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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임플란트 수술 성공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식립 각도, 뼈 

구조, 그리고 골밀도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QCT가 있어 골밀도까

지 고려할 수 있지만 로컬 병원은 파노라마와 CBCT 장비 밖에 

보유하지 못해 식립 각도와 뼈 구조까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골

밀도까지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골밀도를 파악하지 못하

여 생기는 임플란트 실패 문제는 수술 후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

간이 지나 임플란트의 생명 단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재수술이 늘어나고 있다. 

 

 로컬 병원이 QCT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

리는 파노라마와 CBCT만으로 상대적인 골밀도를 파악하여 임플

란트 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임플란

트 수술을 설계 할 때 파노라마와 CBCT 영상을 함께 획득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단 파노라마의 고질적인 문제, 경추 간섭과 고스트

현상이 없는 가상의 파노라마 영상을 CBCT영상으로부터 만들어

낸다. 이 가상 파노라마 영상으로 전치와 고스트 영향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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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까지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CBCT의 산란 현상을 줄

이기 위해 CT 영상에서 뼈만 분할하여 투영 이미지를 만들고 파

노라마 영상을 재구성한다.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동일한 환자모사형 팬텀을 

MDCT와 CBCT를 촬영하여 각각의 투영 이미지와 리컨 이미지를 

비교하여 뼈 값을 비교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의사는 CBCT 영상과 동일한 위치 및 자세

의 경추간섭이 없고 고스트가 없는 파노라마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영상은 상대적인 골밀도도 컬러맵화하여 표현

하기 때문에 CBCT의 영상의 정확한 길이정보까지 활용하면 로컬 

병원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 설계가 가능하다. 

 

주요어 : 골밀도, 콘빔 CT,  파노라마, 딥러닝, 환자모사형 팬텀 

학번 : 2018-2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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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로컬 병원은 QCT 장비의 부재로 임플란트 수술에서 정확한 골

밀도 파악이 어렵다. 이로 인한 임플란트 수술의 실패 사례는 증

가하고 있다. 우리는 로컬 병원에서도 기존의 파노라마와 CBCT 

장비만으로 상대적 골밀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기 위해서는 파노라마와 CBCT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수행 되어야한다. 파노라마 영상의 경우 경추 

간섭과 고스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CBCT 영상에서는 

산란 현상을 줄이고 Calibration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 팬

텀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임플란트 수술 실패를 줄이

기 위해 골밀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파노라마 및 CBCT 영상 장비에 더 알아보고 마지막 골밀

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론은 끝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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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임플란트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 

 

 치과용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현존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임플란트의 궁극적 목표는 대체하려는 치아 

근처의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 저작 기능과 심미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다.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임플란트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임

플란트 표면의 특징, 의사의 수술 계획,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의 

뼈의 질 및 양 등 여러 요소들이 임플란트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1].  

 

 임플란트 수술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

확한 치료 계획이다. 과거에는 파노라마 영상과 함께 치근단 방사

선 영상이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 계획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

지만 방사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특히 복잡한 수술의 경우 정확

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콘빔 컴퓨터 단층 

촬영(CBCT)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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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준으로 대학 병원에서는 QCT를 촬영하여 골질까지 치료 

계획에 고려하나 대부분의 로컬 병원에서는 파노라마와 CBCT만

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현 실태이다[3]. 파노라마 

영상으로는 전체적인 악궁 구조를 확인하고, CBCT로 임플란트 식

립 각도, 길이 정도를 확인한다[4]. CBCT는 신뢰하기 어려운 CT 

HU(Hounsfield Unit)값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5]. 그

러므로 골질을 파악하지 못해 임플란트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대학병원과 로컬 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골

밀도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1-1] 골밀도가 부족하지만 골이식 하지 않고 진행한 사례.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eoul_den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eoul_den


４ 

 

 

 

 

 

 

[그림1-2]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잘 못 된 상태. 

https://www.dayodental.com/dental-implants-in-mexico/bad-angle-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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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료 영상 

 

 임플란트 수술 전 방사선 영상 촬영의 목적은 수술하고자 하는 

뼈의 양, 질 을 파악하고 식립 각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외과적인 정보 및 보철 정보를 염두해두어

야 한다. 또한 수술 부위에 병이 있는지,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

는지도 고려해야한다[6]. 그러나 구강 임플란트 분야에서 모든 환

자에게 적합한 이상적인 의료 영상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의료 

영상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치과 및 의료 방사선학에서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

한 정보를 얻으면서 동시에 가장 방사선 노출되는 양이 적은 방법

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표는 가능한 최소 방사선량 

(ALARA 원칙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및 환자 비

용으로 치료 계획에 충분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방사선 영상 촬

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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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절 Panoramic Radiography 

 

 파노라마 영상은 임플란트 수술 전 계획하기 위한 용도 뿐만 아

니라 여러 용도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사선 

영상이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해상도와 선명도는 구강 내 방

사선 사진에 비해 떨어진다. 하지만 파노라마 영상은 상악동, 하악

관, 비강과 같은 많은 중요한 인체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어 임플

란트 계획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8,9].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의 영상만으로 수술을 계획하는데 큰 

위험이 따른다. 왜냐하면 파노라마 영상은 그 자체가 왜곡된 영상

이며, 경추 간섭 및 고스트 현상이 진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10,11]. 

 

 파노라마 영상의 확대율은 환자의 위치에 따라 30%이상의 오차

를 보여줄 수 있다. 파노라마 영상에서의 각도 측정은 비교적 정

확하지만 좌우 상하 같은 선형 측정은 정확하지 않다[12].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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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경우에 확대율이 달라지며, 또한 바이트를 

앞에 물거나 뒤로 물어도 확대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파노라마는 

환자의 위치에 따른 확대율이 매우 민감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 

 

 파노라마 영상은 확대율 뿐만 아니라 여러 x-ray 물리적 현상에 

의한 한계도 갖는다. 경추 간섭으로 인하여 전치 부분의 픽셀 값

은 믿을 수 없으며, 반대편 상으로 인하여 생긴 고스트 현상이 있

는 부분의 픽셀 값 또한 믿을 수 없다. 

 

 파노라마는 한 눈에 보기 쉬운 “Screening”의 역할로는 매우 

효과적이나 확대율 및 각종 물리적 현상 때문에 독자적인 임플란

트 계획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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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파노라마 영상 : 전체적인 치아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는데 용이하

나 고스트 및 경추 간섭이 있어 그 부분의 픽셀 값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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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는 높은 방사선 노출,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단점

이며 또한 설치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CBCT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BCT는 원뿔 모양의 

빔을 생성하면서 디텍터와 튜브의 한 번의 회전으로 영상을 획득

하기 때문에 CT에 비해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현저히 적다. 촬영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영상이 왜곡될 확률

이 감소하며 및 x선 튜브 효율도 증가한다. 그러나 CBCT는 

MDCT에 비해 많은 양의 산란 방사선을 갖기 때문에 CT HU값이 

잘 맞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CBCT 영상에서 얻은 픽셀 값은 CT를 사용하여 얻은 HU 값과 

같이 절대적인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뼈 밀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겨났다[13]. CT HU는 x선 빔이 감쇠가 되는 정

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측정 된 골 밀도의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한 연구에서 CBCT 스캔에서 다양한 유형의 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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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1000에서 3000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HU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CBCT는 HU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

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1-4] CBCT 장비(Ray Alpha Model). 

 

[그림1-5] CBCT Jaw Protocol axial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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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골질과 골량 

 

 골질(bone qaulaity)는 임플란트 성공 및 실패에 많은 영향을 준

다.  Lindh는 골밀도와 골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골질

은 골격 크기, 뼈 구조 및 골 밀도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다. 따라

서 골질은 미네랄 함량 뿐만 아니라 뼈 구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임플란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 근처의 골질과 골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턱뼈의 골량은 치아 추출 후 잔존하는 턱 형태의 다른 뼈 흡수율

에 기초하여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골량이 적은 뼈에 임

플란트를 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의 경

우 임플란트 수술 실패율이 구치에 비해 높다. 이러한 문제로 골

량이 적은 경우 뼈를 이식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러므로 충분한 골밀도와 부피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보장하는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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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량이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면 골질은 피질골 및 해면골 

조직의 비율 및 구조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얇은 피

질골을 갖고 해면골의 밀도가 낮은 경우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CBCT 영상을 보면 뼈의 단면적을 볼 수 있기 때

문에 네 종류의 골질을 육안으로 어느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거기

에 의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CBCT의 HU 값까지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림 1-6]는 

Lekholm&Zarb 골질 분류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1-6] Lekholm & Zarb classification 골질. 

Type 1 : Homogeneous cortical bone. 

Type 2 : Thick cortical bone with marrow cavity. 

Type 3 : Thin cortical bone with dense trabecualr bone of good strength. 

Type 4 : Very thin cortical bone with low density trabecular bone of poo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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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Misch 골밀도 분류. 

 

 

 

 

[그림1-7] 골밀도 유형에 대한 턱 부위의 도식 표현. 

 

 

[표1-1]에 의하면 Misch는 골밀도를 4종류로 나눴으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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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도 정리했다. 그리고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MDCT의 HU 값기준으로 밀도를 4단계로 정리했다는 점

이다. MDCT 영상에서는 골밀도를 CT HU 값으로 쉽게 분류가 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에 의하면 상악보다는 하악이 전체적으로 뼈의 밀도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치보다는 전치에서 골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치는 구치에 비해 골량은 적

지만 골밀도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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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Head 팬텀을 3D Printing 기술로 만들어 MDCT와 CBCT로 촬

영을 했다. 우리는 MDCT의 CT 데이터를 Gold Standard로 보고 

접근하였다. MDCT의 영상은 산란 현상이 CBCT 영상에 비해 현

저히 적기 때문에 CT number의 값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CBCT

의 산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에서 딥러닝을 이용하여 뼈만 

따로 분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MDCT의 값에 맞추기 위

해 Calibration phantom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3D Printing 

기술로 만든 head phantom으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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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팬텀 제작 

 

제 1-1절 Head 팬텀 제작 

 

 Real Skull 팬텀은 사체 두부에 PMMA로 둘러싼 팬텀이다. 

PMMA로 피부를 표현하고, 사체 Skull은 잘 보전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skull을 표현한다. Dental CT 업체들은 이 팬텀을 사용하여 

영상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팬텀이 윤리적인 문제

가 있어 특정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제작할 수 없다. 우

리나라에서도 사체로 만든 팬텀을 제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

라서 3D 프린팅 기술로 Head 팬텀을 제작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팬텀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MDCT로 두부를 촬영하였다. 

CBCT의 경우 FOV(Field of View)도 작을 뿐더러 CT HU 값이 

맞지 않는 문제 및 각종 Artifact 때문에 팬텀의 모델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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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전체가 다 나오게 촬영된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영상이 

없어 이마까지만 촬영된 영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피질골과 

해면골의 대조도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석고의 밀도를 조절

하였다. 또한 피부 조직은 실리콘으로 캐스팅하여 표현하였다.  

 

[그림2-1] 두부 팬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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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두부 팬텀 CT Axial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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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절 Calibration 팬텀 제작 

 

 [그림2-3]처럼 Calibration 팬텀은 간단하게 제작하였다. 지름 

13cm의 원기둥형 실리콘 Disk 안에 3가지 밀도가 다른 석고 원

기둥들을 넣었다. Tissue에 해당하는 실리콘 HU 값과, 뼈에 해당

하는 석고 HU 값을 이용하여 Calibration 용도로 활용하였다. 

 

[그림2-3] Calibration 팬텀 사진. 

 

[그림2-4] Calibration 팬텀 CT axial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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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영상 획득 

 

 MDCT와 CBCT를 동일 조사량으로 촬영하기 위해 조사 조건을 

설정하였다. CBCT의 경우 80kVp, 12mA의 조사조건으로 11초동

안 촬영한다. 이렇게 되면 계산상으로 80kVp x 132mAs가 된다. 

MDCT는 이와 최대한 비슷한 조사조건인 80kVp x 130mAs로 촬

영하였다. 

 

 같은 조사조건으로 촬영하더라도 CBCT와 MDCT의 CT HU 값

이 다를 수 있다. X-ray Tube와 디텍터 스펙이 다르기도 하고, 

필터도 다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Calibration 팬텀 안에 있는 

석고의 투영 영상 값을 이용하여 calibration을 진행하였다. 

 

 최대한 동일한 조사조건으로 CBCT 및 MDCT를 촬영함으로써 

투영 영상의 값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MDCT 영상에서 

뼈만 분할하여 얻은 영상을 gold standard로 간주하고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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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DCT : Simens SOMATOM Definitio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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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Bone Segmentation 

 

 정확하게 골밀도 혹은 뼈의 CT HU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

대한 다른 artifact들을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CBCT 

영상의 경우 산란 현상 때문에 대조도가 좋지 않고 또한 CT HU 

값까지 정확하지 못하다. X-ray 산란 현상은 피부조직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란을 줄이고 정확하게 뼈의 HU값을 얻어내기 

위해 뼈만 따로 분할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14]. 

 

 자동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그림 2-6]과 같은 딥러닝 U-net 

모델을 사용하였다[15]. 레이블은 K-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분할한 후 손수 라벨링 작업을 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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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U-net Architecture 

 

 [표2-1]과 같이 학습 데이터는 총 여섯 케이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한 케이스를 사용하였다. 각 케이스마다 수 백장의 슬라

이스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슬라이스는 

2812장,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슬라이스는 334장이다. CT 영상은 

기본 16bit signed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입력으로 학습 및 테

스트 데이터는 동일한 형태로 받는다. MDCT와 달리 CBCT의 영

상은 회사별로, 혹은 프로토콜 별로 이미지 사이즈가 상이하기 때

문에 네트워크로 들어가기 전에 128x128 사이즈로 Resizin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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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딥러닝에 사용된 학습, 테스트 데이터. 

 

 

딥러닝을 수행한 컴퓨터의 사양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버전

은 아래의 표[2-2]에 나타내었다. 

 

[표2-2] 딥러닝에 사용된 컴퓨터 장비의 모델명 및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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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t으로 학습하여 테스트한 결과 아래 [그림2-7]처럼 분할

이 진행되었다. U-net 기반이 구조를 학습하기도 하지만 픽셀 값 

그 자체에 더 학습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추도 함께 결과물로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턱뼈 근처의 Tissue 픽셀 값도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함께 segmentation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딥러닝의 성능이 우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족

한 데이터 세트라고 생각된다. 수 천장의 슬라이스 데이터를 학습

에 사용했지만, 케이스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림2-7] 원본 영상과 U-net Segmentation 결과 영상. 

 

 

 



２６ 

 

 따라서 딥러닝 결과만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성능을 보였으며 

여기에 고전적인 영상 후처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경추는 항상 

동일한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추가로 

Tissue가 잡히는 부분은 Morphology 기법을 이용하여 erosion 

및 dilation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분할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뼈 분할 자동화는 아

니지만 하나하나 manual 분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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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U-net Segmentation 결과와 후처리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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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Synthetic Bone only Panoramic  

영상 제작 

 

 파노라마 영상은 경추 간섭과 고스트가 있어 전치와 고스트 영향

을 받은 구치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이는 파노라마 영상이 갖는 

물리적인 현상에 의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파노라마 영상 하나

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경추 신호와 고스트 신호를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 CBCT도 함께 찍기 때

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서 뼈만 따로 분할을 한 후 경추 부분만 CBCT 영상에서 zero 

값으로 채우면 경추가 없는 파노라마 영상을 CBCT 영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고스트 간섭 현상 제거 방법은 파노라마 영상을 만들 때 반대 쪽 

상이 중첩되지 않게 하면 된다. 즉, CBCT 영상에서 악궁을 기준

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좌측, 우측을 나누어 두 번 파노라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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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ching기법을 사용하면 된다.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순서도를 만들면 아래 그림 [2-7]처

럼 정리 될 수 있다. 

 

 

[그림2-9]Synthetic 파노라마 영상 다이어그램.  



３０ 

 

제 5절 평가 방법 

 

결과에서 나오는 실험 수치는 모두 attenuation value이다. X-

ray는 어떤 물체를 투과하면서 신호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투과

하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감쇄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감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attenuation value라고 한

다. 물의 감쇄계수를 이용해서 CT number를 계산하게 되는데 우

리가 가지고 있는 CT 영상이 CT number로 표현이 되어있으므로 

물의 감쇄 계수만 안다면 거꾸로 해당 물질의 attenuation value

를 알아낼 수 있다. 물의 감쇄계수는 NIST 홈페이지에서 촬영 조

사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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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야하는 것은 만들어낸 가상 골밀도 파노

라마 영상이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여기까지 결론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오차의 원인을 일으키는 것들을 고찰을 해

보면서 진행이 되어야한다. 제일 먼저 numerical phantom을 활용

하여 CBCT projection 및 FDK 재구성 알고리즘의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 오차가 임플란트 수술하는 범위 

내에서 작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비로소 MDCT와 CBCT의 영

상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CBCT 영상을 MDCT에 맞게 

calibration 후 CT 투영 영상을 비교하고 이 둘 간의 오차가 적게 

나타난다면 가상 골밀도 파노라마 영상도 오차가 적다는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다. 이 순서대로 결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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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CBCT Projection & FDK Reconstruction  

값을 Numerical Phantom으로 검증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CBCT 재구성 영상을 얇게 투영하여 

가상 파노라마 영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3-1]

과 같은 Numerical phantom을 사용하여 투영하고 재구성할 때 

오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만약 투영하고 나서 재구성할 때

의 오차가 작다면 가상 파노라마를 만들 때도 오차가 작다는 것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콘빔 재구성 알고리즘으로 FDK을 사용하였다. 

FDK는 Feldkamp, Davis, 그리고 Kress의 사람의 앞 글자를 따

와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콘빔 CT 영상을 재구성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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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Numerical 팬텀 단면 영상. 

 

 

 

[그림3-2] 10cm 길이의 막대 numerical 팬텀의 투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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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투영 후 재구성한 뒤 원본 영상과 오차를 나타낸 표. 

 

 

 

 [표 3-1] 결과로 미루어 보아 투영 후 FBP로 재구성 했을 때 

오차가 5%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투영과 FBP 재구성을 함께 이

루어졌을 때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윗 실험들을 통해서 

콘빔으로 투영, FBP 재구성할 때 원본 영상과의 오차는 작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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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Numerical Phantom의 파노라마 영상 

. 

 

[표 3-2] 파노라마 영상에서 Numerical 팬텀의 높이에 따른 픽셀 값. 

 

 

 

 Numerical 팬텀을 투영하여 파노라마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A, B, C 밀도가 다른 세 개의 막대에 상악, 하악, 그리고 그 중간

의 위치에서의 픽셀 값을 확인하였다. [표 3-2]에 따르면 밀도에 

상관 없이 오차는 1%이내로 매우 작았다. 즉, 파노라마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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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하는 상하악 위치에서의 픽셀 값은 신뢰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보유하고 있는 CBCT 영상을 가지고 투영하고 재구성했을 때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MDCT와 비

교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MDCT 영상은 CBCT 영상에 비해 물

리적인 Truncation과 artifact가 적으며 CT HU 값이 정확하기 때

문에 최종적으로 MDCT projection 값과 비교가 필요하다. 당연히 

같은 조사 조건, 같은 팬텀을 찍어도 MDCT와 CBCT의 영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투영하여 얻은 이미지

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투영 영상에서 같은 위치의 값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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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MDCT & CBCT 투영 영상 값을 팬텀  

통해 검증 

 

일단 간단한 [그림 3-4]의 Calibration 팬텀으로 MDCT와 

CBCT 영상의 각각 투영 영상을 비교하였다.  

 

     

[그림3-4] 좌. Calibration 팬텀 투영 영상(MDCT). 

우. Calibration 팬텀 중 석고만 투영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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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좌. Calibration 팬텀 투영 영상(CBCT). 

우. Calibration 팬텀 중 석고만 투영한 영상. 

 

 

세가지 밀도의 석고 원기둥을 실리콘으로 캐스팅하여 팬텀을 만

들었으며, 실리콘으로 인하여 생기는 산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석

고만 따로 투영 영상을 만들어 비교하였다. 아래는 그 결과 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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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세가지 석고 밀도에 따른 CBCT, MDCT 투영 영상 값 비교. 

 

 

 [표3-3]을 보면 해면골 및 피조골의 밀도에 해당되는 중밀도 

및 고밀도의 CBCT, MDCT 간의 오차가 약 20%가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좀 더 정밀한 Scale을 구하기 위해 고밀도, 중밀도 , 

저밀도 Calibration disk 값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CBCT의 영상에 이 차이만큼 scale을 곱하면 gold standard

인 MDCT의 영상과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자 하는 상하악 위치의 골밀도에만 관심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MDCT Projection Value = CBCT Projection Value x Scale 

 

 



４０ 

 

Calibration 팬텀에서 도출한 scale 값을 CBCT 환자모사형 두

부 팬텀에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해봤다. 

 

 

[그림 3-6] 좌. MDCT 투영영상 및 ROI. 

우. CBCT 투영영상 및 ROI. 

 

[그림 3-6]과 같이 ROI는 임플란트 수술 위치의 상악 5개, 하

악 5개총 10개의 ROI를 지정하였다. 위와 같이 ROI를 A부터 J까

지 부여하고 투영 영상 값을 확인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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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MDCT, CBCT 투영 영상 각 ROI(A~J) 값 측정.

 

 

 [표3-4]에 의하면 MDCT 및 CBCT의 투영 영상에서 ROI 값은 

차이가 작았으며 이는 임플란트 수술하는 상하악 위치에서의 투영 

영상 값은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치에서 골밀

도가 낮고, 구치에서 골밀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표의 결과 값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투영 영상에서의 가장 큰 오차는 5퍼센트정

도로 나타나고 있다. 

 

 파노라마 영상에서 임플란트 수술 위치의 상하악 ROI 10개를 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림3-7]처럼 진행하였다. 그리고 [표3-

5]는 각 MDCT 및 CBCT에서 얻은 가상 파노라마 영상들의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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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 좌. MDCT로 만든 가상 파노라마 영상과 ROI. 

우. CBCT로 만든 가상 파노라마 영상과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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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MDCT&CBCT의 가상 파노라마 영상에서 ROI 값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더 많은 ROI를 가상 파노라마 영상에 

지정하여 CBCT와 MDCT의 영상 값 차이를 확인을 하였다. 임플

란트 수술하는 상하악 위치에서 골고루 40개의 ROI를 추출하여 

스캐터 플롯하였다. [그림 3-8]은 Calibration된 CBCT 값과 

MDCT 값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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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가상 파노라마 영상에서의 ROI 값으로 만든 스캐터 플롯. 

 

 CBCT 투영 영상을 calibration하여 만든 가상 파노라마 영상은 

MDCT로 만든 가상 파노라마 영상과 픽셀 값이 선형적이며 동시

에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추세선에서 다소 벗어나는 데이터도 있

었지만 대부분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이터 분포를 보

였다. R 값은 0.923이었다. 

 

지금까지의 결과 도출로 CBCT 영상을 calibration하여 만든 가

상 파노라마 영상은 상대적인 골밀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표준으로 삼은 MDCT와도 오차가 적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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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그림3-9]처럼 평균 골밀도 기준으로 밀도가 낮으면 파랗

게, 평균 골밀도 기준보다 높으면 빨간색으로 컬러맵화하여 표현

하였다. 그리고 평균 골밀도의 값을 가지면 녹색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하면 의사 입장에서 2D상으로 간편하게 어디 부분이 밀도

가 높고 낮은지 평균 밀도를 중심으로 손 쉽게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림3-9] Bone Density 파노라마 영상 컬러맵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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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석고로 만든 두부 팬텀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지금까지 적용된 모든 알고리즘을 임상 영상에도 한 번 적용

해봤다. 하악 골밀도를 평균 값으로 간주했을 때 컬러맵화하면 

[그림3-11]처럼 나타난다. 팬텀 영상과 달리 임상 영상에서 치아

는 에나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골밀도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치에서 값이 낮은 이유는 해당 임상 CBCT 영상의 

FOV가 작아 전치의 일부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양

측 TMJ도 소실이 되어 골밀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４７ 

 

 

 
[그림3-10] 임상 Synthetic Bone Density 파노라마 영상. 

 

 

 

 

[그림3-11] 임상 Bone Density 파노라마 영상 컬러맵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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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지금까지 QCT 장비가 없는 대부분의 로컬 병원에서 임플란트의 

수술은 파노라마와 CBCT에 의지하는 것이 현 실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CBCT와 파노라마로 임플란트 식립 각도 및 길이 측정 등

은 할 수 있었지만 골밀도를 측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특히 전

치 부위의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재수술이 자주 

필요했다. 

 로컬 병원은 QCT의 부재로 대학 병원에 비해 골밀도에 대해 신

경을 쓸 수 없다. 파노라마 영상은 경추 간섭 현상과 고스트 현상 

때문에 해당 영상의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믿을 수 없

다. 그리고 CBCT는 고질적으로 CT HU 값이 잘 맞지 않는 문제

가 있다. 두 영상의 한계를 완화시키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

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진행되는 상하악 부근 

뼈의 감쇠 계수 값이 MDCT와 CBCT에서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지 여부였다. Cone Beam 특성상 Iso-center에서 멀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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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Beam Artifact가 생기게 되는데 상하악 부근에서는 오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MDCT와 CBCT에서의 뼈 감쇠 계수 값이 선형적임을 확인하고 

나서 calibration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팬텀을 활용하여 

calibration을 진행하고 나니 둘의 관계가 더 선형적으로 바뀌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조사조건으로 실험함으로써 이 연구의 정당

성과 합리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

다.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장치 등 많은 종류의 메탈에 치과 영상

들은 노출되어 있다. 특히 CBCT의 경우 메탈에 매우 취약하며, 

이런 경우 신뢰성 있는 골밀도의 값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연구가 임상 영상까지 확장되어 각 연령 별 골밀도, 성별 

별 골밀도 등을 적용해보고 싶었지만 IRB 승인 등 임상 영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팬텀 스터디로만 연구가 진행 되었

던 것이 아쉬운 한계로 남는다. 그래도 한 케이스 정도 임상 영상

에 적용함으로써 이 연구의 임상 연구까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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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BCT 영상을 이용하여 가상의 파노라마 영상을 

만들어 상대적인 골밀도 값을 보여준다. 임상 실험이 어려운 환경

이었기 때문에 3D Printing 기술 기반으로 만든 두부 팬텀과 

Calibration 팬텀을 제작하였다. MDCT를 Gold Standard로 간주

하여 접근하였고, CBCT Simulation 결과 임플란트 수술 위치인 

상하악에서 오차범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CBCT의 산란 현

상을 없애기 위해 뼈만 따로 segmentation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MDCT와 CBCT 간의 관계를 scatter plot으로 보았을 

때 선형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파노라마와 CBCT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QCT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로컬 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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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Bone 

Density for Dental Implant Surgery using 

Synthetic Ghost-free Panoramic Radiograph 

 

DoIl Lee 

Program in Biomedical Radiation Scienc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factors on the success of the implant surgery is the placement 

angle, bone structure, and bone mineral density. In the case of large hospitals, 

QCT can be used to consider bone density, but local hospitals only have 

panorama and CBCT scanners. For that reason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lacement angle and bone structu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quant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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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the bone density. Implant failure problems caused by lack of bone 

mineral density do not appear immediately after surgery and appear to shorten 

the life of the implant over time. For that reason, implant reoperations are 

increasi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at local hospitals do not have QCT,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can efficiently design implants by identifying 

relative bone density with panorama and CBCT scanners alone. When 

designing an implant surgery, it is common to obtain both panoramic and 

CBCT images. First, a virtual synthetic panoramic image free from inherent 

problems of panorama, cervical interference and ghost phenomenon is 

generated from CBCT image. This virtual panoramic image enables diagnosis 

of the posterior tooth and the anterior teeth where the ghost affects. In addition, 

to reduce the scattering artifact of CBCT, only the bones are segmented from 

the CT image to make a projection image, and the panoramic image is 

reconstructed.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 algorithm, MDCT and CBCT were 

taken on the anthropomorphic phantom, and bone values were compared by 

comparing the projection images and the reconstructed images. 

 This algorithm allows physicians to obtain panoramic images without 

cervical interference and ghosts effect at the same position and postur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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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T images. In addition, since the panoramic image is expressed by color 

map of relative bone density, even the accurate length information of the 

image of the CBCT can be used for safer and more accurate surgical design 

in the local hospital. 

Keywords : Bone Density, Cone-Beam CT, Panoramic, Deep Learning, 

Anthropomorphic Phantom 

Student Number : 2018-2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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