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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치관 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작업과 

3차원 디지털 작업의 계측치 비교

  교정치료 시 치아에 적절한 치관경사도를 확립시켜주는 것은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최적의 교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작업에 의해 석

고모형 상에서 측정되어지던 여러 교정학적 계측치들에 해 컴퓨터상에서 디

지털 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과치를 얻는 방법이 소개된 후 많은 연구가 있었지

만 치관경사도 측정에 적용시킨 예는 극히 적다. 본 연구에서는 치관의 근원

심, 협설측 경사도 측정을 위한 디지털 계측법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세

학교 치과 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정상교합을 이루는 15쌍의 한국

인 영구치열기 석고모형을 선정, 수작업을 이용한 계측치와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입력된 3차원 디지털 모형상에서의 계측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임의로 

선택한 5쌍에 해서 두 방법으로 재계측하여, 각 방법의 재현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디지털모형을 이용한 경우 석고모형 상에서 시행한 수작업 계측에 비해

    재현도 평가 시 더 적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수작업 계측과 디지털 계측에 의한 angulation의 비교시 상악 중절치와   

    하악 제1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수작업 계측과 디지털 계측에 의한 inclination의 비교시 상악 중절치, 상  

    악 제1 구치, 하악 견치, 하악 소구치, 하악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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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는 디지털 계측법이 수작업 계측에 필적하는 반복계측치의 재현

성을 보이며 근원심 경사도 측정시 두 방법간 계측치의 일관성이 비교적 우수

함을 보여준다. 단, 협설측 경사도 측정의 정확성에 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석고모형 분석, 치관 경사도, 수작업 계측, 3차원 디지털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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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작업과 

3차원 디지털 작업의 계측치 비교

<지도교수  박영철>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엄상윤

Ⅰ. 서론

  교정영역에서 환자의 구강석고모형은 자료의 수집과 진단, 치료계획 수립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교정치료 진행과정과 결과 평가 및 증례의 발표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모형의 3차원 디지털 계측프로그램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에 

의해 석고모형 상에서 측정되어지던 여러 항목들에 해 컴퓨터상에서 디지털 

모형을 이용하여 그 계측치를 얻는 방법이 소개된 이후 3차원적 교합 관찰, 치

아 크기, 총생, 수직피개량, 수평피개량 등 제한된 항목의 계측에 이용되어왔

다. 

  Andrew(1972)는 정상교합자 120명의 각 치아에 한 순,협설측 경사와 근

원심 경사를 수작업으로 계측하여, Six keys to normal occlusion을 소개하였

다. 이를 기초로 straight wire appliance(SWA)를 개발하고, 각 개인의 치아경

사도는 매우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변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개

인에서 동일 해당 치아 협(순)측 굴곡상의 각 지점은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다

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Dellinger(1978), Vardimon과 Lambertz(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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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1969) 등은 이에 반박하였는데 이는 스트레이트와이어 개념을 이용하

여 고안된 특정 종류의 브라켓만으로는 모든 교정환자의 치관경사도를 완벽하

게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 자연치열 정상교합자를 상으로한 치관 경사도의 연구는 이(1991), 

김 등(1992), 정 등(1986), 박(1991), 윤과 손(1986), 장 등(2000), 이 등

(1998)에 의해 행해졌고, 그 밖에도 고와 차(2002)가 치관 순면의 굴곡도에 

해서, 장 등(2002)이 브라켓의 수직적인 위치에 한 치관경사도의 변이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토 로 일반적인 한국인의 치관경사도를 고려한 

한국형 브라켓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개개인에 한 각각의 치

관경사도 측정이 요구되어진다. 계측의 오차를 줄이고 다량의 정보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3차원 디지털 계측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로는 이 등

(1998)과 장 등(2000)이 치관경사도를 측정한 예가 있지만 수작업 계측과 비

교한 디지털 계측의 재현도나 정확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자연치열 정상교합자 구강석고모형을 상으로 치

관 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작업과 3차원 디지털 계측치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모형 이용시 재현도와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해 검토하는 것이

다. 효율적인 3차원 디지털 모형계측법은 구강모형의 효과적 자료처리와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브라켓을 비롯한 교정영역의 신

재료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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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연세 학교 치과 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영구치열기 정상교합을 이

루는 15쌍의 석고모형을 선정하였다. 정상교합의 선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하였다. 

1.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 보철물이나 치아 결손이 없는 경우

3. 제 2 구치까지 맹출하여 교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

4. 정상적인 안모를 가진 경우

5. Curve of Spee가 경미하거나 평평한 경우

2. 연구방법

가. 수작업에 의한 계측

 (1) 기준교합평면 설정

  중절치 절단연과 좌우 제1 구치의 각각 가장 높은 교두정, 총 3점으로 이루

어진 기준교합평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plastic template를 제작하였다.

 (2) 각 치아별로 Andrew에 의해 명명된 치아장축(facial axis of clinical 

crown, FACC)을 표시하고 이 치아장축상에서 임상치관의 치은측과 교합측을 

분리하는 이등분점(치은연에서 절단연 혹은 교두정까지 거리의 중간)인 facial 

axis point(FA point)를 설정하였다. 전치부와 소구치 부위는 순면 혹은 협면

에서 가장 돌출된 중앙발육엽(Fig. 1-A 에서 2번 부위)을, 구치에서는 협면 

중앙의 발육고랑(Fig. 1-A 에서 1과 2번 사이)을 치관장축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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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be and crown angulation of maxillary teeth(From Andrews, L.F.:  

       Straight wire; The concept and appliance, K-W publication  p.17, 1986).

       A: the lobe of maxillary tooth       B: facial axis of clinical crown

(3) .016 스테인레스 호선(직경 약 0.4mm)를 이용하여 순면에서는 치관장축에 

평행하게, 측면에서는 FA point를 기준으로 접선을 이루도록 부착하였다 (Fig. 

2). 

   

 Fig. 2. The manual measurement of angulation and inclination.

     A: angulation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B: inclination of same tooth

 (4) 카메라(Cannon EOS 10D, cannon 50mm 1.8)를 이용하여 각 치아별로 

정면과 측면을 기준교합평면이 수평이 되도록 촬영하였다 (Fig. 2).

 (5) 촬영된 사진을 그래픽 프로그램(Adobe Photoshop 6.0)을 이용, 각 치아

별 angulation과 inclination을 측정하였다. Angulation의 경우 FACC의 교합면

쪽이 치은쪽 보다 근심에 있을 때 +를 취하고, inclination의 경우 치관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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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를 취하였다 ( Fig. 3).

   

Fig. 3. Crown angulation & inclination(From Andrews, L.F.: Straight wire; The   

       concept and appliance, K-W publication  p.16, 1986).

   A-a) positive angulation. A-b) negative   B-a) positive inclination. B-b) negative

나.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계측

 (1) 15쌍의 석고모형을 3D Dental scanner(Orapix, Dimennex, KCI Co. 

Seoul, Korea)로 스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2) Rapidform 2002 program(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

용, 수작업시 이용한 기준교합평면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Fig. 4. An example of using Rapidform 2002 program.

       A: angulation measurement B: inclin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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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 치아별로 FACC와 FA point를 Andrew의 기준에 맞게 설정하였다. 

 (4) FACC를 따라서 FA point를 중심으로 상하 0.25mm씩 떨어진 두 점을 

설정하고 이 두 점을 연결해 만들어진 선분을 연장한 직선을 FA point에 한 

접선으로 간주하였다. 기준교합평면에 한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angulation과 inclination을 구하였다 (Fig. 3&4).

다. 재현성 검사 및 각 방법간의 계측치 비교

  15쌍 중 임의로 5쌍을 선택하여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상의 계측작업을 다시 

시행하여 재현성을 검사하였다. 또한 수작업을 통해 얻은 치관 경사도 계측치

와 3차원 디지털모형을 이용하여 얻은 계측치를 비교하였다.

3. 통계 및 분석

  각 계측법의 방법상 재현도를 알기 위해 계측오차, 상관분석, paired t-test

를 시행하였다.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이 Dahlberg의 식을 사용하였다.

   Method error = √{(ΣD2)/2N}

                  D : 2회 측정치간의 차이

                  N : 계측치의 수 

  또한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방법의 계측치 차이 비교를 위한 

paired t-test와 이 계측치 차이가 치아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한 ANOVA와 사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시행하였다. 통계

처리 시 좌우 치아는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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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반복계측시의 재현성 평가

  

  계측오차는 수작업의 경우 5개(angulation에서 4개, inclination에서 1개) 항

목에서,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경우 1개(inclination에서) 항목에서 3〜4도 정

도로 크게 나타났다 (Table 1).

  상관분석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0.8~0.9)를 보였다.

  Paired t-test의 결과 수작업의 경우 4개(angulation에서 2개, inclination에

서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경우 1개

(angulation에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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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ethod errors and the paired t-test regarding the comparison 

of repeated measurements in each group (degree)

Angulation Inclination

manual digitalized manual digitalized

X1-X2

M. 

error

t-

test
X1-X2

M. 

error

t-

test
X1-X2

M. 

error

t-

test
X1-X2

M. 

error

t-

test

Maxillary

central incisor -0.5 0.51 NS -0.1 0.54 NS -0.1 0.47 NS 0.1 0.43 NS

lateral incisor 1.1 1.77 * 0.3 0.52 NS 0.1 0.82 NS 0.6 0.31 NS

canine 0.8 1.99 NS -0.1 0.73 NS -0.1 0.44 NS -0.3 0.77 NS

first premolar 0.6 1.26 NS -0.1 0.63 NS 0.1 0.87 NS 0.3 2.70 NS

second premolar 1.4 4.06 NS -0.3 0.92 NS -0.1 0.39 NS 0.5 1.45 NS

first molar 0.4 4.14 NS -0.2 0.50 NS -1.3 3.27 NS 0.6 1.33 NS

second molar -3.1 4.10 ** -0.8 1.11 * -0.4 0.80 NS 0.7 3.64 NS

Mandibular

central incisor -0.1 1.30 NS -0.5 1.38 NS -0.1 1.54 NS 0.3 0.30 NS

lateral incisor -0.2 2.19 NS -0.2 0.89 NS 0.1 1.42 NS -0.3 1.82 NS

canine 0.4 1.07 NS -0.1 1.17 NS -0.1 1.27 NS -0.1 1.56 NS

first premolar 1.3 3.21 NS -0.8 2.06 NS -1.2 0.40 NS 0.4 1.68 NS

second premolar 0.6 1.30 NS -0.2 0.70 NS -0.8 0.94 NS -0.6 0.58 NS

first molar 0.8 0.41 NS -0.1 0.61 NS -1.0 1.48 ** -0.1 0.53 NS

second molar -0.4 1.48 NS -0.1 0.83 NS -2.9 1.13 ** 0.1 0.40 NS

*p<0.05, **p<0.01

manual = manual measurements

digitalized = 3D digitalized measurements,

M. error = method error(=√{(ΣD2)/2N})

t-test =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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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계측치간 차이 비교

  

  석고모형을 이용한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방법의 계측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상악 중절치와 하악 제1 구치의 경우 angulation과 inclination 모

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악 제1 구치, 하악견치, 하악소구치, 하악 제

2 구치의 경우 inclination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방법간의 계측치 차이가 일관성을 갖는지 알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정

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Table 2).

  두 방법간의 계측치 크기 비교 시 inclination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진 치아

에서는 수작업 계측치가 디지털 작업한 것에 비해 더 큰 음의 값을 가지며 양

의 값을 가진 치아에서는 수작업 계측치가 디지털 계측치에 비해 더 작은 양의 

값을 보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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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manual and digitalized measurements 

(degree)

Angulation Inclination

manual digitalized

X1-X2

t-t

est

Dun

can'

manual digitalized

X1-X2

t-t

est

Dun

can'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axillary

central incisor 0.98 1.70 3.07 1.62 -2.1 *** BC 12.2 5.42 13.43 5.05 -1.3 *** BAC

lateral incisor 5.15 3.64 3.53 6.21 1.6 NS A 9.77 5.94 10.63 6.64 -0.9 NS BA

canine 6.98 4.65 6.46 6.64 0.5 NS BA -2.30 6.62 -2.01 7.11 -0.3 NS BA

first premolar 5.23 3.76 3.92 4.21 1.3 NS BA -8.40 6.58 -7.17 6.42 -1.2 NS BAC

second premolar 5.31 3.83 5.59 5.70 -0.3 NS BAC -7.16 7.55 -6.24 6.16 -0.9 NS BA

first molar 4.76 4.41 5.10 5.72 -0.3 NS BAC -13.4 6.79 -7.72 6.04 -5.7 *** ED

second molar -5.9 7.85 -8.3 10.1 2.4 NS A -9.92 5.86 -8.18 6.21 -1.8 NS BAC

Mandibular

central incisor -0.1 3.14 1.06 3.20 -1.2 NS BAC 3.36 6.89 3.18 7.67 0.2 NS A

lateral incisor 2.51 3.02 1.79 2.77 0.7 NS BA 0.39 6.63 1.48 6.11 -1.1 NS BAC

canine 2.52 3.13 2.67 5.86 -0.2 NS BAC -6.47 5.89 -4.09 5.71 -2.4 *** BAC

first premolar 5.12 4.56 3.08 5.71 2.0 NS A -17.9 7.79 -14.7 7.05 -3.2 *** BDC

second premolar 6.28 6.07 7.10 7.71 -0.8 NS BAC -23.7 9.49 -20.7 10.0 -2.9 * BC

first molar 3.98 5.86 7.56 9.18 -3.6 * C -35.4 7.10 -31.5 7.77 -3.9 * BDC

second molar 3.77 7.87 3.66 12.8 0.1 NS BA -40.9 8.16 -34.3 8.75 -6.7 *** E

*p<0.05, **p<0.01, ***p<0.001

manual = manual measurements

digitalized = 3D digitalized measurements,

t-test = paired t-test

Duncan'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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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ulation                           

Inclination

Fig. 5. The comparison of the mean value between manual and digitalized 

measurements (degree; U: upper teeth, L: lowe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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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교정치료시 치아에 적절한 치관경사도를 확립시켜주는 것은 훌륭한 교합을 

달성하는데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  스트레이트와이어 개념을 창안해 낸 Andrews(1976)는 각 개인의 치아

는 매우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변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치아의 

facial contour 상의 각 point는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Dellinger(1978), Vardimon과 Lambertz(1986), Taylor(1969)는 치아 facial 

contour가 환자 간에 동일하지 않다고 하였다. 

  Creekmore(1979)는 치관 경사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아의 식립 위

치, 순협측 치관 외형의 굴곡, 교합평면, 치근 장축과 치관장축이 이루는 각도 

등의 해부학적인 변수와 치료 술식, 브라켓 높이와 디자인, 브라켓 슬롯과 와

이어의 크기에 한 허용도 등의 기계적 요인을 들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석고 모형을 3차원 디지털 모형자료로 만들기 위한 스캐닝 

방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비접촉식 방법은 

특정한 빛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레이저를 이용하며, 변형되기 쉽고 복잡하

여 접촉식으로는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현

장에서 제품 검사에 활용되는 접촉식의 경우 구면, 원통 등의 기본적인 형상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나 속도가 느리고 유연한 재질의 물체에 적용하기에는 적

합지 못하다. 레이져를 이용하는 경우도 언더컷이나 우각 부위에서 빛이 산란

되는 형상이 생겨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적인 개발을 통해 근래에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어 좀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관 경사도 계측을 위해 석고모형 상에서 수작업으로 계측한 

결과와 비접촉식 레이저 스캔을 통해 얻어진 3차원 디지털 모형 상에서 계측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전 치관 경사도 계측을 시행한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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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크게 기준이 되는 교합평면의 설정방법과 경사도 

계측방법에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 

  교합평면에 있어서 Andrews(1972)는 악궁모양의 플라스틱 template를 모형

의 교합평면상에 놓고 측정하였고, Dellinger(1978), 정 등(1986)은 기준평면

으로 좌우 제1 구치와 중절치의 치관장축 이등분점을 연결한 horizontal 

occlusal line(HOL)을 사용하여 HOL과 모형의 바닥이 평행하도록 트리밍하거

나 모래판위에서 HOL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그 외에도 Ross 등

(1990)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Downs의 교합평면을 기준으로 상하악 전치

의 장축을 측정하였다. 

  경사도 계측방법에 있어서 Dellinger(1978)는 optic comparator에 모형을 

놓고 screen으로 투영시켜 계측하였고 정 등(1986)은 수평면에 한 경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인 clinometer를 사용하였다. 박(1991)은 plastic 

protractor를 사용하였으며, 황과 권(1998)은 torque angulation reference 

guide(T.A.R.G.)를 이용하였다. 윤과 손(1986)은 치아 각각을 사진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 상에서 측정하였고 김 등(1992)도 와이어 부착 후 사진 촬영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절치 절단연과 좌우 제1 구치의 가장 높은 교두정, 총 3점

에 닿도록 고안된 plastic template를 이용하였고, 와이어 부착 후 사진촬영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용된 모형의 curve of Spee가 거의 편평

한 양상을 보여서 HOL 등의 고려없이 간단한 template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수작업 측정 시 생길 수 있는 술자에 의한 오차를 최

한 줄여보고자 와이어 부착 후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사용된 

기준교합평면의 정의는 3차원 디지털 모형 상에서 시행된 측정에서도 적용시

켰다. 

  임의로 선택된 5쌍의 모형에 한 재현도에 관한 연구에서 계측오차는 

angulation에 있어서는 수작업에 의한 측정시 상악 제2소구치, 제1 구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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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 하악 제2소구치에서 3-4도로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디지털 모형을 이

용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Inclination의 경우 수작업에 의한 측정시 상악 제1 구치, 디지털 모형을 이용

한 경우 상악 제2 구치에서 3도 정도의 계측오차를 보였다. 재현도 측정치의 

상관분석 결과, 두 그룹에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paired t-test 결과 angulation에서는 수작업의 경우 상악 측절치, 상

악 제2 구치, 디지털작업의 경우 상악 제2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고, 

inclination의 경우 수작업 하악 제1, 2 구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디

지털 모형을 이용한 경우 석고모형 상에서 시행한 수작업 계측에 비해 더 적은 

항목에서 유의차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상악 측절치의 경우 형태에 있어 많은 변이가 있고 발육융선이 명확하지 않

은 경우가 있어서 수작업 angulation 측정시 측정자에 의한 오차가 생기는 것

으로 보여지고 상악 제2 구치의 경우 사다리꼴이나 평행사변형 모양이므로 

정면에서의 사진촬영에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모형상의 계측의 경우에도 컴퓨

터 프로그램 상에서 술자가 정면위치를 지정해야 하므로 같은 오차가 생기기 

쉽다. Inclination의 경우 하악 구치 역시 정면위치로 바라 볼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치관에 국한된 경사도 계측

은 계측방법에 상관없이 기술적 한계를 가짐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절 적인 치

축각도에 해 각 측정법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치관 경사도 측정시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계측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angulation에서는 상악 중절치와 하악 제1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inclination에서는 상악 중절치, 상악 제1

구치, 하악에서는 견치, 소구치,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상악 중

절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Tayor(1969)가 언급했듯이 발육융선이 절단

연 부위에서는 명확해도 치은연으로 가면서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발육융선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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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되어 구분하기 힘드는 등 형태적 변이가 많은 특성상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지며 구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groove가 하악에서는 교합면 쪽에서 직선적

이지 못하고 groove의 상하 폭의 변화에 의해 수작업 시 사용된 와이어의 두

께에 의해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치의 장축을 결정할 때 

groove가 치관의 중간정도를 지나면서 불분명해지며 특히, 하악 구치의 경

우 교두의 발육상태에 따라 측정지점에서 groove 안쪽 형태의 변화가 심한 경

우 치관 inclination과 일정한 관계를 찾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보다는 

풍융한 부위를 지정하여 측정하거나 디지털 모형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두 방법간의 계측치 차이가 일관성을 갖는지 알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정

을 시행해 보았지만, 특정 치아와 특정한 측정법간의 유의한 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두 방법간의 계측치 크기 비교 시 inclination의 경우, 음의 값

을 가진 치아에서는 수작업 계측치가 디지털 작업한 것에 비해 더 큰 음의 값

을 가지며 양의 값을 가진 치아에서는 수작업 계측치가 디지털 작업한 것에 비

해 더 작은 양의 값을 보였다 (Fig. 5). 이러한 결과는 수작업 시 앞에서 언급

한 원인들과 함께 특히 구치에서는 와이어가 groove를 따라 FA point를 지

나서 거의 치은연 쪽까지 연장되어질 때 point가 아닌 협면 상하로 오목과 볼

록이 교차하는 형태의 곡률 변화에 의해 더 큰 음의 값을 갖도록 영향 받은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그 외 치아의 경우에도 와이어 부착 시 술자에 의해 와이어

가 뻗어나가는 절단연이나 교두 쪽으로 좀더 기울어지게 부착되는 오차도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학들의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Table 3, 4), 상악 중절치의 경

우 디지털 모형에서 작업한 angulation값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하악 제1

구치 angulation의 경우 수작업 값이 기존 결과와 비슷한데 이것은 앞에서 언

급했듯이 groove의 주행이 교두의 발육에 따라 직선적이지 않고 곡선을 나타

나는 것에 그 원인을 둘 수 있으며 따라서 FA point에서 집중(FA point 상하 



- 16 -

0.25 mm)되어서 측정된 본 연구의 디지털 모형 계측값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1998), 장(2000), 백서(2000)의 경우 디지털 모형을 이용하

였지만 각도 계측시 FA point에 집중하지 않고 groove의 전체주행을 이용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Angulation (degree)

Andrew

(N=120)

윤

(N=50)

박

(N=100)

이

(N=14)

장

(N=155)

백서

(n=81)

Author

(manual)

Author

(digital)

maxillary

central incisor 3.6 4 3.5 2.5 3.4 1.8 1.0 3.1

lateral incisor 8.0 7 6.0 4.8 4.7 5.4 5.2 3.5

canine 8.4 8 7.0 5.9 7.3 6.3 7.0 6.5

first premolar 2.7 4 5.5 5.5 2.1 0.1 5.2 3.9

second premolar 2.8 4 5.8 6.2 1.3 2.4 5.3 5.6

first molar 5.7 3 3.3 0.6 1.9 0.6 4.8 5.1

second molar 0.4 0 1.4 -4.9 -1.2 -2.8 -5.9 -8.3

Mandibular

central incisor 0.5 0 -0.2 0.3 1.5 -1.1 -0.1 1.1

lateral incisor 0.4 0 -0.4 0.8 2.4 0.2 2.5 1.8

canine 2.5 2 0.3 2.6 3.8 0.7 2.5 2.7

first premolar 1.3 1 2.4 3.0 0.3 3.4 5.1 3.1

second premolar 1.5 4 5.2 5.9 2.7 6.9 6.3 7.1

first molar 2.0 5 5.0 5.5 3.5 5.4 4.0 7.6

second molar 2.9 8 7.0 9.6 3.0 6.8 3.8 3.7

Andrew(1976), 윤(1986), 박(1991), 이(1998), 장(2000), 백서(2000)

이중 이, 장, 백서의 경우 디지털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측정.

Author : n=15

  Inclination에 있어서는 상악 제1 구치의 경우 연구결과들 간에도 많은 차

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작업과 디지털 모형 상의 작업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치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히 상악 구치의 경우 협측 

곡률 변화에 있어 해부학적 변이가 흔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inclin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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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김 등(1992)이 제시한 계측값과 본 연구의 수작업 계측값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와이어를 부착 후 사진 촬영하여 계측값을 구한 같은 방

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4. Comparison of Inclination (degree)

Andrew

(N=120)

Vard

-imon 

(N=20)

정

(N=78)

박

(N=100)

김

(N=30)

이

(N=14)

장

(N=155)

백서

(n=81)

Author

manual

Author

digital

maxillary

central incisor 7 0.3 10 10.8 8.0 11.2 11.3 9.4 12.2 13.4

lateral incisor 3 -1.9 8 9.1 5.7 7.5 9.0 7.4 9.8 10.6

canine -7 -9.2 -4 -0.8 -4.9 -2.6 -4.4 -6.2 -2.3 -2.0

first premolar -7 -9.9 -7 -6.3 -9.1 -7.7 8.2 -9.4 -8.4 -7.1

second premolar -7 -8.5 -8 -7.0 -10.8 -7.7 -7.8 -8.6 -7.2 -6.2

first molar -9 -11.6 -9 -9.3 -8.6 -7.3 -14.6 -10.0 -13.4 -7.7

second molar -9 -8.7 -8 -6.8 -9.4 -6.3 -9.3 -8.1 -9.9 -8.2

Mandibular

central incisor -1 1.3 2 0.9 -2.0 3.5 3.2 1.9 3.4 3.2

lateral incisor -1 -1.4 0 0.3 -4.2 -0.4 2.8 -2.0 0.4 1.5

canine -11 -9.0 -7 -6.0 -9.6 -5.1 -5.3 -6.9 -6.5 -4.1

first premolar -17 -15.9 -16 -16.0 -21.0 -15.4 -14.4 -17.4 -17.9 -14.7

second premolar -22 -21.2 -22 -23.1 -28.7 -17.5 -12.7 -21.2 -23.7 -20.7

first molar -26 -26.0 -32 -28.6 -33.0 -29.5 -33.0 -31.0 -35.4 -31.5

second molar -31 -32.8 -38 -34.2 -37.4 -32.8 -35.3 -38.6 -41.0 -34.3

Andrew(1976), Vardimon(1986), 정(1986), 박(1991), 김(1992), 이(1998), 장(2000), 백

서(2000)

이중 이, 장, 백서의 경우 디지털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측정.

Author : n=15

  Table 3과 4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Fig. 6, 7), inclination의 경우 

angulation에 비해 최고/최저값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inclination의 경우 협측면의 해부학적 곡률변화로 인해, 계측점의 위치변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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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상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인과 서양인 사이에 평균적인 inclination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50

-40

-30

-20

-10

0

10

20

U1 U2 U3 U4 U5 U6 U7 L1 L2 L3 L4 L5 L6 L7
Andrew

윤

박

이

장

백서

수작업

디지털모형

Fig. 6. Comparison of Angulation(degree).

Vertical fragments are the connection between measurement max. and min. 

Only five measurements are present.

  특징적으로 상악 제2 구치의 angulation과 상악 전치부, 하악 제2소구치의 

inclination 항목에서 최고/최저값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상악 제2

구치의 경우 연구 상 선정시 기준이 연구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

으며 이 치아의 경우 완전히 맹출되어 정상적인 교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원심경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악 

전치부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에서 전치부 치관경사도가 서양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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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labioversion되어 있다는 반증일 것이며 하악 구치에서도 동서양간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악 제2소구치의 경우는 장 등(2000)이 

제시한 계측치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최고/최저값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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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10

0

10

20

U1 U2 U3 U4 U5 U6 U7 L1 L2 L3 L4 L5 L6 L7

Andrew

Vardimon

정

박

김

이

장

백서

수작업

디지털모형

Fig. 7. Comparison of Inclination(degree).

Vertical fragments are the connection between measurement max. and min. 

Only six measurements are present.

  한국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계측된 치관 경사

도의 경우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3차원 디지털 모형에 

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교정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Straight wire appliance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연구 상은 부분 정상교합

자를 상으로 계측된 수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치과교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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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이를 지닌 각각의 부정교합 환자를 치료하므로 개개인의 다양한 변이

를 인식하고 치료해야 한다. 개개환자에게 필요한 주문제작 브라켓을 통해 진

정한 SWA의 사용이 가능해지며, 역시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진 각각의 

치아에 나타나는 변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계측법

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치관에 국한된 

경사도 계측법은 계측방법에 상관없이 기술적인 한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고 

치관경사도 측정법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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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5쌍의 정상교합자 석고모형을 상으로 하여, 수작업과 3차원 레이저 스캐

너를 이용해 얻은 디지털모형을 상으로 치관 경사도를 측정,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디지털모형을 이용한 경우 석고모형 상에서 시행한 수작업 계측에 비해 재  

  현도 평가 시 더 적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수작업 계측과 디지털 계측에 의한 angulation의 비교시 상악 중절치와 하  

  악 제1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수작업 계측과 디지털 계측에 의한 inclination의 비교시 상악 중절치, 상악  

  제1 구치, 하악 견치, 하악 소구치, 하악 구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이상의 결과는 디지털 계측법이 수작업 계측에 필적하는 반복계측치의 재현

성을 보이며 근원심 경사도 측정시 두 방법간 계측치의 일관성이 비교적 우수

함을 보여준다. 단, 협설측 경사도 측정의 정확성에 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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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between manual and three-dimensional digitalization 

method for measuring the clinical crown angulation & inclination

Sang-Yun Eo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Cheol Park)

  In orthodontic treatment, controlling the proper crown angulation and 

inclination is essential to attaching ideal occlusion in aspects of the 

function and aesthetics. After using the digital model for measuring 

many orthodontic measurements which have been measured at the study 

model by manual introduce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that, 

but few example which is applied to measuring the clinical crown 

angulation and inclination exis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digital model through the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manual and three-dimensional digitalization 

method for measuring the clinical crown angulation & inclination. 15 

pairs of dental study model with normal occlusion from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measurements between manual and three-dimensional 

digitalization method are compared. Also, 5 pairs of dental cast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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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onally are re-measured for estimating the reproducibility of 

each method.

  Following are results from this study :

  1. In the analysis for reproducibility, the measurements with digital    

    model showed less significant differences than using manual method.

  2. In the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manual and            

    digitalization method, maxillary central incisor and mandibular first   

    mola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gulation(p<0.05).

  3. In the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manual and            

    digitalization method, maxillary central incisor, maxillary first molar,  

    mandibular canine, mandibular premolar, and mandibular mola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clination(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ree-dimensional digitalization 

method is a match for manual in reproducibility and at the time of 

measuring angulation there is the good consistency of measurements 

between two methods relatively. However, further studies about the 

accuracy in measuring inclination could be needed.

                                                                          

  key word : dental cast analysis, clinical crown angulation and          

    inclination, manual measurement, three-dimensional digitaliz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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