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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목

노라마방사선 상의 계측의 효용성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상반되

는 결론들이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노라마방사선촬 시 환자의 교

합평면이 이루는 곡선의 각도 차이가 치아 하악지 수직 길이 계측의

재 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임상 으로

촬 된 노라마방사선 상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연구 상 방법

5년 이내에 2회 이상 노라마방사선촬 을 시행한 만 20세 이상의 성

인 환자를 추출하 다. 상의 질이 낮거나 상실된 치아가 많아 계측이

어려운 경우,교정 악교정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촬 시 정 시상

면 후방 치 오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200명의 환자로부터

각 2매씩 총 400매의 노라마방사선 상을 수집하 다.각 상에서 교

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와 상악 우측 치,상악 우측 견치,상악

우측 제1 구치,좌측 하악 치,좌측 하악 견치,좌측 하악 제1 구

치 우측 하악지의 수직 길이를 측정하 다.통계분석을 통해 두 노

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와 계측의 재

성의 상 계를 평가하 다.

3.결과

두 장의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

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수직 길이 계측치의 차이가 증가하 다.이들

좌측 하악 치에서 가장 높은 상 계가 나타났다. 치부에서 구치

부로 갈수록 상 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하악보다 상악에서 상

계가 낮게 나타났다.좌측 하악 치에 해당하는 회귀식에 의하면



두 노라마 상의 교합평면 곡선의 각도가 차이가 1도씩 증가할 때 좌측

하악 치의 수직 길이 차이가 0.58%씩 증가하 다(p=.000).

4.결론

두 장의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이 이루는 곡선의 각도 차이

에 따라 치아 하악지의 수직 길이의 재 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그 하악 치부 부 에서 상 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두 사진에서 각도의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 하악 치부의 계측치

를 비교하는 것은 험하다.그러므로 노라마방사선 상을 통한 계측

과 비교를 수행하기 해서는 환자의 두부 재 이 무엇보다 요하다.

주요어 : 노라마방사선 상,재 성,측정의 정확성

학 번 :2011-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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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노라마방사선 상은 악 구내방사선 상과 비교하여 낮은 방사선

노출으로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안 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1빠른 촬

이 가능하여 집단검사의 목 으로 이용되어 왔다.2-4 노라마방사선 상

으로 치아우식,치주질환,치근단 병소 등을 진단할 수 있으며,5임상검

사에서 찰이 어려운 치석 침착,잔존치근,제3 구치 매복,상악동 질

환,과두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환자를 상으로 수행되는

구강검진에 있어서 임상검사와 함께 노라마방사선 상을 사용하면 효

과 이다.3 한, 노라마방사선 상은 추가 인 구내방사선 상이 필요

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 인 수단으로의 의미가 있다.6그밖에도

노라마방사선 상은 교정평가를 해서나 임 란트 식립을 한 정보를

얻기 해서도 사용된다.5

길이 계측에 있어서 노라마방사선 상의 유용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상의 형성 원리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라마방사선촬 술은 같은

속도로 회 하는 필름과 슬릿빔에 의하여 환자의 악안면부의 모습을 펼

쳐진 형태로 평면상에 보여 다.7,8 필름과 구의 이동으로 인해 가장

이미지가 렷하게 나타나는 층이 존재하여 이를 벗어나면 단층촬

효과로 이미지의 선 도가 떨어지게 된다.8이론 으로는 층에서

치한 사물의 수직 수평 확 율이 동일하여 이미지의 왜곡이 나타

나지 않지만,사물에 치에 따라 수직 확 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반

해 수평 확 율은 격하게 변한다.5,9따라서 층에서 벗어난 이미지

의 경우 이미지의 크기와 더불어 형태의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계측치와 모형의 실제 측정값을 비교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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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었다.특히,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양측 하악지 길이 계측치

를 비교한 연구가 발표되었다.Habets등10은 하악지의 비 칭 진단에

있어서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양측 하악지 길이의 차이가 6% 이내로

나타나는 경우는 기술 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 으며,Turp등11과

Laster등12은 건조 두개골을 이용한 비교 실험에서 노라마방사선 상

의 계측을 통해 비 칭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하 다.하지만 Amir

등13은 유사한 실험에서 노라마방사선 상의 앙선을 가로지르는 측

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측치가 건조 두개골에서의 측정값과 매우 유

사하다고 하 다.한편, 노라마방사선 상의 반복 측정을 통해 재 성

을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Larheim 등14,15은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노라마방사선 상을 이용한 수직 길이 계측은 재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 다. 한,Schulze등16과 Stramotas등17은 서로 다른 치에

놓인 모형을 촬 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노라마방사선 상의 계측은 임

상 사용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이 게 노라마방사선 상의

계측의 효용성에 한 상반된 결론의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

연구들10-17은 모두 촬 시 두부 치의 재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임상 으로 촬 된 노라마방사선

상을 비교하여 노라마방사선촬 시 환자의 두부 치의 차이가 치아

하악지 수직 길이 계측의 재 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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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서울 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

사선과에 내원하여 5년 이내에 2회 이상 노라마방사선촬 을 시행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추출하 다.그 환자 1. 노라마방사선

상이 체 으로 층을 벗어나 치아 계측이 어려운 경우.2. 치부

치아의 결손이 있거나 개방교합 등의 이유로 치부로 교합제를 물지 못

한 경우,3.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정 시상면이 층의 심에 치

되지 않은 경우,4.계측할 치아를 포함하여 부분의 치아가 상실된 경

우,5.교정 이거나 교정 병력이 있어 치아의 치 변화가 있거나 치근

외흡수로 치아의 길이 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6.악골의 형태 변화를

동반한 악안면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하 다.총 200명의 환자에서

각 2매씩 총 400매의 노라마방사선 상이 본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학교치의학 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원회 IRB

(S-D20140039)의 심의를 통과하 다.

2.연구 방법

노라마방사선 상의 계측은 PiView STAR 로그램(Infinitt,Seoul,

Korea)을 통해 수행하 으며, 로그램 상에서 “Caliper”도구를 이용하

여 두 을 클릭하여 길이를 측정하 고,“Angle”도구를 이용하여 두

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 다.측정은 소수 이하 2자리까지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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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수직 길이 7항목,각도값 1항목으로 총 8항목에 하여 계측을 수

행하 다(Fig.1).계측치의 정의 계측에 사용한 기 은 다음과 같

다.

1)상악 우측 치의 수직 길이 – 단연의 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

2)상악 우측 견치의 수직 길이 – 교두정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

3)상악 우측 제1 구치의 수직 길이 – 설측구에서 구개측 치근첨까

지의 거리

4)하악 좌측 치의 수직 길이 - 단연의 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

5)하악 좌측 견치의 수직 길이 -교두정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

6)하악 좌측 제1 구치의 수직 길이 – 근심설측 교두정에서 근심측

치근첨까지의 거리

7)우측 하악지의 수직 길이 -우측 하악지의 하악 흔의 가장 깊은

에서 악각 함요(antegonialnotch)의 가장 깊은 까지의 거리

8)교합평면이 이루는 곡선의 각도 -상악 치의 에서 상악

제1,제2 구치의 양쪽을 이은 두선이 이루는 각도

측정할 치아가 상실되었거나 치근첨 부 의 치조백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치아의 측정을 생략하 다.치아에 교모,치근흡수,

보철물 식립 등의 변화로 상 치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측정을

생략하 다.측정은 단일 측정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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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측정의 신뢰도 검증

치아의 수직 길이 각도를 계측하고 약 한 달 후 동일한 측정자가

상 환자 20명(총 40매)을 무작 로 선별하여 재측정을 수행하여

처음 계측치와 비교하 다.두 측정치를 paired t-test로 분석하 고,

재측정시 하악 치아와 하악지의 수직 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상악 우측 치에서 0.20mm(p=.037),상악 우측

견치에서 0.99mm(p=.000),상악 우측 제1 구치에서 0.54mm(p=.013),

교합평면이 이루는 곡선의 각도에서 0.69도(p=.031)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그 차이가 1mm 1도 미만으로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경향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

4.통계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V.20 Program (IBM SPSS Inc.,

Chicago,IL,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각도 변수는 두 각도의 차이

값으로 변수를 변환하 고 (=Max-Min),수직 길이 변수들은 두 길이

의 %차이로 변수를 변환하 다 (=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2매의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

차이와 계측의 재 성과의 상 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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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조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1).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8.5%와 71.5%로 나타났고,조사한 환자의

연령 분포는 20 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30 가 19.0%,40

와 50 는 18.5%,60 이상이 17.5%로 나타났다.200 의 노라마방

사선 상에서 얻어진 수직 길이 계측치 가운데 항목별로 0~4개 정도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분석이 가능한 유효값의 수를 Table2에 정리하 다.

분석의 결과는 Table3에 제시하 으며,교합평면곡선의 각도 차이와

각각의 종속변수 간에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다.즉,두 장의 노

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가 증가함에 따

라 모든 수직 길이 계측치의 %차이가 증가하 다.이들 종속변수 하

악 좌측 치가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44.5%로 가장 컸고,다음으로 상악 우측 치가 19.9%,하악 좌측 견

치가 14.4%로 비교 낮게 나타났다.상악 우측 견치,우측 하악지,하악

좌측 제1 구치,상악 우측 제1 구치은 설명력이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각,8.8%,5.3%,4.7%,3.1%). 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설명력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하악보다 상악에서 설명력이 낮았다.

가장 상 계가 높게 나타난 하악 좌측 치에 해당하는 산 도를

Figure2에 제시하 다.이를 통해 구한 식을 토 로 해석하면,두 노

라마방사선 상 상의 교합평면 곡선의 각도가 차이가 1도씩 증가할 때

하악 좌측 치의 수직 길이 차이가 0.58%씩 증가한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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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 찰

노라마방사선촬 시 층에 하여 환자 두부 치가 바르게

치되지 않은 경우 상의 왜곡이 나타난다.12,18 상이 필름에 가까운 쪽에

놓이면 상이 축소되고 먼 쪽에 놓이면 확 되는데,수평 인 확 율이

더 크게 변동하는 까닭에 상의 형태에 왜곡이 나타난다.9,19촬 시에 발

생할 수 있는 환자 두부 치 오류에는 크게 후방 치 오류,정

시상면 치 오류,교합평면 치 오류가 있다.18,20,21 노라마방사선 상

은 이 게 여러 가지 치 오류에 따라 상이 왜곡되는 험성이 있지만,

상에서 수직 길이의 계측을 수행하여 혹은 상 비교를 하려

는 임상 상황들이 존재한다.그 로 하악지 비 칭 진단,10-12치조제의

흡수량 평가,22,23 임 란트 식립 길이 결정,24 교정 환자의 치근흡수 평

가,25그 밖에도 소아 환자의 발육 인 구치의 평가26등이 있다.이

게 실제로 민한 길이 측정에 노라마방사선 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노라마방사선 상의 재 성을 연구하고 상의 질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라마방사선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두부 치 오류 교

합평면의 치 오류는 환자가 고개를 무 숙이거나 들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노라마방사선 상은 교합평면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가

20~30도가 되도록 환자의 고개를 숙인 상태로 촬 하는 것이 이상 이

며,환자가 고개를 무 숙인 경우에는 노라마방사선 상 상에서 교합

평면이 과도한 아래 방향 곡선이 나타나고 반 의 경우에는 교합평면이

수평이나 역V자 모양으로 보인다.20,27,28 즉,환자가 노라마방사선촬

시 환자의 실제 교합평면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는 상에서도 교

합평면이 이루는 곡선의 각도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이와 같이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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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방사선 상에 나타나는 교 평면의 치 오류는 연구에 따라 게는

15.8%에서 많게는 34.1%까지 나타나는 비교 흔한 오류이다.18,20,21,29본

연구에서는 상 수집 과정에서 체 으로 층을 벗어난 사진 이외

에도 환자가 교합제를 물지 않은 상태로 촬 된 경우와 상에서 환자의

정 시상면이 앙에서 벗어나거나 기울어진 경우를 제외시킴으로써 환

자의 교합평면 치 오류 외의 요인들을 가 배제하고 분석을 수행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두 노라마방사선 상에 나타난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가 심할수록 노라마방사선 상의 수직 길이 계측의

재 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는 촬 시 환자의 교합

평면 치 오류가 사진의 재 성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분석에서 가장 상 계가 높게 나타난 하악 좌측 치의 경우,

두 사진에서 교합평면 곡선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가 10도인 경우 약 7%

의 수직 길이 오차를 보여주었다.이는 하악 좌측 치의 길이를 약

20mm로 가정하 을 때 1.4mm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이다.나

머지 수직 길이의 경우 3%의 내외의 은 차이만이 나타났으며,특히

하악지의 수직 길이는 두 사진에서 재 성이 높게 나타났고,동일 사진

에서 반복 측청하여 얻은 측정의 신뢰도 한 높게 나타났다.이는 하악

지 비 칭 진단에 있어서 노라마방사선 상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한

기존의 연구10-12결과와는 조 이다.

분석 결과 구치부보다는 치부에서 교합평면 곡선 차이에 따라 계측

재 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그 이유로 우선 물체에 한 x선

의 입사 각도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라마방사선촬 장치에서

X선은 필름과 사물에 90도 보다는 약간 작은 각으로 입사한다.19환자가

고개를 숙이거나 들었을 때 치부에서는 치축이 설 으로 기울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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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X선의 입사 각도가 변화하게 된다.같은 상황에서 구치부 하악

지 역은 근원심 으로 기울어져 심선이 통과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치아 기울기 변화는 다.구내방사선촬 시 필름과 치축이 이루는 각

도가 커지면 계측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30이 노라마방사선

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두 번째로 노라마방사

선촬 에서는 층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라마방사선촬 에서

층은 치부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나며,31 층의 역이 좁

다는 것은 상의 왜곡이 비교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20

Tronje등32은 층으로부터 ±10mm 깊이에 놓인 구체를 통해 노라

마방사선 상의 상의 왜곡에 해 연구한 결과에서도 구치부보다는 치

부에서 왜곡 상이 더 크다고 하 다.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치

부 역의 길이 측정 시 왜곡과 선 도 문제로 계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

았다.Table2에서 하악 좌측 치에 가장 많은 계측의 생략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이유들이 환자의 두부 재 정도에 따라 치

부의 계측이 더 많은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구치부 계측의 재 성은 교합평면 각도 차이와 미약한

계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구치부에서도 여 히 재 성이 낮게 나타난

데이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된다.본 연구에서 치아 하악지의 수직 길이를 측정하 지만 수평

으로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실제로는 수평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노

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이 일반 으로 아래 방향의 곡선을 그리므

로 구치부에서는 수평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노라마방사선촬

시 필름과 구의 이동이 수평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의 수평

성분의 확 율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9,19구치부에서의

재 성에 미치는 요인 한 복합 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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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마방사선 상의 계측에서 환자 두부 재 외에 향을 수 있

는 다른 요인으로는 측정의 신뢰도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일

성을 검증하기 해 같은 상을 일부분 반복하여 측정하 는데 상악 치

아 측정의 일 성이 비교 낮게 나타났다.상악 부 에는 하악 부 와

비교하여 치아들이 해부학 구조물들과 첩이 흔하게 나타나므로 측정

에 이용한 기 의 독이 어려운 이 있었다.이러한 측정 과정의 오

류가 분석에 포함되어 상악에서의 설명력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 을 수 있다.특히 상악 우측 견치의 경우 수직 길이 측정을 해

서 설정한 기 견치의 치근첨을 다른 시 에 반복 으로 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결과 으로 상악 우측 견치는 측정의 신뢰도 분석

에서 약 1mm가 차이가 발생하 다.조 더 세심한 실험 설계와 방법이

필요하며,본 연구에서 상악 견치 부 에 한 분석의 결과는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다.다만,실제 분석에서는 동일 환자의 두 장의 사진을 거의

같은 시 에 비교하 으므로,다른 시 에 비교한 신뢰도 분석 상황처럼

다른 기 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은 비교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라마방사선 상과 건조 두개골 혹은 모형을 비교한 연

구10-13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된 두 장의 노라마방사선

상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두 장의 상을 비교하는 상황을 재

하 고,두 상에서 각각 이루어진 계측치의 상 인 비교가 유효한지

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이 연구에서는

이상 인 교합평면의 치를 기 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의 기울기가 이상 인 값보다 크고 작을 때 촬 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향을 평가하지는 않았고,두 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 다.

결론 으로,서로 다른 시기에 촬 한 두 장의 노라마방사선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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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측치를 상 으로 비교할 때 사진 상에 교합평면이 그리는 곡선의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좋으며,그 각도의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치부

부 에서 계측을 통한 비교를 수행하는 경우 험이 따르게 된다.따라

서 노라마방사선 상을 이용한 계측과 비교를 수행하기 해서는 촬

시 환자의 두부 치를 정확히 재 하는 것이 요하다.숙련된 술자가

촬 한 노라마방사선 상에서는 환자의 치 오류가 훨씬 게 나타나

며,18치과의사가 촬 자에게 환자를 바르게 치시키는 방법을 교육함으

로써 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33추가 으로 계측 시 해당 부분의

정확한 확 율을 평가하기 해서 속 구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이 여러 연구에서 제안되었다.24,34 이 게 일련의 노력을 통해 질 높은

노라마방사선 상을 얻어,추가로 측정 과정을 거친다면 이를 이용한

계측은 충분한 효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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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1.두 장의 노라마방사선 상에서 교합평면이 이루는 곡선의 각도 차

이에 따라서 치아 하악지의 수직 길이의 재 성이 감소하는 경향

을 갖는다.

2.하악 치부 부 에서 상 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각도의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 하악 치부의 계측치를 비교하는 것은

험하다.

3. 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각도 차이에 따른 재 성이 향을 게

받았으며, 한 하악보다 상악에서 게 나타났다.

4.하악지의 수직 길이 계측를 비교한 경우 재 성이 높았고,반복 측정

의 신뢰성도 높았다.

5. 노라마방사선 상을 통한 계측과 비교를 수행하기 해서는 환자의

두부 재 이 무엇보다 요하고,측정의 부가 인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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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Measurementsiteswiththereferencepointsonpanoramic

image(curveofocclusalplane,andverticallengthsof6teethand

rightmandibularr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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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57 28.5
Female 143 71.5

Age

20s 53 26.5
30s 38 19.0

40s 37 18.5

50s 37 18.5
Above60 35 17.5

Table1.Genderandagedistributionofthepatients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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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id Missing

Maxillaryrightcentralincisor 130 70

Maxillaryrightcanine 169 31

Maxillaryrightfirstmolar 147 53

Mandibularleftcentralincisor 118 82

Mandibularleftcanine 127 73

Mandibularleftfirstmolar 169 31

Rightmandibularramus 196 4

Table2.Thenumberofvaliddataanalyzedandmissingdatain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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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

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td.

Err

or

Bet

a
t Sig. Statistics

Curveof

occlusal

plane
*

Constant .998 .322 3.100 .002 R2=.199

F=31.857

p=.000
Maxillaryright

centralincisor
.170 .030 .446 5.644 .000‡

Constant 1.430 .278 5.136 .000 R2=.088

F=16.023

p=.000
Maxillaryright

canine
.104 .026 .296 4.003 .000‡

Constant 2.097 .406 5.161 .000 R2=.031

F=4.709

p=.032
Maxillaryright

firstmolar
.083 .038 .177 2.170 .032‡

Constant 1.172 .631 1.857 .066 R2=.445

F=92.842

p=.000
Mandibularleft

centralincisor
.581 .060 .667 9.635 .000‡

Constant 1.961 .414 4.734 .000 R2=.144

F=20.907

p=.000
Mandibularleft

canine
.170 .037 .380 4.572 .000‡

Constant 1.788 .290 6.160 .000 R2=.047

F=8.247

p=.005
Mandibularleft

firstmolar
.077 .027 .216 2.872 .005‡

Constant .704 .118 5.990 .000 R2=.053

F=10.870

p=.001Rightramus .036 .011 .230 3.297 .001‡

Table3.Relationbetweendifferenceofocclusalplanecurveand%

differenceof6verticallengthvariables

* Differencebetweentwoanglevariablesindicatingcurvesofocclusalplane

† Percentdifferencebetweentwovariablesindicatingverticallengthsofmaxillary

rightcentralincisor,canine,firstmolarandmandibularleftcentralincisor,canine,

firstmolar,andrightmandibularramu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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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Scatterplotandestimatedlinearcurve,% differenceof

mandibularleftcentralincisorverticallengthsagainstdifferenceof

occlusalplanes

* Fordefinitionofvariables,see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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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oducibilityofmeasuring

teethandramionpanoramic

radiography

Dajeong,Namgung

SchoolofDentistr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1.Purpose

There are contradictory conclusions about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onpanoramicradiograph.Thisstudyaimstocompare

panoramic radiographs taken clinically at different times and

investigatetheeffectofpatient’sheadpositiononthereproducibility

ofverticallengthmeasurementonpanoramicviews.

2.MeterialandMethod

Total400panoramicradiographswerecollected from 200patients

over20yearsoldwith history oftaking twoormorepanoramic

radiographs.ThefollowingImageshadbeenexcluded;havingpoor

quality orshowing oligodontia;history oforthodontictreatmentor

orthognathicsurgery;midsagittalorantero-posteriorpositioningerror.

Oneachimage,themeasurementsfortheangleofocclusalplaneand

verticallengthsofmaxillaryrightcentralincisor,canine,firstmolar

and mandibularleftcentralincisor,canine,firstmolar,and right

mandibularramuswerecarriedout.Statisticalanalysiswasperformed

to evaluate whetherthe reproducibility ofmeasurement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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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toabiggerdifferencebetweenanglesofocclusalplaneon

panoramicradiographs.

3.Result

Theresultshowsthatthepercentdifferencesofallverticallength

variablesincreasedependingonabiggerdifferencebetweenanglesof

occlusalplane.Amongthedependentvariables,mandibularleftcentral

incisortoothhasthehighestcorrelationwithit.Relationtendsto

reduce from anterior to posterior portion and in maxilla than

mandible.According tothelinearcurveformandibularleftcentral

incisortooth,whentheangledifferencebetweenocclusalplaneson

two panoramic radiographs increases by 1 degree,the percent

differenceonverticallengthsonmandibularleftcentralincisortooth

increasesby0.581%(p=.000).

4.Conclusion

In conclusion,there is a tendency to reduce reproducibility of

measuring vertical lengths on two panoramic radiographs upon

increasing theangledifferencebetween occlusalplanes.Themost

significantcorelationisrevealedonanteriorportioninmandible.It

mightbe dangerous to compare othertwo values on this area

obtainedfrom differentpanoramicradiographsiftheangledifference

isbiggerthan10degreesbetweentwoimages.Therefore,themost

importantthingistoreproducetheheadpositioningofpatientsin

order to perform measurements with panoramic radiographs and

comparethem.

keywords :PanoramicRadiography,ReproducibilityofResults,

DimensionalMeasurementAccuracy

StudentNumber :2011-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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