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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차원 CT영상을 이용한 두개안면 형태 분석의 제안

안면비대칭을 포함한 악안면 부정교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에 대한 3차원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교정학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3차원 분석은 2차원 방사선 사진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2차원 방서선
사진으로 3차원적인 구조물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다. 특히 비대칭 환자
에서는 비대칭의 양상에 따라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해석과 후전방 두부 방사
선 사진이나 이하두정 두부 방사선 사진의 해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3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3D CT)은 촬영 시
환자 두부 위치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상의 확대나 왜곡을 감소시킨 실측치를
얻을 수 있으 며, 두개안면부의 입체적인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컴퓨터상에서 두개안면부를 원하는 위치로 회전할 수 있고, 그 축의 조정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2차원 사진에서 사용되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의
다양한 분석법 같은 3차원 영상의 분석법이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3D CT를 이용한 새로운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의 분석법을
제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30명의 정상 교합자의 단면 촬영 영상 정보를 Vworks 4.0TM

(Cybermed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여 두개 안면골의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계측점 들을 21개 입력하였고, 계측점이 입력된 모델을
VsurgeryTM로 송출하여 필요한 3차원 계측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전후방 관계
CCCCllllaaaassssssss IIII aaaa : 전후방적으로 정상인 경우

bbbb : 전후방적으로 bimaxillary protrusion에 해당하는 경우
cccc : 전후방적으로 bimaxillary retrusion에 해당하는 경우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 : 상악골 전돌 또는 하악골 후퇴 또는 이 2가지가 혼합된 경우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IIII : 하악골 전돌 또는 상악골 후퇴 또는 이 2가지가 혼합된 경우

수직적 관계(canting) 및 횡적 관계(rotation)
CCCCMMMMxxxx((((ccccwwww)))): 상악골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CCCCMMMMxxxx((((ccccccccwwww)))): 상악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CCCCMMMMnnnn((((ccccwwww)))): 하악골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CCCCMMMMnnnn((((ccccccccwwww)))): 하악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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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MMMMxxxx((((RRRR)))): A point가 PNS에 비해 환자의 우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xxxx((((LLLL)))): A point가 PNS에 비해 환자의 좌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nnnn((((RRRR)))): Me이 Go2의 중점에 비해 환자의 우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nnnn((((LLLL)))): Me이 Go2의 중점에 비해 환자의 좌측으로 변위된 경우

Facial convexity : 관상면에 대한 Bc점, A점, B점, Pog점의 상대적 돌출도를 비
교한 항목으로 좌우측으로 측정하며, Bc점의 값을 1로 환산한 비로 표현한다.

본 분석법을 통하여 악안면 부정교합환자의 문제를 전후방적, 수직적, 횡적으로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3차원 CT, 두개안면 형태 분석, 3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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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CT 영상을 이용한 두개안면 형태 분석의 제안

(지도교수 백형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선 형

제I장 서론

안면비대칭을 비롯한 악안면 기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두개안면골

의 3차원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교정학 영역에서 3차원 분석

을 위하여 2차원 방사선 사진들을 이용하여 왔다. 하지만 2차원 방사선 사진으로

3차원 구조물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고 보고 되었다.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에서는 양측성 구조물의 경우 상의 중첩으로 인해 좌우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이

해가 어렵고, 중안면 부위 기형의 판단이 어려우며, 좌우 상 확대율의 차이로 인

해 정확한 비대칭의 정도를 추정하기가 힘들다. 후전방 두부 방사선 사진이나 이

하두정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방사선 사진 촬영 시 환자의 두부 위치에 따른

측정값 간 차이가 많이 보이며, 방사선 촬영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안면 정중선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또한, 두개 부위의 구조물과의 중첩이 심하여 관찰될 수 있

는 구조물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선학들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Brodbent와

Bolton(1975)은 Orientator를 이용하여 엑스레이빔에 의한 상의 왜곡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였다. Buamrind 등(1983)은 coplanar stereometric system을 이용하여 3

차원 계측을 시도하였고, Nahoum등(1964)은 측모 두부 방사선, 후전방 두부 방사

선, 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들을 하나의 평면에 투영하여 3차원적인 위치를 파악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Grayson 등(1983)은 측모 두부 방사선, 후전방 두부 방

사선, 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multiplane cephalometric analysis을 개

발하여 편측 안모 왜소증(hemifacial microsomia)환자의 골격중심선을 관찰하였으

며, 또한 편축 두부 왜소증(unilateral craniofacial microsomia)환자에서 하악골이

변위된 경우 lateral cephalogram에서 관찰되는 오차를 제시함으로써 2차원 방사

선 사진의 한계를 보고하면서 3차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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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son 등(1988)은 두개안면기형환자들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basilar

multiplane cephalometric analysis를 소개하였다. Trocmé 등(1990)은 biplaner

cephalometric stereoradiography(BCSR)를 개발하여 3차원 계측을 시행하였으며,

그 값을 실측치와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Kusnoto(1999)는

하나의 방사선원과 특별히 고안된 훼이스 보우(face bow)를 사용하여 측모 두부

방사선, 후전방 두부 방사선, 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조합하면

거리 및 각도 계측에서 정확도가 증가하여 3 차원 전산화 단층촬영(3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3D CT)과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두개 악안면 기형 환자에서는 3D CT가 더 우수하다고 하였고, 앞에

소개된 방법들에 의해 만들어진 3차원 상은 단순한 철망 골격의 형태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들어 치과영역에서 3D CT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다. 3D CT에서는 엑스레이

사진 촬영 시 환자의 두부위치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Tofashi 등,2002), 상의 확대

나 왜곡을 감소 시킨 실측치를 얻을 수 있으며, 두개안면부의 입체적인 영상을 구

성할 수 있으며, 컴퓨터상에서 두개 안면부를 원하는 위치로 회전할 수 있고, 그

축의 조정 또한 가능하다. 이외에도 상의 외측을 제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심부

구조를 관찰할 수도 있고 조직의 밀도에 따라 기도, 근육, 뼈, 피부 등을

독립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Kawamata 등,2000). 또한 3D CT상에서는 측모

두부 방사선, 후전방 두부 방사선, 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들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중안모 부위의 비대칭 혹은 기형을 관찰할 수도 있다(Zemann 등,2002).

하지만 장비가 고가이고, 다량의 방사선 피폭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모든 환자에서

의 적용보다는 2차원 사진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두개안면기형 환자나, 일부 수

술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Quintero 등,1999)(Grayson 등,1988).

두개안면기형 환자에 있어서 사용되는 3D CT는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가시

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다 용이하며, rapid

prototyping model을 제작하여 수술 전에 가상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결손

부위에 적합한 환자 개개인의 임플란트를 미리 제작 할 수도 있게 하였다(Girod

등, 2001).

3D CT의 임상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avalca-

nti와 Vannier(1998)는 두개골에서의 실제 계측치와 3D CT 영상의 계측치 차이가



- 3 -

대부 분 2mm 이내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장(2002)은 3D CT에서 반복 재

현성이 높은 경조직 및 연조직 계측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2002)은 3D CT를

이용하여 설정 된 선계측과 각계측을 통해 한국 성인의 정상치를 구하였다. 그러

나, 현재 사용되는 2차원 두부 방사선 분석법과 같이 표준화된 분석법이 없으며,

3차원적인 악안면 부정교합의 분류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3D CT를 이용한 악안면 형태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면비대칭환자 등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제II장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가가가가.... 정정정정상상상상군군군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신입생 중에서 구강 검사와 안모 검사와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사진, 석고 모형을 통해서 안면근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상하

순이 가볍게 접촉하고 전방돌출이 심하지 않으며, 안면의 비대칭이 관찰되지 않는

비교적 양호한 안모를 보이며 교합상태가 양호하고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정상

교합자 남자 16명(평균 19.2세), 여자 14명(평균 20.5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가가가가.... 촬촬촬촬영영영영방방방방법법법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 악안면 방사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CT Hispeed

Advantage 전산화단층촬영장치(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를 이용

하여 high-resolution bone algorithm, 512×512 matrix, 120KV, 200mA 조건 하에

3mm 두께의 연속적인 횡단면 나선형 CT촬영을 시행하였으며 table feed는

6mm/sec였다. 이렇게 촬영한 기본 영상 자료를 2mm 두께의 횡단면상으로 재구

성하였다. CT 촬영 시 환자의 Frankfort Horizontal plane(FH plane)이 바닥에 수

직이 되도록 하고, 정중선을 촬영장치의 장축에 일치시켜 두정부로부터 하악골 하

연에 이르기까지 두개골이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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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영영영영상상상상에에에에서서서서 계계계계측측측측점점점점의의의의 지지지지정정정정

촬영이 완료된 후에 각각의 단면 촬영 영상 정보를 V works4.0TM(Cybermed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여 두개안면골의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Fig. 1). 컴퓨터 상에서 계측점을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해 두정골, 설골, 경추는

제거하였다. 본 프로그램 상에서 계측점들을 입력하였고, 계측점이 입력된 모델을

VsurgeryTM(Cybermed Inc., Seoul, Korea)로 송출하여 필요한 3차원계측을 시행

하였다(Fig. 2).

Fig. 1. 3D model made by V works
4.0TM

Fig. 2. 3D model made by V works
4.0TM was imported to VsurgeryTM

VsurgeryTM 상에서는 모델의 3차원좌표계를 왼쪽 하방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또

한 각각 좌표의 3차원 좌표값을 Microsoft Excel 2000® 프로그램으로 송출하여 저

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다다다.... 계계계계측측측측점점점점 (Fig. 3)

(1) P(prechiasmatic groove) : 시신경교차구의 중심점

(2) Na(nasion) : 시상면에서 전두비골 봉합의 최전방점

3차원좌표계에서 원점으로 사용된다.

(3) Or(orbitale) : 안와하연의 최하방점 (양측성)

(4) ANS(anterior nasal spine) : 골격성 전비극의 끝

(5) A(subspinale) : 전비극과 prosthion 간의 함몰부의 최후방중심점

(6) B(supramentale) : 하악정중봉합의 infradentale와 pogonion사이의 최심점

(7) Pog(pogonion) : 하악정중봉합의 최전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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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e(menton) : 하악골정중봉합의 최하방점

(9) PNS(posterior nasal spine) : 골성 구개 외형의 최후방점

(10) Po(porion, 해부학적) : 외이도의 상방점 (양측성)

(11-1) CL(condylion lateralis) : 하악과두의 최외측면 (양측성)

(11-2) CP(condylion posterioris) : 하악과두의 최후연(양측성)

(12-1) Go(gonion)-1 : 하악각 후연에서 CL과의 접점(양측성)

(12-2) Go(gonion)-2 : 하악각 만곡의 최외각점(양측성)

(12-3) Go(gonion)-3 : 하악각 하연에서 menton과의 접점(양측성)

(13) Mx(maxillare) : 상악 치조돌기의 외측 외형과 상악골의 상악관골돌기 하연

의 교점(양측성)

(14) ZP(zygion point) : 관골궁상의 최외측점(양측성)

(15) Bc(buccale) : 관골궁의 외측에서 방향이 변하면서 후방으로의 굴곡이 바로

시작되는 관골궁 외연의 중심선 (양측성)

(16) R(anterior ramus point) : 하악지 전연의 최심점 (양측성)

(17) CR(coronoid process) : 근돌기의 외형의 최상방점 (양측성)

(18) Pr(prosthion) : 상악 치조돌기의 최하전방점

Fig. 3. 21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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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기기기기준준준준평평평평면면면면의의의의 설설설설정정정정 (Fig. 4)

(1) 수평면 : FH plane과 평행이면서 Na을 지나는 평면

(2) 시상면 : 수평면에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평면

(3) 관상면 : 수평면, 시상면에 수직이면서 Na을 지나는 평면

(4) Mandibular plane : Me, 좌우 Go-2로 이루어진 평면

(5) Ramal plane : 좌우 각각 설정하며, R, Go-2, CP로 이루어진 평면

Fig. 4. 5 reference planes used in this study

마마마마.... 좌좌좌좌표표표표축축축축의의의의 설설설설정정정정 (Fig. 5)

(1) X축 : 좌우를 나타내 준다.

(+)는 시상면에 대해 환자의 좌측을, (-)는 환자의 우측을 의미한다.

(2) Y축 : 전후를 나타내 준다.

(+)는 관상면에 대해 전방을, (-)는 후방을 의미한다.

(3) Z축 : 상하를 나타내 준다.

(+)는 수평면에 대해 상방을, (-)는 하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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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x, y, z-coordinates in this study.

바바바바.... 계계계계측측측측 항항항항목목목목

(1) 상악골

A. CCCCaaaannnnttttiiiinnnngggg : 좌우 Mx를 연결한 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로 상악골의 수평적

인 기울기를 표현한다(Fig. 6A).

(+)는 환자의 상악 우측이 좌측에 비해 하방으로 위치함을 의미하며,

이는 상악골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는 환자의 상악 좌측이 우측에 비해 하방으로 위치함을 의미하며,

이는 상악골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B. RRRRoooottttaaaattttiiiioooonnnn : A point와 PNS를 연결한 선과 시상면이 이루는 각도로 시상면에

대한 상악골의 회전 유무를 표현한다(Fig. 6B).

(+)는 A point가 PNS에 비해 좌측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는 A point가 PNS에 비해 우측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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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DDDiiiivvvveeeerrrrggggeeeennnncccceeee : A point와 PNS를 연결한 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로

상악골의 수직적인 기울기를 표현한다(Fig. 6C).

(+)는 A point가 PNS에 비해 상방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는 A point가 PNS에 비해 하방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Fig. 6. Schematic drawing of maxillary measurements: A, Canting;
B, Rotation; C, Divergence

D. AAAA ppppooooiiiinnnntttt : 원점에 대한A point의 x, y, z축의 변위량으로 A점의 3차원 좌표를

표현한다.

E. PPPPNNNNSSSS ppppooooiiiinnnntttt : 원점에 대한 PNS의 x, y, z축의 변위량으로 PNS점에서의 3차원

좌표를 표현한다.

F. MMMMxxxx ppppooooiiiinnnntttt : 원점에 대한 좌우 Mx의 x, y, z축의 좌표를 표현한다.

만약 상악골에 canting이나 rotation, divergence가 있는 경우, D와 E와 F 항을

통해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 준다.

AAAA.... BBBB....

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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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골 (Fig. 7)

A. FFFFaaaacccciiiiaaaallll iiiinnnnddddeeeexxxx = (Na-Me 간 거리)/(좌우 Bc간 거리)

환자의 안모 길이에 대한 관골의 폭경 비율을 의미한다.

B. MMMMiiiiddddffffaaaacccceeee aaaannnngggglllleeee : Pr-Mx-Bc 간의 각도이며, 좌우 각각 측정하며, 중안모 부

위의 convexity를 나타내주는 항목이다.

Fig. 7. Midface angle

C. BBBBcccc ppppooooiiiinnnntttt : 원점에 대한 좌우 Bc의 x, y, z축상의 3차원 좌표를 표현한다.

(3) 하악골

A. CCCCaaaannnnttttiiiinnnngggg : 좌우 Go-2를 연결한 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로 하악골의

수평적인 기울기를 표현한다(Fig. 8A).

(+)는 환자의 하악 우측이 좌측에 비해 하방으로 위치함을 의미하며,

이는 하악골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는 환자의 하악 좌측이 우측에 비해 하방으로 위치함을 의미하며,

이는 하악골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B. RRRRoooottttaaaattttiiiioooonnnn: :Me과 Go-2중점을 연결한 선과 시상면이 이루는 각도로 하악골의

회전유무를 표현하다(Fig. 8B)

(+)는 Me이 Go-2중점에 비해 좌측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는 Me이 Go-2중점에 비해 우측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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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DDDiiiivvvveeeerrrrggggeeeennnncccceeee : Me과 Go-2중점을 연결한 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로 하악골

의 수직적인 기울기를 표현한다(Fig. 8C).

(+)는 Me이 Go-2중점에 비해 하방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는 Me이 Go-2중점에 비해 상방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Fig. 8. Schematic drawing of mandibular measurements :
A, Canting ; B, Rotation ; C, Divergence

D. BBBBooooddddyyyy lllleeeennnnggggtttthhhh : (Me부터 Go-3까지의 거리)+(Go-3부터Go-2까지의 거리)

좌우 각각 측정한다(Fig. 9).

E. RRRRaaaammmmaaaallll hhhheeeeiiiigggghhhhtttt : (CP부터 Go-1까지의 거리)+(Go-1부터 Go-2까지의 거리)

좌우 각각 측정한다(Fig. 9).

F. GGGGoooonnnniiiiaaaallll aaaannnngggglllleeee : CP-Go-2-Me간의 각도이며, 좌우 각각 측정한다(Fig. 9).

AAAA.... BBBB....

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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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ndibular body length Me-Go3+Go3-Go2), Gonial
angle(Me-Go2-CP), and ramal height(Go2-Go1+Go1-CP)

G. CCCChhhhiiiinnnn pppprrrroooommmmiiiinnnneeeennnncccceeee : B point와 Me을 연결한 선에 대한 Pog의 수직거리(Fig.

10)를 측정한 '절대적 길이'와 절대적 길이를 하악체 길이로 나눈 '상대적 비율'

두 가지 항목을 계측한다.

Fig. 10. Chin prominence

H. IIIInnnntttteeeerrrrnnnnaaaallll rrrraaaammmmaaaallll iiiinnnncccclllliiiinnnnaaaattttiiiioooonnnn : Ramal plane과 mandibular plane이 이루는

각도로 하악골 내에서 하악지와 하악체간 각도를 의미한다(Fig. 11).

I. EEEExxxxtttteeeerrrrnnnnaaaallll rrrraaaammmmaaaallll iiiinnnncccclllliiiinnnnaaaattttiiiioooonnnn : CP와 Go-1으로 이루어진 선(하악지의 후연을

의미)과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로 두개저에 대한 하악지의 수평적 기울기를 의미

한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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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α, Internal ramal inclination ;
β, External ramal inclination

J. LLLLaaaatttteeeerrrraaaallll rrrraaaammmmaaaallll iiiinnnncccclllliiiinnnnaaaattttiiiioooonnnn (Fig. 12)

: CP와 Go-1로 이루어진 선(하악지의 후연)을 시상면에 투영했을 때

형성되는 선과 그 선을 Y축에 투영했을 때 형성되는 선간의 각도로

하악지의 전후방적인 기울기를 의미하며, 과두의 성장방향을 표현해 준다.

Fig. 12. γ, lateral ramal inc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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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BBBB ppppooooiiiinnnntttt : 원점에 대해 B 점의 x, y, z축의 변위량으로 환자와 정상인의 B점

에서의 3차원적인 위치 차이를 표현한다.

L. PPPPoooogggg ppppooooiiiinnnntttt: 원점에 대해 Pog의 x, y, z축의 변위량으로 환자와 정상인의 Pog

점에서의 3차원적인 위치 차이를 표현한다.

M. MMMMeeee ppppooooiiiinnnntttt : 원점에 대해 Me의 x, y, z축의 변위량으로 환자와 정상인의 Me

점에서의 3차원적인 위치 차이를 표현한다.

N. 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oooo----ffffaaaacccciiiiaaaallll wwwwiiiiddddtttthhhh = (Na-Me간 거리)/(좌우 Go-2간 거리)

환자의 안모 길이에 대한 하악골의 폭경 비율을 의미한다.

(4) Facial convexity (Fig. 13)

본 항목은 관상면에 대해 Bc점, A점, B점, Pog점의 상대적 돌출도를 비교한 항목

으로 좌우측으로 측정하며, Bc점의 z좌표 : A점의 z좌표 : B점의 z 좌표 : Pog점

의 z좌표 중 Bc점의 값을 1로 환산한 비로 표현한다. 본 항목을 통해 정상적인

안모의 돌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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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cial convexity ; a,
distance from coronal plane
to Bc point, b, distance from
coronal plane to A point, c,
distance from coronal plane
to B point, d, distance from
coronal plane to Pog point.
Facial convexity is calculated
by 1 : b/a : c/a : d/a

사사사사.... 양양양양측측측측성성성성 계계계계측측측측항항항항목목목목의의의의 좌좌좌좌우우우우차차차차이이이이 관관관관찰찰찰찰

양측성 계측 항목인 하악골의 body length, gonial angle, ramal height, internal,

external and lateral inclination, midface angle은 좌우 길이의 비교를 시행하고

그 차이는 비율로 표시한다.

좌우 차이의 비 = (우측 항목-좌측 항목)/(우측항목과 좌측항목 평균) *100 (%)

아아아아....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분분분분석석석석표표표표의의의의 제제제제작작작작(Table 1, Fig. 14)

아래의 Table 1.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한다. 여기서 '측정값(measurement)'이란

환자에서의 계측값을 의미하며, '변위량(deviation)'이란 환자의 계측값과 정상값

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몇 수준 내에 위치되는지를 화살표로 나타난 항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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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환자의 계측값이 정상값보다 작고 그 차이가 표준편차 2 수준 내에 있을

경우 '↑↑'로 표시하며, 계측값이 정상값보다 크고 그 차이가 표준편차 1수준 내에

있을 경우 '↓'로 표시한다.

Table 1. An example of 3 D analysis. 'diff.' means the difference ratio between left
and right value. 'Abs.'is the absolute value of chin prominence and 'Rel.' is relative
ratio of chin prominence.

e Patient
(Mean ± S.D) Mesurement Deviation

ZZZZyyyyggggoooommmmaaaa
Facial index 1.2±0.1 1.2 -

Midface Rt 125.9±8.9 131.9 -
angle Lt 126.0±7.7 142.3 ↑

diff. -0.1±2.9 -7.8 ↓↓
MMMMaaaaxxxxiiiillllllllaaaa

Canting(°) -0.3±1.3 2.2 ↓
Rotation(°) -0.2±0.8 0.5 -

Divergence(°) -6.4±4.4 -9.6 -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Canting(°) -0.7±1.5 4.8 ↑
Rotation(°) -0.8±1.3 7.3 ↑↑↑↑

Divergence (°) 24.9±5.5 34.2 -

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aaaarrrr mmmmeeeeaaaassssuuuurrrreeeemmmmeeeennnnttttssss
Body length (mm) Rt 94.7±5.3 95.1 -

Lt 96.8±5.9 91.6 -
diff. -1.3±2.4 3.7 

Gonial angle Rt 118.9±4.4 120.2 -
Lt 118.6±5.4 117.7 -
diff. 0.6±2.0 2.6 -

Ramus height (mm) Rt 60.7±6.4 54.0 -
Lt 60.6±7.2 44.2 ↓
diff. 1.0±4.6 19.7 ↑↑

Internal ramal Rt 92.6±1.7 90.6 -
Inclination (°) Lt 93.7±2.6 92.1 -

diff. -1.1±1.7 -1.7 -
External ramal Rt 80.6±3.2 78.5 -
Inclination (°) Lt 81.3±2.6 79.8 -



- 16 -

diff. -0.6±2.7 -0.9 -
Lateral ramal Rt 86.0±2.5 90.3 ↑

Inclination (°) Lt 85.7±2.5 92.8 ↑↑
diff. 0.2±1.8 -2.5 -

Chin Abs 4.6±0.8 3.7 -
prominence(mm) Rel. 4.7±0.8 4.0 -
Mn-face width 0.9±0.1 1.0 -

LLLLaaaannnnddddmmmmaaaarrrrkkkkssss ccccoooooooorrrrddddiiiinnnnaaaatttteeeessss
Bc (mm) Rt X -53.6±3.2 -46.6 ↑

Y -17.3±3.8 -16.0 -
Z -34.2±4.2 -26.4 

Lt X 53.4±3.1 51.6 -
Y -16.5±4.5 -17.7 -
Z -35.4±5.4 -26.1 ↑

Mx (mm) Rt X -32.4±1.3 -27.5 ↑
Y -20.1±3.2 -20.3 -
Z -61.8±3.4 -52.8 ↑↑

Lt X 31.1±2.1 25.6 ↓↓
Y -20.7±3.7 -18.9 -
Z -62.5±3.7 -50.8 ↑↑

A (mm) X -0.9±0.8 0.2 -
Y 0.6±3.3 0.0 -
Z -60.3±3.5 -53.6 ↑

PNS (mm) X -0.9±1.1 -0.3 -
Y -48.0±4.9 -47.4 -
Z -55.0±4.1 -45.7 ↑

B (mm) X -0.8±1.4 8.4 ↑↑↑↑
Y -5.6±4.4 -7.8 -
Z -101.0±3.2 -102.6 -

Pog (mm) X -1.1±1.6 10.7 ↑↑↑↑
Y -6.6±5.3 -9.1 -
Z -115.6±3.2 -114.4 -

Me (mm) X -1.2±1.7 12.0 ↑↑↑↑↑
Y -10.5±6.2 -16.4 -
Z -124.7±3.0 -121.4 -

FFFFaaaacccciiiiaaaallll ccccoooonnnnvvvveeeexxxxiiiittttyyyy

Bc : A : B : Pog
Rt 1:-0.0±0.2:0.1±0.4:0.1±0.4 1:2.0:3.9:4.3 (-:-:-:-)
Lt 1:-0.0±0.2:0.1±0.4:0.1±0.4 1:2.1: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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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3D chart. Deformity areas are marked on the chart with its measurements.

95.1
: body length

90.3
: lateral ramal
inclination53.9

: ramal height

92.8

44.2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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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장 결과

1. 정상인의 평가 (Table 2)
연구 대상인 정상인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분석결과를 한국인의 정상인 값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가 없었다. (t-test, p>0.01)

Table 2. Cephalometric values of normal adults.

2. 정상인 남녀의 계측치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남녀간 차이
(Student t-test, p<0.01) (Table 3)

다음의 8 항목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① Mandibular divergence : p=0.0078 (남<여)
② Body length-left : p =0.0043 (남>여)
③ Ramal height-right : p =0.0007 (남>여)
④ Pog의 y좌표 : p =0.0072 (남<여)
⑤ Me의 y 좌표 : p =0.0014 (남<여)
⑥ Mx-right의 x 좌표 : p =0.0001 (남<여)
⑦ Bc-right의 x 좌표 : p =0.0051 (남<여)
⑧ Bc-left의 x 좌표 : p =0.0010 (남<여)

Male(exp) Male(normal) Female(exp) Female(norm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NA(°) 80.8 3.4 82.5 3.2 82.8 2.9 81.6 3.2

SNB(°) 78.5 4.2 80.4 3.1 79.5 2.9 79.2 3

ANB(°) 2.3 1.7 2.1 1.8 3.3 0.8 2.5 1.8

Sum(°) 391.6 7.3 390.3 5.5 396 4.9 393.2 5.2

Mn plane angle(°) 31.6 7.3 30.3 5.5 36 4.9 33.4 5.1

Upper lip(mm) -2 2.3 -0.7 2.2 -0.7 1.8 -0.9 2.2

Lower lip(mm) -0.1 2.4 0.5 2.3 1.6 1.7 0.6 2.3

U1 to SN(°) 106.3 6.4 108.7 5.7 104.5 5 106.9 6

IMPA(°) 96 6.2 96.6 6.6 93 4.8 95.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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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surements in normal adults.
'diff.' means the difference ratio between left and right. 'Abs.'is the absolute
value of chin prominence and 'Rel.' is relative ratio of chin prominence.
Measurements marked with an asterisk mean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p<0.01).

Male (N=16) Female (N=14)
Mean S.D Mean S.D

ZZZZyyyyggggoooommmmaaaa
Facial index 1.2 0.1 1.2 0.1

Midface Rt 125.9 8.8 129 8.5
angle Lt 126.0 7.7 130.6 6.8

diff. -0.1 2.9 0.1 2.7

MMMMaaaaxxxxiiiillllllllaaaa
Canting(°) -0.3 1.3 -0.3 1.2
Rotation(°) -0.2 0.8 -0.4 1.6

Divergence(°) -6.4 4.4 -6.4 2.4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Canting(°) -0.7 1.5 -1.8 1.4
Rotation(°) -0.8 1.3 0.2 1.5

Divergence (°)* 24.9 5.5 31.1 4.9

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aaaarrrr mmmmeeeeaaaassssuuuurrrreeeemmmmeeeennnnttttssss

Body length (mm)
Rt 94.7 5.2 88.9 3.9
Lt 96.8 5.9 91.5 2.8
diff. -1.3 2.4 -2.8 2.6

Gonial angle
Rt 118.9 4.4 125.0 4.3
Lt 118.6 5.4 123.6 5.3
diff. 0.6 2.0 1.4 1.9

Ramus height (mm)
Rt* 60.7 6.4 51.5 2.7
Lt 60.0 7.2 50.5 4.2
diff. 1.0 4.6 1.9 4.9

Internal ramal
Inclination (°)

Rt 92.6 1.7 93.6 2.8
Lt 93.7 2.6 93.1 1.5
diff. -1.1 1.7 0.7 2.4

External ramal
Inclination (°)

Rt 80.6 3.2 78.2 2.8
Lt 81.3 2.6 78.7 2.6
diff. -0.6 2.7 0.0 1.6

Lateral ramal
Inclination (°)

Rt 86.0 2.5 83.4 3.2
Lt 85.7 2.5 85.0 3.6
diff. 0.2 1.8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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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Abs 4.6 0.8 4.0 0.6
prominence(mm) Rel. 4.7 0.8 4.4 0.6
Mn-face width 1.0 0.1 1.0 0.0

LLLLaaaannnnddddmmmmaaaarrrrkkkkssss ccccoooooooorrrrddddiiiinnnnaaaatttteeeessss

Bc (mm)

Rt X* -53.6 3.2 -49.5 2.7
Y -17.3 3.8 -14.8 2.2
Z -34.2 4.2 -31.1 4.8

Lt X* 53.4 3.1 49.3 1.5
Y -16.5 4.5 -14.7 2.4
Z -35.4 5.4 -31.4 3.9

Mx (mm)

Rt X* -32.4 1.3 -29.4 1.4
Y -20.1 3.2 -17.3 1.4
Z -61.8 3.4 -59.1 4.2

Lt X 31.1 2.1 28.7 1.9
Y -20.7 3.7 -17.5 0.8
Z -62.5 3.7 -58.5 4.0

A (mm)
X -0.9 0.8 -0.7 0.8
Y -0.6 3.3 0.3 2.1
Z -60.3 3.5 -56.3 3.3

PNS (mm)
X -0.9 1.1 -0.2 1.1
Y -48.0 4.9 -43.4 3.0
Z -55.0 4.1 -51.4 4.1

B (mm)
X -0.8 1.4 0.4 1.8
Y -5.6 4.4 -3.6 4.4
Z -101.0 3.2 -97.7 5.4

Pog (mm)
X -1.1 1.6 0.4 1.8
Y* -6.1 5.3 -3.8 4.6
Z -115.6 3.2 -110.7 4.2

Me (mm)
X -1.2 1.7 0.5 1.8
Y* -10.5 6.2 -10.3 4.3
Z -124.7 3.0 -118.5 4.7

FFFFaaaacccciiiiaaaa xxxxiiiittttyyyy
Male Female

Mean S.D Mean S.D

Bc : A : B : Pog
Rt 1:-0.0:0.1:0.1 -:0.2:0.4:0.4 1:-0.1:0.2:0.2 -:0.1:0.3:0.3
Lt 1:-0.0:0.1:0.1 -:0.2:0.4:0.4 1:-0.1:0.2:0.2 -:0.1:0.3:0.3



- 21 -

3. 악안면 기형 환자의 유형별 분류법

가.전후방 관계
: A point의 y좌표(yA)와 B point의 y좌표(yB)의 변위량에 따라 분류한다.

CCCCllllaaaassssssss IIII aaaa : yA, yB 가 정상범주에 속하는 군으로 전후방적으로는 정상적인 골격
관계를 가진 경우이다.

bbbb : yA, yB 가 정상범주보다 큰 군으로 전후방적으로 bimaxillary
protrusion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cccc : yA, yB 가 정상범주보다 작은 군으로 전후방적으로 bimaxillary
retrusion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 : yA가 정상범주보다 크면서, yB가 정상범주이거나, 정상범주보다
작은 군, 또는 yA 는 정상이면서 yB 가 정상범주보다 작은 군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IIII : yB가 정상범주보다 크면서, yA가 정상범주이거나, 정상범주보다
작은 군, 또는 yB 는 정상이면서 yA 가 정상범주보다 작은 군

나. 수직적 관계(canting) 및 횡적 관계(rotation)
: 상악골과 하악골의 canting, rotation의 유무에 의해 분류한다.
명명법) 상악골의 canting → 상악골의 rotation → 하악골의 canting →

하악골의 rotation 순으로 기록한다.

CCCCMMMMxxxx((((ccccwwww)))): 상악골에 canting이 있으며, 환자의 우측이 좌측보다 상방에 위치한
경우이며, 상악골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CCCCMMMMxxxx((((ccccccccwwww)))): 상악골에 canting이 있으며, 환자의 좌측이 우측보다 상방에 위치한
경우이며, 상악골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CCCCMMMMnnnn((((ccccwwww)))): 하악골에 canting이 있으며, 환자의 우측이 좌측보다 상방에 위치한
경우이며, 하악골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CCCCMMMMnnnn((((ccccccccwwww)))): 하악골에 canting이 있으며, 환자의 좌측이 우측보다 상방에 위치한
경우이며, 하악골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다.

RRRRMMMMxxxx((((RRRR)))): 상악골에 rotation이 있으며, A point가 우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xxxx((((LLLL)))): 상악골에 rotation이 있으며, A point가 좌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nnnn((((RRRR)))): 하악골에 rotation이 있으며, Me이 우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nnnn((((LLLL)))): 하악골에 rotation이 있으며, Me이 좌측으로 변위된 경우

예) 환자의 좌측 상악골이 상방으로 위치된 canting이 있으면서 rotation은 없고,
하악골의 canting은 없고, 좌측으로 변위되어 있는 경우

CCCCMMMMxxxx((((ccccccccwwww))))RRRRMMMMnnnn((((LLLL))))



- 22 -

4. 증례
가. 예제 1 (Fig. 15,16, Table 4)

Fig. 15. 3D CT of patient LSB.

Table 4. 3D analysis of patient LSB.

e Patient
(Mean ± S.D) Mesurement Deviation

ZZZZyyyyggggoooommmmaaaa
Facial index 1.2±0.1 1.2 -

Midface Rt 125.9±8.9 131.6 -

angle Lt 126.0±7.7 142.3 ↑
diff. -0.1±2.9 -7.8 ↓↓

MMMMaaaaxxxxiiiillllllllaaaa
Canting(°) -0.3±1.3 2.2 ↓

Rotation(°) -0.2±0.8 0.5 -

Divergence(°) -6.4±4.4 -9.6 -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Canting(°) -0.7±1.5 4.8 ↑

Rotation(°) -0.8±1.3 7.3 ↑↑↑↑

Divergence (°) 24.9±5.5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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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aaaarrrr mmmmeeeeaaaassssuuuurrrreeeemmmmeeeennnnttttssss
Body length (mm) Rt 94.7±5.3 95.1 -

Lt 96.8±5.9 91.6 -

diff. -1.3±2.4 3.7 ↑

Gonial angle Rt 118.9±4.4 120.2 -

Lt 118.6±5.4 117.7 -

diff. 0.6±2.0 2.6 -

Ramus height (mm) Rt 60.7±6.4 54.0 -

Lt 60.6±7.2 44.2
diff. 1.0±4.6 19.7

Internal ramal Rt 92.6±1.7 90.6 -

Inclination (°) Lt 93.7±2.6 92.1 -

diff. -1.1±1.7 -1.7 -

External ramal Rt 80.6±3.2 78.5 -

Inclination (°) Lt 81.3±2.6 79.8 -

diff. -0.6±2.7 -0.9 -

Lateral ramal Rt 86.0±2.5 90.3
Inclination (°) Lt 85.7±2.5 92.8

diff. 0.2±1.8 -2.5 −
Chin Abs 4.6±0.8 3.7 -

prominence(mm) Rel. 4.7±0.8 4.0 -

Mn-face width 0.9±0.1 1.0 -

LLLLaaaannnnddddmmmmaaaarrrrkkkkssss ccccoooooooorrrrddddiiiinnnnaaaatttteeeessss
Bc (mm) Rt X -53.6±3.2 -46.6

Y -17.3±3.8 -16.0 −
Z -34.2±4.2 -26.4

Lt X 53.4±3.1 51.6 −
Y -16.5±4.5 -17.7 -

Z -35.4±5.4 -26.1
Mx (mm) Rt X -32.4±1.3 -27.5

Y -20.1±3.2 -20.3 −
Z -61.8±3.4 -52.8

Lt X 31.1±2.1 25.6
Y -20.7±3.7 -18.9 −
Z -62.5±3.7 -50.8

A (mm) X -0.9±0.8 0.2 -

Y 0.6±3.3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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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60.3±3.5 -53.6
PNS (mm) X -0.9±1.1 -0.3 -

Y -48.0±4.9 -47.4 -

Z -55.0±4.1 -45.7
B (mm) X -0.8±1.4 -8.4

Y -5.6±4.4 -7.8 −
Z -101.0±3.2 -102.6 -

Pog (mm) X -1.1±1.6 10.7
Y -6.6±5.3 -9.1 −
Z -115.6±3.2 -114.4 -

Me (mm) X -1.2±1.7 12.0
Y -10.5±6.2 -16.4 −
Z -124.7±3.0 -121.4 -

FFFFaaaacccciiiiaaaallll ccccoooonnnnvvvveeeexxxxiiiittttyyyy

Bc : A : B : Pog
Rt 1:-0.0±0.2:0.1±0.4:0.1±0.4 1:2.0:3.9;4.3 (-:-:-:-)
Lt 1:-0.0±0.2:0.1±0.4:0.1±0.4 1:2.1: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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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3D chart of patient LSB. Mandibular rotation, maxillary and mandibular canting
is observed. There are difference in left and right side at lateral ramal inclination and
ramal height, body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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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본본 환환환환자자자자는는는는 CCCCllllaaaassssssss IIIIaaaa----CCCCMMMMxxxx((((CCCCCCCCWWWW))))CCCCMMMMnnnn((((CCCCCCCCWWWW))))RRRRMMMMnnnn((((LLLL))))에에에에 속속속속하하하하는는는는 환환환환자자자자이이이이다다다다.
본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본 환자는 상악골과 하악골은 전후방적으로 정상 위치에 있으며, 상악골은 반

시계 방향의 canting을 가지고 있고, 하악골은 반시계 방향의 canting을 보이
면서, 좌측으로 변위되어 있다.

(2) 하악골의 변위 원인은 좌우 ramal height의 차, body length의 차를 들 수 있
다.

(3) 수직적으로는 정상범주에 속하고 있다.
(4) 좌측 midface angle이 다소 큰 값을 보이나 돌출도는 정상범주에 속한다.

나. 예제 2 (Fig. 17,18, Table 5)

Fig. 17. 3D CT of patient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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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3D analysis of patient CJY.

e Patient
(Mean ± S.D) Mesurement Deviation

ZZZZyyyyggggoooommmmaaaa
Facial index 1.2±0.1 1.4 ↑↑

Midface Rt 129.0±8.5 135.4 -

angle Lt 130.6±6.8 131.1 −
diff. 0.1±2.7 5.4 ↑

MMMMaaaaxxxxiiiillllllllaaaa
Canting(°) -0.3±1.2 0.6 −
Rotation(°) -0.5±1.6 -1.3 -

Divergence(°) -6.4±4.4 -22.5 ↓↓↓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Canting(°) -1.8±1.4 -0.9 −
Rotation(°) 0.2±1.5 -10.2 ↓↓↓↓↓

Divergence (°) 31.1±4.9 56.6 ↑↑↑↑

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aaaarrrr mmmmeeeeaaaassssuuuurrrreeeemmmmeeeennnnttttssss
Body length (mm) Rt 88.9±3.9 74.2 ↓↓↓

Lt 91.5±2.8 86.6 ↓↓↓

diff. -2.8±2.6 -15.4 ↓

Gonial angle Rt 125.0±4.3 127.7 ↑

Lt 123.6±5.3 134.2 ↑↑

diff. 1.4±1.9 -4.9 ↓↓

Ramus height (mm) Rt 51.5±2.7 31.8 ↓↓↓

Lt 50.5±4.2 41.5 ↓

diff. 1.9±4.9 -26.4 ↓↓↓↓

Internal ramal Rt 93.6±2.8 109.7 ↑

Inclination (°) Lt 93.7±1.5 100.4 -

diff. 0.7±2.4 8.8 ↑↑

External ramal Rt 78.2±2.8 84.5 ↑

Inclination (°) Lt 78.7±2.6 85.8 ↑

diff. -0.0±1.6 -1.3 -

Lateral ramal Rt 83.4±3.2 95.4 ↑↑↑

Inclination (°) Lt 85.0±3.6 92.4 ↑↑

diff. -1.4±1.6 2.6 ↑

Chin Abs 4.0±0.6 4.7 -

prominence(mm) Rel. 4.4±0.6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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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face width 1.0±0.0 1.0 -

LLLLaaaannnnddddmmmmaaaarrrrkkkkssss ccccoooooooorrrrddddiiiinnnnaaaatttteeeessss
Bc (mm) Rt X -49.5±2.7 -46.4 ↑↑

Y -14.8±2.2 -19.1 −
Z -31.1±4.8 -30.2 ↑↑

Lt X 49.3±1.5 49.1 ↓

Y -14.7±2.4 -18.1 -

Z -31.6±3.9 -24,5 ↑

Mx (mm) Rt X -29.4±1.4 -26.2 ↑↑

Y -17.3±1.4 -22.9 ↓

Z -59.1±4.2 -55.7 ↑

Lt X 38.7±1.9 30.4 −
Y -17.5±0.8 -24.8 ↓↓

Z -58.5±4.0 -55.1 ↑

A (mm) X -0.7±0.8 0.2 -

Y 0.3±2.1 -10.0 ↓↓↓

Z -56.3±3.3 -59.0 −
PNS (mm) X -0.2±1.1 1.0 -

Y -43.4±3.0 -40.5 ↓

Z -51.4±4.1 -46.4 ↑

B (mm) X 0.1±1.8 -7.6 ↓↓↓↓

Y -3.6±4.4 -31.0 ↓↓↓↓↓

Z -97.7±5.4 -101.1 -

Pog (mm) X 0.4±1.8 -11.6 ↓↓↓↓↓

Y -3.9±4.6 -34.1 ↓↓↓↓↓

Z -110.7±4.2 -113.1 -

Me (mm) X 0.5±1.87 -11.6 ↓↓↓↓↓

Y -10.3±4.3 -43.6 ↓↓↓↓↓

Z -118.5±4.7 -119.5 -

FFFFaaaacccciiiiaaaallll ccccoooonnnnvvvveeeexxxxiiiittttyyyy

Bc : A : B : Pog
Rt 1:-0.1±0.1:0.2±0.3:0.2±0.3 1:0.5:1.6;1.8 -:↓↓↓:↓↓↓:↓↓↓
Lt 1:-0.1±0.1:0.2±0.3:0.2±0.3 1:0.6: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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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3D chart of patient CJY. There are steep maxillary and mandibular divergence
than normal. And mandible is rotated to patient right side. Ramal height and body
length show difference at left and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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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본본 환환환환자자자자는는는는 CCCCllllaaaassssssss IIIIcccc----RRRRMMMMnnnn((((RRRR))))군군군군에에에에 속속속속하하하하는는는는 환환환환자자자자이이이이다다다다....

본 분석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본 환자는 상악골과 하악골이 모두 후퇴되어 있는 Class Ic의 환자이다.
(2) 하악골은 우측으로 심하게 변위되어 있다.
(3) 하악골 후퇴의 원인은 짧은 body length에 있으며, 변위의 주원인은 좌우

body length, gonial angle, ramus height차를 들 수 있다.
(4) 긴 안모를 가지고 있으며, 큰 gonial angle로 인해 하악골에서 divergence가

큰 값을 보인다.
(5) Facial convexity 상 Bc점에 대해 상악골, 하악골이 모두 후퇴된 소견을 보인

다.

다. 예제 3 (Fig.19,20, Table 6)

Fig. 19. 3D CT of patient L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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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3D analysis of patient LWJ.

e Patient
(Mean ± S.D) Mesurement Deviation

ZZZZyyyyggggoooommmmaaaa
Facial index 1.2±0.1 1.4 ↑↑

Midface Rt 125.9±8.9 135.4 -

angle Lt 126.0±7.7 131.1 −
diff. -0.1±2.9 5.4 ↑

MMMMaaaaxxxxiiiillllllllaaaa
Canting(°) -0.3±1.3 0.6 −
Rotation(°) -0.2±0.8 -1.3 -

Divergence(°) -6.4±4.4 -22.5 ↓↓↓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Canting(°) -0.7±1.5 -0.9 −
Rotation(°) -0.8±1.3 -10.2 ↓↓↓↓↓

Divergence (°) 24.9±5.5 56.6 ↑↑↑↑

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aaaarrrr mmmmeeeeaaaassssuuuurrrreeeemmmmeeeennnnttttssss
Body length (mm) Rt 94.7±5.3 74.2 ↓↓↓

Lt 96.8±5.9 86.6 ↓↓↓

diff. -1.3±2.4 -15.4 ↓↓↓↓

Gonial angle Rt 118.9±4.4 127.7 ↑

Lt 118.6±5.4 134.2 ↑↑

diff. 0.6±2.0 -4.9 ↓↓

Ramus height (mm) Rt 60.7±6.4 31.8 ↓↓↓

Lt 60.6±7.2 41.5 ↓

diff. 1.0±4.6 -26.4 ↓↓↓↓

Internal ramal Rt 92.6±1.7 109.7 ↑

Inclination (°) Lt 93.7±2.6 100.4 -

diff. -1.1±1.7 8.8 ↑↑

External ramal Rt 80.6±3.2 84.5 ↑

Inclination (°) Lt 81.3±2.6 85.8 ↑

diff. -0.6±2.7 -1.3 -

Lateral ramal Rt 86.0±2.5 95.4 ↑↑↑

Inclination (°) Lt 85.7±2.5 92.4 ↑↑

diff. 0.2±1.8 2.6 ↑

Chin Abs 4.6±0.8 4.7 -

prominence(mm) Rel. 4.7±0.8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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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face width 0.9±0.1 1.0 -

LLLLaaaannnnddddmmmmaaaarrrrkkkkssss ccccoooooooorrrrddddiiiinnnnaaaatttteeeessss
Bc (mm) Rt X -53.6±3.2 -46.4 ↑↑

Y -17.3±3.8 -19.1 −
Z -34.2±4.2 -30.2 ↑

Lt X 53.4±3.1 49.1 ↓

Y -16.5±4.5 -18.1 -

Z -35.4±5.4 -24.5 ↑

Mx (mm) Rt X -32.4±1.3 -26.2 ↑↑

Y -20.1±3.2 -22.9 ↓

Z -61.8±3.4 -55.7 ↑

Lt X 31.1±2.1 30.4 −
Y -20.7±3.7 -24.8 ↓↓

Z -62.5±3.7 -55.1 ↑

A (mm) X -0.9±0.8 0.2 -

Y 0.6±3.3 -10.0 ↓↓↓

Z -60.3±3.5 -59.0 −
PNS (mm) X -0.9±1.1 1.0 -

Y -48.0±4.9 -40.5 ↓

Z -55.0±4.1 -46.4 ↑

B (mm) X -0.8±1.4 -7.6 ↓↓↓↓

Y -5.6±4.4 -31.0 ↓↓↓↓↓

Z -101.0±3.2 -101.0 -

Pog (mm) X -1.1±1.6 -11.6 ↓↓↓↓↓

Y -6.6±5.3 -34.1 ↓↓↓↓↓

Z -115.6±3.2 -113.1 -

Me (mm) X -1.2±1.7 -11.6 ↓↓↓↓↓

Y -10.5±6.2 -43.6 ↓↓↓↓↓

Z -124.7±3.0 -119.5 -

FFFFaaaacccciiiiaaaallll ccccoooonnnnvvvveeeexxxxiiiittttyyyy

Bc : A : B : Pog
Rt 1:-0.0±0.2:0.1±0.4:0.1±0.4 1:0.5:1.6;1.8 -:↓↓↓:↓↓↓:↓↓↓
Lt 1:-0.0±0.2:0.1±0.4:0.1±0.4 1:0.6: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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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3D chart of patient LWJ. Mandible is rotated to patient right side. Lateral and
internal ramal inclination show difference at left and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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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본본 환환환환자자자자는는는는 CCCCllllaaaassssssss IIIIcccc----RRRRMMMMnnnn((((LLLL))))에에에에 속속속속하하하하는는는는 환환환환자자자자이이이이다다다다.
본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하악골의 길이가 짧은 Class II 환자이며, chin point는 정중선 상에 있지만,

하악골의 후방부위가 우측으로 변위되어 있다. 이 원인으로 ramal height과
body length는 모두 좌측이 길면서, 좌우 과두의 성장방향이 다름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Chin prominence가 작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이부 성형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예제 4 (Fig. 21,22, Table 7)

Fig. 21. 3D CT of patient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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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3D analysis of patient PJY.

e Patient
(Mean ± S.D) Mesurement Deviation

ZZZZyyyyggggoooommmmaaaa
Facial index 1.2±0.1 1.3 -

Midface Rt 129.0±8.5 130.8 -

angle Lt 130.6±6.8 137.3 −
diff. 0.1±2.7 -4.9 ↓

MMMMaaaaxxxxiiiillllllllaaaa
Canting(°) -0.3±1.2 1.0 −
Rotation(°) -0.5±1.6 1.5 -

Divergence(°) -6.4±4.4 -13.9 ↓

MMMMaaaannnnddddiiiibbbblllleeee
Canting(°) -1.8±1.4 -2.6 −
Rotation(°) 0.2±1.5 1.6 ↑

Divergence (°) 31.1±4.9 38.8 ↑

MMMMaaaannnnddddiiiibbbbuuuullllaaaarrrr mmmmeeeeaaaassssuuuurrrreeeemmmmeeeennnnttttssss
Body length (mm) Rt 88.9±3.9 97.0 ↑

Lt 91.5±2.8 96.4 -

diff. -2.8±2.6 0.6 -

Gonial angle Rt 125.0±4.3 125.2 -

Lt 123.6±5.3 128.9 ↑

diff. 1.4±1.9 2.9 -

Ramus height (mm) Rt 51.5±2.7 60.2 -

Lt 50.5±4.2 56.4 -

diff. 1.9±4.9 6.6 -

Internal ramal Rt 93.6±2.8 94.0 -

Inclination (°) Lt 93.7±1.5 92.3 -

diff. 0.7±2.4 1.9 -

External ramal Rt 78.2±2.8 83.5 -

Inclination (°) Lt 78.7±2.6 74.5 ↓

diff. -0.0±1.6 11.0 ↑

Lateral ramal Rt 83.4±3.2 87.0 -

Inclination (°) Lt 85.0±3.6 82,8 ↓

diff. -1.4±1.6 4.2 ↑↑

Chin Abs 4.0±0.6 3.4 -

prominence(mm) Rel. 4.4±0.6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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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face width 1.0±0.0 0.9 -

LLLLaaaannnnddddmmmmaaaarrrrkkkkssss ccccoooooooorrrrddddiiiinnnnaaaatttteeeessss
Bc (mm) Rt X -49.5±2.7 -53.4 -

Y -14.8±2.2 -17.7 −
Z -31.1±4.8 -31.6 -

Lt X 49.3±1.5 52.2 -

Y -14.7±2.4 -17.5 -

Z -31.6±3.9 -30.3 -

Mx (mm) Rt X -29.4±1.4 -31.1 -

Y -17.3±1.4 -23.8 ↓

Z -59.1±4.2 -57.6 ↑

Lt X 38.7±1.9 27.5 ↓

Y -17.5±0.8 -22.4 ↓

Z -58.5±4.0 -56.7 ↑

A (mm) X -0.7±0.8 -0.2 -

Y 0.3±2.1 -3.5 ↓

Z -56.3±3.3 -58.7 −
PNS (mm) X -0.2±1.1 -1.4 -

Y -43.4±3.0 -49.7 -

Z -51.4±4.1 -47.3 ↓

B (mm) X 0.1±1.8 -3.4 ↓↓

Y -3.6±4.4 2.7 ↑

Z -97.7±5.4 -105.1 ↓

Pog (mm) X 0.4±1.8 -2.8 ↓

Y -3.9±4.6 -2.4 -

Z -110.7±4.2 -127.0 ↓↓

Me (mm) X 0.5±1.87 -2.4 ↓↓

Y -10.3±4.3 -8.0 -

Z -118.5±4.7 -131.9 ↓

FFFFaaaacccciiiiaaaallll ccccoooonnnnvvvveeeexxxxiiiittttyyyy

Bc : A : B : Pog
Rt 1:-0.1±0.1:0.2±0.3:0.2±0.3 1:0.2:0.2;0.1 -:↓:↑:-

Lt 1:-0.1±0.1:0.2±0.3:0.2±0.3 1:0.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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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3D chart of patient PJY. Mandible is rotated to patient right side. Lateral,
internal ramal inclination and ramal height show difference at left and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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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본본 환환환환자자자자는는는는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IIII ----RRRRMMMMnnnn((((LLLL))))군군군군에에에에 속속속속하하하하는는는는 환환환환자자자자이이이이다다다다....
본 분석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본 환자는 상악골의 후퇴와 하악골의 전방성장의 Class III군 환자이다.
(2) 하악골이 좌측 변위되어 있으며, 이의 원인은 좌우 ramal height의 차,

lateral ramal inclination의 차에 의한 것이다.
(3) 다소 긴 안모(mandibular divergence가 크며, Pog과 Me이 수직적으로 하방

에 위치하고 있다)를 보이고 있으나, 관골과의 폭경의 비(facial index)는
적합하므로, 안모의 길이를 줄일 경우 관골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안모를 가지고 있다.

제IV장 고찰

과거에는 3차원적인 구조물을 2차원의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해석하기 위한 노
력으로 Orientator, coplanar stereometric system, biplanar multiplane cepha-
lometric analysis 등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교정의사들에게 익숙한 측모,
후전방, 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을 조합하여 각 계측점의 3차원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2차원적인 일반 방사선 사진은 상의 왜곡과 이로 인한 좌우
영상의 정확한 위치 비교가 힘들고, 방사선 촬영시의 환자의 두부위치에 따른 상
의 왜곡 등의 한계가 있다(Fig. 23).

Fig. 23.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ifference in Me
at lateral cephalogram and posteroanterior cephalogram
(Grayson 등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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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T의 경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3D CT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한 3D CT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됨으로써 그 사용범위
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Danforth 등,2003). 3D CT의 이용은 다량의 방사선 피폭,
고가의 장비 필요, 특수한 소프트웨어의 필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모든 환자에서 적용하기는 힘들다. 또한 아직까지 CT 상에서 치아 부분의 부
정확성으로 인해 현재 치아 쪽은 모델을 스캔 하여 두개부에 중첩하는 번거로운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Okumura 등, 1999).
현재 치과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3D CT techniques(Kawamata 등,

2000)은 다음과 같다; ①MPR(multiplanar reconstruction) : 상의 종단면을 보여준
다. CT값을 이용하여 특정한 surface model을 형성할 수 있다. ②SSD(Shaded
Surface Display): MPR에서 형성한 surface model을 이용하여 여러 작업을 시행
하는 모드 ③Volume rendering: volume image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회전하여 보
거나, 3차원 측정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드, ④MIP(Maximum
Intensity Projection:최대 강도 투영): 대조도를 변화시켜가면서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드. Bone, CT angio등의 고밀도 부위를 관찰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⑤MinIP는 공기와 액체로 채워진 조직 등의 저밀도 부위를 관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Vworks4.0TM(Cybermed Inc., Seoul, Korea) 내의 Volume
rendering을 이용하여 두개골의 내부구조를 볼 때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였고,
MPR을 통해서 3차원 영상을 제작하여 계측점을 보다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었
다. MPR을 통해 제작된 3차원 영상은 SSD 상에서 기준평면을 설정하여 원하는
계측점을 지정하게 된다. Vworks4.0TM에서 작업을 마친 후 저장된 정보를
VsurgeryTM로 송출하여 각 계측점의 3차원 좌표값을 얻었다. 3차원 계측을 하는
경우 선계측은 좌표축을 이용하여 Microsoft Excel 2000® 상에서 계산하여 얻었
고, 각계측은 VsurgeryTM에서 시행하였다. Vwork4.0TM에서도 3차원 선계측 각 계
측이 가능하나 계측한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계측은 VsurgeryTM

에서 시행하였다.

악악악악안안안안면면면면 골골골골격격격격 형형형형태태태태의의의의 남남남남녀녀녀녀간간간간 차차차차이이이이 비비비비교교교교 : 정상인에서 각 계측치의 정상값을 구
하였고,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Mx-right의 x 좌표 (남<여), Bc-right의 x 좌표 (남<여), Bc-left
의 x 좌표 (남<여), Mandibular divergence (남<여), Body length-left (남>여),
Ramal height-right (남>여), Pog의 y좌표 (남<여), Me의 y 좌표 (남<여).
관골: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넓은 관골 폭경을 가지고 있으며, 안모의 형태도
여자에 비해 단안모 경향(facial width: 남<여)을 보였다. Midface angle은 여자가
남자보다 큰 값을 보였고,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관골의 돌출경향이 더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상악골: A점과 PNS점의 좌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상악골이 전
방으로 위치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상악골이 하방에 위치되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상악골의 길이(A-PNS거리)가 여자보다 더 길었으
며, 상악골 폭경(Mx의 x좌표간 거리)이 여자보다 넓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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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mandibular divergence는 여자가 큰 값을 보였고,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큰 gonial angle을 보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절대적인 측
정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하악골의 body length, chin prominence, ramal height,
external과 lateral ramal inclination에서 남자가 큰 값을 보였다. 이는 남자가 여
자보다 큰 하악골을 가지고 있으며, B점, Pog점, Me점의 y좌표값과 z 좌표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하악골이 후하방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Facial convexity: Bc점에 대한 A점,B점,Pog점의 상대적 돌출 정도를 비교해 보
았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그 굴곡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Fig. 24).

Fig. 24. Facial convexity of male(blue line)
and female(red line)

악악악악안안안안면면면면 형형형형태태태태의의의의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형형형형태태태태 분분분분석석석석방방방방법법법법 :::: 환자에게 3D CT를 이용한 3차원 분석법
을 시행하여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의 문제목록을 작성하였다. 문제목록은 상악골,
관골, 하악골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문제목록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관골 : 3차원 분석을 통해 2차원적인 분석에서 관찰되기 어려운 관골 부위의 위치
를 파악할 수 있었다. Midfacial angle을 통해 중안모의 함몰정도를 표현해주었다.
상악골 : 상악골에서 상악골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와 회전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상악골과 관련된 각 점들의 3차원적인 좌표와 그 변위 여부를 같이 포함하였다.
하악골 : 하악골에서도 하악골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와 회전 여부를 관찰하였으
며, 하악골 자체의 길이 측정도 시행하였다. 이때 하악골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body length는 Me부터 Go-3까지의 거리에 Go-3부터 Go-2까지의 거리를
더하였고, ramus height도 Cd부터 Go-1까지의 거리에 Go-1부터 Go-2까지의
거리를 더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좌우의 값을 각각 표기함으로써 분석표 상에서
좌우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악체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chin prominence 항목을 추가하였다. Chin prominence의 경우 턱끝의 형태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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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해 주는 항목으로 절대적인 측정값과 상대적 비율(절대적 측정값/하악체의
길이)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항목은 악교정 수술시에 부가적인 턱끝 수술의
필요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짧은 하악골을 가졌지만,
상대적 chin prominence가 큰 경우 하악골 전진술 만을 시행할 경우 턱끝의 과도
한 돌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이부 성형술을 동반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분석법에서는 또한 하악지와 하악체 관계(int-
ernal ramal inclination), 하악지와 두개저간 관계(external ramal inclination), 하
악지의 전후방적 기울기(lateral ramal inclination)을 이용하여 하악지의 위치와 형
태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안면비대칭 환자에서는 상악골에 의해
하악골의 변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원적인 x-ray 필름상에서 하악골의
정확한 3차원적 형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앞의 3가지 각도를 이용함으로써 하악
골 자체의 정확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좌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악골의 형태적 이상이 있다면 그 부위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Facial convexity: 관골과 상악골, 하악골의 관계를 표현하고 안모의 돌출 경향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분분분분석석석석표표표표:::: 관골, 상악골, 하악골, facial convexity의 항목과 중요한 계측점의
3차원 좌표를 표시함으로써 환자의 문제 부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였고, 3차원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문제 부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었다.
3차원 분석표는 제시된 계측값 순서대로 해석하게 된다. 본 표를 제안함에

있어서 환자 고유의 안모 비율이 절대적 크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계측치
(예: canting, rotation, divergence, facial index 등)를 선 계측치나 좌표값보다
우선시 하였다. 각 계측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선
계측치나 3차원 좌표값을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Canting과 rotation 항목은 정상인에서는 0도가 되리라 가정하였으나, 3차원 분석
결과 정상인의 경우도 약간의 canting과 rotation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진진진진단단단단명명명명의의의의 제제제제안안안안: 이상과 같이 각 부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자의 3차
원적 문제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진단명을 제안하게 되었다. 먼저 환자의 상악골,
하 악의 전후방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상악골에서는 A point의 y좌표를, 하악골
에서는 B point의 y좌표를 사용하였다. Y좌표 중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부위를 확
인하여 전후방적 분류(Class I(subdivision a,b,c), II, III)를 시행하였다. 그 다음에
상악골과 하악골에 canting 이나 rotation이 있는지 관찰하였다. 관찰한 사항을 모
두 포함한 새로운 진단명을 사용하여 문제 목록상의 관찰사항을 표기하였다.
그외에 모든 점들의 변위량과 양측성 항목에서는 좌우차이를 절대값이 아닌 비율
로 나타내고 골격성 불균형의 부위를 분석표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앞앞앞앞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개개개개발발발발 과과과과제제제제
정상인과 환자를 이용한 두개안면골격의 틀(frame)제작 및 중첩 :::: 각 계측점을 이
용하여 정상인과 환자의 두개안면 골격틀을 제작하고, 환자와 정상인의 골격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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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적인 공간상에서 중첩하고, 그 중첩된 상을 회전하여 볼 수 있게 되어 골격
의 불균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정상인과 환자를 이용한 두개안면골격의 틀(frame)제작 : 악안면 부정교합 환
자(Fig. 25)와 정상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환자의 상악골은 정상보다 하방 성
장하였고,하악골은 짧은 우측 하악체로 인해 턱끝이 우측으로 변위 되었다. 관골
의 위치는 정상범주에 속해있다. 전체적으로 상악골과 하악골이 후하방 회전되는
소견을 보인다(Fig. 26).

Fig. 25. Skeletal framework in 3-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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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 Skeletal framework of normal adult. B. Skeletal framework
of the patient. C. Superimposition of A and B.

치열에 대한 분석 첨가 : 현재 CT자료를 이용하여 치열의 정확한 3차원상을 재
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한 안면부의 3차원상의 재현을 위해 최근에는 환
자의 모형을 스캔하고 그것을 컴퓨터 상에서 안면부의 3차원상과 합성하는 기술
이 개발되었다.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들에서는 안면부의 골격적 부조화를 보상하
기 위해 치열에서 많은 보상작용이 나타난다. 예제 2의 환자에서처럼 교합평면의
canting이 나타나서 마치 상악골에 canting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치조골, 치아에서의 보상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조골, 치아의 분석

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3차원 상의 재현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만을 해석하고, 치열, 연조직의 해석을 첨가하지 못한 한계
가 있으나, 이 또한 레이저 스캔을 통한 치아모형, 연조직과 3차원 영상과의 합성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15 머지않아 컴퓨터 상에서 골격분석 뿐만 아니라 치
열, 연조직 분석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D CT의 이용으로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본 논문에서
시행한 선과 각 계측 뿐만 아니라, 부피 측정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더욱 정밀한 가상수술을 시도해 보고, 그로 인해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44 -

제V장 결론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2차원적인 일반 방사선 사진은 많은
한계가 있다. 비록 다량의 방사선 피폭과 고가의 장비와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3D CT를 이용할 경우 2차원에서 얻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works4.0TM(Cybermed Inc., Seoul, Korea)과 VsurgeryTM

(Cybermed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D CT를 이용한 새로운 악안면 형태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전후방 관계
: A point와 B point 의 y좌표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CCCCllllaaaassssssss IIIIaaaa : 전후방적으로 정상인 경우
bbbb : 전후방적으로 bimaxillary protrusion에 해당하는 경우
cccc : 전후방적으로 bimaxillary retrusion에 해당하는 경우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 : 상악골 전돌 또는 하악골 후퇴 또는 이 2가지가 혼합된 경우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IIII : 하악골 전돌 또는 상악골 후퇴 또는 이 2가지가 혼합된 경우

수직적 관계(canting) 및 횡적 관계(rotation)
: 상악골과 하악골의 canting, rotation의 유무와 그 방향에 의해 분류한다.
CCCCMMMMxxxx((((ccccwwww)))): 상악골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CCCCMMMMxxxx((((ccccccccwwww)))): 상악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CCCCMMMMnnnn((((ccccwwww)))): 하악골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CCCCMMMMnnnn((((ccccccccwwww)))): 하악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
RRRRMMMMxxxx((((RRRR)))): A point가 PNS에 비해 환자의 우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xxxx((((LLLL)))): A point가 PNS에 비해 환자의 좌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nnnn((((RRRR)))): Me이 Go2의 중점에 비해 환자의 우측으로 변위된 경우
RRRRMMMMnnnn((((LLLL)))): Me이 Go2의 중점에 비해 환자의 좌측으로 변위된 경우

명명법
: 상악골과 하악골의 전후방적인 관계를 먼저 기록한 후, 상악골의 canting, 상악
골의 rotation, 하악골의 canting, 하악골의 rotation 순으로 기록한다.

Facial convexity : 관상면에 대한 Bc점, A점, B점, Pog점의 상대적 돌출도를 비
교한 항목으로 좌우측으로 측정하며, Bc점의 값을 1로 환산한 비로 표현한다.

본 분석법을 통해 악안면 부정교합 환자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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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posal of a new analysis of craniofacial morphology

by 3D CT

Sun Hyung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oung-Seon Baik, DDS., MSD., PhD)

For a precise diagnosis of craniofacial morphology, three-dimensional (3D)
analysis is essential. Using two-dimensional (2D) x-ray films has limitations
on understanding three-dimensional structures. Although we use lateral
cephalometry, posteroanterior cephalometry and basilar cephalometry together to
analyze craniofacial deformities, but we miss some kinds of problems.

3D computed tomography(3D CT) has several advantages, as follows; 1) the
accuracy of measurements does not influenced by head position, 2)we can get
actual measurements, 3) we can rotate the 3D image where we wanted to see
by changing the rotational axis. Despite the usefulness of the CT and its
versatility, high cost of performing a 3D CT reconstruction and increased
radiation dose are the disadvantages of 3D 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 method of new cephalometric
analysis using 3D CT. And we shall present certain cephalometric standards
which can be compared against a given patients.
In this article, we proposed a new analysis of craniofacial morphology by 3

D cephalometry using Vworks4.0TM(Cybermed Inc., Seoul, Korea) and
VsurgeryTM.

(1) Anteroposterior relationship

CCCCllllaaaassssssss IIIIaaaa: maxilla and mandible are in normal position
bbbb: bimaxillary protrusion
cccc: bimaxillary retrusion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 maxillary protrusion or mandibular retrusion or combination of both.

CCCCllllaaaassssssss IIIIIIIIIIII: maxillary retrusion or mandibular protrusion or combination of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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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tical relationship(canting) and transverse relationship(rotation)

CCCCMMMMxxxx((((ccccwwww)))) : clockwise rotation of maxilla in coronal plane
CCCCMMMMxxxx((((ccccccccwwww)))) :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maxilla in coronal plane
CCCCMMMMnnnn((((ccccwwww)))) : clockwise rotation of mandible in coronal plane
CCCCMMMMnnnn((((ccccccccwwww)))) :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mandible in coronal plane
RRRRMMMMxxxx((((RRRR)))) : A point deviation to patient right side
RRRRMMMMxxxx((((LLLL)))) : A point deviation to patient left side.
RRRRMMMMnnnn((((RRRR)))) : Me deviation to patient right side.
RRRRMMMMnnnn((((LLLL)))) : Me deviation to patient left side.

Through this analysis we might express the problems of the craniofacial
deformity patients more precisely.

Key words : Three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3D CT), craniofacial
morphology analysis, 3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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