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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영역에서 임플란트 매식술은 과거에 비해 빠른 속
도로 보편화되고 있고, 다양한 진단검사방법을 통해 임
상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술의 효율성, 해부학

적 이해, 그리고 최소한의 침습적인 치료를 위해 CBCT 
(Cone-beam Computed Tomography)나 CT (Computed 
Tomography)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방사선 사진상

의 변형이나 왜곡이 적고, 2차원적 영상에서 얻을 수 없
는 단면상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어 매
우 유용하나1 모든 치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상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진단법은 파노

라마방사선사진이다.1-3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은 촬영시

간이 짧고, 촬영이 간단하며 한 장의 사진으로 악골을 포
함한 넓은 부위를 평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
출량이 적어 매우 유용하다.4-6 또한 적절한 위치에서 촬
영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은 잔존 골의 수직 및 수평적인 
평가 시에도 비교적 정확한 값을 보인다.7,8 하지만 촬영 
시 환자의 위치오류, 파노라마방사선 촬영기기가 자체적

으로 가지고 있는 투사의 원리, 상층의 모양, 수평 및 수
직적 확대 요소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피사체의 크기 및 
형태의 측정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9-11 
Dhillon12는 무작위로 고른 1,782명의 파노라마방사선사

진 중 11% 만이 환자 위치에 관한 실수나 기술적인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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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ead position changes on vertical and horizontal magnification 
in dental panoramic radiographs. Materials and Methods: Five 4 mm metal balls were placed above alveolar crest of dry skull 
considering extraction socket and dental arch. Panoramic radiographs were taken by OP-100D (Instrumentarium Imaging Co., 
Tuusula, Finland) at proper and rotated head position along the sagittal and transverse axis at 3 - 20° upwardly, downwardly,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rotation. Images were stored in DICOM files and were measured by ruler equipped within INFINITT PACS 
software. Results: The mean horizontal magnification was 1.22 ± 0.01 - 1.44 ± 0.01 and mean vertical magnification was 1.29 ± 0.00 
- 1.35 ± 0.02 at standard head position.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of horizontal magnification between the anterior (1.24 ± 0.02 
- 1.31 ± 0.03) and the posterior area (1.40 ± 0.03 - 1.33 ± 0.02) (P < 0.05). Vertical magnification resulted in less variation (1.24 ± 
0.01 - 1.37 ± 0.02) than horizontal magnification (0.88 ± 0.03 - 3.73 ± 0.16) according to the rotation.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on horizontal magnification (P < 0.05). Conclusion: In rotated head position, the horizontal mag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se can cause distortion on panoramic radiographs.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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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이 촬영 되었으며, 환자의 머리 위치에 관한 실수

가 89%였으며, 이중 24.9%는 영상의 질이 부적합하다

고 하였다. 잔조골이 충분한 경우에는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에 의한 작은 오차가 임플란트 수술과정에서 합병

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잔존골이 부족한 경우에는 1 - 2 
mm의 오차가 수술실패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환자의 부적절한 머리 위치로 인해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에서 잔존골의 양이 실제 골 양보다 확대되어 계측

될 경우, 하악의 감각이상, 상악동의 천공 및 임플란트 
골유착의 실패 등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기에 건조 
두개골을 이상적인 위치와 상방, 하방, 좌측 및 우측으

로 회전시켜 벗어나게 고정 한 후 촬영 위치 에 따른 파노

라마방사선사진의 수평 및 수직 확대율을 평가하는 것이

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악골의 비대칭 및 기형이 없는 건조 두개골의 하악 전
치 두 부위와 우측 대구치 세 부위에 4 mm의 금속구를 
유틸리티 왁스로 고정하였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금속구의 위치를 편의상 치아의 위치에 준하여 #32, 42, 
46, 47, 48로 구분하였다. 모든 금속구의 직경은 Digital 
caliper T500-181E (Microma®, Seoul, Korea) (Fig. 1)로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실험을 위해 고안된 두개골 고정

장치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상하로 30˚, 시상면을 기준

으로 좌우로 20˚의 회전이 가능하며, 촬영 시 건조 두개

골의 위치 설정을 위해 사용되었다(Fig. 2). 파노라마방

사선사진은 OP-100D (Instrumentarium Imaging Co., 

Tuusula, Finland)를 이용하여 관전압 60 kVp, 관전류 2 
mA, 노출시간 17.6초로 촬영하였다. 파노라마 장비 교
합제에 상하악 전치의 절단연을 위치시키고, 세 개의 지
시광을 정중 시상면, 프랑크푸르트선 및 상악 견치의 
치축에 맞추어 기준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

다. 기준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촬영 한 후, 두개골 고
정장치를 이용하여 상방, 하방, 좌측과 우측으로 3˚, 5˚, 
7˚, 10˚, 12˚, 15˚, 20˚ 회전시킨 상태에서 파노라마방사

선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형식으로 저
장하고, INFINITT PACS software (Infinitt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3백만 화소의 판독용 모니터 
ME311L (Totoku Electric Co., Ltd., Tokyo, Japan)에서 
금속구의 폭과 높이를 한 명의 관찰자가 일주일 간격으

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확대율의 정의

수평 확대율 =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금속구의 폭  
÷ 실제 금속구의 직경

수직 확대율 =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금속구의 높
이 ÷ 실제 금속구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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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metal ball.
Fig. 2. Mounted dry skull in the dental panoramic X-ray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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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데이터 분석은 PASW 19 (SPSS,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였고,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NA)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얻어진 유의확률 값이 0.05이하 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평가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Tukey, 
Duncan, and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결과 

건조 두개골의 기준 위치 및 상방과 하방 회전에 따른 
금속구의 수평, 수직 확대율은 Table 1, 2에 정리하였고, 
좌측과 우측 회전에 따른 금속구의 수평 및 수직 확대율

은 Table 3, 4에 정리하였으며, 전체적인 수평, 수직 확
대율은 Fig. 3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획득한 방
사선 사진은 Fig. 4, 5에 나타내었다. 기준 위치에서 촬
영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금속구의 수평 확대율은 
전치부(#32, 42)에서 평균 1.22 ± 0.01, 구치부(#46, 47, 
48)에서 평균 1.44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5), 수직 확대율은 전치부에서 1.29 ± 
0.00, 구치부에서 1.35 ± 0.03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P > 0.05). 

Effect of head positioning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magnification in panoramic radiographs: rotation along the sagittal and transverse plane

Table 1. Horizontal magnification: upward and downward 
rotations 

Direction Degree of  
Rotation (°)

Ant. Post. 
(mean ± SD) (mean ± SD)

Standard 
position 0 1.24 ± 0.02 1.40 ± 0.03*

Upward 3 1.26 ± 0.05 1.43 ± 0.38
5 1.28 ± 0.06 1.45 ± 0.03
7 1.29 ± 0.05 1.45 ± 0.02

10 1.27 ± 0.05 1.44 ± 0.03
12 1.25 ± 0.04 1.43 ± 0.02
15 1.25 ± 0.03 1.41 ± 0.03
20 1.26 ± 0.04 1.40 ± 0.02

Downward 3 1.07 ± 0.02 1.37 ± 0.03
5 1.10 ± 0.04 1.39 ± 0.03
7 1.14 ± 0.03 1.39 ± 0.04

10 1.17 ± 0.04 1.41 ± 0.06
12 1.17 ± 0.05 1.43 ± 0.04
15 1.22 ± 0.06 1.44 ± 0.04
20 1.32 ± 0.02 1.35 ± 0.04

Ant., average magnification of  the anterior metal ball (#32, #42); 
Post., average magnification of  the posterior metal ball (#46, #47, 
#48); SD, standard deviation.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compared to Ant.

Table 2. Vertical magnification: upward and downward 
rotations

Direction Degree of  
Rotation (°)

Ant. Post. 
(mean ± SD) (mean ± SD)

Standard 
position 0 1.31 ± 0.03 1.33 ± 0.02

Upward 3 1.30 ± 0.03 1.32 ± 0.02
5 1.32 ± 0.03 1.33 ± 0.01
7 1.31 ± 0.03 1.33 ± 0.01

10 1.32 ± 0.03 1.32 ± 0.01
12 1.31 ± 0.02 1.32 ± 0.01
15 1.30 ± 0.02 1.32 ± 0.01
20 1.32 ± 0.03 1.31 ± 0.01

Downward 3 1.27 ± 0.04 1.31 ± 0.02
5 1.26 ± 0.04 1.31 ± 0.02
7 1.28 ± 0.04 1.32 ± 0.02

10 1.28 ± 0.04 1.32 ± 0.02
12 1.28 ± 0.03 1.31 ± 0.02
15 1.28 ± 0.04 1.33 ± 0.03
20 1.29 ± 0.03 1.32 ± 0.02

Ant., average magnification of  the anterior metal ball (#32, #42); 
Post., average magnification of  the posterior metal ball (#46, #47, 
#48); SD, standard deviation.

Fig. 3. Overall horizontal and vertical magnification. 
H, horizontal; V,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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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치 대비 상방과 하방 회전에 따른 전치부 및 
구치부의 수직 및 수평 확대율은 회전 각도에 따라 증가

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기준 위치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P > 0.05). 
건조 두개골의 좌측 회전 이동 시 금속구의 수평 확대

율은 좌, 우측 전치에 위치한 금속구의 경우 기준위치의 
확대율에 비해 축소되어 나타났고, 그 중 좌측에 위치

한 #32 금속구에서 0.88 ± 0.0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회전부위와 반대방향에 위치한 하악 우측 구치부의 
금속구는 회전각이 증가할 수록 수평적 상의 확대가 크
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Table 3). 우측 이동시 전치부 및 구치부에서 금속구의 
수평확대율이 기준위치에 비해 감소하였다(P < 0.05). 
좌측과 우측 회전 이동에 따른 금속구의 수직 확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Table 3. Horizontal magnification: the left and the right rotations

Direction Degree of  
Rotation (°)

#32 #42 #46 #47 #48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Standard position 0 1.22 ± 0.01 1.26 ± 0.00 1.44 ± 0.01 1.40 ± 0.00 1.37 ± 0.01
Left 3 1.14 ± 0.03 1.21 ± 0.02 1.52 ± 0.03 1.46 ± 0.03 1.39 ± 0.02

5 1.10 ± 0.02 1.21 ± 0.03 1.62 ± 0.04 1.52 ± 0.00 1.46 ± 0.01
7 1.04 ± 0.03 1.21 ± 0.03 1.77 ± 0.05 1.65 ± 0.01 1.53 ± 0.02

10 1.05 ± 0.03 1.21 ± 0.01 1.78 ± 0.04 1.64 ± 0.03 1.53 ± 0.02
12 0.95 ± 0.04 1.16 ± 0.01 2.49 ± 0.08 1.94 ± 0.07 1.71 ± 0.03
15 0.88 ± 0.03 1.05 ± 0.03 2.90 ± 0.10 3.73 ± 0.16 2.02 ± 0.07

Right 3 1.23 ± 0.01 1.28 ± 0.01 1.37 ± 0.01 1.37 ± 0.00 1.36 ± 0.01
5 1.25 ± 0.02 1.24 ± 0.00 1.30 ± 0.00 1.31 ± 0.01 1.32 ± 0.01
7 1.26 ± 0.01 1.16 ± 0.01 1.25 ± 0.00 1.27 ± 0.01 1.29 ± 0.01

10 1.26 ± 0.01 1.07 ± 0.01 1.17 ± 0.00 1.21 ± 0.01 1.23 ± 0.02
12 1.22 ± 0.01 1.03 ± 0.01 1.13 ± 0.01 1.18 ± 0.02 1.21 ± 0.01
15 1.15 ± 0.01 0.99 ± 0.01 1.09 ± 0.01 1.12 ± 0.01 1.18 ± 0.01
20 1.02 ± 0.01 0.89 ± 0.01 1.01 ± 0.00 1.07 ± 0.01 1.11 ± 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Vertical magnification: the left and the right rotations

Direction Degree of  
Rotation (°)

#32 #42 #46 #47 #48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Standard position 0 1.29 ± 0.00 1.34 ± 0.01 1.35 ± 0.03 1.32 ± 0.01 1.32 ± 0.01
Left 3 1.27 ± 0.02 1.31 ± 0.03 1.33 ± 0.03 1.32 ± 0.03 1.32 ± 0.01

5 1.27 ± 0.02 1.32 ± 0.04 1.33 ± 0.03 1.32 ± 0.02 1.32 ± 0.03
7 1.26 ± 0.03 1.33 ± 0.02 1.32 ± 0.02 1.34 ± 0.02 1.33 ± 0.02

10 1.26 ± 0.01 1.32 ± 0.04 1.33 ± 0.01 1.33 ± 0.03 1.33 ± 0.02
12 1.24 ± 0.01 1.28 ± 0.02 1.35 ± 0.02 1.35 ± 0.01 1.33 ± 0.01
15 1.25 ± 0.03 1.26 ± 0.03 1.36 ± 0.01 1.35 ± 0.03 1.37 ± 0.02

Right 3 1.32 ± 0.01 1.33 ± 0.01 1.32 ± 0.01 1.32 ± 0.00 1.33 ± 0.01
5 1.35 ± 0.01 1.32 ± 0.01 1.32 ± 0.01 1.32 ± 0.01 1.32 ± 0.01
7 1.33 ± 0.01 1.29 ± 0.01 1.32 ± 0.01 1.31 ± 0.02 1.33 ± 0.01

10 1.33 ± 0.01 1.26 ± 0.02 1.31 ± 0.01 1.30 ± 0.01 1.32 ± 0.01
12 1.31 ± 0.02 1.27 ± 0.01 1.29 ± 0.01 1.31 ± 0.01 1.30 ± 0.01
15 1.31 ± 0.01 1.28 ± 0.01 1.29 ± 0.01 1.30 ± 0.01 1.30 ± 0.00
20 1.28 ± 0.01     1.25 ± 0.02 1.26 ± 0.00 1.28 ± 0.01 1.29 ± 0.0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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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noramic images according to upward and downward rotations.

Fig. 5. Panoramic images according to the left and the right rotations.

고찰

이 연구의 목적은 기준위치에서 촬영된 파노라마방사

선사진과 상방, 하방,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시켜 촬영

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수평 및 수직 확대율의 변화

를 비교, 관찰하는 것이었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촬
영 시 피사체의 위치가 상층을 벗어나는 경우 상이 축
소되거나 확대되며 이를 토대로 골량을 계측하여 임플

란트를 식립하면 심각한 오류 및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
다.13-15 대부분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기는 환자를 
상층에 적절히 위치시키기 위해 지시광을 이용하게 되
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기준점 등을 참고하더라

도, 촬영기사의 숙련도, 환자의 협조도 등의 차이로 인

해 이상적인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얻기가 힘들다. 또
한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기의 X-선 관구와 디지털 
센서 혹은 필름 수용기의 이동속도 및 회전중심의 개수

와 같은 여러 가지 설계 특성은 기종마다 다양하며, 같
은 기종의 모델에서도 사용에 따른 마모로 인해 상층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16 일반적으로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의 확대율은 환자의 촬영 시 위치,10 악궁의 크기와 모양7

에 영향을 받는다. 적절한 위치에서 촬영된 경우 사진의 
수평확대율은 1.15 - 1.35, 수직확대율은 1.20 - 1.30으

로 보고 되었다.7,17 같은 환자에서도 악궁의 만곡으로 인
해 개개의 치아 별로 확대율의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견치와 소구치 부위에서 최대이고, 제3대구치 부위에서 
최소로 보고되었다.18

Effect of head positioning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magnification in panoramic radiographs: rotation along the sagittal and transvers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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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수평 확대율이 1.22 - 1.44로 기존의 
연구7,17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건조 두개골의 크기가 정상 성인의 건조 두개골보다 작
아서 금속구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악궁을 상층에 제대로 위치시키지 못하면 수
직 및 수평 확대율의 변화가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수직

확대율은 수평확대율에 비해 그 변화가 적다.9,13,19,20 이
번 연구에서도 좌측과 우측 회전에서 회전각에 따라 금
속구의 수평 확대율은 최대 3.73 ± 0.16으로, 수직 확대

율의 최대값인 1.37 ± 0.02에 비해 높았다. 좌측 회전에

서 #46 부위는 5°의 회전만으로도 수평 확대율이 1.62 
± 0.04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머리가 
약간만 변해도 임플란트의 식립에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 시 환자

의 머리를 상층에 적절히 위치시키지 못하면 부위별로 
다양한 상의 확대 및 축소가 야기되어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에서 계측된 골량이 실제 골 량과 비교해서 많은 오
차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확대율은 촬영 시 환자의 머리 
위치가 기준 위치에 비해 상방, 하방,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될 때, 회전 각도와 악골 내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
라 다양하며, 수평 확대율의 변화가 수직 확대율의 변화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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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환자의 머리 위치가 하악 수직, 수평 확대율에 미치는 

영향: 상하 및 좌우회전

김용건1, 변진석2, 안서영3*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치주과학교실, 2구강내과학교실, 3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목적: 이 연구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 시 환자의 머리 위치가 상방, 하방,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됨에 따른 수평 및 
수직 확대율의 변화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직경 4 mm인 금속구 5개를 건조 두개골의 하악 전치부(2개)와 우측 대구치부(3개)의 치조골 상방에 
위치시켰다. 상하 및 좌우 회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두개골 고정장치에 건조 두개골을 고정시킨 후, 기준 위치와 회전

된 위치에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쵤영하였다. 
결과: 기준 위치에서 평균 수평 확대율은 1.22 ± 0.01 - 1.44 ± 0.01이었고, 평균 수직 확대율은 1.29 ± 0.00 - 1.35 ± 
0.03였다. 전치부와 구치부 비교시 수평 확대율은 전치부에서 1.24 ± 0.02 - 1.31 ± 0.03, 구치부에서 1.40 ± 0.03 - 1.33 
± 0.0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5), 수직 확대율은 차이가 없었다. 위치 변화에 따른 수평 확대율은 0.88 ± 0.03 
- 3.73 ± 0.16으로 기준 위치와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P < 0.05), 수직 확대율은 1.24 ± 0.01 - 
1.37 ± 0.02 로 차이가 없었다. 
결론: 회전된 머리위치에서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 시 수평 확대율의 변화가 크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4;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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