 D3 200.13 D4 

481.13 D3 261.42 D4 

407.6 D3 219.22 D4 

583.57 D3 276.26 D4 

376.14 D3 211.67 D4 

505.88 D3 320.89 D4 

706.27 D3 179.27 D4 

표 12. PACS로 측정한 Hounsfield unit의 값과 골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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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골질 

총계 D2 D3 D4 

Subjective 

골질 

D3 개수 2 28 7 37 

Subjective 골질 내 % 5.4% 75.7% 18.9% 100.0% 

PACS 골질 내 % 100.0% 90.3% 25.9% 61.7% 

D4 개수 0 3 20 23 

Subjective 골질 내 % 0.0% 13.0% 87.0% 100.0% 

PACS 골질 내 % 0.0% 9.7% 74.1% 38.3% 

총계 개수 2 31 27 60 

Subjective 골질 내 % 3.3% 51.7% 45.0% 100.0% 

PACS 골질 내 % 100.0% 100.0% 100.0% 100.0% 

표 13. 술자에 의해 분류된 Subjective 골질과 PACS로 분류한 골질의 일치도 

 

 N 평균 표준 편차 분산 

Houndsfield Unit 2 918.5 74.4 5529.3 

유효한 N 2    

표 14. PACS로 구한 D2의 Hounsfield unit(HU) 값의 기술통계량(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냄) 

 

 N 평균 표준 편차 분산 

Houndsfield Unit 31 484.7 97.7 9541.1 

유효한 N 31    

표 15. PACS로 구한 D3의 Hounsfield unit(HU) 값의 기술통계량(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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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 편차 분산 

Houndsfield Unit 27 252.2 73.2 5365.0 

유효한 N 27    

표 16. PACS로 구한 D4의 Hounsfield unit(HU) 값의 기술통계량(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냄) 

 

골질 

총계 D2 D3 D4 

HU측정방법 OnDemand 개수 0 37 23 60 

기대개수 1.0 34.0 25.0 60.0 

HU측정방법 

내 % 
0.0% 61.7% 38.3% 100.0% 

PACS 개수 2 31 27 60 

기대개수 1.0 34.0 25.0 60.0 

HU측정방법 

내 % 
3.3% 51.7% 45.0% 100.0% 

총계 개수 2 68 50 120 

기대개수 2.0 68.0 50.0 120.0 

HU측정방법 

내 % 
1.7% 56.7% 41.7% 100.0% 

표 17. Hounsfield unit을 측정하는 두 프로그램(OnDemand, PACS)의 골질 분류 

 

 
 값 df 점근 유의수준(양면) 

Pearson 카이제곱 2.849a 2 .241 

우도비 3.623 2 .163 

선형 대 선형 연결 .121 1 .728 

유효 케이스 N 120   

표 18. Hounsfield unit을 측정하는 두 프로그램(OnDemand, PACS)의 골질 분류의 

독립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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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여부 

총계 일치 불일치 

연령 60세 이하 개수 20 6 26 

기대개수 20.8 5.2 26.0 

연령 내 % 76.9% 23.1% 100.0% 

60세 초과 개수 28 6 34 

기대개수 27.2 6.8 34.0 

연령 내 % 82.4% 17.6% 100.0% 

총계 개수 48 12 60 

기대개수 48.0 12.0 60.0 

연령 내 % 80.0% 20.0% 100.0% 

표 19. 연령에 따른 OnDemand에 의한 골분류와 PACS에 의한 골분류의 일치도 

 
 
 
 

 값 df 

점근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단면) 

Pearson 카이제곱 .271a 1 .602   

연속성 보정b .038 1 .845   

우도비 .270 1 .604   

Fisher의 정확 검정    .747 .420 

선형 대 선형 연결 .267 1 .605   

유효 케이스 N 60     

표 20. 연령에 따른 OnDemand에 의한 골분류와 PACS에 의한 골분류의 일치도의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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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여부 

총계 일치 불일치 

성별 남자 개수 29 11 40 

기대개수 32.0 8.0 40.0 

성별 내 % 72.5% 27.5% 100.0% 

여자 개수 19 1 20 

기대개수 16.0 4.0 20.0 

성별 내 % 95.0% 5.0% 100.0% 

총계 개수 48 12 60 

기대개수 48.0 12.0 60.0 

성별 내 % 80.0% 20.0% 100.0% 

표 21. 성별에 따른 OnDemand에 의한 골분류와 PACS에 의한 골분류의 일치도 

 

 
 

 값 df 

점근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양면) 

정확한 

유의수준(단면) 

Pearson 카이제곱 4.219a 1 .040   

연속성 보정b 2.930 1 .087   

우도비 5.054 1 .025   

Fisher의 정확 검정    .047 .037 

선형 대 선형 연결 4.148 1 .042   

유효 케이스 N 60     

표 22. 성별에 따른 OnDemand에 의한 골분류와 PACS에 의한 골분류의 일치도의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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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CS로 임플란트 식립 예측 부위의 밀도 측정(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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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ssessment of bone density based on 

Hounsfield units in the posterior maxilla 

(Directed by Professor Young Jun Lim) 

 

Ji-Ihn Jung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nhance success rate of dental implant in the 

posterior maxilla by assessing the bone density based on Hounsfield units. To classi-

fy bone quality objectively, computed tomography(CT) was used to calculate Houns-

field units in the operation site. Also operator classified the bone quality by his/her 

tactile sensation during installation. It is meaningful to compare between these two 

subjective and objective classification and choose proper software to examine the 

bone quality.  

 

2. Method 

 30 patients who treated with 60 implants in posterior maxilla area were examined. 

The bone densities are categorized by Misch’s classification in both subjec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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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evaluation. The objec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based on Hounsfield 

units by two different software, ‘OnDemand3D™(CybermedInc., Seoul, Korea)’ and 

‘picture-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PACS) (INFINITT; Infinitt Healthcare, 

Seoul, Korea)’. 

 

3. Result 

 All 60 implant sites was categorized in D3 or D4(only 2 were categorized in D2 by 

using PACS). The subjective classification and OnDemand3D™ based objective clas-

sification was exactly equal. Since the OnDemand3D™ evaluate Hounsfield units 

based on volumetric density, it is sophisticated. PACS is useful and handful to assess 

the bone density, but it has limitation using only one slice cortical image among 

whole CT scans. 

 

 

 

 

Keywords : bone density, Hounsfield Units, posterior maxilla, CT, computed tomogra-

phy, bone quality, bon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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