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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아 임플란트는 구강 내에 위치하여 목, 뇌 기저부와 안면부 MR 영상에 영향을 미친다. MR 검사에 사용되어지는 자장의 비

균일성은 주로 주파수 부호화 방향으로 신호강도의 변화 및 기하학적인 왜곡으로 인공물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치아 임플란

트에 의한 왜곡 정도를 자기공명영상의 신호대 잡음비(singal to noise ratio:SNR)를 평가하여 임플란트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체와 유사하게 지방, 근육, 물로 구성된 돼지고기 팬텀을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고, 실험을 

위해 제작한 고정형 물 팬텀을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여 치아 임플란트 재료 종류에 따른 신호대 잡음비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돼지고기 팬텀의 Brushite, HSA, Metal, RBM 은 T1 SE에서 2.76, 2.22, 1.88, 1.57 이었고, T2 FLAIR에서 1.88, 

1.78, 1.65, 1.79, T2 FSE에서 2.28, 2.25, 2.88, 2.05 T2 GRE에서 2.74, 1.94, 1.67, 1.48의 신호대 잡음비가 측정되었다. 고정형 물 

팬텀의 Brushite, HSA, Metal, RBM 은 T1 SE에서 1.93, 1.87, 1.93, 2.06,  T2 FLAIR에서 1.83, 1.76, 1.82, 1.92  T2 FSE에서 1.85, 

1.79, 7.86, 1.97  T2 GRE는 1.97, 1.93, 1.99, 2.06의 신호대 잡음비가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치아 임플란트의 

재료를 선택할 경우 환자와 치과 의사는 치아의 수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여러 분야의 검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한다. 또

한 환자의 치아 임플란트 재료에 따라 검사 프로토콜을 선택하는데 이 연구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ooth implant is located in oral cavity and affects neck, skull base, and facail image. These magnetic inhomogeneities 

are usually frequency encoding direction which cause artifacts due to change of signal strength and geometric distortion. 

First, to evaluate signal to noise ratio (SNR) of magnetic resonance image caused by tooth implant this study uses meat 

phantom which is similar to human body and is consisted with fat, muscle, and water to measure signal to noise ratio. 

Second, signal to noise ratio by using custom-made fixed phantom  is measured, and then signal to noise ratio size of 

different tooth implant types is compared and analyzed. The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values of Brushite, HSA, Metal, 

and RBM for meat phantom were 2.76, 2.22, 1.88, and 1.57 on T1 SE, 1.88, 1.78, 1.65, and 1.79 on T2 FLAIR, 2.28, 2.25, 

2.88, and 2.05 on T2 FSE, and 2.74, 1.94, 1.67, and 1.48 on T2 GRE. The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values of 

Brushite, HSA, Metal, and RBM for fixed water phantom were 1.2, 1.06, 1.12, and 1.22 on DWI,  1.93, 1.87, 1.93, and 2.06 

T1 SE,  1.83, 1.76, 1.82, and 1.92 on T2 FLAIR, 1.85, 1.79, 7.86, and 1.97 on T2 FSE, and 1.97, 1.93, 1.99, and 2.06 on T2 

GRE. By considering through the results, patients and dentists need to consider some impacts from testing many aspects 

although their main purpose of having tooth implants is a dental restoration. Moreover, depending on the tooth implant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tients this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when choosing test protocol. 

Keywords :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oth implant, Signal to noise ratio

I. 서 론  

  치아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도 한

다.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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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충분

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치

아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방법이다. 치아 임플란트의 발전이 가속화된 계기는 

1951년 스웨덴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Branemark이 뼈와 티

타늄의 결합이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터이다. 

Branemark은 15년간의 임상실험에 의해 티타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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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의 치아 임플란트는 인체에 무해하여 안전하며, 

수명 또한 장기간 인정받게 되었다. 치아 임플란트는 임상

에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 안정성이 검증된 시술

로써, 상실된 치아의 저작, 발음, 심미 회복을 위한 치료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시술방법으로 금세기 치의학을 

대표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다[1].

  자기공명영상은 양자의 경우 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렬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자장이 걸리게 되면 자장이 걸린 

방향으로 정렬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데, 이때 에

너지 차이와 같은 값의 라디오 주파수를 가하게 되면 낮은 

상태의 양자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 하는데 이 현상을 

공명 이라고 하며 자기공명영상의 기본 물리가 된다[2].

  자기공명영상기기는 전리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비 전

리 방사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높은 신호대 잡음비로 인하

여 각 조직의 우수한 대조도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강자성체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에서 주파수 방향으로 비

정상적인 신호 강도와 기하학적인 왜곡(distortion)을 유발하

므로 체내에 삽입된 금속은 자기공명영상획득시 정확한 영

상의 정보를 얻는데 방해가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금속 

스텐트 삽입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영상평가에서 

강자성 인공물 인하여 금속 스텐트 주위 신호가 감소하거

나 증가되는 문제점을 발생 시킨다[3],[4].

  치과 관련 금속 물질은 구강 내에 위치하여 목, 뇌 기저부 

및 상악부에 영향을 미친다[5]. 구강 내 병변 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심․뇌혈관 질환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뇌혈관 질환은 2013 보건복지통계연

보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

이 51.1명으로 심장질환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이다. 

  자기공명영상은 뇌․신경계분야의 검사에서 유용하게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영상 왜곡의 정도

는 금속 물질의 재질, 모양, 위치 그리고 물질의 방향, 자

기공명영상 검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리고 자장의 비 균일성의 경우 주파수 부호화 

방향으로 신호강도의 변화, 기하학적인 왜곡으로 인한 인

공물이 발생된다. 발생된 인공물은 금속 주변으로 고신호

강도의 밝은 테두리 또는 신호의 밝기가 전혀 없는 어두운 

구역으로 나타나게 되며, 금속물의 재질이나 종류, 크기 및 

위치, 외부자장과의 방향, 주자장의 세기에 다양하게 발생

된다[7].

  본 연구는 치아수복 장치인 치아 임플란트로 인한 자기

공명영상의 신호대 잡음비를 평가하기위하여, 첫 번째로 

인체와 유사하게 지방, 근육, 물로 구성된 돼지고기 팬텀을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체 제작한 고정형 팬텀을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

하여 치아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신호대 잡음비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다.

II. 재료 및 방법

2.1 재료 

 ① Brushite

  유아의 뼈는 성인의 뼈보다 재생속도가 빠르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재생이 진행 중인 파절된 유아의 뼈에서 

Brushite가 발견되었고 유아의 뼈에 함유되어 있는 Brushite 

(CaHPO）는 Hyroxyapatite의 전구체로서 Ca2+와 PO4
2-의 이

온저장기 역할을 하게 되어 치아 임플란트 표면에서 높은 

이온 밀집도를 유지하여 골 재생 및 광화학을 촉진한다. 또

한, 조골세포 배양실험에서 Brushite는 Hyroxyapatite와 비교

하여 단백질 생성과  알칼리포스타파제 활동을 보였다

  Brushite의 높은 용해도로 인한 칼슘농도의 증가로 신 

생골 형성이 촉진된다．생체적 환경에서 용해가 잘되는 흡

수성을 가지며 식립 후 6∼12주 내에 코팅층은 신생골로 

대체됨으로 코팅층 박리의 우려가 전혀 없다. 그림 1은 

Brushite의 현미경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 Brushite의 현미경 영상
Fig.1. Brushite microscope image

② HSA (Hybrid Sandblasted & Acid-etched)

  티타늄 치아 임플란트의 골 융합 증진을 위한 최신 표면

처리기술로 티타늄 산화 막은 산소와 결합한 양에 따라 대

표적으로 TiO, TiO3, TiO2가 존재하여 가장 안정된 상은 잘 

알려진 TiO2 1∼10µm 크기를 갖는 마이크로 수준의 거칠

기로　조골세포의 부식성 증가 및 분화를 촉진 시키고，세

포외 기질의 형성과 광화를 증가시켜서 빠른 골 융합 반응

을 제공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거친 표면은 광화된 치

아 임플란트 표면 사이의 결합력을 크게 증대시켜 준다．

  Hassen 등은 이상적인 거칠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략 １.5µm의 깊이와 ３∼５µm의 직경을 갖는 반

구형태가 최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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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SA의 현미경 영상
Fig.2 HSA microscope image

③ 티타늄 (Titanium)

  은백색 금속으로, 순수한 것은 전성 ·연성이 있고, 가열

에 의해서 단련할 수 있으며, 내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공

업상 중요한 금속이다. 결정은 α형과 β형의 2종이 있는

데, α형은 상온에서 안정하다. α형은 육방정계에 속하며, 

882℃ 이상에서는 등축정계인 β형이 된다. 굳기 4.0으로 

차가울 때는 극히 취약하여 가루로 만들 수도 있으며 적열

상태에서는 선으로 만들 수 있다. 강도는 탄소강과 거의 같

고, 자중에 대한 강도 비는 철의 약 2배, 알루미늄의 약 6

배이다. 또, 열전도율 ·열팽창률이 작고, 400℃ 이하에서는 

강도의 변화가 작다.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산소 속에서 

강열하면 산화티탄이 된다. 할로겐과 가열하면 반응하고, 

산에는 철보다 잘 녹지 않는다. 바닷물 속에서는 백금에 이

어서 내식성이 강하다. 많은 금속과 합금을 만든다. 

④ RBM (Resorbable Blast Media)

  흡수성인 칼슘 포스페이트로 거친 입자(180～425µm)를 

분사하여 티타늄 표면에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표면 조도

가 증가된 면을 만든 후 약산으로　부동태화　하는 방법이

다. 표면을 거칠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질로는 알루미나, 

산화티타늄, 산화칼슘이 있다. 이런 물질들은 흡수성 물질

이므로 골과의 융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RBM 현미경 영상
Fig. 3 RBM microscope image

  Sand Blasting 방법을　사용하여　주물이나 강재 등의 표

면에 붙어있는 모래나 스케일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래분

사기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이다.

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 팬텀과 고정형 물팬텀을 제작하

여 코팅 방식이 다른 Metal, RBM, HSA, Brushite의 치아 

임플란트를 삽입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다. 획득된 

영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

호대 잡음비를 계산하였다[9].

① 팬텀 제작

  돼지고기 팬텀은 인체와 유사한 근육, 지방, 물로 구성

된 팬텀으로 그림 4(a)와 같이 제작 하였다. 고정형 물 팬

텀은 그림 4(b)와 같이 물을 주체로 하여 구성된 물질로써 

지름 15cm, 높이 12cm의 원통형으로 치아 임플란트를 고

정 할 수 있는 팬텀으로 제작하였다.

            (a)                       (b)

그림 4. 제작된 팬텀 (a) 돼지고기 팬텀, (b) 고정형 물팬텀

Fig. 4. Designed phantom (a) Meat phantom, (b) Fixed 

water phantom.

② 치아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는 그림 5와 같이 코팅 방식이 서로 다른 

Metal, RBM, HSA, Brushite를　사용하고 크기는 ɸ4.5*8mm

로 모두 같은 크기의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다.

③ MR 영상 장비

  MR 영상은 인체를 전자석 속에 들어가게 한 후 비전리 

방사선인 라디오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풍부한 물분자

의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

이를 영상화하여 진단에 이용한다. 자기공명영상 촬영 기

법 중 T1 SE(Spin Echo), T2 FLAIR(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T2 FSE(Fast Spin Echo), T2 GRE 

(Gradient Recalled Echo)를 이용하여 치아 임플란트 종류

에 따라 촬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MRI 장비는 GE사의 Signa EXCITE 

Echo  Speed를 사용하였다.

④ 영상 분석

  신호대 잡음비는 노이즈 신호 대비 관심영역(Reg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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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 ROI)의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영상을 평가하

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공하는 영상 감약 분석 프로그램 

Image J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관심영역의 평균값과 

배경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0][11]. 

신호대 잡음비 의 표준편차
관심영역의 픽셀의 평균

      식(1)

(a) (b)

(c) (d)

그림 5. 치아 임플란트 (a) 금속, (b) RBM, (c) Brushite, 

(d) HAS

Fig. 5. Dental implants (a) Metal, (b) RBM, (c) Brushite, 

(d) HAS

그림 6. 신호대 잡음비 측정

Fig. 6. Measure of the SNR

Ⅲ. 결과 및 고찰

  자기공명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코팅 방법이 서로 다른 4

가지 치아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T1 SE, T2 FLAIR, T2 

FSE, T2 GRE 각각의 검사 촬영 방법에 따른 치아 임플란

트의 신호대 잡음비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인체와 

유사조직으로 구성된 돼지고기 팬텀을 이용하여 관심영역

인 ROI의 평균값과 배경 영역의 ROI의 표준편차 값을 구

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였다. 돼지고기 팬텀의 경우 

자기공명영상기기의 자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경과됨에 자

기공명영상기기의 자장에서 발생되는 기계적인 열에 의해 

돼지고기 팬텀에 변형이 발생 하였다. 그리고 돼지고기 팬

텀의 경우 고정형 물 팬텀과는 달리 정확하게 치아 임플란

트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이러한 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고정형 팬텀을 사용하였다.

3.1 돼지고기 팬텀과 고정형 팬텀의 자기공명 영상 촬영 

조건과 신호대 잡음비의 값 계산

  돼지고기 팬텀 사용 시 검사 조건은, T1 SE 경우 

TR450, TE10, T2 FLAIR 경우 TR8002, TE130, T2 FSE경우 

TR3600, TE107, T2 GRE경우 TR550, TE20의 조건으로 검

사를 진행 하였다. 

  고정형 팬텀의 사용 시 검사 조건은 T1 SE 경우 TR366, 

TE9, T2 FLAIR 경우 TR8002, TE126, T2 FSE경우 TR3600, 

TE106, T2 GRE경우 TR417, TE20의 조건으로 검사를 진행 

하였다. 

그림 7. 돼지고기 팬텀에서 신호대 잡음비 측정

Fig. 7. SNR measure at the meat phantom

  그림 7은 돼지고기 팬텀에서 배경영역과 관심영역을 이

용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나타내었다.

 치아 임플란트 Metal, RBM, HSA, Brushite와 자기공명 영 

기법 T1 SE, T2 FLAIR, T2 FSE, T2 GRE에 따른 신호대 

잡음비 계산 결과값을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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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Phan-
           tom

 Method

Metal RBM HSA Brushite

   Meat   Water    Meat   Water    Meat   Water    Meat   Water

T1 SE 1.88 1.93 1.88 2.06 2.22 1.87 2.76 1.93

T2 FLAIR 1.65 1.82 1.65 1.92 1.78 1.76 1.88 1.83

T2 FSE 2.88 1.86 2.88 1.97 2.25 1.79 2.28 1.85

T2 GRE 1.67 1.99 1.67 2.06 1.94 1.93 2.74 1.97

표 1. 실험결과                                   [단위:dB]

Table 1. Result of the experiment                           [Unit:dB]

  그림 8. T1 SE 방법에 대한 결과

  Fig. 8. Result of the T1 SE 

  그림 8에서 T1 SE 방법을 사용 하였을 때 돼지고기 팬

텀에서는 Brushite에서 신호대 잡음비 값이 높게 나타났다. 

즉, 다른 방법의 치아 임플란트보다 Brushite을 사용 하였

을 때 영상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정형 물 팬텀에

서는 RBM에서 신호대 잡음비 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방법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9는 T2 FLAIR 방법을 사용 하였을 때 돼지고기 팬

텀에서는 T1 SE와 마찬가지로 Brushite에서 신호대 잡음비 

값이 높게 나와 영상의 질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정형 물 팬텀에서는 RBM에서 높은 값의 신호대 잡음비

값이 나타나서 영상의 질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T2 FSE 방법을 사용 하였을 때 돼지고기 팬

텀에서 Metal과 RBM에서 동일하게 신호대 잡음비 값이 높

게 나타나 영상의 질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정형 

물 팬텀에서 RBM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으나, 다른 방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9. T2 FLAIR 방법에 대한 결과

  Fig. 9. Result of the T2 FLAIR

그림 10. T2 FSE 방법에 대한 결과

  Fig. 10. Result of the T2 FSE

  그림 11은 T2 GRE 방법을 사용 하였을 때 돼지고기 팬

텀에서는 Brushite에서 신호대 잡음비 값이 높게 나와 영

상의 질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정형 물 팬텀에서는 RBM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으나, 

다른 방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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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2 GRE 방법에 대한 결과

  Fig. 11. Result of the T2 GRE

Ⅳ. 결 론

  본 연구는 치아수복 장치인 치아 임플란트를 Metal, 

RBM, HSA, Brushite 가공 방법 별로 자기공명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를 평가하였다. 자기공명 영상 촬영 방법는 돼지

고기 팬텀 고정형 물 팬텀을 이용하여 T1 SE, T2 FLAIR, 

T2 FSE, T2 GRE을 사용하였다.

  자기공명영상 시쿼스 T1 SE에서는 돼지고기 팬텀의 신

호대 잡음비 값이 높게 나타나 영상의 질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2 FLAIR에서는 돼지고기 팬텀의 Brushite

와 고정형 물 팬텀의 RBM에서 높은 신호대 잡음비값을 

나타내었다. T2 FSE에서는 돼지고기 팬텀에서 Metal과 

RBM에서 높은 신호대 잡음비값을 나타내었다. T2 GRE에

서는 돼지고기 팬텀의 Brushite에서 높은 신호대 잡음비값

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치아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환자와 치과 의사는 치아의 수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자기

공명영상검사와 같은 여러 분야의 검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기공명영상기기를 담당하는 방사선사

는 치아 임플란트가 식립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머리와 

목 부위의 임플란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임플란트가 식립된 환자의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영상 판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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