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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측측측모모모 및및및 정정정모모모 광광광학학학 사사사진진진의의의 규규규격격격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제제제안안안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Broadbent 에 의해 촬영 조건이 정형화된 이래로 두개와 

안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두부 광학 사

진은 방사선 사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연조직 정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촬영 조건이 규격화되지 않아 임상적 활용 및 연구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LR 카메라 (D-70, Nikon, Japan) 와 줌 렌즈 

(28~75mm, aspherical, Tamron, Japan) 를 사용하여 방사선 사진과 유사한 특

성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 조건을 알아보았으며 exocanthus indicator 와 

laser aligner 를 사용하여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을 시도하

였다. 실험을 통해 측모 및 정모 광학 사진을 규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측점 위치의 왜곡은 초점거리 50 mm 부근에서 최소이며 화면의 중심에서 주변

부로 갈수록 크다.

2. 방사선 사진과 확대율이 입체적으로 유사한 광학사진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렌즈 

접합면과 중심시상면의 거리는 1527.5 mm 이다. 이 위치에서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h,v)  좌표 값에 대한 상관계수는 측모 사진에서 (0.999, 0.989), 정모 

사진에서 (0.999, 0.995) 이다 (p < 0.0001).

3.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하여 두부 위치 재현하였을 때 관찰자간 신뢰도

는 매우 높았고 두부의 횡축 주위로의 회전은 표준오차 0.09 ~ 0.26° 범위로 제

한되었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두부 회전은 크지 않았으며 전후방축에 대한 두

부 회전과 두부의 수직 변위는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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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광학 사진을 사용하면 보다 신뢰성 높은 연조

직 계측 및 VTO 작성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두부 자세의 재현성을 높임으로써 

측모에 비해 예측성이 낮다고 알려졌던 정모 연조직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예측도 용이해질 것이다. 

핵심되는 말 :왜곡,확대율,두부 회전,exocanthusindicator,laseral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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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측측모모모 및및및 정정정모모모 광광광학학학 사사사진진진의의의 규규규격격격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제제제안안안

<지도교수 : 손손손 병병병 화화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김김 영영영 재재재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verbal 

language 대신 직관적이고 간편한 video image 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Ackerman과 Proffit, 1995).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을 중첩하는 video 

imaging technique 은 1980년대 이후로 임상 및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

나 (Hohl 등, 1978; Kinnebrew 등, 1983; Takahashi 등, 1989; Sarver 와 

Johnston, 1990; Sinclair 등, 1995; Sarver, 1996; Le와 Sameshima, 1998) 광학 

사진과 방사선사진의 확대율 및 왜곡의 양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히 두 이미지를 겹쳐놓는 것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합성 영상을 얻을 수 없다.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의 촬영 조건은 Broadbent (1931) 에 의해 정형화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투사 오차등의 특성이 충분히 규명되어 두개

와 안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jork과 Solow, 

1962; Brodie, 1949; Salzmann, 1964; Baumrind 와 Frantz, 1971). 반면 광학 사진

은 방사선 노출 없이 안면 연조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촬영 조건이 표준화되지 않아 임상적 활용 및 연구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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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광학 사진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과 같이 촬영 조건을 표준화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초점 거리에 따른 계측점 위치와 이미지 형태의 왜곡

  왕 (2003) 은 렌즈의 광학적 특성에 의해 초점 거리의 망원 영역에서는 실패형 

왜곡 (pin-cussion distortion) 이, 광각 영역에서는 원통형 왜곡 (barrel 

distortion) 이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Fig. 1). 이와 같은 상의 왜곡을 결정하는 변

수는 렌즈의 초점 거리이므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알아야 한

다.

 Fig. Fig. Fig. Fig. 1. 1. 1. 1.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of of of of Optical Optical Optical Optical Image Image Image Image : : : : (a) (a) (a) (a) pincussion pincussion pincussion pincuss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b) (b) (b) (b) barrel barrel barrel barrel distortiondistortiondistortion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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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학 사진과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 보정

  Phillips 등 (1984) 은 광학 사진의 확대율이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보다 크다고 

하였지만 방사선 사진과 마찬가지로 광학 사진의 확대율은 촬영 거리에 의해 결

정되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화될 수 없으며 확대율 보정을 위한 광학 사진의 

촬영 거리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

 광학적 특성에 의한 오차 외에도 사진 촬영 과 계측시에도 오차가 개입될 수 있

다. 기준점 위치의 인식과 계측시 관찰자내 오차와 관찰자간의 오차 등이 개입되

지만 이들은 통계적 방법으로 최소화된다. 방사선 관구 혹은 카메라와 세팔로스테

트를 정렬시킬 때의 오차, 환자의 두부 회전에 의한 오차 등은 촬영 방법과 설비

의 개선을 통해 최소화된다. (Baumrind와 Frantz, 1971; Eliasson 등, 1982; 

Ahlqvist 등, 1983, 1986, 1988; Proffit, 1991; Major 등, 1996; Hatcher, 

1997; 김 등, 2000; 김과 황, 2000).

 본 연구에서는 광학 사진 촬영시 나타나는 상의 왜곡과 확대 등의 특성을 규명

하고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을 위한 간편한 도구를 도입하여  

측모 및 정모 광학 사진을 규격화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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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초점 거리에 따른 계측점 위치와 이미지 형태의 왜곡

  

 가. 격자의 제작 및 계측 항목

 왕 (2003) 은 상의 형태와 크기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초점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왕은 사각형 형태의 격자를 이

용하여 광학 사진의 특성을 규명하려 하였으나 렌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방

사 왜곡과 접선 왜곡 (radial and tangential lens distortion) (Fig. 2) 과 같은 

렌즈의 광학적 특성을 정확히 표현하고 정량화하려면 사각형 대신 원형의 격자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Fig. 3).

Fig. Fig. Fig. Fig. 2. 2. 2. 2. Radial Radial Radial Radial and and and and tangential tangential tangential tangential lens lens lens lens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a) (a) (a) (a) ideal ideal ideal ideal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of of of of a a a a dot, dot, dot, dot, (a') (a') (a') (a') distorted distorted distorted distorted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of of of of (a), (a), (a), (a), ((((ΔΔΔΔr) r) r) r) 

radial radial radial radial lens lens lens lens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 : : : an an an an alteration alteration alteration alteration in in in i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easur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in in in in a a a a radial radial radial radial direction direction direction direction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center center center center of of of of 

the the the the field field field field to to to to any any any any other other other other point point point point in in in in the the the the field. field. field. field. ((((ΔΔΔΔt) t) t) t) 

tangential tangential tangential tangential lens lens lens lens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 : : : a a a a displacement displacement displacement displacement of of of of image image image image 

points points points points perpendicular perpendicular perpendicular perpendicular to to to to a a a a radius radius radius radiu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center center center center of of of of 

the the the the fieldfieldfieldfield

 Adobe Illustrator 10.0.3 program (Adobe systems Inc., USA) 으로 화면의 

중앙 (point 0) 에 반지름을 10mm 씩 증가시키면서 10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이

들이 화면의 수직 수평 축과 45° 〫〫〫를 이루는 4개의 보조선 (NE, ES, WS, NW)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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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40개의 점을 계측점으로 정의하였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점부터 

각각 NE 1~10, ES 1~10, WS 1~10, NW 1~10) (Fig. 3, 4). 계측점 위치의 왜

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계측점 계측점 계측점 계측점 위치의 위치의 위치의 위치의 왜곡량 왜곡량 왜곡량 왜곡량 (LD) (LD) (LD) (LD) 

= = = = (point (point (point (point 0 0 0 0 에서 에서 에서 에서 각 각 각 각 계측점까지의 계측점까지의 계측점까지의 계측점까지의 계측된 계측된 계측된 계측된 거리거리거리거리))))

- - - - (point (point (point (point 0 0 0 0 에서 에서 에서 에서 각 각 각 각 계측점까지의 계측점까지의 계측점까지의 계측점까지의 실제 실제 실제 실제 거리거리거리거리))))

    Fig. Fig. Fig. Fig. 3. 3. 3. 3. Grid Grid Grid Grid pattern pattern pattern pattern used used used used in in in in this this this this study        study        study        study        

            Fig. Fig. Fig. Fig. 4. 4. 4. 4. Landmarks Landmarks Landmarks Landmarks on on on on NE NE NE NE axisaxisaxis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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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메라 설정

 촬영에는 초점거리 28~75mm의 줌렌즈 ( SP AF 28~75mm F2.8 XR Di LD 

Aspherical IF Macro, Tamron, Japan) 와 D-70 ( Nikon, Japan ) D-SLR ( 

digital single lens reflex )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셔터 스피드 = 1/6 s, 조리개 F = 10, ISO = 200, auto focus 

mode 이며 이미지 크기는 Large ( 3008 × 2000 pixel ), 압축률은 Fine ( 

JPEG ;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1/4 ) 으로 하였다. 

 초점거리는 30, 40, 50, 60, 70mm 로 변화시키면서 촬영하였다. (35mm 필름 

카메라로 환산시 각각 45, 60, 75, 90, 105mm).

 모든 이미지는 격자 전체가 최대의 크기로 표현되도록 촬영하였으며 이미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point 0 와 NE 1 의 거리를 10 mm 로 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보정하였다. V-Ceph 3.5 program (Cybermed, Korea) 상에서 동일 관찰자가 5

회 반복 측정 하였고 측정치들은 Excel program (Microsoft, USA) 상에서 통계

처리 하였다.  

  2. 광학 사진과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 보정

 현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촬영기기 (Cranex 

3
+
 CEPH, Soredex Co., USA) 는 방사선원과 중심 시상면, 필름과의 거리를 각

각 1524mm 와 1676mm 로 하여 ( 중심 시상면에 있는 피사체 크기 : 필름에 맺

힌 상의 크기 ) = ( 1 : 1.1 ) 의 확대율을 보이고 있다. 광학 사진의 확대율도 촬

영 거리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미지 센서에 형성된 상의 크기가 실제 피사체 크기

에 비해 매우 작고 출력할 때 배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시 고려해

야 한다.

 Hohl 은 금속 표식물을 환자의 안면에 부착후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을 찍고 

그 표식들이 일치하도록 광학사진을 확대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대율 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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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하지만 촬영 거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한 이러한 방법으로 중심 시상

면 이라는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는 확대율이 보정 되어도 중심을 벗어난 나머지 

시상면에 대해서는 확대율 보정이 불가능하다. 촬영 거리가 달라지면 입체 구조의 

부위별 확대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Fig. 5). 따라서 두부규격 계측사진과 입체적

으로 동일한 확대율의 광학 사진을 얻으려면 중심 시상면에 있는 피사체와 이미

지 센서에 맺힌 상의 크기의 비율을 구하는 대신 중심 시상면 좌우에 있는 물체

의 상대적인 확대율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확대율을 측정해야 한다.

Fig. Fig. Fig. Fig. 5. 5. 5. 5. 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ratio ratio ratio ratio in in in in relation relation relation relation to to to to the the the the photographing photographing photographing photographing 

distance distance distance distance : : : : L, L, L, L, R R R R are are are are the the the the images images images images of of of of l, l, l, l, r r r r respectively, respectively, respectively, respectively, which which which which are are are are of of of of the the the the same same same same height. height. height. height. 

Although Although Although Although the the the the camera camera camera camera setting setting setting setting other other other other than than than than the the the the photographing photographing photographing photographing distance distance distance distance is is is is the the the the 

same same same same in in in in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1 1 1 1 and and and and 2,  2,  2,  2,  the the the the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magnification ratio ratio ratio ratio L1 L1 L1 L1 / / / / R1 R1 R1 R1 is is is is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from from from from 

L2 L2 L2 L2 / / / / R2 R2 R2 R2 since since since since the the the the imaging imaging imaging imaging angle angle angle angle is is is is wider wider wider wider in in in in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2. 2. 2. 2.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확대율은 닮은꼴 삼각형의 원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확대율의 보정으로 광학 사진의 촬영 거리 (D) 를 정할 수 있

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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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6. 6. 6. 6. Calculation Calculation Calculation Calculation of of of of the the the the proper proper proper proper midsagittal midsagittal midsagittal midsagittal plane plane plane plane - - - - Image Image Image Image sensor sensor sensor sensor distance distance distance distance : : : : R, R, R, R, M, M, M, M, 

L L L L are are are are the the the the images images images images of of of of r, r, r, r, m, m, m, m, l l l l respectively, respectively, respectively, respectively, which which which which are are are are of of of of the the the the same same same same height height height height (h). (h). (h). (h). 

방사선 사진에서, r 의 확대율 = R / h = 1676 / ( 1524 - d )

 l 의 확대율 = L / h = 1676 / ( 1524 + d )

R / L = ( 1524 + d ) / ( 1524 - d )

광학 사진에서, r 의 확대율 = R / h = f / ( D - d )

 l 의 확대율 = L / h = f / ( D + d )

R / L = ( D + d ) / ( D - d ) 

위의 두 식으로부터, D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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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방사선사진과 광학 사진에서 중심 시상면 좌우에 있는 두 물체의 확대율의 

비가 동일하게 하려면, f (초점 거리) 와 d (중심시상면에서의 거리) 에 관계 없이 

방사선원과 렌즈의 초점 (다중 렌즈 카메라에서는 후방 주점) 을 동일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제조사에 따르면 D70 의 flange-back 수치는 46.5mm이므로 앞 단

계의 실험에서 구한 계측점 위치의 왜곡이 최소화되는 초점 거리 50mm 를 대입

하면 카메라 - 렌즈 접합면과 중심시상면의 거리는 1527.5mm 가 된다. 카메라를 

이 위치에 고정하고 중심 시상면 좌우로 각각 150 mm 위치에 부착된 300 mm 

의 아크릴 자를 촬영하여 상대적인 확대율을 계산해 본 결과 카메라에 가까운 쪽 

물체가 먼 쪽 물체보다 1.21배 확대되어 나타났고 이는 계산을 통해 얻은 예측치

와 일치하였다.

3.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

 가.카메라와 세팔로스테트의 정렬

 Hohl (1978), Phillips 등 (1984), 구 (2003)는 방사선 촬영기에 카메라를 고정

시키는 장치를 고안하여 방사선 관구 혹은 카메라와 세팔로스테트 정렬시킬 때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제작과 사용은 임상에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우며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확대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고

려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Broadbent 는 ear rod 와 중심 방사선을 일치시키

기 위해 방사선원과 같은 위치에서 빛을 비추고 이것이 좌, 우 ear rod 를 지나면

서 형성되는 그림자가 서로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착안하여 본 실험에

서는 laser aligner 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카메라의 광축과 평행하게 방출된 레

이져 빔이 ear rod 에 부착된 aligner의 좌우측 hole 을 통과하였을 때 ear rod 

와 카메라 렌즈의 중심축이 일치할 수 있도록 삼각대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 이후에 레이져원 자리에 카메라를 대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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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7. 7. 7. 7. Principles Principles Principles Principle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Laser Laser Laser Laser Aligner Aligner Aligner Aligner : : : : Non-transparent Non-transparent Non-transparent Non-transparent acrylic acrylic acrylic acrylic plate plate plate plate with with with with small small small small 

holes holes holes holes attached attached attached attached on on on on each each each each side side side side of of of of the the the the cephalostat. cephalostat. cephalostat. cephalostat. When When When When the the the the camera camera camera camera lens lens lens lens axis axis axis axis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ear ear ear ear rod rod rod rod axis axis axis axis are are are are in in in in identical identical identical identical spatial spatial spatial spatial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the the the the laser laser laser laser beam beam beam beam will will will will go go go go through through through through the the the the 

holes holes holes holes on on on on both both both both sides. sides. sides. sides. The The The The laser laser laser laser beam beam beam beam can can can can not not not not go go go go through through through through the the the the holes holes holes holes when when when when the the the the two two two two 

axis axis axis axis are are are are not not not not in in in in identical identical identical identical spatial spatial spatial spatial position.position.position.position.

 카메라의 정렬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 단계의 실험을 통해 얻은 

초점 거리 50 mm 와 촬영 거리 1527.5 mm 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laser 

aligner 로 렌즈의 중심축을 정렬한 후 광학 사진을 촬영하여 통상의 방법에 의해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이미지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200mm × 250mm × 3mm 의 서로 수직인 두 개의 투명 아크릴판에 각각 동일

한 환자의 측모와 정모 두부 방사선사진의 트레이싱을 그려 넣고 이것을 실제 환

자에서와 같이 세팔로스테트에 고정시켰다. 측모 34개, 정모 30개의 계측점에 지

름 약 1.4mm 의 금속 구를 부착하였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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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8. 8. 8. 8. Acrylic Acrylic Acrylic Acrylic dummy dummy dummy dummy head head head head : : : : Lateral Lateral Lateral Lateral and and and and frontal frontal frontal frontal cephalometric cephalometric cephalometric cephalometric tracings tracings tracings tracings are are are are drawn drawn drawn drawn 

on on on on two two two two acrylic acrylic acrylic acrylic plates.  plates.  plates.  plates.  Cephalometric Cephalometric Cephalometric Cephalometric landmarks landmarks landmarks landmarks used used used used are are are are as as as as follows follows follows follows - - - - FOR FOR FOR FOR 

LATERAL LATERAL LATERAL LATERAL VIEWVIEWVIEWVIEW    ; ; ; ; S S S S (sella), (sella), (sella), (sella), N N N N (nasion), (nasion), (nasion), (nasion), Ar Ar Ar Ar (articulare), (articulare), (articulare), (articulare), Ba Ba Ba Ba (basion), (basion), (basion), (basion), Or Or Or Or (orbitale), (orbitale), (orbitale), (orbitale), 

Pt Pt Pt Pt (pterygiod), (pterygiod), (pterygiod), (pterygiod), ANS ANS ANS ANS (anterior (anterior (anterior (anterior nasal nasal nasal nasal spine), spine), spine), spine), PNS, PNS, PNS, PNS, (posterior (posterior (posterior (posterior nasal nasal nasal nasal spine), spine), spine), spine), A A A A (A (A (A (A 

point), point), point), point), B B B B (B (B (B (B point), point), point), point), Pog Pog Pog Pog (pogonion), (pogonion), (pogonion), (pogonion), Met Met Met Met (menton), (menton), (menton), (menton), Po Po Po Po (Porion), (Porion), (Porion), (Porion), Go Go Go Go (gonion), (gonion), (gonion), (gonion), G G G G 

(glabella), (glabella), (glabella), (glabella), N' N' N' N' (soft (soft (soft (soft tissue tissue tissue tissue nasion), nasion), nasion), nasion), Nt Nt Nt Nt (nasal (nasal (nasal (nasal tip), tip), tip), tip), SnSnSnSn (subnasale), (subnasale), (subnasale), (subnasale), LsLsLsLs ( l a b r a l e ( l a b r a l e ( l a b r a l e ( l a b r a l e 

superious), superious), superious), superious), Li Li Li Li (labralle (labralle (labralle (labralle inferious), inferious), inferious), inferious), Stms Stms Stms Stms (stomion (stomion (stomion (stomion sperious), sperious), sperious), sperious), Stmi Stmi Stmi Stmi (stomion (stomion (stomion (stomion inferious), inferious), inferious), inferious), 

UL UL UL UL (upper (upper (upper (upper lip), lip), lip), lip), LL LL LL LL (lower (lower (lower (lower lip), lip), lip), lip), Pog' Pog' Pog' Pog' (soft (soft (soft (soft tissue tissue tissue tissue pogonion), pogonion), pogonion), pogonion), Met' Met' Met' Met' (soft (soft (soft (soft tissue tissue tissue tissue 

menton), menton), menton), menton), U6r U6r U6r U6r (mesial (mesial (mesial (mesial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of of of of U6), U6), U6), U6), U6t U6t U6t U6t (mesiobuccal (mesiobuccal (mesiobuccal (mesiobuccal cusp cusp cusp cusp tip tip tip tip of of of of U6), U6), U6), U6), U1r U1r U1r U1r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of of of of U1), U1), U1), U1), U1t U1t U1t U1t (incisal (incisal (incisal (incisal tip tip tip tip of of of of U1), U1), U1), U1), L6r L6r L6r L6r (mesial (mesial (mesial (mesial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of of of of L6), L6), L6), L6), L6t L6t L6t L6t (mesiobuccal (mesiobuccal (mesiobuccal (mesiobuccal 

cusp cusp cusp cusp tip tip tip tip of of of of L6), L6), L6), L6), L1r L1r L1r L1r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of of of of L1), L1), L1), L1), L1t L1t L1t L1t (incisal (incisal (incisal (incisal tip tip tip tip of of of of L1).  L1).  L1).  L1).  FOR FOR FOR FOR FRONTAL FRONTAL FRONTAL FRONTAL 

VIEW VIEW VIEW VIEW ; ; ; ; Orb Orb Orb Orb (intersection (intersection (intersection (intersection of of of of orbital orbital orbital orbital rim rim rim rim and and and and anterior anterior anterior anterior cranial cranial cranial cranial base base base base ), ), ), ), Z Z Z Z (zygomatic (zygomatic (zygomatic (zygomatic 

suture), suture), suture), suture), Zy Zy Zy Zy (zygomatic (zygomatic (zygomatic (zygomatic arch),  arch),  arch),  arch),  Nc Nc Nc Nc (nasal (nasal (nasal (nasal cavity), cavity), cavity), cavity), J J J J (J (J (J (J point), point), point), point), U6t U6t U6t U6t (U6 (U6 (U6 (U6 palatal palatal palatal palatal cusp cusp cusp cusp 

tip), tip), tip), tip), U6c U6c U6c U6c (U6 (U6 (U6 (U6 crown), crown), crown), crown), U6r U6r U6r U6r (U6 (U6 (U6 (U6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L6c L6c L6c L6c (L6 (L6 (L6 (L6 crown), crown), crown), crown), L6r L6r L6r L6r (L6 (L6 (L6 (L6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U1r U1r U1r U1r 

(U1 (U1 (U1 (U1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L1r L1r L1r L1r (L1 (L1 (L1 (L1 root root root root apex), apex), apex), apex), Go Go Go Go (antegonial (antegonial (antegonial (antegonial notch), notch), notch), notch), UC UC UC UC (upper (upper (upper (upper incisor incisor incisor incisor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point), point), point), point), LC LC LC LC (lower (lower (lower (lower incosor incosor incosor incosor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point), point), point), point), Cg Cg Cg Cg (crista (crista (crista (crista galli), galli), galli), galli), M M M M (menton)(menton)(menton)(m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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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중심에서 만나는 수평, 수직선을 각각 H축, V축으로 설정하고 (Fig. 9). 

V-Ceph 3.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 상의 각 계측점들의 

(h, v) 좌표를 구하고 SAS 프로그램으로 Spearman's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하

여 방사선 사진에서와 광학사진에서의 좌표 위치에 통계학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Fig. Fig. Fig. Fig. 9. 9. 9. 9. H, H, H, H, V V V V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system system system system on on on on the the the the dummy dummy dummy dummy head's head's head's head's photograph photograph photograph photograph (left (left (left (left half) half) half) half) 

and and and and radiograph radiograph radiograph radiograph (right (right (right (right half) half) half) half) ; ; ; ; frontal frontal frontal frontal view view view view for for for for exampleexampleexampleexample

  나. 세팔로스테트와 환자 두부의 정렬

 환자의 두부 회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신뢰할만한 두부 자세인 natural 

head posture (NHP) 과 두개외 기준선을 분석에 사용해야 한다 (Moorree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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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n, 1958; Solow와 Tallgren, 1971, 1976; Cooke 와 Wei, 1988, 박과 서 

등, 1995). 본 실험에서는 exocanthus indicator 를 고안하여 NHP의 재현에 사

용하였다. 

   (1). 촬영 및 분석

   카메라와 두부 위치 고정기를 정렬시킨 후 오른쪽 ear rod 에 exocanthus 

indicator 를 부착한다. 두드러진 안면 기형이나 비대칭이 없는 25세 전후의 성인 

21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정하여 거울을 응시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NHP를 유도

한 뒤 측모를 촬영한다. 각 개인의 exocanthus 의 높이를 indicator 로 계측하고 

(Fig. 10) 이 계측치를 사용하여 이틀 후 두부 위치를 유도하여 다시 사진을 촬영

한다. 두 명의 술자가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

Fig. Fig. Fig. Fig. 10. 10. 10. 10. Exocanthus Exocanthus Exocanthus Exocanthus IndicatorIndicatorIndicatorIndicator

 각 사진은 안면 부위가 1:1 로 표현되도록 사진 용지에 프린트하고 이 위에 

0.003 인치 두께의 아세테이트 묘사지를 부착한다. 첫날 촬영된 사진에 ear rod 

중점 (Er) 을 지나고 사진의 수직 수평연과 각각 평행한 true vertic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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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0),  true horizontal line (Th0) 을 표시한다. 측모를 트레이싱하고 이것을 두 

번째 촬영된 사진에 옮겨 붙이되 두부 회전과 표정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

안면부와 중안면부 계측점이 최대한 중첩되도록 한다. 다시 수직 수평 기준선 

(Tv1, Th1) 을 표시한다. 묘사지를 스캐닝하여 V-Ceph 3.5 프로그램으로 Dv, 

Dh, Ro 를 구하되 동일인이 두 번 반복 계측 후 평균값을 계측치로 사용하였다. 

계측치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2). 계측선 및 계측점

Er (ear rod) ; ear rod 의 중심점

Tv (True vertical line) ; Er 을 지나고 사진의 수직연과 평행한 선

Th (True horizontal line) ; Er 을 지나고 사진의 수평연과 평행한 선

   (3). 계측치

Dv (Vertical deviation of Er) ; 사진의 상방으로 변위되면 양의 값으로 표시

Dh (Horizontal deviation of Er) ; 두부의 전방으로 변위되면 양의 값으로 표시

Ro (Rotation of Tv) ; Tv 와 Th 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 양의 값으로 표시



- 15 -

III. III. III. I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초점 거리에 따른 계측점 위치와 이미지 형태의 왜곡

 각 이미지마다 5회 반복 측정으로 얻은 계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계

측점 위치의 왜곡량 (LD)을 구하였다. 렌즈의 장축과 격자가 이루는 평면이 완벽

히 수직을 이루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지상의 네 개의 보조선에서 얻은 값

들의 평균치를 해당 이미지에서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Table 1) (Fig. 11).

 Table Table Table Table 1. 1. 1. 1. Descriptive Descriptive Descriptive Descriptive statistics statistics statistics statistics of of of of Landmark Landmark Landmark Landmark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LD)(LD)(LD)(LD)

( unit : mm )

f 30 40 50 60 70

Mean SD LD Mean SD LD Mean SD LD Mean SD LD Mean SD LD

POINT 
0~1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POINT 
0~2 19.97 0.04 -0.03 19.95 0.02 -0.05 20.02 0.05 0.02 20.05 0.07 0.05 20.03 0.06 0.03 

POINT 
0~3

29.94 0.11 -0.06 29.94 0.10 -0.06 30.03 0.12 0.03 30.08 0.17 0.08 30.07 0.17 0.07 

POINT 
0~4 39.90 0.22 -0.10 39.89 0.16 -0.11 40.08 0.22 0.08 40.13 0.24 0.13 40.16 0.19 0.16 

POINT 
0~5 49.85 0.21 -0.15 49.85 0.18 -0.15 50.08 0.20 0.08 50.17 0.21 0.17 50.20 0.14 0.20 

POINT 
0~6 59.76 0.33 -0.24 59.82 0.33 -0.18 60.14 0.34 0.14 60.26 0.34 0.26 60.31 0.28 0.31 

POINT 
0~7 69.61 0.35 -0.39 69.72 0.35 -0.28 70.14 0.35 0.14 70.28 0.39 0.28 70.33 0.32 0.33 

POINT 
0~8

79.42 0.41 -0.58 79.60 0.44 -0.40 80.12 0.42 0.12 80.32 0.47 0.32 80.35 0.40 0.35 

POINT 
0~9 89.22 0.53 -0.78 89.47 0.44 -0.53 90.09 0.44 0.09 90.32 0.53 0.32 90.43 0.41 0.43 

POINT 
0~10

98.91 0.64 -1.09 99.32 0.54 -0.68 100.06 0.52 0.06 100.29 0.57 0.29 100.46 0.45 0.46 



- 16 -

 Fig. Fig. Fig. Fig. 11. 11. 11. 11. Landmark Landmark Landmark Landmark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Distortion (LD) (LD) (LD) (LD) : : : : The The The The Five Five Five Five curves curves curves curves represents represents represents represents the the the the landmark landmark landmark landmark 

distortions distortions distortions distortions at at at at each each each each respective respective respective respective focal focal focal focal lengthlengthlengthlength

 LD 값이 양의 값이면 상의 확대로 계측점이 실제보다 이미지의 중심에서 더 멀

리에 위치하는 실패형 왜곡이, 음의 값이면 상의 축소로 중심쪽으로 더 가까이 위

치하는 원통형 왜곡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LD 의 절대값은 원형 격자의 반경에 

비례하는데 이는 이미지의 중심에서 멀리 있는 상일수록 왜곡이 크다는 것을 나

타낸다. LD 값은 초점거리 50 mm 부근에서 최소였다. 

 2.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

 가.카메라와 세팔로스테트의 정렬

 촬영에서 얻은 이미지의 중심에서 서로 만나는 수평 수직선을 각각 H 축, V 축으로 

정의하고 각 계측점들의 위치를 (h, v) 좌표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Table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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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2.  2.  2.  2.  H, H, H, H, V V V V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values values values value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lateral lateral lateral lateral viewviewviewview   

     ( unit : mm )   

PHOTO X-RAY

Landmark H     V H V

S 3.18 20.16 2.53   19.50 

G 79.33 46.96 77.81   46.31 

N 70.57 35.82 69.51   35.57 

N' 74.29 25.20 73.03   24.73 

Or 60.76 3.71 59.67    3.52 

Pt 20.16 - 7.96 19.68 - 8.49 

Nt 98.16 -15.92 96.95 -15.98 

ANS 75.35 -23.88 74.56 -23.83 

PNS 23.61 -23.35 22.75 -24.01 

U6 root 46.16 -31.57 46.31 -31.78 

U6 tip 46.16 -49.35 46.40 -47.93 

A 71.63 -32.63 70.95 -32.68 

B 72.16 -74.82 70.86 -74.29 

Sn 83.04 -28.65 82.15 -28.89 

U1 root 71.37 -36.88 70.59 -36.83 

U1 tip 81.18 -54.12 80.52 -54.25 

L1 root 68.98 -73.22 68.15 -72.40 

L1 tip 77.47 -53.59 76.46 -53.98 

L6 root 40.59 -65.80 40.17 -66.17 

L6 tip 50.14 -50.67 49.56 -51.27 

pog 73.49 -89.67 72.94 -89.64 

pog' 84.63 -89.94 84.22 -89.82 

met 65.00 -96.04 64.18 -96.41 

met' 67.65 -103.20 67.43 -103.45 

Po -16.98 2.65 -16.25 2.53 

Ar -11.67 - 8.49 -12.28 - 9.21 

Ba -20.69 -13.80 -21.12 -14.44 

Go - 5.04 -58.10 - 5.24 -58.95 

Ls 90.20 -39.27 89.19 -39.45 

UL 91.53 -44.31 90.81 -43.96 

Stms 83.04 -52.27 82.42 -52.72 

Stmi 83.04 -55.71 82.42 -55.88 

LL 89.14 -62.08 88.46 -62.11 

Li 88.08 -65.53 87.38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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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3.  3.  3.  3.  H, H, H, H, V V V V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values values values value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frontal frontal frontal frontal viewviewviewview

    ( unit : mm )

      

X-RAY PHOTO

Landmark H V H V

Or ( R ) -68.16 52.27 -67.20 52.27 

Z ( R ) -74.57 40.81 -73.30 41.32 

Zy ( R ) -93.35 1.62 -92.96 1.49 

Nc ( R ) -17.24 -18.15 -17.17 -17.55 

J ( R ) -43.97 -38.55 -44.30 -37.34 

U6T ( R ) -25.19 -65.00 -25.01 -64.09 

U6C ( R ) -34.03 -58.32 -34.72 -57.50 

U6R ( R ) -27.99 -40.81 -28.50 -40.45 

L6C ( R ) -34.40 -65.90 -34.72 -64.59 

L6R ( R ) -38.55 -82.33 -38.58 -82.51 

U1R ( R ) - 4.42 -43.60 - 5.23 -43.43 

L1R ( R ) - 1.26 -95.24 - 2.61 -93.96 

Go ( R ) -59.22 -92.35 -59.74 -90.48 

Or ( L ) 65.63 53.81 65.83 52.64 

Z ( L ) 69.78 42.97 69.82 42.19 

Zy ( L ) 94.88 5.24 94.33 4.48 

Nc ( L ) 16.52 -17.24 15.81 -17.17 

J ( L ) 44.24 -33.76 43.43 33.85 

U6T ( L ) 29.97 -62.74 28.50 -62.72 

U6C ( L ) 39.18 -56.06 38.21 -56.25 

U6R ( L ) 35.84 -42.07 35.09 -41.69 

L6C ( L ) 41.71 -63.74 40.82 -63.22 

L6R ( L ) 47.49 -77.37 46.05 -76.41 

U1R ( L ) 7.04 -44.87 5.72 -44.30 

L1R ( L ) 5.42 -95.42 4.36 -93.96 

Go ( L ) 70.42 -85.31 68.45 -84.25 

Cg - 1.26 41.71 - 1.37 41.32 

UC - 2.26 -71.95 - 2.61 -70.69 

LC 2.89 -73.22 1.74 -72.93 

M 6.41 -125.49 4.85 -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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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진에서와 광학사진에서 얻은 h, v 좌표값에 대한 Spearman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한 결과 측모 사진에서의 h 좌표간의 상관 계수는 0.999, v 좌표간의 

상관 계수는 0.989로써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정모사진에서도 상관 계

수는 각각 0.999, 0.995 였다 ( p < 0.0001 ). 그럼에도 불구하고 frontal view 

에서 이미지 중심에서 멀리 있는 몇몇 계측점들은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계측점 위치 차이가 일관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사선사진의 h 좌표값 (Hr) 에서 광학사

진의 h 좌표값 (Hp) 을 뺀 값을 H 축 상에 표시하였다. 같은 작업을 v 좌표값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행한 후 (Fig. 12) 각각의 그래프에서 linear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하여 correlation efficiency 를 구하였다 ( Fig. 13, 14, 15, 16 ).  

Fig. Fig. Fig. Fig. 12. 12. 12. 12. Landmark Landmark Landmark Landmark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H H H H axis axis axis axis and and and and in in in in the the the the V V V V axisaxisaxisaxis

  나. 세팔로스테트와 환자 두부의 정렬

 두 명의 관찰자가 각각 이틀 간격으로 얻은 두 광학사진으로부터 Dh, Dv (mm), 

Ro (°) 의 평균값을 구한 후 paired t-test 를 통해 관찰자간 재현성을 평가하였

다. (Table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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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0.0069 h - 0.2681

R2 = 0.2712

-2.00

-1.50

-1.00

-0.50

0.00

0.50

1.00

-60.00 -10.00 40.00 90.00
( H axis )

( H r - H p )

Fig. Fig. Fig. Fig. 13. 13. 13. 13.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the the the the H H H H axis axis axis axis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values values values value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radiograhic radiograhic radiograhic radiograhic image image image image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image image image image ( ( ( ( lateral lateral lateral lateral view view view view ))))

 

( V r - V p )

v = 0.0002 h

R2 = -0.1413

-1.00

-0.50

0.0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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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50.00 -100.00 -50.00 0.00 50.00 100.00

V axis

 

Fig. Fig. Fig. Fig. 14. 14. 14. 14.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the the the the V V V V axis axis axis axis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values values values value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radiographic radiographic radiographic radiographic image image image image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image image image image ( ( ( ( lateral lateral lateral lateral view view view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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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0.0085 h + 0.538

R
2
 = 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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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15. 15. 15. 15.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the the the the H H H H axis axis axis axis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values values values value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radiograhic radiograhic radiograhic radiograhic image image image image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image image image image ( ( ( ( frontal frontal frontal frontal view view view view ))))

v = 0.0129 h + 0.0286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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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16. 16. 16. 16.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the the the the V V V V axis axis axis axis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coordinate values values values values from from from from the the the the 

radiographic radiographic radiographic radiographic image image image image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photographic image image image image ( ( ( ( frontal frontal frontal frontal view view view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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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4. 4. 4. 4. The The The The results results results results of of of of paired paired paired paired t t t t - - - - test test test test showing showing showing showing the the the the inter inter inter inter - - - - operator operator operator operator 

reproducibilityreproducibilityreproducibilityreproducibility

NS ; Not Significant,  * p < 0.05 ,  *** p < 0.001

Operator OP 1 OP 2 p

Subject
Dh

(mm)

 Dv

(mm)

Ro

(° )

 Dh

 (mm)

Dv

(mm)

 Ro

 (° )

Dh

(mm)

Dv

(mm)

Ro

(°)

1 -0.88 -1.32 -0.63 0.97 -0.70 0.59 NS NS NS

2 0.00 1.05 0.51 0.47 1.52 -1.28 NS NS NS

3 -0.70 1.13 0.19 0.26 -0.88 -1.32 NS NS NS

4 -1.14 0.77 -0.63 2.20 -1.58 -0.34 NS NS NS

5 1.32 -1.49 -0.46 1.14 0.44 0.32 NS NS NS

6 -1.67 0.00 -0.36 -0.88 -2.46 -1.79 NS NS NS

7 1.49 -0.08 0.43 0.52 0.61 1.04 NS NS NS

8 1.94 0.00 -0.16 -1.76 -1.32 -1.25 NS NS NS

9 -2.38 -0.88 -0.61 0.00 1.58 0.38 NS NS NS

10 0.00 0.00 -0.62 0.35 0.79 0.08 NS NS NS

11 0.44 0.35 0.37 -1.14 -0.79 1.87 NS NS NS

12 0.88 -1.94 1.08 -0.70 -0.97 -0.79 NS NS NS

13 0.26 1.76 0.37 -0.26 -1.76 -0.95 NS NS NS

14 -1.88 -0.82 1.02 0.17 0.52 1.39 NS NS NS

15 0.79 -1.41 -0.91 -1.14 1.49 0.25 NS NS NS

16 -1.23 0.00 0.98 0.97 0.70 1.49 NS NS NS

17 0.08 1.67 2.06 -0.61 -1.94 -1.49 NS NS NS

18 0.35 1.52 1.06 -0.35 -2.64 -0.58 NS NS NS

19 1.35 0.64 1.00 -0.52 0.88 2.43 NS NS NS

20 0.00 0.00 -0.72 0.26 0.97 0.86 NS NS NS

21 0.14 0.17 0.30 -0.39 0.00 0.00 NS NS NS

Mean -0.04 0.05 0.20 -0.02 -0.26 0.04 

Std. Dev. 1.17 1.07 0.80 0.91 1.35 1.19 

Std. Err. 0.26 0.23 0.17 0.20 0.29 0.26



- 23 -

Table Table Table Table 5. 5. 5. 5. The The The The results results results results of of of of paired paired paired paired t t t t - - - - test test test test showing showing showing showing the the the the inter inter inter inter - - - - operator operator operator operator 

reproducibility reproducibility reproducibility reproducibility ; ; ; ; in in in in absolute absolute absolute absolute valuesvaluesvaluesvalues

   

NS ; Not Significant,  * p < 0.05 ,  *** p < 0.001

Operator OP1 OP 2 p

Subject
|Dh|

(mm)

|Dv|

(mm)

|Ro|

(° )

|Dh|

(mm)

|Dv|

(mm)

|Ro|

(° )

|Dh|

(mm)

|Dv|

(mm)

|Ro|

(° )

1 0.88 1.32 0.63 0.97 0.70 0.59 NS * * 

2 0.00 1.05 0.51 0.47 1.52 1.28 NS * *

3 0.70 1.13 0.19 0.26 0.88 1.32 NS * NS

4 1.14 0.77 0.63 2.20 1.58 0.34 NS * NS

5 1.32 1.49 0.46 1.14 0.44 0.32 NS * NS

6 1.67 0.00 0.36 0.88 2.46 1.79 NS *** *

7 1.49 0.08 0.43 0.52 0.61 1.04 NS *** NS

8 1.94 0.00 0.16 1.76 1.32 1.25 NS *** NS

9 2.38 0.88 0.61 0.00 1.58 0.38 NS * NS

10 0.00 0.00 0.62 0.35 0.79 0.08 NS * NS

11 0.44 0.35 0.37 1.14 0.79 1.87 NS NS NS

12 0.88 1.94 1.08 0.70 0.97 0.79 NS NS NS

13 0.26 1.76 0.37 0.26 1.76 0.95 NS * NS

14 1.88 0.82 1.02 0.17 0.52 1.39 NS * NS

15 0.79 1.41 0.91 1.14 1.49 0.25 NS *** NS

16 1.23 0.00 0.98 0.97 0.70 1.49 NS *** NS

17 0.08 1.67 2.06 0.61 1.94 1.49 NS * NS

18 0.35 1.52 1.06 0.35 2.64 0.58 NS * NS

19 1.35 0.64 1.00 0.52 0.88 2.43 NS NS NS

20 0.00 0.00 0.72 0.26 0.97 0.86 NS NS NS

21 0.14 0.17 0.30 0.39 0.00 0.00 NS NS NS

Mean 0.90 0.81 0.69 0.72 1.17 0.98 

Std. Dev. 0.72 0.68 0.43 0.55 0.67 0.65 

Std. Err. 0.16 0.15 0.09 0.12 0.1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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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1. 초점 거리에 따른 계측점 위치와 이미지 형태의 왜곡

 카메라 렌즈는 평면이 아닌 구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성되는 결상면도 구

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평면 형태인 필름이나 이미지센서에 맺힌 상은 중심부

와 주변부의 확대율이 다르다. 결국 모든 렌즈는 광축으로부터 렌즈의 주변부로 

향하는 방향을 따라 발생되는 방사 왜곡 (radial distortion) 과 그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발생되는 접선 왜곡 (tangential distortion) 등을 고유의 광학적 특성으

로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접선 왜곡은 방사 왜곡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시된다. 작품 사진에서는 작가의 표현 의도에 따라 이

러한 왜곡을 오히려 극대화하는 어안 렌즈 (fish-eye lens)도 사용되지만 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에서 이러한 왜곡은 불필요한 요소이다. 비구면 (aspherical) 

렌즈를 사용하는 등 렌즈 설계의 개선으로 이와 같은 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모든 제품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계측한 LD 값은 이러한 방사 왜곡을 나타내는 값이며 LD 값이 양

의 값이면 실제 거리보다 이미지상의 거리가 확대되어 계측점이 이미지의 중심에

서 더 먼 거리에 있다는 의미이고 음의 값이면 중심쪽으로 더 가까이 위치해 있

다는 의미이다. Table 1. 과 Figure 11. 에서 LD 값의 절대값은 0~1 구간에서 

0~10 구간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이는 이미지의 중심에서 멀리 있는 상일수록 왜

곡량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각형의 격자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며 원형의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초점거리 30 mm와 40 mm에서는 LD 값이 음의 값, 초점거리 

50, 60, 70 mm 에서는 양의 값을 보이는데 음의 값은 이미지의 주변부가 중심부

보다 축소되어 보이는 원통형 왜곡이, 양의 값은 주변부가 확대되어 보이는 실패

형 왜곡이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왕 (2003)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초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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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에서 LD의 최대값은 point 0~6, 0~7 구간에서 0.14 mm 인데 이것은 

실제 길이의 0.2 % 에 불과한 값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 에 가까운 값으로 고

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실험의 조건 하에서는 초점거리 50 mm 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5 mm 필름 카메라에 상응하

는 초점거리로 환산하면 약 75 mm 이며 이는 왕이 제시한 값인 79.4 mm 와 유

사하나 값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연구 설계상의 초점 거리 구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2. 광학 사진과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 보정

 카메라와 방사선 관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광학 사진의 확대율은 달라지므

로 (Fig. 5) 방사선 사진과 입체적으로 동일한 확대율을 얻을 수 있는 촬영 거리

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일 렌즈를 사용할 경우 광학 이미지 및 방사선 이미지의 크기와 배율의 계산

은 Fig. 6. 에서와 같이 단순한 기하학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에 

사용되는 다중 렌즈는 여러 장의 렌즈가 겹쳐 있으므로 확대 양상이 그림과 다르

지만 다중 렌즈의 후방 주점 (principal point) 을 단일 렌즈의 초점 (nodal point)

으로 대치시켜 이해한다면 계산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카메라 제조사는 각 제품마

다 image sensor (혹은 필름) 로부터 카메라 - 렌즈 접합면까지의 거리인 플렌지

백 (flange-back) 을 제품 설명서에 명시하고 있는데 D70 카메라의 경우 

46.5mm 이다. 따라서 앞 단계의 실험 결과를 응용하여 초점거리 50mm 를 대입

하면 필요한 촬영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1527.5 mm ( 카메라 - 렌즈 

접합면과 중심시상면사이의 거리 ) 이다. 

 예비 실험에서 카메라를 이 위치에 고정하고 중심 시상면 좌우로 각각 150 mm 

위치에 부착된 300 mm 의 아크릴 자를 촬영하여 상대적인 확대율을 계산해 본 

결과 카메라에 가까운 쪽 물체가 먼 쪽 물체보다 1.21배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는 

계산을 통해 얻은 예측치와 일치하였으므로 촬영 거리 설정을 통해 방사선 사진

과 광학 사진의 확대율이 보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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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

  가. 카메라와 세팔로스테트의 정렬

 Broadbent 는 ear rod 와 중심 방사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방사선원과 같은 위

치에서 빛을 비추고 이것이 좌, 우 ear rod 를 지나면서 형성되는 그림자가 서로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ser aligner 를 고안하여 카메라 렌즈

의 중심축과 좌,우 ear rod 축을 동일하게 정렬시키도록 하였다. 카메라와 레이져

원을 동일한 삼각대에 번갈아서 고정시켜 사용하여 레이져 광선이 렌즈 중심축과 

평행하게 방출되도록 하였다. 제조 회사에 의하면 레이져 광선의 오차는 1m 당 

0.1mm 이하이다. 삼각대 헤드의 윗면으로부터 렌즈 중심축, 레이져원의 중심까지

의 높이를 구하고 이 값을 통해 레이져가 지나갈 길목에 직경 2mm 의 hole 을 

두 개 형성하여 레이져가 이 두 hole 을 통과해 지나갈 때 렌즈의 중심축과 ear 

rod 축이 공간상 동일한 위치에 놓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정렬시킨 상태에서 좌, 우측 ear rod를 각각 촬영하여 

사진을 중첩한 결과 두 ear rod 의 중심은 완전히 일치하였다.

 Laser aligner 를 사용하여 렌즈의 중심축을 ear rod 축과 일치시킨 후 Acrylic 

dummy head (Fig. 8) 를 촬영하여 방사선사진에서와 광학사진에서 얻은 동일 계

측점의 두 개의 좌표값이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값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

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평가하기로 하였다.

 먼저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에 나타난 계측점을 (h,v) 좌표를 사용하여 나타내

고 (Fig. 9) 좌표값에 대한 Spearman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측모 사진에서의 h 좌표간의 상관 계수는 0.999, v 좌표에서는 0.989로써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정모사진에서의 상관 계수는 각각 0.999, 0.995 였다 

(p < 0.0001). 결국 두 쌍의 좌표들은 서로 동일한 2차원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사진의 이미지 중심에서 100mm 이상 멀리 있는 계측점

들은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1.5 mm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menton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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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86 mm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3). 이에 계측점의 위치 차이가 방

사선 사진에서와 광학 사진에서 일관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사선사진의 h 좌표값에서 광학사진의 h 좌표값을 뺀 값을 방사선 사진의 h 좌

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표시하였다. 같은 작업을 v 좌표값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

행하고 선형 회귀식과 R
2 

값을 구하였다 (Fig. 12, 13 ,14 ,15 ,16). 만일 렌즈 

중심축의 편위나 기울어짐이 있다면 위에서 계산된 좌표값의 차이가 H 축과 V 

축에 대해 일정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Fig. 13, 14. 에서와 같이 lateral image 에서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좌표값

의 차이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R2  = 0.2712, -0.1413).  frontal 

image 에서도 h 값에서 R
2 

= 0.2873, v 값에서 R
2 

= 0.5517 정도로 뚜렷한 연

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Fig. 15, 16) menton 에서 나타난 좌표값의 차이는 렌

즈 중심축의 편위나 기울어짐 보다는 계측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험 장비

와 평가 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세팔로스테트와 환자 두부의 정렬

 환자의 두부 회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신뢰할만한 두부 자세인 natural 

head posture (NHP) 과 두개외 기준선을 분석에 사용해야 한다 (Moorrees와 

Kean, 1958; Solow와 Tallgren, 1971, 1976; Cooke 와 Wei, 1988, 박과 서 

등, 1995). 김과 황 (2000) 은 두부 위치 표시기와 동공 위치 표시기로 NHP의 

재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이들 장치의 사용에는 술자와 환자의 높은 이해도와 

숙련도가 요구되며 안경 형태의 장치를 환자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 착용할 수 있

는가 하는 재현성의 문제도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실험에서는 exocanthus 

indicator 를 고안하여 NHP의 재현에 사용하였다 (Fig. 10). 

 연조직 계측점 중에 수술이나 교정 치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술자가 인지하기 

쉬운 계측점을 선별하였다. Stefanova 와 Stella (2000) 는 악교정 수술을 위한 

수직 고경 계측시 inferior medial canthus 가 안정적인 두개외 계측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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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측모의 곡면상에 정의되어 위치 식별이 다소 모호한 다

른 계측점들과는 달리 양쪽 안각부의 계측점들은 상, 하 안검이 예각을 이루며 만

나는 점이기 때문에 식별이 용이하다. 측모 사진 촬영시 innercanthus 는 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xocanthus 를 기준으로  두개의 회전량을 측정하

였다. 성인에서 외이도에서 exocanthus 까지의 직선 거리를 70 mm, 지평면과 

exocanthus 가 이루는 각을 20° 라고 했을 때 두부가 기준 위치에서 시계방향으

로 1° 회전시 exocanthus의 높이 변화는 70 × (sin 20° - sin 19°) = 1.15 mm 

이다. 반대로 exocanthus의 높이가 1 mm 낮아졌을 때 두부의 회전은 1° 이하이

다. Ahlqvist 등은 컴퓨터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전후방축 과 수직축을 기준으

로 5° 회전하였을 때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의 투사 오차는 선 계측치에서 

1% 이하이며 각 계측치에서는 수십분의 일 정도라고 보고한 바에 비추어보면 이

와 같은 회전량은 실제로는 의미 없는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exocanthus 의 높이를 계측하여 기록해 둔다면 이후에 다시 방사선 사진이나 광

학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두부의 위치를 큰 변화 없이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할 때의 관찰자내, 관찰자간 재현성의 평가를 위

해 Dh, Dv (mm), Ro (°) 값으로 표준 오차를 구하고 paired t-test 를 시행하였

다.  Er, Tv, Th 가 변위되고 회전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Dh, Dv, Ro 에 부호

를 붙였는데 이로 인해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측치 간의 차가 구해져 변량이 

실제의 값보다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Table 5. 에서는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Table 6. 에서는 절대값 만으로 통계를 구하였다. Table 5. 에

서 두 관찰자에서 나타난 Ro 의 표준 오차는 각각 0.17° 와 0.26° 였고 관찰자간

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절대값 만을 사용한 경우 p 

< 0.05 에서 Dv 는 약 76% 에 해당하는 16명의 피험자에서 유의차를 보였고 

Ro 는 단지 두 명의 피험자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Table 6). p < 0.001 에서는 

5명의 피험자의 Dv 에서 관찰자간 유의차를 보였다. 표준 오차는 각각 0.09 와 

0.14 였다. 즉, Ro 값을 통해서 볼 때 ear rod 와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

하여 두부의 횡축 주변으로의 회전 및 Dh 로 표시되는 수직축에 대한 회전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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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통제되었으나 Dv 로 표시되는 전후방축에 대한 회전 내지는 두부의 수

직 변위는 통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Solow 와 Tallgren (1971)은 NHP를 

2°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Cooke (1988) 는 거울을 사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는 2.7°, 거울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1.9° 의 method error 내에 NHP 

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과 서 (1995) 의 연구에서 head positioning 

method error 는 1.65° 였다. 두부 위치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장치의 

개발도 있었는데 Showfety 등 (1983) 은 fluid-level device 를 사용한 실험에서 

0.25° 의 표준 오차를 보고하였다. 김과 황 (2000) 은 biplanar 

stereoradiography 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3차원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 

(Microsoft Co., USA) 을 사용할 때 술자 유도법의 경우 2.49 ± 1.76°, head 

posture aligner (HPA) 법은 0.79 ± 0.48° 의 보정각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fluid-level device 나 HPA 와 같은 장치는 환자의 두부에 장치를 탈부착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HPA 의 경우 안경 형태로 되어있는데 환자들이 

안경을 항상 같은 위치에 착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용의 편의성과 재현성을 비추어 볼 때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등은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계측치는 횡축에 대한 회전에 크게 영향을 받

아서 회전축으로부터 먼 계측점 에서는 투사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고경에 관련

된 수치보다는 폭경이나 각도에 관련된 수치를 참고하는 것이 오차가 적다고 하

였다. 하지만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하여 두부 회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면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안면 고경에 관련된 신뢰성 높은 

계측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광학 사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다만 정모 방사선 사진 촬영시 환자는 필름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위치에서는 거울을 응시하여 NHP를 유도할 수 없으므로 측모 촬영 자세에서 

indicator 수치를 얻고 이를 정모에 적용해야 하므로 방법상 보완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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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을 통해 광학 사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점 거리를 발견하였으

며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상대적인 확대율을 보정할 수 있는 촬영 거리를 

구함으로써 방사선 사진에서와 같이 광학 사진을 규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할 수 있었다. 또한 laser aligner와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하여 방사선 

관구 혹은 카메라, 환자의 두부, 두부 위치 고정 기구, 필름 등의 촬영 장비를 정

렬하는 한편 두부 위치의 재현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광학 사진도 방사선사진과 같이 표준화

하여 계측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HP 를 사용한 측모 

및 정모의 연조직, 경조직 연구에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측모에 비해 예

측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정모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예측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합성 영상을 통해 보다 신뢰도와 예측

성이 높은 VTO 작성 및 연조직 계측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2차원 영상을 3차원

으로 합성하여 정보를 얻는 biplanar stereocephalometry 에서도 두부 위치를 일

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촬영과 보정, 분석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방사선 사진과는 달리 광학 사진은 초상권의 문제만 제외하면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이 없고 환자에게 보다 친숙한 방법이므로 앞으로 장비의 정밀성에 대한 보

완이 이루어진다면 임상과 연구에의 활용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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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Broadbent 에 의해 촬영 조건이 정형화된 이래로 두개와 

안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두부 광학 사

진은 방사선 사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연조직 정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촬영 조건이 규격화되지 않아 임상적 활용 및 연구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LR 카메라 (D-70, Nikon, Japan) 와 줌 렌즈 

(28~75mm, aspherical, Tamron, Japan) 를 사용하여 방사선 사진과 유사한 특

성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 조건을 알아보았으며 exocanthus indicator 와 

laser aligner 를 사용하여 카메라 - 세팔로스테트 - 환자 두부의 정렬을 시도하

였다. 실험을 통해 측모 및 정모 광학 사진을 규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측점 위치의 왜곡은 초점거리 50 mm 부근에서 최소이며 화면의 중심에서 주변

부로 갈수록 크다.

2. 방사선 사진과 확대율이 입체적으로 유사한 광학사진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렌즈 

접합면과 중심시상면의 거리는 1527.5 mm 이다. 이 위치에서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광학 사진의 (h,v)  좌표 값에 대한 상관계수는 측모 사진에서 (0.999, 0.989), 정모 

사진에서 (0.999, 0.995) 이다 (p < 0.0001).

3. Exocanthus indicator 를 사용하여 두부 위치 재현하였을 때 관찰자간 신뢰도

는 매우 높았고 두부의 횡축 주위로의 회전은 표준오차 0.09 ~ 0.26° 범위로 제

한되었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두부 회전은 크지 않았으며 전후방축에 대한 두

부 회전과 두부의 수직 변위는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광학 사진을 사용하면 보다 신뢰성 높은 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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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계측 및 VTO 작성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두부 자세의 재현성을 높임으로써 

측모에 비해 예측성이 낮다고 알려졌던 정모 연조직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예측도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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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BBByyyuuunnngggWWWhhhaaaSSSooohhhnnn,D.D.S.,Ph.D.)

SinceBroadbentintroducedastandardizedmethodfortakingcephalometric
radiographs,almostallorthodontistshavebeenusinghismethodwithoutany
significantchangestogettheinformationsaboutthecraniofacialstructures.
Butthereisnosuchastandardizedmethodfortakingphotographs,although
phothographscanofferusmoredetailofthesofttissuetraits.Thisstudywas
performed to evaluate a standardized method for photography justas in
standardized cephalographic radiography by using a D-SLR camera (D-70,
Nikon,Japan)andazoom lens(28∼75mm,aspherical,Tamron,Japan).The
exocanthus indicator and the laser aligner are introduced for the reliable
alignmentofcamera-cephalostat-patient'shead.Thefindingsofthisstudy
wereasfollows.

1.Thedistortion ofthelandmarkposition wasincreasedfrom theimage
centertooff-centerdirectionandminimalatafocallengthof50mm.

2.Withthephotographingdistancefrom Camera-lensjunctiontomidsag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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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being1527.5mm,themagnificationofthephotographcalibratedtothat
oftheradiograph.Thecorrelationcoefficientbetweenthecoordinatevalues
(h,v)ofradiographandphotographwas(0.999,0.989)inthelateralview,and
(0.999,0.995)inthefrontalview (p<0.0001).

3.Theinter-operatorreliabilityoftheheadpositioningmethodusingthe
exocanthusindicatorwashigh.Therotationofpatient'sheadaroundthe
transverseaxis(Ro)waslimitedwithinthestandarderror0.09∼ 0.26°.The
rotationaroundtheverticalaxiswasminimal,buttherotationaroundtheA-P
axisandtheverticaldisplacementwasstatisticallysignificant.

Theresultsshowed thattheconditionsand settingsdescribed abovecan
reasonablybeusedforanypurposethatrequiresstandardizedphotographylike
measuringthefacialsofttissue,makingaVTOorforstereocephalometry.

Keywords:distortion,magnification,headposture,exocanthusindicator,
laseral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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