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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333차차차원원원 전전전산산산화화화 단단단층층층사사사진진진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안안안면면면 비비비대대대칭칭칭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교교교근근근형형형태태태 분분분석석석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면비대칭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여
이를 주소로 내원하는 교정환자가 증가하고 있다.안면비대칭은 두개안면정중선을
기준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중심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편위되었거나 반대측의
구조물과 크기,형태 등이 일치하지 않아 안면고경이나 폭경의 좌우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여러 선학들은 안면 비대칭 환자의 경조직과 연조직 분석간에 차
이가 있음을 발표하였으나 안면비대칭자의 하악 우각부위의 연조직 형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하부 교근의 3차원적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계측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교근은 가장 강력한 저작근으로 상악골의 관골돌기 및 관골
궁에서 기시하여 하악골의 하악각 및 하악지의 외측면과 근육돌기에 부착하므로
하악의 형태이상에 따른 보상적 형태이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이러한 형태이상
은 하악 우각부위의 연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모 분석시 경조직과
연조직 비대칭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영상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 환자의

골격적 비대칭 양상에 따른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형태학적 차이를 살펴보아 교
근의 형태이상이 안모분석에서 비대칭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
해 알아보는데 있다.따라서 64명의 안면비대칭 환자를 선정하여 측모두부방사선
계측항목들을 이용하여 안모형태를 분류하고,각 환자의 단층사진촬영 영상정보를
V-works4.0TM program(CybermedInc.,Seoul,Korea)을 사용하여 하악골과 교
근의 3차원 입체영상을 제작한 후,안면비대칭과 연관된 교근 특성을 보고자 하악
골과 교근의 3차원 계측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Hyperdivergentfacialprofilegroup,Normodivergentfacialprofilegroup,
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순으로 좌우 교근의 평균부피와 최대단면
적,Frankfortplane과 교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증가하였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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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큰 값을 보였다.

2.측모두부방사선 사진상 수직계측항목들로 사용되는 모든 항목이 교근의 평균
부피와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이 중 posteriorfacialheight(S-Go)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안면비대칭에 따른 교근의 편위측과 비편위측 부피차이는 평균 4.61±3.46
(%)로써 비편위측이 편위측보다 큰 값을 가진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안
면비대칭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나지는 않았고,이부편위 정도보다 편위,비편
위측 ramallength길이 차이와 더욱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편위,비편위측 교근의 최대 단면적 부위는 상하악 제2대구치 교합면으로부터
좌우측 모두 일정한 거리에 존재하여 교합면이 경사지더라도 교합면에서의
위치가 일정함을 알 수 있었고,최대 단면적에서의 편위,비편위측 교근두께
의 차이는 안면비대칭 정도와 비례하지 않고  1.3 ±1.0mm의 값을 나타내
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안면비대칭 환자에서 경조직의 비대칭 정도와 연조직 비대칭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며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형태 차이가 안면비대칭 정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하악우각부 경조직 비대칭이 연조직에 의해 보상되어 연조직
비대칭이 적게 나타나게 되므로 안면비대칭 환자의 평가 및 치료계획시 연조직
계측항목을 이용한 비대칭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

핵심되는 말 :교근,안면비대칭,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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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유유유 형형형 석석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홍홍홍 재재재 현현현

III...서서서론론론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면비대칭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여
이를 주소로 내원하는 교정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악교정수술과 교정치료의
발전으로 종래의 방사선사진에서 얻어진 정보보다 더욱 진보된 진단학적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안면비대칭을 포함한 악안면 부정교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3차원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Akitoshi
Katsumata등,2005).
안면비대칭은 두개안면정중선을 기준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중심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편위되었거나 반대측의 구조물과 크기,형태 등이 일치하지 않아 안면고
경이나 폭경의 좌우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eck등,1970).특히 하악은 머리
의 다른 부분의 성장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하게 되어 많은 유전적,환경적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악보다 비대칭이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안 등,2001).Shah와 Joshi(1978),Vig와 Hewitt(1975),
Grayson등(1988),Peck등(1991)도 후방에서 전방으로,두개부에서 하악골로 갈수
록 비대칭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안면비대칭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정모 두부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정

중 기준선을 설정하고,거리 및 각도 계측 항목의 정상치를 구하고 좌우 차이를
비교하는 등 경조직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비대칭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Rick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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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72),Svanhot와 Solow(1977)는 정모 두부방사선 사진상에서 각도를 계측하여
비대칭을 평가하였고, Nakasima와 Ichinose(1984)는 높이와 폭경을, Vig과
Hewitt(1975)는 면적을 계측하여 좌우를 비교하는 등 주로 경조직의 비대칭에 대
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모두부방사선 사진의 분석은 이차원적인 경조직의 형태에 대한 연구

이며 그 경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연조직의 구성에 대한 관계는 배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연조직의 구성이 내부골격계의 부조화를 보상하고 있을 때에는 정확한 평
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Vig등,1975,Yogosawa,1990).
이에 대해 선학들은 안면비대칭 환자의 경조직과 연조직 분석간에 차이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Michaels과 Tourne(1990),Yogosawa(1990)는 골격적인 형태이상
이 근육과 피부조직 등 연조직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고 하였고,Shah등(1978),
Vig과 Hewitt(1975)는 하악 경조직의 비대칭이 연조직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된다고 보고하였으며,Peck등(1991)은 사진상 대칭적인 안모로 판단된
사람에서도 골격적인 비대칭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여 경조직과 연조직의 비대칭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또한 Ferrario등(1993),Haraguchi등(2002)은
안면비대칭자를 대상으로 연조직과 경조직을 비교한 결과 연조직 비대칭이 경조
직 비대칭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김 등(2005)은 안면비대칭자의 이
부편위와 하악우각부위 비대칭 분석에서 경조직비대칭보다 연조직비대칭 정도가
작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류 등(2005)은 정모두부방사선사진과 안모사진의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이부조직의 연조직 비대칭이 경조직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안 등(2005)은 골격상의 비대칭이 있더라도 이는 연조직에 가려질 수
있고 또 골격상으로 대칭이라 할지라도 연조직의 비대칭이 있을 수 있는바,보다
정확한 비대칭의 평가를 위해서는 연조직 분석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등(1998)의 안면비대칭 인지도와 정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항목간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안면비대칭의 인지시 하악 이부편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외에 하악 우각부위의 대칭성,입술선 경사도 등도 비대칭의 인지
에 영향을 준다.하악 이부편위에 대한 연조직과 경조직간의 분석차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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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학들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하악 우각부위에서 연조직 형태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상태이며 안면비대칭자의 하악 우각부위의 연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부 교근의 3차원적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계측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상태이다.교근은 가장 강력한 저작근으로 상악골의 관골돌기 및 관골궁에서
기시하여 하악골의 하악각 및 하악지의 외측면과 근육돌기에 부착하므로 하악의
형태이상에 따른 보상적 형태이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이러한 형태이상은 하악
우각부위의 연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모 분석시 경조직과 연조직 비
대칭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면비대칭을 보이는 환자의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을 계측한

후 Hyperdivergentfacialprofile,Normodivergentfacialprofile,Hypodivergent
facialprofile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전체
악골과 하악골,교근의 입체영상을 구성한 후 세 집단간 교근형태의 차이를 조사
하고 골격적 비대칭 양상에 따른 좌우 교근의 형태학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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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성인 부정교합자중 안면비대칭을 주
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모두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안모기준선에 대해 이
부편위 3mm 이상의 안면비대칭을 가진 환자를 선정하여,남자 29명(평균 21.8
세),여자 35명(평균 21.7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대상 선정시 임상적으로 측
두하악관절 장애 소견이 있는 자와 비대칭의 원인이 골격성이 아닌 양측 교근의
비대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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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가.3차원 입체영상 제작

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영상(3D CT)은 환자의 1)Frankfort수평면이 바닥에 수
직이 되도록 하고,2)정중선을 촬영장치의 장축에 일치시켜,3)두정부에서 하악
골 하연까지 두개골이 포함되도록 나선형 CT를 촬영하였다.이 후 전산화 단층사
진 촬영으로 얻은 DICOM 영상정보를 개인용 컴퓨터로 옮긴 후 3차원 영상 프로
그램(V-worksTM,CybermedInc.,Seoul,Korea)을 이용하여 3차원 입체영상을 제
작하였다.이때 전체 두개악안면이 포함된 영상외에 계측이 용이하도록 sculpt기
능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에서 Hounsfieldunits(H.U.)를 -35∼ +500으로 조절
한 상태로 각 CT scan의 slice상에서 하악골,좌우측 교근의 area를 기록하고 3-D
재구성을 거쳐 4개의 SOD(selectionofdemand)파일을 분리,제작하였다(Fig1).

'

Fig1.Formationofthreedimensional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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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근의 부피,최대단면적,두께,길이,너비,각도측정

3차원 영상 프로그램(V-worksTM,CybermedInc.,Seoul,Korea)을 이용해 재구
성한 교근의 3차원 입체영상에서 교근 좌우측의 부피,길이,너비,최대단면적,그
리고 최대단면적에서의 두께를 측정하였다.교근의 최대단면적은 주행방향의 수직
면적을 측정해야 하므로,연구대상의 CT의 transversesectionline과 교근의 주행
방향의 수직선 사이의 각도(ɵ)를 측정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좌우 최대단면적
(a)을 각각 측정하였다(Fig2).

area(a)=a₀·cosɵ  

a₀ = the cross-sectional area measured on an axial image
ɵ = the angle between the axial image and the section perpendicular to 
    the muscle direction

Fig2.Measurementofareaonasectionperpendiculartothedirectionof
themasseter

또한 교근의 주행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Frankfortplane(orbitale와 좌우 porion
이 이루는 평면)을 설정하여 좌우측 교근 주행방향 사이의 이루는 각도를 각각 계
측하였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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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Measurementofmasseterangle

마지막으로 교근 좌우측의 최대단면적부위의 수직 위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차원 입체영상을 이용해 좌우측 최대단면적부위에서 각각 대응하는 쪽의 상하악
제2대구치 교합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좌우측 수직거리간의 차이를 계측
하였다.

다.하악골 계측

좌우측 교근형태와 골격적 형태 차이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악골
SOD(selection of demand)를 V-works 프로그램의 SSD(shaded surface
modeling)기능을 이용,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안면비대칭시 좌우차이
를 보일 수 있는 하악골 계측항목으로 하악과두부터 하악우각부까지의 거리인
ramallength,하악우각부부터 하악이부까지의 거리인 mandibularbodylength을
설정하여 좌우측 길이를 각각 측정하였고, 이부편위량을 나타내는 menton
deviation을 측정하였다.

라.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촬영을 시행하였고 투사도를 작
성하였으며 좌우 계측점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그 중앙점으로 하였다.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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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투사도상에서 설정된 계측점은 V-Ceph ImageProTM (Cybermed Inc.,
Seoul,Korea)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각도와 거리를 자동 계측하였다.길이 계측
항목의 경우 0.1mm 단위로,각도계측항목의 경우 0.1̊ 단위로 계측하였다.연구
대상의 분류를 위해 사용된 계측항목과 각 항목의 남녀 평균치는 다음과 같다.

[각계측항목]

Fig4.Angularmeasurements
[선계측항목]

Fig5.Linearmeasurements

각 대상의 계측항목들을 분석하여 안모의 수직적인 상태를 Mandibularplane
angle(SN toGoMe),Bjorksum,FMA,Gonialangle,Post.facialheight,Ant.
facialheight,Post./Ant.facialheightratio을 기준으로 Hyperdivergentfacial
profile,Normodivergentfacialprofile,Hypodivergentfacialprofile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상의 계측치들과 좌우측 교근의 평균부피와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F M

Gonialangle(①) 118.6±5.8 117.1±6.7

Bjorksum(①+②+③) 393.3±5.2 390.2±5.4

Mn.planeangle(④) 34.0±5.0 32.0±5.0

FMA(⑤) 24.0±5.0 22.0±4.0

Occl.Planeangle(⑥) 15.0±4.0 15.0±3.0

ANB(⑦) 2.4±1.8 2.0±1.7

F M

Ramalheight(①) 51.6±4.2 57.6±5.2

Post.Facialheight(②) 85.±5.5 95.4±6.1

Ant.Facialheight(③) 99.1±2.6 100.0±4.6

Post/Ant.facialheight
ratio(② /③)x100 66.0±4.0 69.0±4.0

Witsappraisal(④) -2.8±2.5 -2.0±2.4

Mn.Bodylength(⑤) 76±4.0 7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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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계 처리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통계처리를 하였다.

(1)각 집단별로 측정된 교근의 특성을 보기위해 교근 부피,최대단면적,주행
방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성별간,각 집단(Hyperdivergent,
Normodivergent,Hypodivergentfacialprofile)간 비교를 위해 이원배치분산
분석(two-way ANOVA)을 시행한 후 LSD method를 이용하여 다중비교
(multiplecomparison)를 시행하였다.

(2)평균 교근부피와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 분석의 각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시행하였다.

(3)좌우측 교근부피차이와 최대단면적차이,menton deviation,ramalheight
difference,mandibularbodylengthdifference,masseter의 length와 width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analysis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마지막으로 좌우측 최대단면적부위의 수직위치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paired
t-test와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analysis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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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각각각 집집집단단단별별별 교교교근근근계계계측측측

(1)각 집단별 교근의 평균부피

교근의 평균부피의 평균값과 통계 처리 결과는 Table 1과 같다.Group
1(Hyperdivergentfacialprofilegroup)이 가장 작은 평균부피값을 나타내었으며
Group3(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이 다른 두 Group보다 현격히 차이나
는 가장 큰 평균부피값을 나타내었다.남녀간 비교에서는 모든 Group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차 있는 큰 평균부피를 나타내었다(p<0.01).세 집단간,성별간 교근
평균부피의 유의차 검정을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ANOVA)을 적용한후
LSD method를 이용한 multiplecomparison을 시행한 결과 Group1과 Group3사
이,Group2(Normodivergentfacialprofilegroup)와 Group3사이에는 유의성 있
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나(p<0.01),Group1과 Group2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Table4).성별간 교근 평균부피차이에서는 교호작용(interaction)이 존재하지 않
았다.
Table1.Volumemeasurementofmasseterofeachgroup(unit:mm³)

Group 1 : Hyper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Group 2 : Normo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Group 3 : Hypo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N : number of patients,   SD : standard deviation

N Mean SD Min Max

Group 1 27 20746.5 5713.4 10345.5 36788.0

M 11 25590.3 4852.7 20454.5 36788.0

F 16 17146.4 3442.1 10345.5 22811.5

Group 2 23 22707.9 5794.7 14884.0 33046.0

M 9 28155.4 3760.6 22891.5 33046.0

F 14 19205.9 3790.8 14884.0 28278.5

Group 3 14 29136.6 9094.9 17073.5 51110.5

M 9 32443.2 9512.5 20714.0 51110.5

F 5 23184.7 4356.2 17073.5 27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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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집단별 교근의 최대단면적

교근의 평균 최대단면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은 Table2와 같
다.평균부피에서와 마찬가지로 Group1이 가장 작은 최대단면적을 나타내었으며
Group3이 가장 큰 최대단면적을 나타내었다.집단간,성별간 계측치를 비교한 결
과 교근의 부피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Group1과 Group3사이,Group2와 Group
3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two-wayANOVA,multiple
comparison),Group1과 Group2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Table4).각 Group내
성별간 교근 평균 최대단면적 차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현격히 큰 최대단면적
을 나타내었다(p<0.001).성별간 교호작용(interaction)은 존재하지 않았다.

Table2.Maximum cross-sectionalareameasurementofmasseterofeach
group(unit:mm²)

Group 1 : Hyper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Group 2 : Normo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Group 3 : Hypo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N : number of patients,   SD : standard deviation

N Mean SD Min Max

Group 1 27 380.9  84.6 240.5 587.0

M 11 457.9  56.6 384.5 587.0

F 16 327.9  54.1 240.5 424.1

Group 2 23 409.6  96.7 258.2 609.3

M 9 494.6  64.5 392.2 609.3

F 14 355.0  71.0 258.2 531.4

Group 3 14 498.2 125.3 356.4 796.6

M 9 533.0 141.6 368.9 796.6

F 5 435.6  57.5 356.4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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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집단별 교근의 평균주행방향

교근의 평균 주행방향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은 Table3과 같다.
Group1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Group3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교근
의 주행방향이 점차 수직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간,성별간 유의차 검정을 위한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multiple
comparison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Group1과 Group2사이,Group1과 Group3사
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Group2와 Group3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각 Group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큰 값을 보여 교근의 주행
방향이 보다 수직에 가깝게 주행하는 양상을 보였다(p<0.01).성별간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Table3.Directionanglemeasurementofmasseterofeachgroup(unit:˚)

(sameabbreviationsasinTable1)

Table 4. Comparison between volume, maximum cross-sectional area,
directionangleofmasseterofeachgroup

(** : p<0.05,multiplecomparisonbyLSDmethod)

 N Mean SD Min Max

Group 1 27 71.1 5.3 60.9 82.1

M 11 74.9 4.3 70.0 82.1

F 16 68.5 4.3 60.9 73.3

Group 2 23 75.2 4.2 66.1 82.6

M 9 77.3 3.3 71.5 82.6

F 14 73.9 4.4 66.1 80.8

Group 3 14 76.2 5.6 66.7 88.2

M 9 78.0 5.7 69.9 88.2

F 5 73.0 4.2 66.7 78.4

Volume mean Area mean Direction mean

G3-G2 ** **

G3-G1 ** ** **

G2-G3 ** **

G2-G1 **

G1-G3 ** ** **

G1-G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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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근의 평균부피와 측모두부방사선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

평균 교근 부피와 측모두부방사선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5).측모 두부방사선 사
진을 이용한 안모 분석시 수직적인 항목으로 분류되는 모든 계측항목들은 평균교
근 부피와 유의차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이중 gonialangle,Bjork
sum,mandibularplaneangle,occlusalplaneangle,FMA는 교근 부피와 음의 상
관관계를,ramusheight,posteriorfacialheight,anteriorfacialheight,post/ant.
facialheightratio는 교근 부피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5.Pearson coefficientanalysisbetween mean massetervolumeand
lateralcephalometricmeasurements

(* :p<0.01)

VM GA BS RH PFH AFH P/A MP OP FMA

volume 
mean

1

gonial angle
-0.3897 1

0.0015*

Bjork sum
-0.4627 0.64956 1

0.0001* <0.0001*

ramus 
height

0.66689 -0.2653 -0.5528 1

<0.0001* 0.0341 <0.0001*

posterior 
facial height

0.73932 -0.3315 -0.5697 0.91469 1

<0.0001* 0.0074* <0.0001* <0.0001*

anterior 
facial height

0.41768 0.22245 0.23588 0.53525 0.61641 1

0.0006* 0.0773 0.0606 <0.0001* <0.0001*

post/ant. 
height ratio

0.5585 -0.6153 -0.9291 0.68296 0.72162 -0.0986 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4381

Mandibular 
plane angle

-0.444 0.63764 0.99364 -0.5413 -0.5608 0.24102 -0.9237 1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55 <0.0001*

Occlusal 
plane angle

-0.3275 0.58394 0.66346 -0.3283 -0.372 0.22954 -0.6682 0.65637 1

0.0083* <0.0001* <0.0001* 0.008* 0.0025* 0.0681 <0.0001* <0.0001*

FMA
-0.4709 0.72264 0.89352 -0.5401 -0.5232 0.19456 -0.8342 0.87621 0.63235 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1234 <0.0001* <0.000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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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측항목들이 서로 어떤 함수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교근 부피와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posterior facial height 항목이 유일하였으며(Table 6) 이때 adjusted 

R
2
 값은 0.6388로 나타났다(p<0.05).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meanmassetervolumeand
lateralcephalometricmeasurements

  (* : p<0.05)

 parameter estimate(ß) p value

gonial angle  -147.80675 0.2185 

Bjork sum  -485.01393 0.6432

ramus height   -97.69669 0.6978

post. facial height  3978.73424  0.0441*

ant. facial height -2062.07465 0.0938

post/ant. height ratio -4448.12591 0.0870

SN to GoMe   535.32030 0.5708

occlusal Plane angle    40.26516 0.7917

FMA  -139.52018 0.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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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각각각 집집집단단단별별별 교교교근근근의의의 편편편위위위,,,비비비편편편위위위측측측 부부부피피피차차차이이이,,,하하하악악악골골골 계계계측측측항항항목목목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1)각 집단별 교근의 편위,비편위측 부피차이

각 집단별 교근의 편위,비편위측 부피차이를 구하기 위해 |비편위측 -편위측
교근부피|/(비편위측 +편위측 교근부피)x100(%)로 계산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
를 산출한 결과, 연구 대상의 전체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 차이는 4.61±
3.46(%)로 나타났으며 비편위측이 편위측에 비해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
고,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G3)은 6.06±4.06(%)로 다른 두 Group과
비교하여 편위,비편위측간에 큰 부피차이(p<0.05)를 나타내었다(Table7).

Table7.Shift,non-shiftsidevolumedifferencesofmasseterofeach
group(%)

G1:Group1,hyperdivergentfacialprofilegroup
G2:Group2,normodivergentfacialprofielgroup
G3:Group3,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

(2)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와 ramallength차이,mentondeviation정도,최
대단면적차이,교근길이차,교근두께차,mandibularbodylength차이간 상관성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와 ramallength차이,mentondeviation정도,최대
단면적차이,교근길이차,교근두께차,mandibularbodylength차이간 상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analysis를 시행한 결과 편위,비편위
측의 교근부피차이와 편위,비편위측 ramallength차이,최대단면적차이,교근길이
차이,교근두께차이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mentondeviation과는

  .N Mean SD Min Max

  .64 4.61 3.46 0.03 17.23

G1(27) 4.44 3.47 0.18 12.71

G2(23) 3.92 2.89 0.03 11.65

G3(14) 6.06 4.06 0.8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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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p<0.01).그러나 편위,비편위측 mandibularbody
length차이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8).

Table 8. Correlation between masseter volume difference and other
measurements

  volume differences(VD) : differences between Lt., Rt. masseter volume(mm³)　

  ramal length(RL) : differences between Lt., Rt. mandibular ramal length(mm)　

  Me : menton deviation(mm)　

  maximum area(MA) : differences between Lt., Rt. masseter maximum area(mm²)

  masseter length(ML) :　differences between Lt., Rt. masseter length(mm)

  masseter width(MW) :　differences between Lt., Rt. masseter width(mm)

Mn.bodylength(MB):differences between Lt., Rt. mandibular body length(mm)

  * : p < 0.05

  ** : p < 0.01

VD RL Me MA ML MW MB

volume 
differences

1  0.5369 -0.5214  0.4725  0.7822  0.4393 -0.2117

   <.0001**    <.0001**    <.0001**    <.0001**    0.0003**  0.0931

ramal 
length

 0.5369 1 -0.4629  0.0037  0.4737  0.2564 -0.1351

   <.0001**    0.0001**  0.9766    <.0001**   0.0409*  0.2872

Me
-0.5214 -0.4629 1  0.1345 -0.5085 -0.2748 -0.0128

   <.0001**    0.0001**  0.2892    <.0001**   0.0280*  0.9202

maximum 
area 

 0.4725  0.0037  0.1345 1  0.0673  0.2229 -0.1019

   <.0001**  0.9766  0.2892  0.5971  0.0766  0.4230

masseter 
length

 0.7823  0.4737 -0.5085  0.0673 1  0.4010 -0.2647

   <.0001**    <.0001**    <.0001**  0.5971    0.0010**   0.0345*

masseter 
width

 0.4393  0.2564 -0.2748  0.2229  0.4010 1  0.0075

   0.0003**   0.0409*   0.0280*  0.0766    0.0010**  0.9528

Mn. body 
length

-0.2117 -0.1351 -0.0128 -0.1019 -0.2647  0.0075 1

 0.0931  0.2872  0.9202  0.4230   0.0345*  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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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에 따른 하악 우각부위의 골격적인 형태이상과 연조직형태에 영향을 

주는 교근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편위, 비편위측 교근부피 차이와 상관관

계를 보인 함수들 중, 하악골 계측항목인 ramal length differences, menton 

deviation 항목들을 다시 추려내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Table 9). 그 결과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에서 유의성을 보인 

menton deviation은 유의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ramal length differences는 교

근 부피차이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ifferences of masseter 

volume and skeletal measurements

   (* : p<0.05)

 parameter estimate(ß) p value

Ramal length  75.1946  0.0469*

Menton deviation -49.4420 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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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편편편위위위,,,비비비편편편위위위측측측교교교근근근의의의 최최최대대대단단단면면면적적적부부부위위위의의의 수수수직직직위위위치치치 차차차이이이,,,두두두께께께 차차차이이이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최대단면적 부위의 수직위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부위의 최대단면적 부위에서 상하악 제2대구치 교합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able10에 나타내었다.편위,비편위측 평균거리모
두 7.3mm내외로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이에 편위,비편위측 수직거리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Table11)를 시
행하여 본 결과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1).

Table10.Distancefrom maximum cross-sectionalareatoocclusionofupper
& lowersecondmolar(unit:mm)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shift & non-shift side vertical distance

     (p<0.00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교근 최대단면적에서의 편위, 비편위측 두께차이는 평균 1.3 ±1.0mm의 값을
나타내었다(Table12).

Table 12. Differences of thickness between shift non-shift side maximum 

cross-sectional area  of masseter (unit : mm)

Mean SD Min Max

Lt. 7.2 0.92 5.8 11.7

Rt. 7.4 0.85 5.2  9.2

       Lt.         Rt.

Lt. vertical 
distance 

1 0.6958

<.0001

Rt. vertical 
distance

0.6958 1

<.0001

N Mean SD Min Max

두께차 64 1.3 1.0 0.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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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안면비대칭은 두개안면정중선을 기준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중심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편위되었거나 반대측의 구조물과 크기,형태 등이 일치하지 않아 안면고
경이나 폭경의 좌우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eck등,1970).임상적으로 안면비
대칭을 판단하는 주된 방법은 이부편위 정도를 보는 것으로 안 등(2001)은 P-A상
에서 Me의 변위가 MSR(midsagittalplane)에 대해 cristagalli에서 1̊ 이내이거나
ANS(anteriornasalspine)에서 2̊ 이내인 경우에서는 비대칭을 인지하지 못한다
고 하였고 Kusayama(2003)에 따르면 안면기준선에 대해 이부편위가 2.2± 1.7
mm 이상인 경우 안면비대칭으로 보았다.이를 고려하여 정모두부방사선 검사시
안모기준선에 대해 3mm이상의 이부편위가 있는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 후 선정된 연구대상을 Hyperdivergent,Normodivergent,Hypodivergent

facialprofile로 분류하기 위해서 Van Spronsen 등(199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VanSpronsen등은 Longface와 Normalgroup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계측치중 우선 anteriorlowerfaceheight(ALFH:ANS-Me)
와 anteriortotalfaceheight(ATFH:Na-Me)와의 비를 구해 59%이상이면 long
face로 가분류하였고, ALFH, ATFH, PTFH(posterior total face height),
PTFH(S-Go)/ATFH,mandibularangle,ramusheight등의 계측치를 분석하여 최
종적으로 long face와 normal group을 분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PTFH/ATFH의 비율(normalgroup:62∼65%)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여 대
상을 가분류하고 안모의 수직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각계측항목과 선계측항목 즉,
mandibularplaneangle(SN toGoMe),gonialangle,FMA,Bjorksum,anterior
facialheight,posteriorfacialheight들을 함께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단 Longface라고 명명할 경우,얼굴자체의 길이가 긴 경우와 혼동될 여지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Hyperdivergent,Normodivergent,Hypodivergentfacialprofile
group으로 분류,명명하였다.



- 20 -

3차원 입체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V-worksTM program(CybermedInc.,Seoul,
Korea)을 이용하여 Hounsfieldunit(HU)을 조절하여 경조직,연조직을 따로 분리
하여 SOD(selectionofdemand)파일을 제작하였다.경조직의 경우 연조직과 HU
차이가 커서 분리하기가 용이하나,masseter의 경우 주위 연조직과 HU 차이가 크
지 않고,HU 조절에 따라 넓이,부피측정시 값이 변화되므로 HU 조정을 위한 기
준이 요구된다.Huisinga-Fischer등(2004)은 hemifacialmicrosomia환자의 저작근
부피측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30HU ∼+30HU사이에서의 부피측정값의 변화양
상(10HU변화당 부피 0.6ml3 변화)을 밝혀내었다.또한 적정 HU 값으로 -35
HU(지방조직의 -100HU와 근육 +30HU의 사이)를 하한값으로,+500HU(근육
+30HU와 뼈조직 +970HU의 중간값)을 상한값으로 제시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도
이 기준치를 바탕으로 3차원 입체영상을 제작한후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계측을
시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먼저 각 집단별 교근의 평균부피와 최대단면적 측정 결과는 같은 양상을 나타

내었다.즉,Hyperdivergentfacialprofilegroup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이 다른 두 group과 비교해 큰 값을 나타내었
다.Gionhaku등(1989)은 교근의평균 부피를 30.4±4.1cm3라 보고하였다.이것은
이번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평균부피값을 보인 Hypodivergentfacialgroup의
29.1 ±9.1 cm3보다도 큰 값을 보이는데,그이유로 Gionhaku의 연구대상자가 모
두 남자였다는 점,안모상태분류가 없어 Hypodivergentfacialprofile대상자가 더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그리고 인종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Group간 비
교를 위한 ANOVA분석시 Hyperdivergentgroup과 Hypodivergentgroup사이,
Normodivergentgroup과 Hypodivergentgroup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
내었으며(p<0.01),Hyperdivergent,Normodivergentfacialgroup간에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아 이 두 group은 평균부피,최대단면적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남
녀간 비교에서는 모든 group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큰 평균부피를 나타내었다.
선학들의 연구를 보면 Longfacegroup의 경우 normalgroup보다 작은 최대저

작력을 나타낸다.(Sassounni,1969,Proffit등,1983).구치 최대저작력은 저작근의
부피,최대단면적과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이에 대한 보고로 Van Spronse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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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은 저작근의 최대단면적과 부피는 최대교합력과 관련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roemer와 Marras(1980)도 masseter,medialpterygoidmuscle의 최대단면적이
구치 최대교합력의 50-60%까지 설명가능하나 temporalis, lateral pterygoid
muscle은 상관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Sasaki등(1989)도 구치 최대교합력과 교
근,내측익돌근(medialpterygoid m.)의 단면적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correlation0.80,p<0.01),각 개인별 교합력차이의 60%이상이 musclesize에 의
해 설명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60%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 최대교합력과 저작근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VanSpronsen(1992)은 저작력이 저작근의 강도(저작
근 단면적과 저작근의 활동능력에 의해 영향받음)뿐만 아니라 momentarm의 길
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이때,momentarm은 저작근의 spatialorientation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VanEijden(1991)은 저작력의 분석시 저작근의 방향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예를 들어 저작근 방향이 10̊ posteiror에서
10̊ anterior로 바뀌면 bite-forcemomentarm의 길이가 약 20%정도 증가하게 되
므로 최대교합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만약 Hyperdivergentfacial
profilegroup과 Normodivergentfacialgroup,Hypodivergentfacialgroup간 교근
주행방향 각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biteforcemomentarm의 길이
가 변화하게 되므로 저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집단별 교근의 평균주행방향 측정 결과를 보면 Hyperdivergent

facialprofilegroup(평균 71.1̊)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Hypodivergent
group(평균 76.2˚)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교근의 주행방향이 점차 Frankfort
plane에 대해 수직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간,성
별간 유의차 검정을 위한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ANOVA)을 적용한 결과에
서는 Normodivergent(평균 75.2˚),Hypodivergentgroup(평균 76.2˚)간에는 유의
차가 없었다.각 group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큰 값을 보여 교근의 주행방향이
보다 수직에 가깝게 주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VanSpronsen등(1996)의 연구에서는 normalgroup과 longface

간 muscleangle비교에서 longface의 masseterdirection이 좀더 크게 나타났으나



- 22 -

유의차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normalgroup의 단위면적당 maximum
force가 더 커야 최대교합력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렇듯 저작근의 최대단면적,부피와 주행방향중 어느 쪽이 최대교합력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근육의 강도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Profitt
등,1983)과 상대적으로 짧은 저작근의 momentarm때문이라는 주장(Throckmorton
등,1980)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이번 연구 결과 어느 한쪽의 차이로만은 저작력
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저작력의 차이를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근의 평균부피와 측모두부방사선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Gionhaku등(1989)은 교근의 부피와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 계측항목간의 상
관관계 분석에서 mandibularplane,gonialangle은 masseter와 음의상관관계를,
posteriorfacialheight,ramallength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또한
posteriorpartofcraniofacialskeleton이 교근의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
고하였으며 mandibularplane,occlusalplane,gonialangle이 작아질수록 교근의
부피가 커진다고 하였다.평균 교근부피와 측모두부방사선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분석을 시행한결과 안모분석시
수직적인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측항목들 모두가 평균 교근부피와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이중 gonialangle,Bjorksum,mandibularplaneangle,occlusal
planeangle,FMA는 교근부피와 음의 상관관계를,ramusheight,posteriorfacial
height,anteriorfacialheight,post./ant.facialheightratio는 교근부피와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이러한 계측항목들이 서로 어떤 함수관계에 있고,교근의 부
피와 가장 상관성 있는 계측항목을 찾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

행한 결과 평균 교근부피와 유의성을 가지는 항목(p<0.05)으로는 posterior facial 

height 항목이 유일하였다(adjusted R
2
=0.6388). Weijs등(1984)은 16명의 남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brachycephalicskull,shortface,smalljaw angle을 갖는 사
람이 masseter,medialpterygoid muscle의 단면적이 크다고 보고하였다.(반면
temporalis,lateralpterygoidmuscle의 경우 facialdimension과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교근의 최대단면적이 전안면고경,하악각과 음의 상관관계,두부폭경,하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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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그러나 Weijs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transverse skull dimensions(maximum head breadth, bizygomatic breadth,
mandibularintergonialbreadth)와 jaw angleandfaciallength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중 intergonialbreadth의 경우 교근의 최대단면적
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교근의 발달이 특정하게 faciallength,또는 skull
breadth어느 한쪽과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
다.따라서 이번 연구결과에서 교근과 강한 상관성을 지닌 posteriorfacialheight
의 경우 교근의 형태예측을 위해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안모분석시 사용
될 수 있는 계측항목이며 더욱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이나
3차원 전산화단층사진상의 transverseskulldimension계측항목들도 함께 고려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 교근의 편위,비편위측 부피차이(%)측정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의 전

체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는 4.61±3.46(%)로 나타났다.대체적으로 비편위
측이 편위측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으나,편위,비편위측 부피차이가 없는 경우와
오히려 편위측이 더욱 큰 값을 나타낸 경우도 존재하였다.Hypodivergentfacial
profilegroup이 6.06±4.06(%)로 다른 두 group와 비교해 편위,비편위측간 큰
부피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세 group모두 5%내외의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
를 나타내었다.Hemifacialmicrosomiapatient와 normalgroup간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를 연구한 Huisinga-Fischer(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군의 경우
좌우측 교근부피차이가 2.57∼2.88%였으며 4%까지는 정상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Lo등(2005)에 의한 연구에서도 정상군 좌우측 저작근 부피차이는
평균 2.9%로 나타났다.또한 Koolstra등(1998)은 안면비대칭이 존재할 경우 편
위,비편위측 골격의 형태이상에 따라 연관된 근육의 형태이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보상적 형태이상은 나타나지 않았고,교근단
면적 10% 차이는 저작력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이번 연구
에서 5% 내외의 편위,비편위측 부피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볼 때 안면비대칭 환
자에서도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형태나 기능차이는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의 Maximum항목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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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까지 난 경우도 있으므로 성급한 일반화는 무리일 수 있음을 염두해두어야
하며 이 경우 편위,비편위측 저작기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이러한 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가 있을 경우 연관되는 연조직,경

조직 변수들을 찾기 위해,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편위,비편위측 ramal
length차이,mentondeviation정도,편위,비편위측 교근 최대단면적차이,교근 길이
차이, 교근 두께차이, mandibular body length 차이를 계측하여 Pearson
correlationcoefficientanalysis를 시행해 상관성을 알아보았다.그 결과 편위,비
편위측 교근부피차이와 ramallength차이,최대단면적차이,교근 길이차이,교근
두께차이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mentondeviation과는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다(p<0.01).그러나 편위,비편위측 mandibularbodylength차이와
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예를들어,menton이 좌측으로 편위되었을 경우
우측의 교근부피값이 편위측에 비해 크며,ramallength역시 교근부피와 마찬가
지로 우측이 큼을 나타낸다.

안면비대칭에 따른 하악의 골격적인 형태이상과 하악 우각부위 연조직형태에 

영향을 주는 교근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악골 계측항목인 ramal 

length differences, menton deviation 항목들을 다시 추려내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에서 

유의성을 보인 menton deviation은 유의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ramal length 

differences는 편위, 비편위측 교근부피차이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이는 menton의 변위보다 편위, 비편위측 ramal length의 수직거리 차

이가 교근의 형태에 더욱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menton 

변위가 있을 때, 비편위측 교근이 더 클수도 있지만 편위측이 더 클 수도 있으므

로 안면비대칭자에서 이부편위가 존재할지라도 편위측, 비편위측 교근형태는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집단별 교근의 편위, 비

편위측 부피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대부분 비편위측이 편위측에 비해 큰 부피값을 

나타내었으나 편위측과 비편위측간 부피차이가 없는 경우와 편위측이 비편위측에 

비해 큰 부피값을 가진 경우가 존재하는 것)를 역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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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안면비대칭자의 편위, 비편위측 우각부위의 연조직형태 분석시 이부편

위 양상만으로는 연조직 형태차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편위, 비편위측 ramal 

length차이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하악우각부 연조직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 교근의 편위,비편위측 형태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위치차이와 두께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안면비대칭이 없는 정상인에서 교근의 최대단면적 부위의 위치
에 대한 여러 선학들의 보고가 있었다.Xu등(1994)은 교근의 MCSA(maximum
cross-sectionalarea)가 mandibularforamen상방 8mm 정도에 위치함을 보고하
였고 Ando(1991)는 교근의 최대단면적 부위가 FH plane하방 20mm에 위치함을
보고하였다.VanSpronsen등(1989)은 교근의 중간부분의 단면적은 12mm 범위
내에서 비교적 일정한 값을 가지며 최대면적부위와 연관되고,하악우각부위에 대
해 ventrocranial방향 30 mm에 교근 최대단면적부위 위치함을 보고하였고,
Ariji(2000)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functionalocclusalplane1cm상방에서
교근의 면적을 측정하였다.그러나 위의 보고들은 안면비대칭이 없는 경우의 결과
들이며 안면비대칭이 있는 경우 편위,비편위측의 최대단면적부위의 위치가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한 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위의 결과들을 참고하여 안면비대칭
환자의 편위,비편위측 교근 최대단면적 부위를 찾고자하였다.이를 위해 CT상에
서 최후방대구치부분이 관찰하기 가장 쉬운 바,편위,비편위측 상하악 제2대구치
교합면에서부터 동측의 교근의 최대단면적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그 결과 편위,비편위측 평균거리모두 7.3mm내외로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
내었다.이어서 편위,비편위측 수직거리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와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를 시행하여본 결과 P<0.01에서 모두 유의
성을 나타내었다.이는 occlusalplanecanting이 존재할 경우에도 교합면에서 일
정한 거리에 좌우 교근의 최대단면적 부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pairedt-test에
서 편위,비편위측 수직거리의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계
측 거리 단위가 mm 단위로 그 차이가 적어 무시할 수 있으므로,임상평가시에는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최대단면적은 동측의 상하악 제2대구치 교합면으로부터 약
7.3mm 상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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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근의 편위, 비편위측 최대단면적 부위에서 교근의 두께차이는 평균 1.3 ±1.0
mm의 값을 나타내었다.이는 안면비대칭이 심한 경우라도 교근의 두께 차이는 불
과 1∼2mm내외의 적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편위,비편위측 교근부피 차이 결과
와 함께 생각해볼 때,하악의 형태이상에 따른 교근의 보상적 형태이상 정도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 등(2005)은 안면비대칭자의 3차원 전산단층사진을 이용한 경,연조직간 비대

칭 정도차이 분석에서 이부와 하악우각부위의 경조직 비대칭이 연조직에 의해 어
느정도 가려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이유로 하악골이 편위될 때 반대측 교
근이 신장될지라도 좌우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낼 정도의 두께차이는 보이지 않아
경조직비대칭 정도에 비해 연조직 비대칭이 작게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하였다.이
번 연구 결과를 통해 좌우 교근 부피,형태차이가 하악골 이부편위 정도보다 좌
우 ramallength의 수직거리차이와 더욱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며,좌우의 교근의
형태차이가 있더라도 두께차이,부피차이가 우각부위의 연조직형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김 등(2005)의 추측을 입증
하는 것이라 판단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자를 안모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교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그 결과 교근의 부피,최대단면적,
주행방향에서 안모형태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교근의 부피가 측모두부방사선 계
측항목중 posteriorfacialheight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또
한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교근의 부피차이가 정상인보다는 크지만 예상보다는 적
은 좌우차이를 나타내었으며,종래 보편적으로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이부편위와
연관되어 좌우 교근의 형태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부편위
보다 하악골 ramallength의 길이차에 더욱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또한 좌우
교근의 부피차이와 최대단면적에서의 두께차이가 적은 점은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골격적 형태이상에 따른 교근의 형태이상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좌우 교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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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있어 그 차이가 적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안면비대칭 환자
에서도 좌우 교근의 최대단면적의 위치가 예측가능한 범위,즉 교합평면의 경사가
있을 경우에도 동측의 상하 제2대구치 교합면으로부터 일정한거리(약 7.3mm)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저작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해 교근의 부피차이

에 따른 저작 기능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으
므로 교근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이와 함께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후 저작근의 변화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수술후 골격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와 저작근 등의 연조직
의 변화와 수술후 안정성 및 재발의 연관성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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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안면비대칭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모두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이부
편위 3mm 이상의 안면비대칭을 가진 환자 64명을 선정하여 측모두부방사선 계
측항목들을 이용하여 안모형태를 분류하고 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영상을 이용하
여 교근과 하악골의 3차원 입체영상을 얻어 안면비대칭과 연관된 교근 특성을 보
고자 하악골과 교근의 3차원 계측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Hyperdivergentfacialprofilegroup,Normodivergentfacialprofilegroup,
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순으로 좌우 교근의 평균부피와 최대단면
적,Frankfortplane과 교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증가하였고,각
group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큰 값을 보였다.

2.측모두부방사선 사진상 수직계측항목들로 사용되는 모든 항목이 교근의 평균
부피와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이 중 posteriorfacialheight(S-Go)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안면비대칭에 따른 교근의 편위측과 비편위측 부피차이는 평균 4.61±3.46
(%)로써 비편위측이 편위측보다 큰 값을 가진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안
면비대칭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나지는 않았고,이부편위 정도보다 편위,비편
위측 ramallength길이 차이와 더욱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편위,비편위측 교근의 최대 단면적 부위는 상하악 제2대구치 교합면으로부터
좌우측 모두 일정한 거리에 존재하여 교합면이 경사지더라도 교합면에서의
위치가 일정함을 알 수 있었고,최대 단면적에서의 편위,비편위측 교근두께
의 차이는 안면비대칭 정도와 비례하지 않고  1.3 ±1.0mm의 값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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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안면비대칭 환자에서 경조직의 비대칭 정도와 연조직 비대칭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며 편위,비편위측 교근의 형태 차이가 안면비대칭 정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하악우각부 경조직 비대칭이 연조직에 의해 보상되어 연조직
비대칭이 적게 나타나게 되므로 안면비대칭 환자의 평가 및 치료계획시 연조직
계측항목을 이용한 비대칭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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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thecurrentincreaseofinterestconcerningfacialesthetics,morepeople
arebecomingawareoffacialasymmetry,andasaconsequence,thereisarise
inthenumberofpatientspresentingtoorthodonticclinicswiththiscomplaint.
Facialasymmetry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the centerofeitherthe
maxillaormandibleisdeviatedfrom thecraniofacialmidline,orwhenthere
arediscrepanciesinsizeandshape,resultinginasymmetricalfacialheightor
width.Previousstudiessuggestthathardandsofttissueanalysesoffacial
asymmetrypatientsmaypresentratherconflictingresults,butstudiesonthe
three-dimensionalmorphology ofthemassetermuscle,which can affectthe
softtissuemorphology in themandibularangleregion offacialasymmetry
patients,arelacking.Themasseteristhemostpowerfulmasticatormuscleand
initiatesfrom thezygomaticprocessofthemaxillaandthezygomaticarchand
attachestothemandibularangle,theoutersurfaceoftheramus,and the
coronoid process.Such an orientation makes this muscle susceptible to
compensatorydeformityfrom mandibularmalformation,whichcaninfluencethe
softtissuesinthemandibularangleregion,resultinginadifferingdegreeof
hardandsofttissueasymmetryinfacial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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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 wastoclassify facialasymmetry patientsby
facialconfiguration,andtodeterminethevalueofmassetermuscledeformity
asavariablein facialanaysis.Tofulfillthesegoals,64facialasymmetry
patients were selected after facial analysis using lateral cephalometric
measurements.Using the V-works 4.0TM program (Cybermed Inc.,Seoul,
Korea),3-dimensionalimagesofthemandibleandmasseterwerereconstructed
using computed tomography images taken from each patient,and these
reconstructedimagesweresubjectedto3-dimensionalmeasurementinorderto
assesscharacteristicsofthemassetermuscleassociatedwithfacialasymmetry.
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

1.Theaveragemassandmaximum cross-sectionalareaofthemasseter
muscle long with the angle formed by the Frankfortplane and the
direction ofthemasseter’sfibersincreasedin thehyperdivergentfacial
profile group, the normodivergent facial profile group, and the
hypodivergentfacialprofilegroup,inascendingorder.Malesubjectswere
found to havegreatermeasurementsthan thefemalesubjectsin each
group.

2.Indicesusedforverticalmeasurementin facialanalysisoforthodontic
pati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mean volume ofthe
massetermuscle.Inparticular,theposteriorfacialheight(S-Go)showed
thegreatestcorrelation.

3.Discrepanciesinmassetericmassresultingfrom facialasymmetrywere
greaterthanthosefoundinnormalpatientsbutwerenotproportionalto
the degree of asymmetry. Masseteric discrepancy had a stronger
correlationtoramallengthdiscrepancythanmentondeviation.

4.Theregionofthemaximum cross-sectionalareaofthemassetermuscles
was proportionalto the occlusalinclination and was located within a
constantdistancefrom theocclusallevelofthemaxillaryandmandibular
secondmolars.Thedifferenceinthemaximum cross-sectionalareaofthe
leftandrightmassetermuscleswasnotproportionaltothedegre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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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asymmetry,andhadavalueof1.3±1.0mm.

Taken alltogether,discrepancies in hard and soft tissue analysis are
encounteredinfacialasymmetrypatients,andasdifferencesinthemorphology
oftheleftandrightmassetermusclesarenotproportionaltothedegreeof
facialasymmetry,hardtissueasymmetry in themandibularangleregion is
partially compensated by the soft tissue,reducing the extent of facial
asymmetry.Assuch,thisstudysuggeststhatmuchcautionisneededwhen
analyzingsofttissueindicesduringevaluationandtreatmentplanningforfacial
asymmetry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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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masseter, facial asymmetry, three dimensional comp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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