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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악안면 악안면 악안면 기형의 기형의 기형의 기형의 분류에 분류에 분류에 분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하악골 하악골 하악골 하악골 3333차원 차원 차원 차원 구조의 구조의 구조의 구조의 특성특성특성특성

악안면 기형의 위한 분석,진단 및 치료 계획을 위한 3차원 CT 영상 기술은 임
상적,학문적 필요성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더구나 기형의 원인인 성장과 발생
을 고려한 얼굴 기형 진단법은 더욱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악골의 성장과 발생 개념에 기초하면서 하악골의 형태적
특성을 진단 할 수 있는 3차원 CT 영상의 기준점을 확인하였다.또 기준점들을
이용한 길이와 각도를 계측하여 하악골의 3차원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그리고
이 구조 특성을 악안면 기형 분류에 따라 정상과 비교하였고,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하악골의 형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하악공 (절흔부),이공,과
두 최상방,최외측 및 최내측점,오훼돌기점,Gonion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악안면 기형 분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하악골 형태 특성 항목에는 과두와
골체부의 길이,condylarheadaxisangle,condyle-coronoidplaneangle이었으며,
이런 길이와 각도는 하악골의 전후방 위치와 구조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로 생각되었다.

3.기형 종류에 상관없이 오훼돌기 길이와 condylaraxisangle은 유사한 값을 보
여 구조 및 성장 패턴 평가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4.오훼돌기 길이에 대한 과두 길이의 비율은 GroupⅠ(정상대조군)이 1.08이었
고,GroupⅡ(하악후퇴군)는 0.92,GroupⅢ(하악전돌군)는 1.16으로 뚜렷한 차이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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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악골 내의 각 성장 단위의 상관성 평가에서는 GroupⅡ,Ⅲ의 경우 오훼돌
기와 하악 과두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핵심되는 말 :3차원 CT,하악골,기준점,성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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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박 원원원 서서서

III...서서서론론론
발육성 기원의 악안면 기형은 두개골,상악골 및 하악골의 형태,기능적 변화를
동반한다.악안면 기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얼굴 사진,석고 모형과 함께 다양한
방사선 사진들이 사용되고 있다.특히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 (cephalometric
radiography)은 1931년 처음 소개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
고 있다.그러나 3차원 두개 안면 구조를 2차원 사진에 투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영상의 확대 및 왜곡,해부학적 구조의 중첩에 의한 불명확성,두개 안면 구조를 3
차원적 형상화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Hatcher,1997,Athanasiou,1997)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고 그 중 하나가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술 (Computed Tomography,CT)이다.3차원 CT 영상은 1979년
Herman과 Liu가 2차원 영상에서 처음 재구성하였고,Vannier,Marsh등 (1983,
1984,1985)은 두개 안면 기형 진단에 처음 사용하였다.3차원 CT는 촬영 비용이
비싸고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2차원
적 분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즉,여러 위치에서 자유롭게 두개 안면
구조를 관찰할 수 있고,2차원의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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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각도를 구할 수 있다.(Matteson,1989;Kragskov,1997).또 영상의 확대
나 왜곡이 적고,영상 표면을 조절하여 심부 구조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장,
2002)개인용 컴퓨터에서도 3차원 CT 영상을 조작하고 계측할 수 있게 되었다.
(Fuhrmann,1995).더구나 최근 개발된 multi-detectorCT (MD CT)를 이용하면
0.5mm 이하의 상층 두께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방사선 피폭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Saini,2004)

현재 악안면 기형을 위한 3차원 CT 영상 기술은 두개 안면 해부학 구조물의 길
이 및 각도 측정,골 절단과 이동을 이용한 3차원 가상 수술,그리고 가상 수술 후
의 얼굴 형태 예측과 비교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Girod,1995;Chen,
1999;Troulis,2002;Sohmura,2004).그러나 이런 기술적 발전에 비해 악안면 기
형의 위한 분석,진단 및 치료 계획을 위한 기술은 많이 뒤쳐져 있다.이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상과 기형 환자들에서의 3차원적 악골 형태 비교 등
기반 연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악골은 하안면부를 구성하는 주요 해부 구조물로 부정교합과 악안면 기형 발생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악골은 Meckel씨 연골의 형성과 석회화 후 발생
10주부터 막성골이 이공 근처에서 하치조 신경을 따라 하악공까지 형성된다.
(Lee,2001)이후 과두부,오훼돌기부,정중부에서 각각 2차 연골이 발생하여 원시
하악골 형태가 완성된다.(DonM.Ranly,1988)출생 후 하악골은 과두에서의 길
이 증가,즉 장골에서와 유사한 V -principle에 의한 길이 성장과 다른 하악골 표
면에서의 골 침착 (surfaceapposition)및 흡수 (resorption)에 의해 주로 성장한
다.(Enlow,1990)(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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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MandibulargrowthpatternbyEnlow
Enlow는 하악골의 성장이 하악 과두의 변위에 의한 위치 변화와 하악지 전연의 흡수,후
연의 침착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Moss(1968)는 functionalmatrix이론을 이용하여 하악골의 성장 단위를 구별하
였다.이에 따르면 하악골은 과두부,오훼돌기부,골체부,우각부,치조골 및 치아
부,정중부로 구분되고 이 부위들은 독립적으로 성장하며,교근 등 주위 functional
matrix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Fig2)Precious(1987)도 하악골 성장은 각
단위의 독립 성장의 합이라고 하였다.

Fig2.Mandibulargrowthunits
Moss는 하악골의 성장 단위 (unit)가 과두부 (Condyle),오훼돌기부 (Coronoid),골체부
(Body),우각부 (Angle),치조골-치아부 (Dento-Alveolus),그리고 정중부 (Symphysis)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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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성장된 하악골은 여러 원인에 의해 하악골 전돌증,후퇴증,거대증,
왜소증 등의 기형을 보인다.하악골 기형 환자들의 3차원적 하악골 형태는 기형
분류에 따라 정상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하악골의 발생과 성장 개념에 기초하여 하악골의 형태적 특성을 진단 할 수
있는 기준점을 확인하려고 하였다.그리고 이 기준점들을 이용한 길이와 각도를
계측하여 하악골의 3차원 구조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였다.또 이 구조 특성을 악
안면 기형 분류에 따라 비교하여 악안면 기형을 이해하고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IIIII...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가가가...건건건조조조 두두두개개개골골골
상태가 양호하며 제 I급 Angle씨 분류를 가지고 특기할 비대칭이 없는 3개의 건
조 두개골을 대상으로 하였다.우선 건조 두개골의 2차원적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
여 Cranex3+ceph촬영기 (SoredexCo.,Helsinki,Finland)를 사용하여 정모 및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을 10mA,노출시간 0.5초,63kVp조건하에서 촬영하
였다.그 결과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에서 상악골 및 하악골의 위치는 SNA
평균 85°,SNB평균 81°의 값을 보였다.또 정모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에서 이부
의 중심과 치아 정중선은 안면 중심선과 일치하였고,상악 치아 및 기저골의 기울
어짐은 없었다.

나나나...GGGrrrooouuupppⅠⅠⅠ (((정정정상상상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구강검사와 안모검사,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파노라마 사진,석고 모형 자
료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그 결과 안면 근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상,하순이
가볍게 접촉하고 전방 돌출이 심하지 않으며 안면 비대칭이 관찰되지 않는 비교
적 양호한 안모를 보이며 교합 상태가 양호하고 교정 치료 경험이 없는 정상 교
합자인 자원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또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사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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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ire의 구조적 구성적 분석법 (Delaire,1981)을 이용하여 악골의 전후방적 위치
가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다다다...GGGrrrooouuupppⅡⅡⅡ (((하하하악악악골골골 후후후퇴퇴퇴군군군 )))및및및 GGGrrrooouuupppⅢⅢⅢ (((하하하악악악골골골 전전전돌돌돌군군군 )))
악안면 기형의 치료를 위해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임상검사 및 정모 두부계측 방사선학적 검사 상 뚜렷한 안모비대칭
이 없고 Delaire의 구조적 구성적 분석법을 이용해 진단하였다. 각 Group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1)

Table1.Summaryofgroups

222...영영영상상상 획획획득득득과과과 333차차차원원원 영영영상상상 구구구성성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구강악안면 방사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High -
speedadvantageCT (GEmedicalsystem,Milwaukee,USA)를 이용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시행하였다.
건조 두개골 촬영 시 두개골의 고정 및 촬영 재현성을 위하여 건조 두개골의
Frankfort수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20mm 두께의 편평한 강화 스티로폼을 두개
골의 후두골에 대고 두개골이 움직이지 않도록 치과용 왁스로 고정하였다.연조직
의 밀도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크릴 상자를 제작하여 물을 채우고 그 안에 두개골
을 부착한 후 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였다.건조 두개골의 Frankfort수평면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아크릴 상자를 정확히 촬영 장치에 위치시키고 촬영하였다.
정상군과 하악골 전돌군 및 하악골 후퇴군을 촬영할 때는 Frankfort수평면이 바

GroupⅠ
normalcontrol

GroupⅡ
mandibularretrognathism

GroupⅢ
mandibularprognathism

Age(average) 19.5 23.8 21.7

Sex(Male/Female) 3/3 1/6 12/5

N (person) 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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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 수직이 되도록 하고 정중선을 촬영 장비의 장축과 일치시켜 두정부로부터
하악골의 최하방까지 CT를 촬영하여 두개골과 하악골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촬영조건은 high-resolutionbonealgorithm,200mA,120kV,FOV (fieldof
view)15cm,tablefeed 6mm/sec,상층두께 3mm,횡단면 재구성 2mm,
Gantry각도 0도,reconstructionmatrix는 512x512pixel로 하였다.
촬영된 단층 촬영영상 정보는 DICOM 2.0방식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였다.
WindowsXP를 OS로 사용하는 Pentium 4,CPU 1.6GHz,512MBRAM의 사양을
가지는 개인용 PC에서 3차원 입체 의료영상 프로그램인 Coreplan 3D® (Seoul
C&JInc.,Seoul,Korea)을 사용하여 두개 안면골의 3차원 입체 영상을 만들었다.
또 부속 단면 영상들이 수평편 (axialplane),관상면 (coronalplane),시상면
(sagittalplane)상에서 나타나도록 하였다.(Fig3)

Fig 3.Positioning ofreference points in 3D reconstructed image on the software
(Coreplan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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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중중중 시시시상상상평평평면면면 및및및 수수수평평평평평평면면면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및및및 평평평가가가
3차원 영상의 기준 평면을 설정하기 위해 기준점을 선택하였다.정중 시상평면과
수평평면은 모두 세 점을 이용하여 평면을 설정하였다.정중 시상평면은 김 등
(김,2005)이 발표한 Foramencecum (FC),Sella(S),Basion(Ba)를 이용하였으
며,수평평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측 안와하점 (Orbitale,Or),우측 외
이도점 (Porion,Po)을 사용하였다.그리고 수평평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중 시상평면과 수평평면이 만나는 각도를 측정하였다.각 기준점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FC(foramencecum):막공의 최상방점
(2)S(hypophysealfossa,sella):뇌하수체와의 중심점
(3)Ba(basion):후두공 전연의 중간점으로 후두골 기저부 하연경사의 후방끝점
(4)Or(orbitale):양측 안와 하연의 최하방점.
(5)Po(porion):외이도점 (우측)

444...하하하악악악골골골 구구구조조조 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준준준점점점
하악골의 성장과 발생에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인 하악공,이공,하악 과두 등
을 중심으로 3차원적 특징을 분석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선정하였다.설정한 점들
은 다음과 같다.(Fig4,5)
(1)T (lingulaasthetipofmandibularforamen):하악공의 설첨
(2)F(fossaofmandibularforamen):하악공 절흔의 최하방점
(3)C(imaginarycenterofmandibularforamen):하악공 입구의 가상점으로 하
악공 설첨에서 하악 신경관의 가상 중심선에 수선을 그어 만나는 점
(4)MF(mentalforamen):이공의 입구
(5)CON (superiorpointofmandibularcondyle):하악 과두의 최상방점
(6)CON_l(lateralpointofmandibularcondyle):하악 과두의 최외측점
(7)CON_m (medialpointofmandibularcondyle):하악 과두의 최내측점
(8)COR(coronoidprocess):오훼돌기의 최상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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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o(gonion):하악골 우각부의 최외방 만곡점
(10)MAS_ant(masseter-anterior):하악 우각부에서 교근과 만나는 부위의
최전방점
(11)Pog(pognion):정중 하악 봉합 최전방점

555...방방방법법법 오오오차차차
방법오차 (methodoferror,E)는 건조 두개골 3차원 영상의 여러 점 (T,F,C,
CON,COR)을 1명의 술자가 각각 3회씩 지적하고 그 3차원 위치 차이를
Dahlbergformula로 계산하여 얻었다.

E=

(D:differenceofmeasuredvalue,N=numberofmeasurement)

666...하하하악악악공공공을을을 대대대표표표하하하는는는 기기기준준준점점점의의의 선선선정정정
하악공의 세 기준점인 T,F,C점 중에 재현성이 높고 오차가 적어 하악공을 대표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선택하기 위하여 건조 두개골 3차원 영상에서 좌,우측 3회
씩 하악공의 세 점에서 CON,COR까지의 거리를 계측하여 길이 차이와 하악 과
두-오훼돌기의 비를 구하고 세 점을 평가하였다.(Fig.4)

Fig 4.Candidate reference points of mandibular foramen as a baseline for the
evaluationofmandibularfunctionalunitswithcondyleandcoronoid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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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하하하악악악골골골 성성성장장장 단단단위위위의의의 평평평가가가
GroupⅠ,Ⅱ,Ⅲ의 3차원 영상에 기준점들을 표시하고 아래 계측값을 컴퓨터 자
동 계산으로 얻었으며 그 길이와 각도 항목은 다음과 같다.(Fig.5)

가가가...길길길이이이의의의 계계계측측측
하악골 성장 단위의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점 간의 거리를 양측에서 각각 확
인하였다.
(1)condylarlength(F-CON):하악과두 길이.
(2)coronoidlength(F-COR):오훼돌기 길이.
(3)angularlength(F-Go):하악각 길이.
(4)bodylength(F-MF):골체부 길이.
(5)symphysislength(MF-Pog):하악골 정중부의 길이.

나나나...각각각도도도의의의 계계계측측측
하악골의 형태적 특징을 평가 할 수 있는 각도를 여러 기준점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1)condylarheadaxisangle:CON_l과 CON_m을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면서
그 중점을 지나는 평면과 정중 시상평면 (MSP)이 이루는 각도
(2)condylaraxisangle:CON_m -CON_l-F로 이루어지는 평면과 수평평면
(FH)이 이루는 각도
(3)condyle-coronoidplaneangle:CON -COR-F로 이루어지는 평면과 정
중 시상평면 (MSP)이 만나는 각도
(4)angularflaringangle:Go-MAS_ant-F로 이루어지는 평면과 정중시상
평면 (MSP)이 이루는 각도
(5)ramalflaringangle:Condyle-coronoidplaneangle(CON -COR -F)과
angularflaringangle(Go-MAS_ant-F)이 이루는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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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Illustrationsshowingmandibularreferencepoints,lengths,andangles
A)여러 기준점을 이용한 하악 성장단위의 구분과 각 단위의 길이 분석.
B)CON_l,CON_m을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고 두 점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과 정중 시상평
면이 이루는 각도인 condylarheadaxisangle
C)CON_l-CON_m -F평면과 수평평면이 이루는 각도인 condylaraxisangle
D)하악지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평면과 각도로,condyle-coronoidplane, angular
flaringplane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ramalflaringangle

888...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각 Group간의 길이와 비율,각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Analysisof
variance)검사를 이용하였고,ANOVA 검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 사후
검정으로 Duncan법을 이용한 검사 (Duncan'snew MultipleRangeTest)를 통해
각 Group의 차이와 유사성을 밝혔다.또 각 Group마다 성장 단위별 상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독립성 검사를 시행하였다.모든
분석은 SAS6.12통계패키지(SASInstituteInc.,cary,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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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방방방법법법 오오오차차차
3차원 CT 영상에서 기준점 T,F,C,CON,COR를 지정할 때 발생하는 방법 오
차는 최소 0.22mm에서 최대 2.98mm로 평균 1.22mm였다.

222...정정정중중중 시시시상상상평평평면면면과과과 수수수평평평평평평면면면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수평평면인 Frankfort평면과 정중 시상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89.18±0.74º였다.

333...하하하악악악공공공 기기기준준준점점점 선선선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평평평가가가
하악공을 중심으로 한 길이 계측 시 얻는 오차는 C점을 사용한 경우 가장 커서
2.48와 1.96mm였으며 T와 F점에서는 1.00에서 1.33mm의 범위에 있어 오차가
더 작았다.또 하악 과두와 오훼돌기의 비율은 모든 점에서 약 1:1의 비율을 보였
으며,가상 중심점 C에서의 비율이 가장 작아 다른 점에서와 차이를 보였다.
(Table2)

Table2.Discrepanciesoflengthmeasuredfrom thecandidatereferencepointsofthe
mandibularforamen.

Average(mm) SD Condyle/Coronoidratio

CON -T 1.33 1.15
1.04

COR-T 1.23 1.16

CON -F 1.33 1.37 1.05
COR-F 1.00 0.71
CON -C 2.48 1.77

0.98
COR-C 1.91 1.01
Average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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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하하하악악악골골골 성성성장장장 단단단위위위의의의 길길길이이이 분분분석석석
하악 과두와 골체부의 길이는 각 Group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01)
GroupⅢ,I,Ⅱ 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한편 오훼돌기의 길이는 42.3～43.5mm
로 각 Group간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Group간 유의성 있는 차이도 없었
다.(p=0.5597)
또 정중부 길이는 ANOVA 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01)
Duncan분석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에서는 GroupⅠ과 Ⅲ가 유사하고 GroupⅡ와
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하악각의 길이는 통계학적으로 Group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3)

Table3.Analysisofmandibularfunctionalunitlengthsin thedentofacialdeformity
groups (unit:mm)

GroupⅠ GroupⅡ GroupⅢ p* Duncan**

Condylarlength 46.9±3.9 39.8±3.8 50.5±4.3 <0.0001 Ⅰ ≠ Ⅱ ≠ Ⅲ

Coronoidlength 42.3±4.6 43.3±2.1 43.5±3.4 0.5597

Angularlength 22.9±5.4 20.2±2.3 20.6±3.1 0.0994

Bodylength 57.1±4.7 52.9±3.0 60.8±4.0 <0.0001 Ⅰ ≠ Ⅱ ≠ Ⅲ

Symphysislength 29.3±2.9 27.5±1.3 31.3±3.7 0.0010 Ⅰ ≑ Ⅲ ≠ Ⅱ

*:ANOVA,**:Duncan'snew 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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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각각각 성성성장장장 단단단위위위의의의 상상상대대대적적적 길길길이이이
오훼돌기의 길이에 대한 각 성장 단위 길이는 모든 성장 단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그러나 사후 검정에서는 하악 과두의 상대적인
길이만이 세 Group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다른 성장 단위에서는
GroupⅠ-Ⅲ,혹은 Ⅱ-Ⅲ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4)

Table4.Relativelengthsofthemandibularfunctionalunitascomparedwithcoronoid
lengthinthedentofacialdeformitygroups

GroupⅠ GroupⅡ GroupⅢ p* Duncan**

Condylarlength 1.08 0.92 1.16 <0.0001 Ⅰ ≠ Ⅱ ≠ Ⅲ

Coronoidlength 1 1 1

Angularlength 0.54 0.46 0.47 0.0292 Ⅱ ≑ Ⅲ ≠ Ⅰ

Bodylength 1.35 1.23 1.39 0.0001 Ⅰ ≑ Ⅲ ≠ Ⅱ

Symphysislength 0.72 0.63 0.72 0.0019 Ⅰ ≑ Ⅲ ≠ Ⅱ

*:ANOVA,**:Duncan'snew MultipleRangeTest

666...하하하악악악골골골 성성성장장장 단단단위위위의의의 형형형태태태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각각각도도도 평평평가가가
정중 시상평면과 하악과두 장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condylarheadaxisangle
과 하악지 상부의 각도를 나타내는 condyle-coronoidplaneangle이 ANOVA
및 사후 검정 모두에서 각 Group간 통계적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수평 평면과 과두가 이루는 각도인 condylaraxisangle은 세 Group
간의 차이가 없었고 p값이 0.7850으로 세 Group들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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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Analysisofanglesrepresenting thecharacteristicsofmandibularfunctional
unitinthedentofacialdeformitygroups (unit:degree)

GroupⅠ GroupⅡ GroupⅢ p* Duncan**

Condylarhead
axisangle 25.3±6.2 31.0±6.2 14.9±3.7 <0.0001 Ⅰ ≠ Ⅱ ≠ Ⅲ

Condylaraxisangle 71.90±5.6 72.44±3.1 73.21±6.6 0.7850

Condyle-coronoid
planeangle 14.4±3.6 17.8±3.3 11.7±2.4 <0.0001 Ⅰ ≠ Ⅱ ≠ Ⅲ

Angularflaringangle 17.5±6.5 19.3±7.1 16.0±6.3 0.2657

Ramalflaringangle 23.0±8.3 28.3±3.9 22.91±6.2 0.0215 Ⅰ ≑ Ⅲ ≠ Ⅱ

*:ANOVA,**:Duncan'snew MultipleRangeTest.

777...하하하악악악골골골 성성성장장장 단단단위위위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 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각 Group내 성장 단위 간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였
다.하악 과두와 오훼돌기는 GroupⅡ와 Ⅲ에서 서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지만,
GroupⅠ에서는 큰 상관계수임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한편 GroupⅠ에서는 오훼돌기-하악각,오훼돌기-골체부,골체부-하악각이 높은
상관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또 GroupⅡ에서는 골체부와 정중부가,
GroupⅢ에서는 하악과두와 하악각,골체부와 하악각,오훼돌기와 정중부가 비교
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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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mandibular functional units of different
dentofacialgroups

coronoid angle body symphysis

Group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condyle 0.439 0.723**0.731** 0.334 -0.1710.400* 0.274 0.256 -0.208-0.471-0.105 0.322

coronoid 1 0.726** 0.239 0.203 0.804** 0.437 -0.105 0.282 0.383 0.417*

angle 1 0.629* 0.130 0.335* 0.469 0.367 0.078

body 1 0.394 0.580* 0.008

symphysis 1

Pearson'sCorrelationAnalysis.*:p<0.05,**:p<0.01

IIIVVV...고고고찰찰찰
악안면 기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얼굴의 형태를 3차원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지금까지 측모,후전방,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을 조합해 3차
원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주로 고안되었다.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2차원
방사선 사진 만으로는 3차원적 형태 이해의 복잡하고,상의 왜곡과 확대 등의 한
계가 있어 3차원 영상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또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3차원 영상
의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3D CT의 사용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그러나 악안면
기형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3차원 CT 분석법을 찾기 어렵고,일부 분석법에
서는 2차원 분석에서 이용하는 기준점을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또 3차
원 영상 기술의 발달은 두개 안면골의 발생-성장을 고려한 해부학적 기준점들이
분석에 직접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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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적인 하악골의 형태-구조 분석을 위해서 악골의 성장
및 발생과 관련이 있고,3차원 영상에서 쉽게 표시하고 재현성 높은 기준점을 찾
으려고 하였다.또 이 기준점들을 이용하여 악안면 기형을 보이는 하악골의 형태
적 특성이 표현 되는가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성장-발생에 중요한 하악골 구조물에는 Meckel씨 연골,하치조
신경,하악공,이공,과두,오훼돌기,정중 연골 등이 있다.발생 과정에서 하악골
골화(ossification)는 이공 부근에서 하치조 신경을 따라서 후방의 하악공까지 진행
된다.그 뒤 2차 골화가 과두,오훼돌기,정중부에서 다시 시작되므로 이공이나 하
악공은 하악골 성장-발달에서 중심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공에서 하악공까지의 부위에 해당하는 골체부는 하악골 성장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하치조 신경관의 길이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면 골체부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술은 연구 단계에 있어 (Kondo,2004)이
논문에서는 이공에서 하악공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하였다.

하악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점으로는 하악공 설첨의 끝 (tipoflingula)과 하악
공 최하방부의 절흔 (fossaoftheforamen)이 있고 그 외에도 이 등(1991)이 주장
한 가상점 (C)가 있다.2차원 영상에서의 판독 용이성이나 안정성이 3차원 영상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준점에서의 길이 측정을
비교하였다.3차원 영상에서의 계측 시 해부학적으로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T와 F점은 오차가 작았지만 C점에서는 오차가 상대적으로 컸다.C점이 3차원 영
상 분석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3차원 공간에서 하악관의 중심선을 설정
하기 힘들고 설첨으로부터 하악관 중심선까지의 수선과 만나는 점을 찾기란 더욱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오차가 작았던 두 점들 중에서 lingula에 해당하는 T는
sphenomandibularligament에 연결되고 이에 따라 triangular,truncated,nodular
shape등 형태의 변이가 심하므로 (Tuli,2000),하악공을 나타내는 기준점으로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형태 변이가 적고 쉽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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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F가 가장 적절한 기준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후의 연구에서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하악 과두부는 하악골 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악안면 기형 환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위 중 하나이다.과두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으로는 2차원
영상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과두 최상방점이 있다.이 연구에서는 이 점과 함께
과두 내측 및 외측점을 이용하였으며,이 점들을 이용해 하악 과두 장축 등 과두
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평가 할 수 있었다.

하악각은 교근과 내측 익돌근이 부착하여 하악골 운동 및 근 활성에 영향을 받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이 연구에서 하악각을 나타내는 기준점으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Gonion외에도 교근과 관계있는 교근의 최전방 부착점을 추가로 지정하여
확인하였다.이 점은 3차원 영상을 다루고 있는 최근 연구들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다.(Katsumata,2004;Cevidanes,2005)또 교근의 최후방 부착점도 함께 사용
하려 하였으나 후방에서 교근 심부와 표층부 주행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
확하게 위치시키기 어려워 사용할 수 없었다.

이 기준점들을 이용해 하악골 성장 단위의 길이,각도,비율을 평가해 하악골의
형태 구조를 평가하고,악안면 기형 분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또 기형 Group간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은 각 기형의 원인과 관련될 수 있어 앞
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각 Group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항목은 하악 과두와 골체부의 길이,condylarheadaxisangle,그리고 condyle-
coronoidplaneangle등이었다.반면 오훼돌기의 길이와 condylaraxisangle은
각 Group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하악 과두,골체부,정중부의 길이는 하악골 전돌군인 GroupⅢ에서 가장 컸고
GroupⅠ,Ⅱ 순서로 작았다.통계적 유의성 없이 비슷한 길이를 보였던 오훼돌기
에 대한 각 단위의 비율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 하악골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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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돌출된 환자일수록 과두나 골체부의 길이가 길어져 있고 하악 후퇴증에서는
이 성장 단위의 길이가 정상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GroupⅢ에서
condylarheadaxisangle은 정중평면과 예각을 이루었지만 GroupⅡ에서는 각도
가 더 커져 둔각을 이루게 되었다.이것은 하악 과두 내-외측 pole (CON_l,
CON_m)을 연결하는 과두 각도가 기형군에 따라 특징적인 변이를 보인 결과이다.

Fig 7.Comparison ofcondylaraxis connecting the medialand lateralpole ofthe
condylarheadingroups.

위에서 언급한 하악 과두,골체부 길이와 condylarheadaxisangle를 이등변 삼
각형 형태인 하악골에 대입하면 각 기형군에 따른 형태-구조 특성과 비교적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즉,양측 과두점과 Pogonion을 연결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하악골이라고 가정하였을 때,GroupⅡ의 환자에서 과두부에 해당하는 등각이 예
각이고 골체부에 해당하는 등변 길이가 짧으면 삼각형 높이는 짧아지면서 하악골
길이가 짧아진다.그 반대로 GroupⅢ인 경우 등각이 둔각이고 등변의 길이가 길
면 삼각형의 높이는 길어지고 따라서 하악골 길이는 길어진다.(Fi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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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Schematicpresentationofthemandibularstructurewithcondyle-bodylength
andthecondylarheadaxisangleintoequilateraltriangleingroups.

반면 coronoidlength와 condylaraxisangle은 각 Group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NOVA 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유의성 평가에서 각 Group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훼돌기 길이가 악안면 기형군에 상관없이 동일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부가적인 통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그러
나 오훼돌기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각 그룹 오훼돌기의 성장 패턴이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그 이유는 같은 길이의 오훼돌기라도 수평,정중평면 등
에 대하여 다른 각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사실은 이미 이번 연구에서
도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condyle-coronoidplaneangle이 각 군에 따라 유의성
있게 차이를 보였던 사실에서도 확인되었다.앞으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condylaraxisangle은 각 기형 Group에서 유사한 값을 보였고 통계적으
로 큰 pvalue를 나타내 오훼돌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Group에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악 과두의 길이 성장 방향은 일정하고 악안면
기형의 종류와는 관계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이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른 내
용이었지만 악안면 기형 치료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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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각의 angularlength,angularflaringangle,ramalflaringangle도 각 군에
따라 특징적인 값을 나타냈다.GroupⅡ와 GroupⅢ의 angularlength는 비슷했
지만 오히려 GroupⅠ보다는 작았다.한편 하악각 부위가 외측으로 튀어나온 양
을 나타내는 angularflaringangle과 ramalflaringangle은 GroupⅡ에서 컸고
GroupⅠ,Ⅲ는 비슷했다.이러한 길이와 각도 차이는 GroupⅢ의 하악각이 짧고
외측으로 적게 튀어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악각의 길이
와 외측으로 튀어나온 정도는 하악각의 성장과 교근의 영향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Ariji등(2000)은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서 교근의 주행 방향과 두께가
정상인과 다르다고 하였고,Maki등 (2001)도 교근이 크면 gonialangle이 작아지
고 짧은 하악골이 만들어 진다고 주장하였다.본 연구의 길이와 각도에 관한 결과
도 위 연구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교근의 크기,주행 방향,근
활성도를 연계시킨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 하악골 성장단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성장 단위 간에는 상관성이 적어 독립적으로 성장이 일어난다고 추론
할 수 있는 성장단위가 있었다.정상 대조군인 GroupⅠ에서는 과두-오훼돌기,하
악각-과두,과두-골체부,과두-정중부,오훼돌기-정중부,하악각-정중부,하악체-
정중부 간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이 정상군에서 오훼돌기-골체부,오훼돌기-하악각, 하악각-골체부는 높
은 상관 관계를 보여 서로 연관되어 성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였다.한편 GroupⅡ
와 Ⅲ에서는 오훼돌기-과두 간에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깊은 관련성을 가질 가능
성이 있지만 GroupⅠ과는 달랐다.이와 같은 결과는 Moss의 이론에 위배되는 것
처럼 생각되나 단순히 길이를 이용해 각 성장 단위 간의 상관성을 분석,결론내리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더구나 각 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해 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또 기형 Group내에서 성장 단위
들 간에 상관성을 보였던 결과는,이 단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functional
matrix들의 상관성에 의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추론일
뿐이다.앞으로 단순한 길이보다는 주변 matrix의 기능과 크기까지 고려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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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VV...결결결론론론
1.성장과 발생을 고려해 하악골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하
악공 (절흔부),이공,과두 최상방,최외측 및 최내측점,오훼돌기점,Gonion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악안면 기형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하악골 형태 특성 항목에는 과두와 골체
부 길이,condylarheadaxisangle,condyle-coronoidplaneangle이었으며,이런
길이와 각도는 하악골의 전후방 위치와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었
다.

3.기형군에 상관없이 오훼돌기 길이와 condylaraxisangle은 동일한 값을 보여
성장 패턴 평가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4.오훼돌기 길이에 대한 과두 길이의 비율은 GroupⅠ이 1.08이었고,GroupⅡ
는 0.92,GroupⅢ는 1.16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각 성장 단위의 상관성 평가에서는 GroupⅡ,Ⅲ의 경우 오훼돌기와 하악과두
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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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Sang-HwyLee,D.D.S,M.S.D,Ph.D)

The3D CT imageshasbeengaining morepopularity becauseofmany
advantagesincludingthethreedimensionalreconstruction,themeasurement
ofdistanceandangulationoftheanatomicstructures,thethreedimensional
analysisofdeformedfaces,thepredictionofskeletalstructureaftervirtual
operationandthecomparisonofpre-andpost-operativeskeletalchanges.
Therefore,despiteofthedisadvantagesincluding highcostandradiation
dosage,the3D CT imaging isnow playing an importantroleforthe
analysisandthetreatmentplanningofthecraniofacialdeformities

However,as compared with these technicaladvancement,there is no
generallyaccepted3D CT methodfortreatmentplanninganddiagnosisfor
dentofacialdeformities.Andthe3D structuraldifferenceofthemandible
betweennormalandpatientgroupmaybehelpfultounderstandtheentity
andcauseofdeformity

Here Iconfirmed severalpossible reference points forthe mandibular
structuralanalysisbasedonthegrowthanddevelopmentofthemandible.
And with these points,Imeasured the lengths and angle thatcould
representthemandibularfunctionalunits.ThenIanalyzedthestructural
characteristicsofthemandibleinfunctionalunitswiththosemeasurements
inthedentofacialdeformitygroups.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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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ossaofthemandibularforamen,mentalforamen,superior,medial,and
lateralpointofmandibularcondyle,coronoid,andgonionpointsweretypical
referencepointsrepresentingthemandibulargrowthanddevelopmentsand
usefulforstructuralanalysisofthemandible.

2.Thelengthsofmandibularcondyleandbody,condylarheadaxisangle,
andcondyle-coronoidplaneanglewerethefactorsthatwerestatistically
differentbetween deformity groups.And theselengthsand angleswere
thoughttobeassociatedwithcharactersdefiningthepositionandlengthof
themandible.

3.Coronoid length and condylaraxisangleshowed thesimilarvalues,
regardlessofthedentofacialdeformity groups,thatthey could begood
indicatorsinstructureandgrowthevaluation.

4.Relativelengthsofthemandibularcondylarunitweredifferentbetween
thegroupsandthevalueinGroupⅠ was1.08,inGroupⅡ was0.92,and
inGroupⅢ was1.16

5.TherewerehighcorrelationsinthecoronoidandcondylarunitsinGroup
Ⅱ andⅢ.

Keywords:3DCT,mandible,referencepoint,growth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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