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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연구목적: 전산화단층영상(computed tomography: CT) 소견을 gold standard로

하여 증상이 없는 편도결석에 대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진단능을 평가하고

영상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편도 부위가 포함된 CT영상을 촬영한 총

3,59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분석하여 편도결석에 대한

진단능을 평가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이 관찰되는 경우 발견

위치를 하악지 전상부, 하악지 후상부, 하악지 전하부, 하악지 후하부와 연조직

상부, 연조직 중부, 연조직 전하부, 연조직 후하부 등 하악지 4구획, 연조직 4구획의

총 8구획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개수, 크기, 형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경우의

CT영상에서 편도결석의 위치와 개수, 크기, 형태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1) CT영상에서 편도결석이 관찰된 환자는 1,111명(30.9%)이었으며,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도 편도결석이 관찰된 환자는 92명(2.6%)이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편도결석 진단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는 각각 0.08,

0.98, 0.70이었다.

2)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총 125개의 편도결석이 관찰되었으며 대부분(95.7%)

편측성으로 나타났다. 관찰된 편도결석의 평균 개수는 1.4개이고 하나인 경우가

73.9%로 가장 많았다.

3)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은 연조직 중부에서 51개(40.8%), 연조직

후하부에서 41개(32.8%)가 관찰되었다.

4)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된 편도결석은 CT영상에서 편도의 정중앙에서

다소 외측으로 치우쳐진 구역에서 발견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중앙 구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5)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의 형태는 타원형 52개(41.6%), 원형

46개(36.8%), 무정형 27개(21.6%)였다. 크기는 2내지 3mm 범위의 편도결석이

34.4%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주요어 : 편도결석, 파노라마방사선영상, CT영상, 진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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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편도결석은 편도와(tonsillar crypt) 내부에 침착된 세균과 탈락된 세포 등이

석회화된 구조물이다[1]. 편도결석의 발생원인이나 병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반복된 염증반응으로 인해 섬유화된 편도와의 개구부

안쪽으로 세균과 탈락상피 파편들이 함입되어 정체성 낭이 형성되고, 여기에

주변의 타액선에서 분비된 타액의 무기물이 침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편도결석이 임상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만성 구취[3,4], 과민성 기침,

연하장애[5], 이통(otalgia), 좋지 않은 맛, 이물감 등이 나타난다[2]. 그러나 대부분

편도결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우연히 발견된다[6].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은 일반적으로 하악지 중앙과 중첩되어 경계가

불명확한 작은 방사선불투과상으로 나타난다[7-9]. 따라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중첩이 흔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의 진단이 쉽지 않다[6,10,11]. 특히

하악골의 구치부와 하악지 부위의 타석(sialolith), 정맥석(phlebolith), 석회화된

림프절(calcified lymph node), 경동맥경화(carotid artery arteriosclerosis), 골화된

경상 돌기(stylohyoid ligament ossification) 등과의 감별이 필요하다[12-14].

편도결석에 대한 방사선학적 연구는 주로 증상이 있는 거대 편도결석의 임상적

증례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2,10,15-18]. Fauroux 등[19]이

전산화단층영상(computed tomography: CT)를 이용하여 편도결석의 유병율을

조사하고, Bamgbose 등[20]이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이용하여 유병율을 조사한 바

있으나 편도결석의 CT영상과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연관시켜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Oda 등[21]의 연구가 CT영상과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모두 사용한

연구이기는 하나 연구표본의 크기가 500명 미만이라는 제한점이 있으며,

편도결석의 위치, 모양, 분포 등의 구체적인 분석과 CT영상을 기준으로 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진단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T영상 소견을 gold standard로 하여 증상이 없는 편도결석에 대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진단능을 평가하고 영상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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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CT영상과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모두 촬영한 3,597명(남성 1,512명, 여성 2,085명, 성비 1:1.4

평균연령 35.7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장비는 OP100(Imaging

Instrument Co. Finland)을 사용하였으며 73kV, 8mA, 노출시간 17.6s, source to

image distance(SID) 487mm, 배율 1.3의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CT장비는 Siemens

Somatom Sensation 10(Siemens AG, Forchheim,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120kV, 100mA 조건에서 축 방향으로 3mm 두께의 연속 구분으로 촬영하였다.

CT영상을 gold standard로 하여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편도결석 진단의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정확도(accuracy)를 구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이 관찰되는 경우 발견 분포를 편측성,

양측성으로 분류하였고 편측성인 경우 추가로 좌우분포를 조사하였다. 모든

편도결석의 구체적인 발견 위치는 하악지 전상부, 하악지 후상부, 하악지 전하부,

하악지 후하부와 연조직 상부, 연조직 중부, 연조직 전하부, 연조직 후하부 등

하악지 4구획, 연조직 4구획의 총 8구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Figure 1).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된 편도결석이 CT영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이 때 구체적인 위치는 좌우 각 편도를 x(medial-lateral),

y(superior-inferior), z(anterior-posterior)축을 각각 3등분으로 나눈 총 27구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Figure 2).

모든 편도결석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장축의 길이를 해당

편도결석의 크기로 정의하였다. 편도결석의 형태는 구형(round), 타원형(ovoid),

무정형(amorphous)으로 분류하였고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10%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구형,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타원형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영상의 분석은 동일한 판독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의 편도결석 크기는 Infinitt PACS 프로그램의

길이측정기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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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총 3,597명 중에서 CT영상에서 편도결석이 관찰된 환자는 1,111명(30.9%),

관찰되지 않은 환자는 2,486명(69.1%)이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이

관찰된 환자는 92명(2.6%)으로 총 125개의 편도결석이 관찰되었으며 관찰되지 않은

환자는 3,445명(97.4%)이었다. 편도결석 진단에 대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는 0.08, 0.98, 0.70이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된 편도결석의 평균 개수는 1.4개이며 1개인 경우가

68예(73.9%)로 가장 많았으며 개수가 늘어날수록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가장 많이 발견된 개수는 4개였다(Table 1).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은 편측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88예(95.7%),

양측성인 경우가 4예(4.3%)였다. 편측성일 경우 우측 40예(45.5%), 좌측

48예(54.5%)로 나타났다. 위치별로는 하악지 부위에서 총 25개(20.0%), 연조직

부위에서 총 100개(80.0%)가 관찰되었으며 연조직 중부(51개, 40.8%)와 연조직

후하부(41개, 32.8%)에서 빈번하게 관찰되었다(Figure 1, Table 2).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발견된 편도결석의 CT영상에서의 위치 분포는 정중앙에서

외측부로 치우쳐진 부분에서 14.4%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정중앙에서 12.8%로

두 번째로 많이 관찰되었다(Figure 2).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보인 편도결석의 형태는 타원형 52개(41.6%), 원형

46개(36.8%), 무정형 27개(21.6%)였다(Table 3). 편도결석의 크기는 2.0-2.9mm

범위의 편도결석이 43개(34.4%)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Table 4).



4

IV. 고찰

본 연구는 CT영상을 gold standard로 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편도결석

진단능과 영상학적 특성을 분석한 후향적 연구이다.

CT영상을 분석한 결과 편도결석의 유병율은 30.9%였는데 이는 Fauroux 등[19]이

보고한 24.6%보다는 높았으나 Oda 등[21]이 보고한 46.1%보다는 낮았다. 반면에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이용하여 유병율을 조사한 Bamgbose 등[20]은 8.14%라고

보고하고 있어 파노라마방사선영상으로 편도결석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으로 편도결석 진단 시 민감도는 0.08로 매우 낮았고 특이도는

0.98로 매우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T영상에서 확인된 경우의 2.6%만이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Oda 등[21]이 보고한 7.3%보다 매우

낮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대학원 4학년 학생이 판독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영상치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할 경우에는 진단능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이 주로 관찰되는 하악지 중간부위에는 타석

등의 다른 연조직석회화, 골 내 이상, 외부 물질 등 편도결석과 감별이 힘든

구조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7,9,10,15]. 따라서 증상이 없는 편도결석의 확실한

진단은 CT영상에서만 가능하다. Oda 등[21]의 연구에서도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

비해 CT영상에서 편도결석이 더 잘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치과진료를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이기 때문에 편도결석이 편도의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잘 보이며 방사선학적 특징은 무엇인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편도결석 진단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증상이 없는 편도결석 진단 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이 1개가 관찰된 경우가 73.9%였으며 여러 개가

관찰된 경우는 26.1%였다. 이 결과는 Bamghose 등[20]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바

그 들은 1개가 관찰된 경우가 30.6%, 여러 개가 관찰된 경우가 69.4%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노라마방사선영상만을 판독하였기 때문에 false positiv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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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편도결석이 편측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95.7%,

양측성인 경우가 4.3%였으며 Oda 등[21]도 편측성이 91.4%, 양측성이 8.6%로

보고하고 있어 편도결석은 주로 편측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악지 부위에서보다 연조직 부위에서 80.0%의 편도결석이 관찰된

것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하악지 중간 부위는 골 내 이상 혹은 해부학적 구조

및 기타 석회화된 구조 때문에 감별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중첩이 없는 하악각 근처의 연조직에 위치하는 방사선불투과성 구조물은

편도결석으로 진단하기가 수월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판독자가 아직 판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도결석이 하악지와 중첩이 될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서 false negative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편도결석의 크기는 2에서 3mm인 경우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 Oda 등[21]은

2mm 미만의 편도결석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들은 상층(focal trough)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이다[22]. 상층에서 멀어지면 상이 흐릿하거나 관측할 수 없어진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편도결석의 편도 내 실제 위치는 CT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편도의 정중앙에서 외측, 즉 하악지에 근접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상층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mm가 넘는 편도결석이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현상도 상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의

편도결석 관찰 가능여부는 편도결석의 크기, 갯수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Oda 등[21]은 파노라마방선영상에서 편도결석이

발견되기 위한 조건으로 석회화도, 크기, 갯수를 언급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비교적 크며 석회화도가 높으나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세 가지

케이스를 예외적 상황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편도결석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으로 증상이 없는 편도결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나타나는 편도결석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연조직석회화와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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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tonsilloliths in panoramic radiographs

Number of tonsilloliths Number of patients

1 68 (73.9%)

2 16 (17.4%)

3 7 (7.6%)

4 1 (1.1%)

Total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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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cation of tonsilloliths in panoramic radiographs

Number of tonsilloliths

Ramus area

Anterosuperior region 3 (2.4%)

Posterosuperior region 5 (4.0%)

Anteroinferior region 2 (1.6%)

Posteroinferio regionr 15 (12.0%)

Soft tissue area

Anterosuperior region 3 (2.4%)

Posterosuperior region 51 (40.8%)

Anteroinferior region 41 (32.8%)

Posteroinferior region 5 (4.0%)

Total 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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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hapes of tonsilloliths in panoramic radiographs

Shapes Number of tonsilloliths

Round 52 (41.6%)

Ovoid 46 (36.8%)

Amorphous 27 (21.6%)

Total 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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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ze of tonsilloliths in panoramic radiographs

Size (mm) Number of tonsilloliths

1.0-1.9 26 (20.8%)

2.0-2.9 43 (34.4%)

3.0-3.9 24 (19.2%)

4.0-4.9 7 (5.6%)

5.0-5.9 4 (3.2%)

6.0-6.9 7 (5.6%)

7.0-7.9 0 (0.0%)

8.0-8.9 2 (1.6%)

9.0-9.9 0 (0.0%)

≥10 2 (1.6%)

Total 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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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tonsilloliths in panoramic radiographs. Antero-superior

region of ramus (1), postero-superior region of ramus (2), antero-inferior region

of ramus (3), postero-inferior region of ramus (4), antero-superior region of soft

tissue (5), postero-superior region of soft tissue (6) antero-inferior region of soft

tissue (7) postero-inferior region of soft tiss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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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ocation of tonsilloliths in tonsil on CT images



Abstract

Diagnostic ability of

panoramic radiography in detection of

asymptomatic tonsilloliths

Choi Su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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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features and

diagnosis performance of asymptomatic tonsilloliths using the panoramic

radiographs while utilizing CT images as the gold standard.

Materials and method: The panoramic radiographs of 3597 patien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2 were reviewed to investigate the radiological feature and the diagnosis

performance. Location of the tonsilloliths were distributed into 4 soft tissue

areas and 4 ramus area. In addition, number, size, shape of the tonsilloliths were

diagnosed and compared with CT images.

Results:

1) Considering 1111 tonsillolith positive patients(30.9%) and 2486 tonsillolith

negative patients(69.1%) using CT image as the gold standard, selectivity,



specificity, precision of panoramic radiograph are 0.08, 0.98, 0.70 respectively

2) Total 125 tonsilloliths were observed within 92 panoramic radiographs(2.6%)

out of 3597 images. The mean number of the tonsilloliths in the panoramic

radiographs was 1.4 and 80% of the images had 1 or 2 tonsilloliths.

3) The tonsilloliths in the panoramic radiographs was observed mostly in the

soft tissue areas(middle soft tissue area: 51(40.8%), posterior inferior soft tissue

area: 41(32.8%)).

4) According to the CT image analysis, the tonsilloliths detected in the

panoramic radiographs were most likely positioned laterally to the central area of

the tonsils.

5) The distribution of the shapes in the panoramic radiographs were as

following; 52(41.6%) ovoids, 46(36.8%) rounds, 27(21.6%) amorphous. Size of

2~3mm(34.4%) and 1~2mm(50.3%) were observed most frequently in the

panoramic radiographs and the CT images respectively.

Keywords: tonsilloliths, panoramic radiographs, CT image, diagnosi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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