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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시 하악과두를 포함하고 있는 근심골
편은 수술 전과 같은 위치에 유지되어야 한다.근심골편의 위치가 수술 후에 변화
되면 악관절 장애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으며,치아 및 골격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이유로 수술 전과 후에 근심골편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
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이 보고 되어 왔지만 대부분이 2차원상에서의 분석들
로 3차원적인 구조물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다.
본 연구는 하악골 전돌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BSSRO (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를 이용한 편악수술만을 시행한 31명 환자의 수술 전과 후에 3D CT (3
차원 전산화 단층 사진)를 촬영하여 얻은 DICOM (Digital Imaging &
CommunicationinMedicine)영상정보를 개인 3차원 영상 프로그램(V-worksTM,
CybermedInc.,Seoul,Korea)을 사용하여 두개안면골의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
구성 하였다.계측은 3차원 좌표축 (X축-좌우,Y축-상하,Z축-전후)을 설정하고
기준원점 Nasion으로부터의 각 계측점의 수술 전과 후의 3차원적 위치변화를 보
았으며,계측점간 거리변화를 관찰하였다.또한 3차원 기준평면을 설정하여 이와
계측선,계측면과의 각도변화를 관찰하여 근심골편의 회전양상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계측점의 3차원 좌표평가에서는 Y축과 Z축 평가시 하방,전방이동 양상을
보였으며,X축 평가에서는 뚜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계측점간의 거리계측에서는 하악과두간의 폭경,근돌기간의 폭경 모두 감소
를 보였으나,그 감소크기는 근돌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하악각간의 폭경은
술 후 증가를 보였으나,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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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악골 상행지 후연을 중심으로 근돌기부분의 전내하방의 회전양상을 보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근심골편의 초
기 변화를 수술계획 및 수술 후 교정치료시 고려한다면 더욱 안정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또한 3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환자가 갖고 있는 문
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한다면 교
정치료나 악교정 수술 치료시 보다 예측가능한 치료로서 환자 뿐만 아니라 술자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핵심이 되는 말 :BSSRO(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3DCT (3차원 전산화 단층사진),3차원 분석,근심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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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유유유 형형형 석석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장장장 윤윤윤 정정정

III...서서서론론론

치열 교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골격적 부조화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할 경우,
치열 교정과 더불어 악교정 수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러한 치료 후에
환자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 외과적 술식의 발달로 하악 전돌증 치료를 위한 많은 술식

이 소개 되었으나,현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과성장된 하악골을 해결하
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방법은 BSSRO(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
술)과 IVRO(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이다.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피질골끼리 중첩된 상태에서 고정 장치 없이 서로 자유

롭게 움직이면서 이차적 골 치유과정 (Secondarybonehealingprocess)을 겪는
IVRO는 수술 후 악간고정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mandibularforamen후
방에서 골절단을 시행하므로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적게 나타나고,강성고정을 하
지 않아 수술방법이 쉬워 수술시간이 빠르고 안전하다 (Gbali,Sile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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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해면골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일차적 골 치유과정
(Primarybonehealingprocess)을 겪는 SSRO는 강성고정을 동반하며 골편사이
골면적이 넓어 치유에 도움이 되며,악간고정을 하지 않아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되
고 수술 후 영양 공급 및 기도 확보에 도움이 된다.하지만 수술방법이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치조 신경 손상을 야기 할 수 있으며,하악과두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 경우에 하악골의 변위가 나타날 수 있다 (Wolford2000).
악교정 수술을 시행할 경우 하악과두를 포함하고 있는 근심골편은 수술 전과

같은 위치에 유지하고,원심골편은 치료계획에 의해 술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상악
치아와 교합되도록 해야 한다.근심골편의 위치가 수술 후에 변화되면 악관절 장
애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으며,치아 및 골격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Schendel과 Epker(1980)는 하악골의 전방이동시 술후 안정성과 재발에 있어서

근심골편의 조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Lake(1981)도 SSRO를 시행
받은 52명의 하악골후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심 골편의 위치가 술
후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Freihofer와 Petresvic(1975)은 하악
골 전진을 위한 SSRO를 시행받은 환자의 수술직전,수술직후 및 수술 후 2년에
측모두부방사선사진등을 촬영하여 하악과두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였고,Kundert와
Hadjianghelou(1980)도 역시 SSRO를 시행한 환자의 수술직전,수술 후 2-5주내
에 악관절단층방사선사진과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 후 관절공극을 측정하여
하악과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2차원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분석이 많았다.3차원적인

입체 구조물을 2차원적인 평면에 투영하는 것은 길이,각도,형태의 왜곡현상이 발
생하여 정량적인 평가 시 부정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시 한계가 있어왔다 (Vogel1967).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Grayson
등 (1988),Baumrind등 (1983),Bookstein등 (1991)은 정모와 측모두부방사선사
진을 각각 촬영한 후 이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두개악안면 골격의 3차원적인
형태를 재현하고자 하였으며,Kusnoto등 (1999)은 물방울 수평계를 부착한 특별
한 facebow를 제작하고,이를 이용해 촬영한 정모,측모,이하두정부사진을 3차원
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두개안면골격을 3차원적으로 분석,진단하려는 노력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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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 왔다.그러나 이와 같이 2차원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구성된 3차원 이미
지는 각각의 방사선사진 촬영 시 동일한 두부위치의 재현이 어렵고 (Grayson
1988),sella등과 같이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에서는 인지가 되나 정모두부방사선사
진에서는 인지하기 힘든 계측점들이 있고,볼록한 곡면 위의 한점인 gonion이나
menton등은 측모방사선 사진과 정모방사선사진에서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어
동일한 계측점이 각각의 사진에서 다른 위치에 설정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Bookstein1991).이와 같이 2차원 규격사진을 3차원으로 합성한 이미지는
철망구조 (Grayson1988)라는 문제 때문에 두개안면 형태의 개괄적 관찰이 불가
능하고 실제 두개골을 보는 듯한 상을 구성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3DCT (3차원 전

산화단층촬영)사진을 이용하여 컴퓨터 상에서 3차원 입체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
이 시도되고 있다 (Vannier1984).3D CT 영상에서는 두개악안면부의 개괄적인
관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Hidelbolt1988,1990),컴퓨터 상에서 직접 축을 조정
하여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켜 관찰할 수 있으며 (Vannier1984),상악이나 하악
등 원하는 구조물을 따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도 있다.이러한 입체 영상에서 계측
점을 3차원 좌표계에 나타내어 평면 또는 계측점간의 거리 및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등 (Cavalcanti1998)많은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악골 전돌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BSSRO를 이용한 편악수술만

을 시행한 환자의 수술 전과 후에 3D CT를 촬영하여 근심골편의 하악과두 및 하
악우각부 계측점의 3차원적인 위치변화,거리변화를 보았으며,설정한 기준평면과
계측선,계측면과의 각도변화를 관찰하여 근심골편의 회전양상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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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상하악 치아 중심선의 차이가 2mm이하인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의 하악골 전
돌증 환자로 2006년 1월 - 2007년9월,강남 성모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BSSRO를 이용한 편악수술만을 시행받은 남자 12명,여자 19명의 총 31명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ANB diff.는 평균 -3.2(최저 -10,최고 0),평균연령은
21.7세 (최저 15세,최고 32세)이다.평균 setback량은 7.3mm (최저 2mm,최
고 12.5mm)이었다.모든 수술은 1인에 의해 시행되었으며,screw를 이용한 강
성 고정 시행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전전전산산산화화화단단단층층층사사사진진진 촬촬촬영영영
연구대상자를 Frankfort수평면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3D CT 촬영장치
(LightSpeedQX/i,GE MedicalSystems,Milwaukee,USA)에 위치시키고 치
열의 정중선이 촬영장치의 장축과 일치되게끔 한 후,gantry 각도는 0도,
scanning matrix size는 512×512 pixels,120kV,200mA 조건하에 2.5mm
thickness,slicepitch3,scanningtime0.8초로 두 개악안면부 촬영하였다.촬
영은 수술 전 1개월 (T1),수술 후 1개월 (T2)두 번 촬영하였다.촬영 당시
모든 환자에게 6개의 설압자을 전치중앙부에 물도록 지시하고 촬영 하였으며,이
렇게 얻은 CT자료를 DICOM (DigitalImaging& CommunicationinMedicine)
의 영상 정보로 구성하였다.

나나나...333차차차원원원 CCCTTT영영영상상상 제제제작작작
전산화단층사진 촬영으로 얻은 DICOM 영상정보를 개인 3차원 영상 프로그
램(V-worksTM,CybermedInc.,Seoul,Korea)을 사용하여 두개안면골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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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컴퓨터 상에서 계측점을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해 두정골,설골,경추는 제거하였다(Fig.1).이 상태에서 기준평면을 설정한
후,하악골만 분리하여 3차원 계측을 시행하였다(Fig.2).

Fig.13DmodelmadebyV-works4.0TM Fig.23DmodelmadebyV-works4.0TM

(Mandible)

다다다...333차차차원원원 영영영상상상에에에서서서 계계계측측측점점점의의의 지지지정정정 (Fig.3)
3차원 입체 영상에서 계측을 위해 총 17개의 계측점을 지정하였다.계측점을
지정할 때는 3차원 입체영상을 회전시켜서 계측점이 정면으로 관찰되도록 위
치시키고 지정하고 ,그 후 다시 회전시켜서 다른 각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였
다.

라라라...계계계측측측점점점 (Fig.3)
-Po(Porion):외이도의 상방점 (양측성:Rt,Lt)
-Na(Nasion):Frontonasalsuture(전두비골봉합)와 internasalsuture

(비골간봉합)가 만나는 지점.
3차원좌표계에서 원점으로 사용된다.

-Or(Orbitale):Infraorbitalmargin(안와하연)의 최하방점 (양측성:Rt,Lt)
-Ba(Basion):foramenmagnum의 앞모서리의 정가운데 지점
-Cdlat(Condylionlateralis):전방관찰시 하악과두의 최 외측점

(양측성:Rt,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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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ed(Condylionmedialis):전방관찰시 하악과두의 최 내측점
(양측성:Rt,Lt)

-Cdpost(Condylionposterioris):측면 관찰시 하악과두의 최후연
(양측성:Rt,Lt)

-Cor(Coronoidprocess):근돌기의 최 상방점 (양측성:Rt,Lt)
-Golat(Gonionlateralis):전방관찰시 하악각 부위에서 최 외측점

(양측성:Rt,Lt)
-Gopost(Gonionposterioris):측면관찰시 하악각 부위에서 최 후방점

(양측성:Rt,Lt)

Fig.3Referencepoints

마마마...기기기준준준평평평면면면의의의 설설설정정정 (Fig.4)
-X평면(수평기준평면):FH plane과 평행하면서 Na를 지나는 평면
-Y평면(수직기준평면):수평면에 수직이면서 Na,Ba을 지나는 평면
-Z평면(관상기준평면):X,Y평면에 수직이면서 Na을 지나는 관상기준평면
-Ramalplane:Cdpost,Cor,Gopost를 잇는 평면 (양측성:Rt,Lt)

(Fi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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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Referenceplanes

바바바...좌좌좌표표표축축축의의의 설설설정정정 (Fig.5)
-X축 :좌우를 나타내어 준다.

(+)는 시상면에 대해 환자의 좌측을 ,(-)는 환자의 우측을 의미한다
-Y축 :상하를 나타내어 준다.

(+)는 수평면에 대해 상방을,(-)는 하방을 의미한다.
-Z축 :전후를 나타내어 준다.

(+)는 관상면에 대해 전방을,(-)는 후방을 의미한다.

Fig.5Referenceax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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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계계계측측측항항항목목목
(1)Pointmeasurements(Fig.3)
-Na
-Rt.Cdlat

-Rt.Cdmed

-Lt.Cdlat

-Lt.Cdmed

-Rt.Golat

-Lt.Golat

-Rt.Cor
-Lt.Cor
V-works4.0TM(CybermedInc.,Seoul,Korea)상에서 모델의 3차원좌표계
를 관찰하여 위의 계측점에 해당하는 좌표점을 각각 (X,Y,Z)로 구한 후,
Na계측점을 (0,0,0)기준원점으로 정하고,그 이외의 계측점의 좌표를 다시
구하였다.그리하여 술 전 (T1),술 후 (T2)각각 Na(0,0,0)에 대해 각각
의 계측점이 각 축별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관찰하여,그 3차원적인
이동방향을 구하였다.

(2)Linearmeasurements(Fig.6)
-RtCdlat~LtCdlat(Intercondylarwidth)
-RtCor~LtCor(Intercoronoidalwidth)
-RtGolat~LtGolat(Intergonialwidth)
술 전 (T1),술 후(T2)의 3차원 입체영상에서 3Dmeasure기능으로 양측
계측점간의 거리를 각각 계측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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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Linearmeasurements

(3)Angularmeasurements
A.AxisestoXplane(Fig.7)
-X평면∠ Rt.Cdlat-Rt.Cdmed(Rt.Condylaraxis)
-X평면∠ Lt.Cdlat-Lt.Cdmed(Lt.Condylaraxis)
-X평면∠ Rt.Cdpost-Rt.Gopost(Rt.Lateralramalaxis)
-X평면∠ Lt.Cdpost-Lt.Gopost(Lt.Lateralramalaxis)
-각 계측점을 Xplane에 투영시킨 후 Xaxis와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다.

Fig.7AxisestoX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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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isestoY plane(Fig.8)
-Y평면∠ Rt.Cdlat-Rt.Cdmed(Rt.Condylaraxis)
-Y평면∠ Lt.Cdlat-Lt.Cdmed(Lt.Condylaraxis)
-Y평면∠ Rt.Cdpost-Rt.Gopost(Rt.Lateralramalaxis)
-Y평면∠ Lt.Cdpost-Lt.Gopost(Lt.Lateralramalaxis)
-각 계측점을 Yplane에 투영시킨 후 Zaxis와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다.

Fig.8AxisestoY plane

C.AxisestoZplane(Fig.9)
-Z평면∠ Rt.Cdlat-Rt.Cdmed(Rt.Condylaraxis)
-Z평면∠ Lt.Cdlat-Lt.Cdmed(Lt.Condylaraxis)
-Z평면∠ Rt.Cdpost-Rt.Gopost(Rt.Lateralramalaxis)
-Z평면∠ Lt.Cdpost-Lt.Gopost(Lt.Lateralramalaxis)
-각 계측점을 Zplane에 투영시킨 후 Yaxis와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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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AxisestoZplane

D.RamalplanetoXplane(Fig.10)
-X평면∠ Rtramalplane
-X평면∠ Ltramalplane

Fig.10RamalplanestoX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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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malplanetoY plane(Fig.11)
-Y평면∠ Rtramalplane
-Y평면∠ Ltramalplane

Fig.11RamalplanestoYplane

F.RamalplanetoZplane(Fig.12)
-Z평면∠ Rtramalplane
-Z평면∠ Ltramalplane

Fig.12RamalplanestoZ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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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ter-ramalplane(Fig.13)
-Rtramalplane∠ Ltramalplane(Inter-ramalplaneangle)
술 전 (T1),술 후(T2)의 3차원 입체영상에서 3Dmeasure기능으로 각각
의 각도를 계측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13Inter-ramalplaneangle

아아아...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계측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술 전(T1)과 술 후(T2)의 계측치 사이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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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PPPoooiiinnnttt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sss(Table1)
계측점의 Na(0,0,0)에 대한 각 계측점의 3차원 좌표점을 (x,y,z)로 구하여,
각각의 축별로 술 전 (T1),술 후 (T2)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또한
그 사이의 차이를 구하여 pairedt-test를 시행하였다.

XXX 좌좌좌표표표 (Fig.14)
Rt.Cdlat은 1.54mm의 내측방향 이동을 보였다.
Rt.Cor는 3.52mm의 내측방향 이동을 보였다.

YYY 좌좌좌표표표 (Fig.14)
Rt.Cdlat은 3.54mm,Rt.Cdmed은 4.82mm의 하방이동을 하였다.
Lt.Cdlat은 3.81mm,Lt.Cdmed은 3.64mm의 하방이동을 하였다.
Lt.Golat은 3.39mm의 하방이동을 하였다.
Rt.Cor는 2.64mm,Lt.Cor는 2.86mm의 하방이동을 하였다.

Fig.14ChangeofpointmeasurementsinX,Y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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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좌좌좌표표표 (Fig.15)
Rt.Cdlat은 1.98mm의 전방이동을 하였다.
Lt.Cdlat은 4.11mm,Lt.Cdmed은 2.26mm의 전방이동을 하였다.
Lt.Golat은 3.43mm의 전방이동을 하였다.
Lt.Cor는 2.89mm의 전방이동을 하였다.

Fig.15ChangeofpointmeasurementsinZ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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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Resultsofpairedt-testofpointmeasurements

SD,standarddeviation:NS,notsignificant:*,p<0.05:**,p<0.01

MeasurementsMeasurementsMeasurementsMeasurements MMMMeeeeaaaannnn±±±±SSSSDDDD    (mm)(mm)(mm)(mm) T2-T1 T2-T1 T2-T1 T2-T1 MMMMeeeeaaaannnn±±±±SSSSDDDD    (mm)(mm)(mm)(mm)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T1-Rt.Cd lat (X) -62.39±5.54
 1.54±2.83

0.005

   T2-Rt.Cd lat (X) -60.84±4.72 **

   T1-Rt.Cd med(X) -43.97±5.28
-0.03±5.16

0.268

   T2-Rt.Cd med(X) -44.01±5.78 NS

   T1-Lt.Cd lat (X)  60.30±6.64
 0.96±3.68

0.154

   T2-Lt.Cd lat (X)  61.26±4.77 NS

   T1-Lt.Cd med(X)  42.88±5.78
 0.70±4.99

0.435

   T2-Lt.Cd med(X)  43.59±5.49 NS

   T1-Rt.Go lat (X) -48.74±5.90
 0.68±.4.34

0.390

   T2-Rt.Go lat (X) -48.06±4.50 NS

   T1-Lt.Go lat (X)  47.99±5.94
 1.14±3.83

0.107

   T2-Lt.Go lat (X)  49.13±5.51 NS

   T1-Rt.Cor  (X) -49.11±3.59
 3.52±3.11

0.000

   T2-Rt.Cor  (X) -45.59±3.52 **

   T1-Lt.Cor  (X)  48.62±4.27
-0.98±3.00

0.077

   T2-Lt.Cor  (X)  47.63±4.52 NS

   T1-Rt.Cd lat (Y) -34.05±8.81
-3.54±7.32

0.011

   T2-Rt.Cd lat (Y) -37.59±9.29 *

   T1-Rt.Cd med(Y) -31.47±8.22
-4.82±6.46

0.000

   T2-Rt.Cd med(Y) -36.29±8.19 **

   T1-Lt.Cd lat (Y) -34.09±8.59
-3.81±6.54

0.003

   T2-Lt.Cd lat (Y) -37.90±8.70 **

   T1-Lt.Cd med(Y) -31.86±8.36
-3.64±7.96

0.016

   T2-Lt.Cd med(Y) -35.50±9.01 *

   T1-Rt.Go lat (Y) -85.96±11.8
-2.13±7.80

0.138

   T2-Rt.Go lat (Y) -88.09±10.8 NS

   T1-Lt.Go lat (Y)  -85.03±10.79
-3.39±7.42

0.016

   T2-Lt.Go lat (Y)  -88.42±10.08 *

   T1-Rt.Cor  (Y) -37.41±7.34
-2.64±5.33

0.010

   T2-Rt.Cor  (Y) -40.05±6.41 *

   T1-Lt.Cor  (Y) -38.00±6.31
-2.86±4.98

0.003

   T2-Lt.Cor  (Y) -40.86±6.12 **

   T1-Rt.Cd lat (Z) -69.43±4.78
 1.98±3.67

0.005

   T2-Rt.Cd lat (Z) -67.44±5.46 **

   T1-Rt.Cd med(Z) -74.51±5.07
 0.73±3.48

0.251

   T2-Rt.Cd med(Z) -73.77±5.46 NS

   T1-Lt.Cd lat (Z) -70.19±5.28
 4.11±3.86

0.000

   T2-Lt.Cd lat (Z) -66.07±5.76 **

   T1-Lt.Cd med(Z) -74.84±5.21
 2.26±3.47

0.001

   T2-Lt.Cd med(Z) -72.57±5.67 **

   T1-Rt.Go lat (Z) -69.48±7.98
 2.17±6.99

094

   T2-Rt.Go lat (Z) -67.31±6.49 NS

   T1-Lt.Go lat (Z) -70.19±7.35
 3.43±7.73

0.019

   T2-Lt.Go lat (Z) -66.75±8.41 *

   T1-Rt.Cor  (Z) -39.56±4.95
 1.25±4.19

0.105

   T2-Rt.Cor  (Z) -38.30±5.11 NS

   T1-Lt.Cor  (Z) -40.19±4.71
  2.89±4.15

0.001

   T2-Lt.Cor  (Z) -37.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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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LLLiiinnneeeaaarrr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sss(Table2)
:RtCdlat-LtCdlat의 거리가 0.83mm의 감소를 보였다.
RtCor-LtCor의 거리가 4.93mm의 감소를 보였다.
RtGolat-LtGolat의 거리가 0.58mm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Fig.16).

Fig.16Changeoflinearmeasurements

Table2.Resultsofpairedt-testoflinearmeasurements

SD,standarddeviation:NS,notsignificant:*,p<0.05:**,p<0.01

MeasurementsMeasurementsMeasurementsMeasurements MMMMeeeeaaaannnn±±±±SSSSDDDD((((mmmmmmmm)))) T2-T1 T2-T1 T2-T1 T2-T1 MMMMeeeeaaaannnn±±±±SSSSDDDD((((mmmmmmmm))))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T1-Rt.Cd lat - Lt.Cd lat  122.75±6.26
-0.83±1.82

0.016

 T2-Rt.Cd lat - Lt.Cd lat 121.91±6.08 *

 T1-Rt.Cor - Lt.Cor 98.15±4.66
-4.93±3.04

0.000

 T2-Rt.Cor - Lt.Cor 93.21±5.50 **

 T1-Rt.Go lat - Lt.Go lat 96.91±5.84
 0.58±2.41

0.187

 T2-Rt.Go lat - Lt.Go lat 97.05±4.7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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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AAAnnnggguuulllaaarrr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sss(Table3)
가.CondylaraxistoXplane(Fig.17)
Rt.condylaraxis:3.04°의 증가
Lt.condylaraxis:3.55°의 증가를 보였다.

Fig.17CondylaraxistoXplane

나.CondylaraxistoYplane(Fig.18)
Rt.condylaraxis:4.96°의 감소
Lt.condylaraxis:3.33°의 감소를 보였다.

Fig.18CondylaraxistoY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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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ondylaraxistoZplane(Fig.19)
Rt.condylaraxis:5.88°의 증가
Lt.condylaraxis:3.58°의 증가를 보였다.

Fig.19CondylaraxistoZplane

라.LateralramalaxistoXplane(Fig.20)
Rt.lateralramalaxis:0.74°의 증가
Lt.lateralramalaxis:0.19°의 감소를 보였으나,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20LateralramalaxistoX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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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LateralramalaxistoY plane(Fig.21)
Rt.lateralramalaxis:0.56°의 감소
Lt.lateralramalaxis:0.45°의 증가를 보였으나,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21LateralramalaxistoY plane

바.LateralramalaxistoZplane(Fig.22)
Rt.lateralramalaxis:0.29°의 감소
Lt.lateralramalaxis:0.41°의 증가를 보였으나,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22LateralramalaxistoZ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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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RamalplanetoXplane(Fig.23)
Rt.ramalplane:1.10°의 증가
Lt.ramalplane:0.13°의 증가를 보였으나,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23RamalplanetoXplane

아.RamalplanetoYplane(Fig.24)
Rt.ramalplane:2.67°의 증가
Lt.ramalplane:2.62°의 증가

Fig.24RamalplanetoY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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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RamalplanetoZplane(Fig.25)
Rt.ramalplane:5.04°의 증가
Lt.ramalplane:2.84°의 증가

Fig.25RamalplanetoZplane

차.Inter-ramalplane(Fig.26)
Inter-ramalplane:4.18°의 증가

Fig.26 Inter-ramalplane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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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Resultsofpairedt-testofangularmeasurements

SD,standarddeviation:NS,notsignificant:*,p<0.05:**,p<0.01

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sss MMMeeeaaannn±±±SSSDDD(((°°°))) TTT222---TTT111MMMeeeaaannn±±±SSSDDD(((°°°))) PPPvvvaaallluuueee
T1-X평면∠ Rtcodylaraxis 8.68±5.40

3.04±5.26
0.003

T2-X평면∠ Rtcodylaraxis 11.73±6.66 **
T1-X평면∠ Ltcodylaraxis 8.38±5.46

3.55±6.51
0.005

T2-X평면∠ Ltcodylaraxis 11.94±6.85 **
T1-X평면∠ Rtlateralramalaxis 78.21±3.83

0.74±3.65
0.267

T2-X평면∠ Rtlateralramalaxis 78.96±4.02 NS
T1-X평면∠ Ltlateralramalaxis 79.32±4.79

-0.19±3.64
0.770

T2-X평면∠ Ltlateralramalaxis 79.13±3.65 NS
T1-X평면∠ Rtramalplane 81.27±4.42

1.10±4.23
0.158

T2-X평면∠ Rtramalplane 82.37±4.80 NS
T1-X평면∠ Ltramalplane 82.63±4.43

-0.13±3.34
0.823

T2-X평면∠ Ltramalplane 82.50±4.98 NS
T1-Y평면∠ Rtcodylaraxis 71.65±6.43

-4.96±6.00
0.000

T2-Y평면∠ Rtcodylaraxis 66.74±7.91 **
T1-Y평면∠ Ltcodylaraxis 69.65±6.89

-3.33±5.71
0.003

T2-Y평면∠ Ltcodylaraxis 66.31±7.19 **
T1-Y평면∠ Rtlateralramalaxis 9.15±4.01

-0.56±3.37
0.359

T2-Y평면∠ Rtlateralramalaxis 8.63±4.59 NS
T1-Y평면∠ Ltlateralramalaxis 8.22±4.76

0.45±3.32
0.452

T2-Y평면∠ Ltlateralramalaxis 8.67±4.37 NS
T1-Y평면∠ Rtramalplane 11.13±4.51

2.67±3.16
0.000

T2-Y평면∠ Rtramalplane 13.80±5.35 **
T1-Y평면∠ Ltramalplane 9.62±4.96

2.62±3.21
0.000

T2-Y평면∠ Ltramalplane 12.25±4.83 **
T1-Z평면∠ Rtcodylaraxis 14.88±5.90

5.88±6.09
0.000

T2-Z평면∠ Rtcodylaraxis 20.76±7.76 **
T1-Z평면∠ Ltcodylaraxis 16.61±6.47

3.58±7.27
0.010

T2-Z평면∠ Ltcodylaraxis 20.19±8.24 *
T1-Z평면∠ Rtlateralramalaxis 5.15±4.29

-0.29±2.78
0.565

T2-Z평면∠ Rtlateralramalaxis 4.86±3.32 NS
T1-Z평면∠ Ltlateralramalaxis 4.93±4.24

0.41±3.25
0.483

T2-Z평면∠ Ltlateralramalaxis 5.34±2.74 NS
T1-Z평면∠ Rtramalplane 96.15±3.20

5.04±4.08
0.000

T2-Z평면∠ Rtramalplane 101.19±4.35 **
T1-Z평면∠ Ltramalplane 95.09±3.99

2.84±4.21
0.001

T2-Z평면∠ Ltramalplane 97.93±3.72 **
T1-Inter-ramalplaneangle 20.97±8.26

4.18±4.07
0.000

T2-Inter-ramalplaneangle 25.16±8.16 **



24

IIIVVV...고고고찰찰찰

하악전돌증은 악안면 변형중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중의
하나로 단순한 치열 교정만으로는 골격이상까지 해결할 수 없으므로.많은 경우
외과적 시술이 필요하다.이러한 외과적 수술로 심미적인 문제의 해결,부정교합으
로 인한 저작 장애,발음 장애 등의 기능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
표지만,이것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결과가 유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특히 술후 재발은 수술 자체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술후 안정성과 재발에 있어서 근심골편의 조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특히 BSSRO이후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회귀의 원인을 과두의
변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Ashraf1995).
Kundert(1980)는 하악골을 후방으로 위치시킨 이후에 과두의 전방변위가 자주

관찰된다고 주장하였고,Worms(1980)는 하악과두 돌기의 위치 변화가 필연적으
로 회귀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으며,Hollender와 Riedell(1974)은 하악전돌증 환
자의 악교정 수술후에 과두 위치 변화는 70% 이상에서 나타나고 대부분 전하방으
로 각각 3.5mm와 2.5mm변위를 보인다고 하였다.또한 Edlund(1979)는 44명의
BSSRO를 시행받은 하악전돌증 환자를 대상으로 악관절 단층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연구에서 술후 하악과두의 위치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으며,Sund등 (1983)
은 BSSRO 시행 받은 29명의 하악전돌증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악간고정 제거
후 및 수술 18개월 후 악관절단층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연구에서 술후 하악과두
의 위치변화를 보였으나,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Kawamata등 (2000)도 3D CT를 이용하여 술전,술후 하악과두의 이미지를 중

첩하여 차이를 보고하였다.이렇게 하악골 절단술 전,후의 하악과두의 위치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대부분이 측모,정모,이하두정부 사진,악관절단층방
사선 사진등을 이용한 2차원의 방사선 사진으로 3차원적 입체구조물을 나타내
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Broadbent(1931)가 처음으로 교정영역에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소개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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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악안면 구조가 3차원적인 형태임을 강조하면서,Orientator로 왜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2차원 방사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Hatcher(1997)는 2차원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의 왜곡의 원인을 internalorientation
error,externalorientationerror,geometricerror,associationerror로 보고하였고,
Athanathious(1997)도 역시 5가지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Vig(1991)는 동일한
두부방사선 규격사진이 분석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면서 진
단자료로 쓰이는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반해 3D CT는 좌우 구분이 가능하고 정확한 계측점을 찾을수 있을 뿐 아

니라 확대율의 차이도 없어 정확한 계측치를 얻어 낼 수 있다.Cavalcanti와
Vannier(1998)는 두개골에서의 실제 계측치와 3차원 CT영상의 계측치 차이가 대
부분 2mm이내의 차이만을 나타낸다고 하였고,전 (2002)도 역시 3D CT 영상 계
측치의 관찰자내 차이와 관찰자간 차이를 분석하여 그 차이가 2mm이내임을 보고
하였다.Hidelbolt등 (1988)도 실측치와 CT영상의 계측치의 비교하여 CT영상의
정확성을 보고한 바 있다.장 (2002)은 3D CT 영상에서 반복재현성이 높은 경조
직 및 연조직 계측점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3DCT사진을 이용하였다.변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환자

들은 상 하악 치아의 중앙선 차이가 2mm 이내면서 임상 검사시 안면 비대칭이
인지되지 못하는 환자로 편악수술만을 시행하였다.수술을 위한 Rapidprototype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6개의 설압자를 중절치 사이 정중앙 부위에서 물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술 후에도 역시 동일하게 시행하였다.중심교합 상태에서 3D
CT 사진 채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ondylehead의 위치변화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지만,술전,후 동일하게 시행되었음으로 술전,후의 비교에
는 무리가 없으리라 여겨진다.사진 촬영 시기는 술전 평균1개월,술후 평균1개월
정도 였다.술후 평가 시간이 짧아 좀 더 다양한 시기의 술후 3DCT 사진의 채득
후 평가가 이루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ateralramalaxis는 안면비대칭이 있을시 계측의 척도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

다.그러한 점을 토대로 Lt.lateralramalaxis와 Rt.lateralramalaxis의 값을
pairedt-test를 시행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이것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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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환자들이 안면비대칭 정도가 정상범주임을 뒷받침할 수 있었고,또한 술
전과 술후의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결과로 보았을때 술전과 술후에 그
값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계측점과 setback량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두 값들의 correlation분석시 각각 환자의 계측점과 setback량
의 correlation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것은 이미 Lee등 (2002)
이 보고한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 결과 점계측 항목에서 Y축 분석시 하방이동을,Z축 분석시 전방이동을

보였으나 X축 분석시에는 일정한 방향의 이동을 보이지 않았다.거리계측에서는
하악과두간의 폭경,근돌기간의 폭경 모두 감소를 보였으며,그 감소크기는 근돌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그리고 하악각간의 폭경은 술후 증가를 보였으나,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것은 수술시 폭경의 차이로 인한 하악골 상행지 후연을
중심으로 근돌기부분의 전내하방 회전의 결과라고 생각된다(Fig.27).

Fig.27Therewasanteriorinward& inferiorrotation pattern ofcoronoidal
partbasedonthecenterofposteriorofmandibularramus

본 연구를 통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후 근심골편의 초
기 변화를 수술계획 및 수술 후 교정치료시 고려한다면 더욱 안정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3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한다면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 치료시 보다 예측가능한 치료로서 환자 뿐만 아니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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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와 더불어 하악전돌증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의 다른 하나인 IVRO도 이

와 같은 분석을 하여,수술방법에 따른 근심골편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있
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더 나아가서 수술 후 다양한 시기에 3차원 자료의
채득으로 술후 회귀경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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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하악전돌증 환자로 BSSRO를 이용한 편악수술만을 시행한 31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술전 1개월,술후 1개월에 각각 3D CT사진을 촬영하였다.이를 V
works4.0프로그램 (CybermedInc.,Seoul,Korea)으로 3차원 CT영상을 재구성
한 후,Nasion을 기준 원점 (0,0,0)으로 하는 3차원의 좌표축과 기준평면을 설정
하였다.그 후 계측점의 3차원적 위치변화,거리변화를 보았으며,또한 설정한 기
준평면과 계측선,계측면과의 각도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점계측 항목에서 Y축 분석시 하방이동을,Z축 분석시 전방이동을 보였으나,X
축 분석시에는 일정한 방향의 이동을 보이지 않았다.

2.거리계측에서는 하악과두간의 폭경,근돌기간의 폭경 모두 감소를 보였으며,그
감소크기는 근돌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그리고 하악각간의 폭경은 술후 증
가를 보였으나,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기준평면과 계측선,계측면과의 각도 변화 관찰시 하악골 상행지 후연을 중심으
로 근돌기부분의 전내하방 회전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후 근심골편의 초
기 변화를 수술계획 및 수술 후 교정치료시 고려한다면 더욱 안정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3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한다면 교정치
료나 악교정 수술 치료시 보다 예측가능한 치료로서 환자 뿐만 아니라 술자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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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rrreeeeeedddeeemmmeeennnsssiiiooonnnaaalll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eeeaaarrrlllyyypppooosssiiitttiiiooonnnccchhhaaannngggeeeooofff
ppprrroooxxxiiimmmaaalllssseeegggmmmeeennntttaaafffttteeerrr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ssseeetttbbbaaaccckkkbbbyyymmmeeeaaannnsssooofff

bbbiiilllaaattteeerrraaalllsssaaagggiiittttttaaalllssspppllliiitttrrraaammmuuusssooosssttteeeoootttooommmyyy

YunJeongJang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HyungSeogYu,D.D.S.,M.S.D.,Ph.D.)

In ordertotreatadentofacialdeformity patients,orthognathicsurgery as
wellas orthodontic treatmentis needed.However,wheneverone ofthose
treatments is selected,the displacementofproximalsegmentthatincludes
condyleshouldbeprevented.Whentheproximalsegmentdisplacementoccurs,
itcausestemporomandibularjointdisorderormakesitworse,and also it
affectsonskeletalstability.Duetothosereasons,manyliteraturesaboutthe
positionchangeofproximalsegmentafterandbeforesurgerywerereported.
However,thesestudiesarebasedononly2D analysis.This2D analysishasa
limitationonanalyzing3D craniofacialstructuredueto2D radiographicimage
problemssuchasunintendedimagemagnificationandoverlappingproblem.
In this study,the position change ofproximalsegmentofmandibular

prognathism patientswhoweretreatedbyonejaw surgerywithBSSRO were
three dimensionally analyzed by using 3D reconstruction by V-worksTM
(CybermedInc.,Seoul,Korea).3D positionalchangesofmeasurementpointand
linearchangesafterandbeforesurgerywerecompared. Inaddition,angular
changes were compared between reference plane and condyle axis,lateral
ramalaxisandramalplane.
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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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nterior& inferiormovementpatternwasobservedinY & Z axis,but
therewasnostatisticalsignificanceinpositionalchangeinXaxis.

2.Intercondylar width and inetrcoronoidalwidth were reduced.Intergonial
widthincreasedaftersurgery,buttherewasnostasticallysignificance.

3.In angularmeasurementchange,there was anteriorinward & inferior
rotation pattern ofcoronoidalpartbased on the center ofposterior of
mandibularramus.

Insummary,thestabletreatmentresultscanbeachievedbyconsideringthe
early changes in proximalsegmentthatappears due to an orthognathic
surgeryduringthesurgeryplanningandpost-surgeryorthodontictreatment.In
addition,thethree-dimensionalanalysiswillallow theoperatortoperform a
moreaccuratediagnosisandcomeupwithamoreefficientplan,resultingin
muchmorepredictableandreliableoperationsonorthognathicpatients.

KeyWords:BSSRO(Bilateralsagittalsplitramusosteotomy),
3D CT (3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3D analysis,
Proximal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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