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Q 2.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중인 환자에서 적절한 영상 검사법은 무엇인가?

권고 2-1. 구강 내에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골 상태와 인접한 해부학적구조물의 형태

를 진단하기 위하여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식립할 치조골부위의 치근단방사선검사를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권고 2-2.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내방사선검사를 판독 후 단면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 개별환자에게 이차적으로 필요한 부위만 관찰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시야를 

가지는 CBCT 검사를 수행한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권고 2-3. CBCT 영상은 임상적으로 악골이나 상악동에 병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검사가 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근거요약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영상에서는 잔존 치조골의 양, 질을 포함한 잔존 치조골의 형태 평

가 그리고 식립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 및 병변의 유무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1-9). 철저한 임상검사를 거치고 기존의 파노라마방사선검사 및 구내영상검사를 통해 판독

한 후 개별환자의 필요를 기반으로, CBCT 영상 획득이 권고된다(1,2).

파노라마방사선검사 후 절단면영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예(1)

상악의 경우

a. incisive canal 

b. descent of maxillary sinus 

c. doubt sinus septum in sinus grafting

d. doubt about shape of alveolar ridge

e. pathosis

하악의 경우 

a. doubt about position of mandibular canal or mental foramen

b. doubt about shape of alveolar ridge

c. severe resorption

d. pathosis

권고 고려사항
1. 이득과 위해
 CBCT 검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MSCT 에 비해 저선량으로, 잔존 치조골의 cross-sectional 

view를 볼 수 있다. 또한, radiologic marker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적절한 식립 



방향을 고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골질의 평가에 있어서 CBCT 영상은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MSCT와는 

달리, CBCT 영상에서 보여지는 회색조는 reliable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밀도의 평가는 불가

능하다. 그러나 CBCT의 영상에서의 회색조가 임플란트 유지력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

가 있다. (4)

CBCT영상을 통한 잔존 치조골의 평가는 기존의 MSCT 영상에 비하여 환자의 노출 선량이 

낮으며, 필요한 부위만 관찰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시야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1)

2.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중인 환자의 검사방법으로 3개의 가이드라인(1,2,3) 모두 동일하게 파

노라마방사선영상과 같은 conventional image를 권고하였으며, 이것으로 CBCT영상의 필요여

부를 결정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촬영할 것을 권고하였음. 수용성과 적용성은 부록에 제시

되었다. 

3. 검사별 방사선량
파노라마방사선영상 (7.2 µSv) (10) 
치근단방사선영상 (1-8.3 µSv) (12) 
치조골 부위의 CBCT 검사 (유효선량: 11-674 µS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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