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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3 차원 레이저 스캔을 이용한 

안면 연조직 분석 계측점의 제안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두개안면부의 입체적인 영상을 구성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컴퓨터의 조작을 통해 관찰이 용이하도록 원하는 위치로의 

회전과 축의 조정이 가능하여 면밀한 연조직 분석이 가능하다. 두개안면 

기형환자 뿐 아니라 일반 교정 환자에 있어서도 연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고 치료 방법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연조직 안모 개선을 위한 3

차원 연조직 분석법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Vivid 900 (Minolta, Japan) 3 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Rapidform 프

로그램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마네킨의 3 차

원 영상을 채득하여 촬영 과정의 오차를 평가하고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

상의 정밀도 및 확대율을 평가하며 마네킨과 정상 교합자,제 II 급 부정교

합자, 제 III 급 부정교합자의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지정이 용이하

고 반복 재현성이 높은 연조직 계측점을 제안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비접촉식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마네킨을 6 회 반복 

촬영한 결과 촬영 과정에 의한 평균 오차는 X 축은 0.16mm, Y

축은 0.15mm, Z 축은 0.15mm 였다.     

2. 마네킨의 실측치와 Rapidform 프로그램에서의 3 차원 레이저 스

캔 영상에서의 계측치를 비교하여본 결과 평균오차 0.37mm, 확

대율 0.66% 로 나타났다. 

3.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마네킨의 오른쪽 연조직 Gonion 을

제외한 26 개의 연조직 계측점의 평균 오차가 2.0mm 를 넘지 않

았으며 Glabella, soft tissue nasion, Endocanthion, 

Exocanthion, Pronasale, Subnasale, Nasal alare, Upper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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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heilion, Lower lip point, soft tissue B point , 

soft tissue pogonion, soft tissue menton, Preaurale 의 계측

점이 특히 평균 오차가 적었다. 

위에서 제안된 연조직 계측점들은 3 차원 레이저 영상에서 특히 반복 재현

성이 높고 지정이 용이하며 안면의 해부학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점들로 두

개안면 구조의 3 차원적인 연조직의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3 차원 레이저 스캐너, 두개안면 연조직 분석, 연조직 계측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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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레이저 스캔을 이용한 

안면 연조직 분석을 위한 계측점의 제안 

  

(지도 : 백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화 진 

 

I. 서 론 

  

균형잡힌 안모는 두개악안면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경조직과 연조직은 서로 관련을 가지나 실제 상악과 하악 그리고 교합 관

계가 반드시 연조직의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ittner 등,1990) Cox (1971)는 부정 교합이 반드시 불균형한 안모 형태

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안모 평가시 경조직 외에도 반드시 연

조직의 형태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Genecov(1990)는 안모의 

연조직이 경조직과는 별도로 성장함을 밝혔다. 

두개악안면 영역의 3 차원적인 해부학적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 고대 그리스 때부터 계속 되어왔다. 1931 년 

Broadbent 가 처음으로 두개악안면 영역에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을 소개 할 

때도 두부악안면 구조가 3 차원적인 형태임을 강조하며 측면과 정면의 2 차

원적인 두 장의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3 차원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 이

후에도 다른 각도에서의 두 장의 2 차원적인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3 차

원 영상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Baumrind 등, 1983; Grayson 등, 198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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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computerized tomography 

(CT) scan,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ultrasound 3D imaging 을 

이용하여 3 차원 영상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방사선 조사량이 크거

나 실제로 3 차원 영상을 얻기가 쉽지 않으며 다량의 영상을 쉽게 얻을 수 

없는 등 실제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영상에서 

3 차원 연조직 구조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3 차원 연조직 연구를 위하여 Ferrario (1996)는 2 개의 CCD 카메라를 이

용한 stereophotogrammetry 를 이용하였고 Kawai (1990)는 moire stripes

을, Robertson (1981)은 telecentric photogrammetry 를 이용하였다. 그러

나 이들은 모두 2 차원적인 사진을 이용하여 3 차원 영상 데이터로 재구성

한 것이다. 가시광선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3 차원 스캐닝 방법은 3 차원 물

체의 표면의 형태를 그대로 얻을 수 있으며 그 중 레이저 스캐너는 두개안

면의 형태를 세밀하게 재현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과거의 레이저 스캐너는 레이저의 위험성 때문에 영상을 채득하는 동안 

눈을 감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전체 안면 영상 채득시 스캔 시간이 길

어 환자의 움직임이 큰 오차가 되거나 noise 나 hole 등으로 인하여 전체 

영상의 질이 좋지 않은 문제점을 가졌으나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이런 문

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다. 환자가 눈을 뜬 채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레이저 스캐너에서 스캔 시간이 5 초 이내로 짧아졌고 영상의 질

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를 3 차원 두개안면의 연조직 분석에 이용할 때 두

개안면부의 입체적인 영상을 구성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컴퓨터의 조작

을 통해 관찰이 용이하도록 원하는 위치로의 회전과 축의 조정이 가능하여 

면밀한 연조직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3 차원 영상을 이용한 연조직 분

석법이나 정상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하여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진단 

프로그램도 없어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개안면 기형환자 

뿐 아니라 일반 교정 환자에 있어서도 연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고 치료 방법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과거에는 불가능 했던 치료들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연조직 안모 개선을 위한 연조직 분석법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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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Vivid 900 (Minolta, Japan) 레이저 스캐너로 마

네킨을 같은 조건에서 동일 촬영자가 6 회 반복 촬영하고 Rapidform 프로

그램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 차원 영상을 얻

은 후 각 영상을 비교하여 촬영 과정에서의 오차를 평가하고 2) 레이저 스

캐너로 마네킨을 촬영하여 얻은 3 차원 영상의 계측치와 실제 계측치를 비

교하여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의 정밀도 및 확대율을 평가하며 3) 마네

킨과 정상 교합자,제 II 급 부정교합자, 제 III 급 부정교합자의 3 차원 레

이저 스캔 영상에서 여러 계측점을 반복하여 지정하고 그 점들의 3 차원 

좌표계를 비교 분석하여 3 차원 영상에서 지정이 용이하고 반복 재현성이 

높은 연조직 계측점을 제안하여 안면의 3 차원 연조직 분석법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가. 실제와 비슷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두부 마네킨 1 개를 선정하여 

figure 1 의 계측점에 각각 직경 2mm 의 원형 스티커와 빗변 1.5mm 의 삼

각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 과정에서의 오차 평가와 3 차원 영상의 정

밀도 및 확대율 평가에 사용하였다. 

 

* 계측점                

1) N’(soft tissue nasion) : 이마와 코 사이의 가장 안쪽 점 

2) En(endocanthion) : 정면에서 보이는 내측 안각 (양측성) 

3) Ex(exocanthion) : 정면에서 보이는 외측 안각 (양측성) 

4) Pn(pronasale) : 코의 최전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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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subnasale) :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점이며 인중의 상부 꼭지점 

6) Ala(nasal alare) : 비익의 최외각점 (양측성) 

7) Ch(cheilion) : 입꼬리의 끝점 (양측성) 

8) B’(soft tissue B point) : 이순구의 최심점,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9) Pog’(soft tissue pogonion) : 가장 전방으로 돌출된 턱끝점, 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10) Me’(soft tissue menton) : 턱의 최하방점, 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11) Pre(preaurale) : 측면에서 보이는 귓구멍의 최전방점 (양측성) 

12) Go’(soft tissue gonion) : 하악각 부위의 최외각점 (양측성) 

 

 

 

 

 

 

 

 

 

 

 

 

 

  

 

 

 

Figure 1. Landmarks for mani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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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네킨과 정상 교합자, 제 II 급 부정 교합자, 제 III 급 부정 교합자 

각 1 명을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지정이 용이하고 반복 재현성이 

높은 연조직 계측점의 설정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3 차원 레이저 스캔 촬영 과정에서의 오차 검사 

(1) 마네킨의 figure 1 의 계측점에 지름 2mm 의 원형의 스티커와 빗변 

1.5mm 의 삼각형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안면의 형태로 인해 원형

의 스티커를 붙이기 어렵거나 정확한 계측점에 스티커를 위치시키

기 어려운 점에는 삼각형의 스티커를, 그 외의 점에는 원형의 스

티커를 붙였다. 마네킨을 Nasal alare 와 Preaurale 를 연결한 선

이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고정한 후 figure 2 의 Vivid 900 

(Minolta, Japan)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한번에 

전체 안면을 스캔 할 수 없으므로 정면과 오른쪽, 왼쪽의 각각 3

방향에서 스캔 하였다. Rapidform 프로그램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 방향의 영상을 3 차원 입체 영

상으로 재구성 하였다. (figure 3)  

 

 

 

 

 

 

 

 

 

Figure 2. Vivid 900 (Minolta, Japan) laser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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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rmation of 3-dimensio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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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차원 레이저 스캔 촬영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 촬영자가 각 2

회씩 1 주 간격으로 3 회 촬영하였다. 

(3) 각각의 영상에서 원형 스티커로 표시된 계측점은 원의 중심을 찾

아서 그 중심에서의 좌표를, 삼각형 스티커로 표시된 계측점은 삼

각형의 꼭지점에서의 좌표를 (figure 4) 0.01mm 까지 구하여 비교

하였다. 

 

 

 

 

 

 

 

 

Figure 4. Detection of landmarks 

 

나. 마네킨의 실측치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 계측치 간의 정밀도 및 

확대율 검사 

(1) 마네킨의 실측 

아래의 계측 항목을 한명의 술자가 5 회씩 2 주 간격으로 2 회에 걸

쳐 측정하였다. Digital vernia caliper 를 이용하여 각 계측항목을 

0.01mm 까지 측정하였고 GoRt-GoLt 항목은 접근이 어려워 Digital 

vernia caliper 에 017*025 stainless steel wire 를 매달아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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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항목 

 

1) N’-Sn 11) PreRt-Pog’ 

2) N’-Me’ 12) PreLt-Pog’ 

3) N’-Pn 13) N’-PreRt 

4) Sn-Me’ 14) N’-PreLt 

5) N’-GoRt 15) ExRt-EnRt 

6) N’-GoLt 16) ExLt-ExLt 

7) PreRt-GoRt 17) AlaRt-AlaLt 

8) PreLt-GoLt 18) ChRt-ChLt 

9) GoRt-Me’ 19) Go’Rt-Go’Lt 

10) GoLt-Me’ 20) ExRt-ExLt 

 

(2)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마네킨의 3 차원 영상 촬영 

위의 연구 가의 (1)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마네킨을 1 회 촬

영하였다. 스캐닝한 마네킨의 영상을 Rapidform 프로그램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을 이용하여 3 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3)  3 차원 영상의 계측 

연구 가의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3 차원 입체 영상에서 원형 스티

커의 중심과 삼각형의 스티커의 꼭지점을 찾고 각 계측 항목을 

0.01mm 까지 측정하였다. 각각의 계측 항목을 한명의 술자가 5 회씩 

2 주 간격으로 2 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4) 마네킨의 실측치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 계측치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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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킨의 실측치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 계측치의 평균 값과 두 

계측치 사이의 오차,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의 확대율을 계산하였다. 

 

다.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유용한 연조직 계측점의 제안 

(1)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의 획득  

   마네킨과 정상 교합자 ,제 II 급 부정 교합자, 제 III 급 부정 교합자 각 

1 명의 안면을 Vivid 900 (Minolta, Japan)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마네킨은 Nasal alare 와 Preaurale 점을 연결한 

선이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고정한 후 촬영하고 정상 교합자 , 제 II

급 부정 교합자, 제 III 급 부정 교합자는 자연스러운 두부 위치에서 

치아는 중심교합위로 교합하고 회전 의자에 앉은 상태로 Vivid 900 

(Minolta, Japan)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한번에 전체 

안면을 스캔 할 수 없으므로 정면과 오른쪽, 왼쪽의 각각 3 방향에서 

스캔 한 후 Rapidform 프로그램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 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2) 계측점의 3 차원 좌표계 지정 

마네킨과 정상 교합자 , 제 II 급 부정 교합자, 제 III 급 부정 교합자의 

3 차원 입체 영상에서 Figure 5 의 연조직 계측점 27 개를 한명의 술

자가 5 회씩 2 주 간격으로 2 회에 걸쳐 지정하였다. 이 계측점들은 

figure 6 에서처럼 각 계측점을 연결하였을 때 안면의 입체적인 3 차원 

모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안면의 계측점을 지정할 때는 3

차원 영상을 회전시켜서 계측점이 정면으로 관찰되도록 위치시키고 지

정한 후 다시 회전시켜서 다른 각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였다. 3 차원 영

상을 X 축, Y 축, Z 축 각각에 대하여 0.5mm 단위의 contour line 으로 

나뉘어진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계측점 지정시 참고하였다.( figure 7)  

Rapidform 프로그램의 3 차원 입체 영상 위에 계측점을 표시하면 이 

점들의 3 차원 좌표계가 화면에 표시되고 이는 Microsoft excel 

program 으로 송출되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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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조직 계측점 

 

1)Tri(trichion) : 이마의 최상방점, 이마의 정중앙에 위치 

2) G(glabella) : 양쪽 눈썹산사이의 돌출된 부분의 중점 

3) N’(soft tissue nasion) : 이마와 코사이의 가장 안쪽 점 

  4) En(endocanthion) : 정면에서 보이는 내측 안각 (양측성) 

  5) Ex(exocanthion) : 정면에서 보이는 외측 안각 (양측성) 

  6) Pn(pronasale) : 코의 최전방점 

  7) Sn(subnasale)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점이며 인중의 상부꼭지점  

8) Ala(nasal alare) : 비익의 최외각점 (양측성) 

9) ULP(upper lip point) : 상순의 좌우최상방점, 입술산의 꼭지점(양측성) 

 10) Ch(cheilion) : 입꼬리의 끝점 (양측성) 

 11) LLC(lower lip point) : 측면에서 관찰되는 하순의 최전방점  

 12) B’(soft tissue B point) : 이순구의 최심점, 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13) Pog’(soft tissue pogonion) : 가장 전방으로 돌출된 턱끝점  

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14) Me’(soft tissue menton) :턱의 최하방점, 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15) FT(fronto-temporal point) : Temporal line 의 오목한 부분에 있는 점으

로 측면에서는 가장 전방, 정면에서는 가장 깊이 위치한 점 

(양측성) 

16) Pre(preaurale) : 측면에서 보이는 귓구멍의 최전방점 (양측성) 

17) CK(cheek point) : Nasal alare-preaurale 연결선과 exocanthion-cheilion 

 연결선의 교차점 (양측성) 

18) Go’(soft tissue gonion) : 하악각 부위의 최외각점 (양측성) 

 



 

 

 

 

 

 

 

 

 

 

 

 

 

 

Figure 5. Soft tissue landmarks 

 

 

 

 

 

 

 

 

Figure 6. 3-D facial model of manikin 

 

.Sn

.N
.En .Ex 

.Pn

.En.Ex 

.Ala Ala . 

.ChCh . 
.B’ 

.Me’ 

.Pog’ 

Pre . .Pre

.Tri 

.G 

FT . .FT 

ULP . .ULP 

.CK CK . 

.LLC 

.N 

.Pre 

.Ex 

.Sn 
.Pn 

.Ch 
.B’ 

.Me’ 
.Pog’ 

.Go’ 

.CK 

.Tri 

.FT 

.G 

.ULP 

LLC . 



 12

 

 

 

 

 

 

 

 

 

 

 

Figure 7. Contour line (contour width 0.5mm) 

 

(3) 계측점의 반복 재현성 분석 

마네킨과 정상 교합자 , 제 II 급 부정 교합자, 제 III 급 부정 교합자의 

3 차원 입체 영상에서 연조직 계측점 27 개를 한명의 술자가 5 회씩 2

주 간격으로 2 회에 걸쳐 지정하였다. Microsoft excel program 으로 

송출된 각 계측점의 x, y, z 좌표값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차이를 분

석하였다.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계측점의 반복 재현성이 높다고 평가

하였다. 

 

 

 

 

 

    X axis              Y axis               Z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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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3-D images and 3-D facial models 

A. Normal   B. Class ll malocclusion    C. Class lll malocclusion 

 A 

 B 

 C 



lll. 연구결과 

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 촬영 과정에서의 오차 검사  

Table 1. Comparison of the reproducibility of 3-D laser scanning                 

(unit : mm) 

 Standard deviation  

 Soft tissue  landmark X Y Z  

Nasion ’ 0.20 0.16 0.03  

Rt. Endocanthion 0.01 0.11 0.24  

Lt. Endocanthion 0.13 0.18 0.18  

Rt. Exocanthion 0.24 0.24 0.20  

Lt. Exocanthion 0.14 0.17 0.18  

Pronasale 0.14 0.17 0.18  

Subnasale 0.12 0.15 0.15  

Rt. Nasal alare 0.19 0.10 0.14  

Lt. Nasal alare 0.19 0.21 0.22  

Rt. Cheilion 0.04 0.13 0.06  

Lt. Cheilion 0.17 0.09 0.26  

B’ point 0.19 0.23 0.08  

Pogonion’ 0.15 0.10 0.08  

Menton’ 0.22 0.12 0.17  

Rt. Preaurale 0.16 0.14 0.23  

Lt. Preaurale 0.17 0.23 0.12  
Rt. Gonion 0.14 0.03 0.05 

Lt. Gonion 0.21 0.12 0.16  

Average 0.16 0.15 0.15  

 

3 차원 레이저 스캔 촬영을 각 2 회씩 1 주 간격으로 3 회 촬영하여 총 6 회

의 촬영 결과를 비교해볼 때, 모든 계측점의 좌표의 표준 편차가 0.3mm 이

내였다. 모든 계측점의 X,Y,Z 좌표의 표준 편차의 평균도 각각 0.16mm, 

0.15mm, 0.15mm 로 반복 촬영에 대한 오차는 3 차원 영상의 세 평면에 대

해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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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네킨의 실측치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 계측치 간의 정밀도 및 

확대율 검사  

Table 2. Comparison the direct measurement and 

         the 3-dimensional measurement in Rapidform program 

(unit : mm) 

 measurement  3-D image Direct Difference Exp. rate(%) 

N’ -Sn 50.65 49.59 1.06 2.13 

N’ -Me’ 104.85 104.66 0.19 0.19 

N’ -Pn 42.09 42.09 0.14 0.33 

Sn-Me’ 56.97 56.97 1.20 2.15 

N’-GoRt 116.68 116.68 -0.17 -0.15 

N’-GoLt 119.32 119.32 0.68 0.57 

PreRt-GoRt 43.24 43.24 1.17 2.77 

PreLt-GoLt 48.60 48.60 1.15 2.42 

GoRt-Me’ 100.02 100.02 0.37 0.37 

GoLt-Me’ 95.05 95.05 -0.41 -0.43 

PreRt-Pog’ 131.75 131.75 0.20 0.15 

PreLt-Pog’ 130.37 130.37 -0.36 -0.27 

N’-PreRt 113.82 113.82 -0.27 -0.24 

N’-PreLt 112.94 112.94 0.30 0.27 

ExRt-EnRt 36.27 36.27 0.25 0.70 

ExLt-ExLt 37.55 37.55 0.56 1.51 

AlaRt-AlaLt 24,21 24.21 -0.54 -2.18 

ChRt-ChLt 45.78 45.78 0.82 1.82 

Go’Rt-Go’Lt 109.05 109.05 0.39 0.36 

ExRt-ExLt 99.97 99.97 0.71 0.71 

 Average 80.55 80.95 0.37 0.66 

 

2 주간격으로 5 회씩 총 10 회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비교해볼 때, 실측

치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의 계측치 간의 전체 오차 평균은 

0.37mm 인데 1.5mm 이상의 오차를 나타낸 값들은 없었고 1.0mm 이

상의 오차를 나타낸 값은 N’-Sn, Sn-Me’, PreRt-GoRt, PreLt-GoLt 였다. 

그 외의 계측치들은 오차의 크기가 1.0mm 이내였다. 실측치에 대한 3 차

원 레이저 스캔 영상의 확대율은 0.66%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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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계측점 설정의 반복 재현성 비교  

Table 3.4. Comparison of the reproducibility of soft tissue landmarks 

(unit : mm) 

Standard deviation   
 Manikin                      normal 

 Soft tissue landmark X Y Z X Y Z 

Tri 0.90 0.54 1.12 1.51 1.23 1.02 
Glabella 0.70 1.08 0.26 0.59 1.33 0.11 

Nasion’ 0.42 0.92 0.25 0.31 0.69 0.25 
Rt. Endochantion 0.34 0.42 1.04 0.52 0.33 0.46 

Lt. Endochantion 0.83 0.75 1.40 0.62 0.40 0.37 
Rt. Exoochantion 0.84 0.78 0.63 0.38 0.25 0.98 

Lt. Exoochantion 0.52 0.41 1.06 0.48 0.28 0.53 

Pronasale 0.40 0.60 0.15 0.23 0.72 0.29 
Subnasale 0.50 0.67 0.77 0.47 0.97 0.74 

Rt. Nasal alare 1.09 0.89 1.85 0.51 0.56 0.72 
Lt. Nasal alare 0.59 1.06 2.06 0.56 0.68 1.94 

Rt. upper lip point 0.52 0.34 0.36 0.48 0.37 0.10 
Rt. upper lip point 0.61 0.46 0.44 0.48 0.38 0.23 

Rt. Cheilion 0.98 0.76 0.49 0.49 0.55 0.39 

Lt. Cheilion 0.70 0.58 0.26 0.65 0.44 0.31 
Lower lip point 0.36 0.52 0.11 0.22 0.72 0.36 

B’ point 0.40 0.28 0.30 0.50 0.51 0.44 

Pogonion’ 0.50 0.66 0.16 0.58 0.69 0.35 

Menton’ 0.33 0.59 0.52 0.79 0.89 0.58 

Rt. FT 1.46 1.30 0.91 1.30 1.90 1.03 
Lt. FT 1.80 1.75 1.50 1.09 1.58 0.65 

Rt. Preaurale 0.39 0.71 1.62 0.66 0.83 1.53 
Lt. Preaurale 0.39 0.73 0.97 0.85 0.95 0.70 

Rt. CK 0.84 1.89 0.74 1.32 1.32 0.40 

Lt. CK 0.46 1.64 1.22 1.50 1.23 1.74 
Rt. Gonion 0.98 1.39 2.91 1.36 1.58 1.99 

Lt. Gonion 1.16 1.13 1.60 0.91 1.90 0.69 

Average of S.D.   0.50 0.53 0.39 0.72 0.86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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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Cl ll malocclusion       Cl lll malocclusion 

 Soft tissue landmark X Y Z X Y Z 

Tri 0.42 0.20 0.16 1.74 1.45 1.22 
Glabella 0.34 0.43 0.46 0.58 1.88 0.12 

Nasion’ 0.83 0.15 0.17 0.55 0.95 0.22 
Rt. Endochantion 0.84 0.13 0.18 0.46 0.63 0.63 

Lt. Endochantion 0.52 0.50 0.51 0.82 0.68 0.98 
Rt. Exoochantion 0.40 0.20 0.16 1.00 0.56 1.59 

Lt. Exoochantion 0.50 0.11 0.92 1.60 0.54 1.37 

Pronasale 1.09 0.03 0.27 0.80 1.07 0.22 
Subnasale 0.59 0.09 0.73 0.54 0,60 0.92 

Rt. Nasal alare 0.52 0.23 0.59 0.30 0.77 0.87 
Lt. Nasal alare 0.61 0.34 0.35 0.86 0.75 1.17 

Rt. upper lip point 0.98 0.86 1.34 0.62 0.53 0.22 
Rt. upper lip point 0.70 0.27 1.26 1.05 0.63 0.32 

Rt. Cheilion 0.36 0.73 0.46 0.80 0.83 0.54 

Lt. Cheilion 0.40 0.17 0.65 1.01 0.94   1.02 
Lower lip point 0.50 0.25 0.71 0.81 0.70 0.23 

B’ point 0.33 0.53 0.95 0.85 0.31 0.87 

Pogonion’ 1.46 0.38 0.46 0.18 0.85 0.12 

Menton’ 1.80 0.39 1.31 0.21 0.71 1.00 

Rt. FT 0.39 0.88 0.11 1.43 1.41 1.92 
Lt. FT 0.39 0.59 0.17 1.50 1.11 1.16 

Rt. Preaurale 0.84 0.22 0.71 1.05 0.93 0.54 
Lt. Preaurale 0.46 0.34 0.75 0.50 0.72 1.00 

Rt. CK 0.98 0.71 0.43 0.85 1.00 0.25 

Lt. CK 0.90 1.00 0.90 1.32 1.72 1.16 
Rt. Gonion 0.09 0.36 0.20 1.83 1.10 1.81 

Lt. Gonion 0.30 0.79 0.25 1.03 1.31 1.80 

Average of S.D.   0.71 0.85 0.91 0.90 0.91 0.86 

 

네 가지 영상의 연조직 계측점에서 전체 계측점의 평균적인 표준편차는 

1.0mm 을 넘지 않았고 X,Y,Z 좌표의 표준편차는 비슷하였다. 마네킨의 경

우 다른 영상에 비해 평균적인 표준 편차가 적게 나왔다. 정상인과 제 ll 급 

부정 교합자, 제 lll 급 부정교합자의 계측점의 평균적인 표준편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마네킨의 경우 양측 Nasal alare, 양측 FT 점, 양측 CK 점, 

양측 연조직 Gonion 계측점의 표준 편차가 1.0 이 넘었다. 정상인과 제 lll

급 부정교합자의 연조직 계측점에서는 Tri, 양측 FT 점, 양측 CK 점, 양측 

연조직 Gonion 계측점의  표준 편차가 1.0 이 넘었다. Glabella, Pronasale, 

연조직 Nasion, Nasal alare, 연조직 B point, 연조직 Pogonion, 연조직

Menton 은 각 영상을 X,Y,Z 축을 기준으로 0.5mm 의 contour line 을 나

타내도록 변환한 화면에서 계측점을 설정하여 비교적 재현성 있게 설정 할 

수 있었다.  제 ll 급 부정 교합자는 연조직 Pogonion, 연조직 Menton, 양

측의 upper lip point  계측점의  표준 편차가 1.0 이 넘었다.  

 

lV. 고찰 

 

인체계측학은 과거부터 안면의 연조직 분석을 위해 시도 되어왔으며 현

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안면의 형태 분석의 효과적인 방법이며 

임상에 적용하기 쉽다. 이 방법은 안면에 직접 계측점을 찍어 계측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973 년 Farkas 가 112 개의 측정 항목을 기준

화하고 1312 명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 계측치를 구한 이래 직접 인체 계

측학은 안면의 비율이나 안면의 특징을 알기 위해 흔히 사용되고있다. 그

러나 이 방법은 단지 선계측만 가능하고 3 차원적인 안면의 표면 특징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비접촉식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입체적인 물체에 레이저 슬릿빔(Slit 

beam)을 투영하여 물체 표면의 형태에 따라 왜곡된 영상을 CCD 카메라에 

받게 된다. 이 때 레이저 빔의 투영 방향과 CCD 카메라는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스캐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h)를 CCD 카메라의 각 화소(pixel)에 3 차원 거리값(좌

표)으로 기록하여 물체의 3 차원 영상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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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리를 광삼각법 (Optical triangulation method)이라 한다.  

 

 

 

 

 

 

 

 

 

 

 

 

 

 

                Figure 9. Optical triangulation method 

이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밀한  3 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임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중요하다.  

1. 안전성: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환자의 안면

을 지나갈 떄 과거에는 눈을 감은 채로 촬영을 해야 했다. 눈을 감

을 경우 눈 주위의 근육의 활성화로 실제 환자의 자연스러운 연조

직의 형태를 재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인체 

계측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레이저 스캐너는 인체에 안전한 레이저 

Class ll type (ICE 60825-1,Eye Safe)을 채택하여 눈을 뜬 채로 

빠른 시간에 촬영할 수 있어서 레이저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문

제는 없다.  

2. 스캐닝 하는 속도: 살아 움직이는 인체를 계측하므로 실제 스캐닝

하는 동안 피계측자의 움직임은 3 차원 영상 데이터 획득에 있어서 

d 

Laser slit beam 

CCD Camera

h
Triangulation angle

Object

h = distance between  scanner with object 
d = distance between CCD with Laser 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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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레이저가 대상을 지나가든 레이

저는 고정되어있고 대상이 회전을 하든 간에 물체 전체의 영상을 

얻는 데는 수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Cyberware (Montery, 

Calif,)는 전체 안면을 스캔 하는데 17 초가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스캐너는 이 시간이 많이 줄었고 Minolta 의 

Vivid 900 스캐너는 2 초 이내에 안면 전체를 스캔 할 수 있다.  

3. 높은 해상도와 정밀도; 해상도는 CCD 카메라의 pixel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교한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차원 스캐너의 정밀도는 엄격한 보정 작업(calibration)에 

의해 결정 된다. 보정 작업이란 측정 대상 물체가 3 차원 스캐너의 

측정 영역내의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획득된 3 차원 데이터가 실

치수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기초작업 이다.  

이런 3 가지의 요건을 만족할 때 좋은 3 차원 안면 영상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3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좋은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한다고 

해도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의 안면 계측에서 여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오차들은 다음과 같다. 

1. 움직임에 의한 오차; 피계측자의 움직임이 없어야 정확한 3 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레이저 스캐닝을 하기 전에 피계측

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최종 영상을 얻기 전에 몇 번 미

리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피계측자의 호흡 또한 안면

의 움직임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되도록 이면 호흡을 

정지한 상태에서 스캐닝 하도록 한다. 

2. 생물학적인 다양성: 안면의 연조직의 유연성으로 인해 스캐닝 때 

마다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연조직은 안면의 작은 표

정 변화와 긴장도, 피로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3. 레이저 인식에 관계된 오차; 비록 레이저 스캐너 자체가 좋은 해상

도와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측정 물체의 표면 상태나 표면

의 색,주변의 조명 조건 (lighting condition)등에 따라 3 차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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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피계측자의 안면의 표면에 기름기가 많을 

경우 레이저의 안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에 영향을 주어서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가 3 차원 영상 정보에 영

향을 준다면 안면에 파우더를 바른다. 표면의 색에 의해서도 3 차원 

영상이 영향을 받는데 검은 색은 레이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코의 옆면 같이 역구배(Over hang region)구간에서는 그림자가 생

기게 되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기 떄문에 데이터에 구멍(hole)이 

생긴다. 이런 hole 은 3 차원 영상 재구성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

여서 메꿀 수 있고 그늘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적절한 각도에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스캐닝을 하는 것이  좋다. 

3 차원 영상 채득시 햇빛이 비칠 경우 자연광에 의해 레이저 빔이 

선명하게 획득되지 않기 떄문에 되도록 이면 자연광을 차단한 상태

에서 스캐닝 해야 한다. 

다른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안면의 3 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연조직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계측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 촬영자의 숙련도 또한 중요하다. 

이에 여기서는 움직임과 연조직의 유연성에 의한 오차를 배제한 상태에서 

촬영에 의한 오차를 알아보고자 계측점을 표시한 마네킨을 6 회 반복 촬영

하였다. 계측점은 원형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이는 3 차원 영상이 

polygon 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보다 원형이 보

다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형의 스티커를 

부착하기 어려운 부위는 할 수 없이 삼각형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6 회의 

반복 촬영 결과 촬영에 의한 오차는 무시할 만 하였다.  

레이저 스캐너의 정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계측 항목의 실측치와 3 차원 영

상에서의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오차 0.37mm, 확대율은 0.66%였다. 

이는 실측치 측정시 원형 계측점의 중심을 찾을 때의 오차와 삼각형의 계

측점의 끝점을 3 차원 영상에서 찾을 때의 오차를 고려할 떄 3 차원 레이

저 스캔 영상은 실측치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안면의 레이저 스캐닝시에 두부의 위치를 정할 때 Ferrario 등(199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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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ul 등(2000)은 자연스러운 두부 위치에서 촬영하였고 Bush 등

(1995)은 마네킨의 촬영시 FH 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

상인과 제 ll 급 부정교합자, 제 lll 급 부정교합자의 안면 촬영 시 자연스러

운 두부 위치에서 촬영하였다. 전체 안면의 영상 정보를 얻기 위해 정면과 

양쪽 측면을 나누어 세 방향에서 촬영하였다.  

3 차원 영상에서 연조직 계측점의 재현성 분석 시 Ferrario 등(1996)이 

Nasion 을 원점으로 설정하여 안면을 분석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원

점을 정하지 않고 Rapidform 프로그램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에서 설정되어 있는 원점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Bush 등

(1995)의 연구에 의하면 Nasion 점 또한 정확히 재현성 있는 계측점이라 

볼 수 없었기 떄문이다. 연구 결과 3 차원 영상에서 연조직 계측점의 재현

성 분석에서 평균 오차가 0 인 점은 없었고 이는 어떤 특정 계측점을 원점

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정확한 촬영 기

준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Rapidform 프로그램 (Inus Technology 

Inc.,Seoul, Korea)에서 설정된 원점에서 항상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

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차원 영상에서 연조직 계측점의 재현성 분석시 Bush 등(1995),장(2001)의 

연구에 비해 Glabella, Pronasale, 연조직 Nasion, 연조직 B point, 연조직 

Pogonion, 연조직 Menton 이 평균 오차가 적었는데 이는  각 영상을 X 축

을 기준으로 0.5mm 의 contour line 을 나타내도록 변환한 화면에서 계측

점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FT 점과 연조직 Gonion 점은 Z 축을 기

준으로 0.5mm 의 contour line 을 나타내도록 변환한 화면에서도 설정하기

가 쉽지 않아 평균 오차가 다른 점들에 비해 컸다. 그러나 27 개의 계측점 

모두 평균 오차가 2mm 를 넘지 않아 비교적 재현성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이용하여 안면의 3 차원 입체 모델을 설정하여 연조직 분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면의 3 차원 입체 모델 분석 시 계측점간의 거리라든가 계측점들이 이루

는 각도 이외에도 3 차원 모델에서의 각각의 면간의 관계나 배열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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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생각된다. 이런 모델을 이용하면 악안면 기형환자와 일반 교정환자의 

치료 전후의 입체적인 비교를 보다 간단히 할 수 있고 정상인 남녀 각각의 

평균적인 3 차원 입체 모델을 구하여 교정 환자의 연조직의 형태 부조화 

의 분석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Rapidform 프로그램과 마네킨을 이용하여 3 차원 레이저 

스캔 촬영에 의한 오차와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의 확대율을 평가하고 

정상인과 제 ll 급 부정교합자, 제 lll 급 부정교합자의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지정이 용이하고 반복 재현성이 높은 계측점을 제안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접촉식 3 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마네킨을 6 회 반복 

촬영한 결과 촬영 과정에 의한 평균 오차는 X 축은 0.16mm, Y

축은 0.15mm, Z 축은 0.15mm 였다.     

2. 마네킨의 실측치와 Rapidform 프로그램에서의 3 차원 레이저 스

캔 영상에서의 계측치를 비교하여본 결과 평균오차 0.37mm, 확

대율 0.66% 로 나타났다. 

3.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에서 마네킨의 오른쪽 연조직 Gonion 을

제외한 26 개의 연조직 계측점의 평균 오차가 2.0mm 를 넘지 않

았으며 Glabella, soft tissue nasion, Endocanthion, 

Exocanthion, Pronasale, Subnasale, Nasal alare, Upper lip 

point, Cheilion, Lower lip point, soft tissue B point , 

soft tissue pogonion, soft tissue menton, Preaurale 의 계측

점이 특히 평균 오차가 적었다. 

 

Rapidform 프로그램으로 3 차원 레이저 스캔 영상을 구성하고 계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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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위에서 제안된 연조직 계측

점들은 3 차원 레이저 영상에서 특히 반복 재현성이 높고 지정이 용이하며 

안면의 해부학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점들로 두개안면 구조의 3 차원적인 

연조직의 진단과 술전, 술후의 예측과 비교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5

참고문헌 

 

Arridge SR, Moss JP, Linney D, James DR : Three dimensional 

digitization of the face and skull.  J Oral Maxillofac Surg 13:136-

43, 1985. 

Aung SC, Ngim RCK, Lee ST : Evaluation of the laser scanner as a 

surface measuring tool and its accuracy compared with direct facial 

anthropometric measurment.  British J Plastic Surg 48:551-8, 1995. 

Bittner C, Pancherz H : Facial morphology and malocclusion.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97:308-15, 1990. 

Bookstein FL, Grayson B, Cutting CB, Kim HC, McCarthy JG : Landmarks 

in the three dimensions:reconstruction from cephalograms versus 

direct observation.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00:133-40,1991 

Bush K, Antonyshyn O: Three dimensional facial anthropometry using a 

laser surface scanner: validation of the technique. Plast Reconstr 

Surg 98:226-35, 1996. 

Cox NH, Van der Linden FPGM : Facial harmon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60:175-183, 1971. 

Ferrario VF, Sforza C, Ciusa V, Dellavia C, Tartaglia G : The effect 

of sex and age on facial asymmetry in healthy subjects: a cross 

sectional study from adolescence to mid adulthood. J Oral 

Maxillofac Surg 59:382-8, 2001. 

Ferrario VF, Serrao G, Ciusa V, Maria M, Sforza C : Cephalometric and 

in vivo measurment of maxillomandibular anteroposterior 

discrepancies : a preliminary regression study. Angle Orthod 

72:579-84, 2002. 

Ferrario VF, Sforza C, Poggio CE, Cova M, Tartaglia G : Preliminary 



 26

evaluation of an electromagnetic three dimensional digitizer in 

facial anthrophometry. Cleft Palate Craniofacial J 35:9-15, 1997. 

Ferrario VF, Sforza C, Poggio CE, Schmitz JH: Three dimensional 

facial morphometry and conventional cephalometrics: a correlation 

study. Int J Adult Orthod Orthognath Surg 11:329-38, 1996. 

Ferrario VF, Sforza C, Poggio CE, Serrao G : Facial three dimensional 

morphomet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09:86-93, 1996. 

Ferrario VF, Sforza C, Poggio CE, Tartaglia G : Distance from 

symmetry: a three dimensional evaluation of facial asymmetry. J 

Oral Maxillofac Surg 52:1126-32, 1994. 

Ferrario VF, Sforza C, Schmitz JH, Santoro F: Three dimensional 

facial morphometric assessment of soft tissue changes after 

orthognathic surgery.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Endod   88:549-56, 1999. 

Ferrario VF, Sforza C, Schmitz JH, Serrao G, Miani  A Jr:  A three 

dimensional computerized mesh diagram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in soft tissue facial morphomet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14:404-13, 1998. 

Ferrario VF, Sforza C, Serrao G, Miani  A Jr:   A computerized non 

invasive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human facial volume. J 

Craniomaxillofac Surg 23:280-6, 1995.  

Ferrario VF, Sforza C, Serrao G, Puletto S, Bignntto M : Comparison 

of soft tissue facial morphometry in children with Class I and 

Class II occlusion.  Int J Adult OrthodOrthognath Surg 9;187-194, 

1994. 

Genecov JS, Sinclair PM, Dechow PC  : Development of the nose and 

soft tissue profile.  Angle Orthod 60:191-8,1990. 

Halazonetics DJ : Acquisition of 3 dimensional shapes from images. 



 27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19:556-60, 2001.  

Hennessy RJ, Kinsella A, Waddington JL : 3D laser surface scanning 

and geometric morphometric analysis of craniofacial shape as an 

index of cerebro-craniofacial morphogenesis: initial appliacation 

to sexual dimorphism.  Biol Psychiatry 51:507-514, 2002. 

Khambay B, Nebel JC, Bowman J, Hadley DM, Ayoub A : 3D 

stereophotogrammetric image superimposition onto 3D CT scan images: 

the future of orthognatic surgery. A pilot study. Int J Adult 

OrthodOrthognath Surg 17:331-41, 2002. 

Kusnoto B, Evans CA : Reliability of a 3D surface laser scanner for 

orthodontic application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22:342-8, 

2002. 

Moss JP, Linney D, Grindrod SR, Arridge SR, Clifton JS : Three 

dimensional visualization of the face and skull using computerized 

tomography and laser scanning technique. European J Orthod 9:247-53, 

1987. 

Motoyoshi M, Namura S, Arai HY : A three dimentional measuring system 

for the human face using three directional photograph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01:431-40, 1992. 

Nagao M, Sohmura T, Kinuta S, Kojima T, Wakabayashi K, Nakamura T, 

Takahashi J : Integration of 3-D shapes of dentition and facial 

morphology using a high speed laser scanner. Int J Orothodont 

14:497-503, 2001. 

O’Grady KF, B.A.Sc, M.H.ScAntonyshyn OM : Facial asymmetry: three 

dimensional analysis using laser surface scanning.  Pastic and 

Reconstructive Surg 104:928-37, 1999. 

Okada E : Three dimensional facial simulation and measurements: 

changes of facial contour and units associated with facial 



 28

expression. J Craniofac Surg 12:167-74, 2001. 

Ras F, Habet LLMH, Ginkel FC, Andersen BP : Three dimensional 

evaluation of facial asymmetry in cleft and palate Cleft palate. 

Craniofac J 31:116-121, 1994. 

Soncul M, Bamber MA : The optical surface scan as an alternative to 

the cephalograph for soft tissue analysis for orthognatic surgery.  

Int J Adult OrthodOrthognath Surg 14:227-83, 1999. 

Soncul M, Bamber MA : The reproducibility of the head position for a 

laser scan using a novel morphometric analysis for orthognatic 

surgery. Int J Adult OrthodOrthognath Surg 29:86-90, 2000. 

Scholz RP : Orthodontic technolocit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19:325-6, 2001. 

Xia J, Wang D, Samman N, Yeung RWK, Tideman H  : Competer assited 

three dimensional surgical planning and simulation : 3D color 

facial model generation. J Oral Maxillofac Surg 29:2-10, 2000. 

Zemmann W, Santler G, Karcher H : Analysis of midface asymmetry in 

patients with cleft lip, alveolus and palate at the age of 3 months 

using 3D-COSMOS measuring system.  J Cranio Maxillofac Surg 30:148-

52, 2002. 

 

 

 

 

 

 

 

 

 



 29

ABSTRACT 

 

A proposal of soft tissue landmarks for craniofacial 

analysis using 3-D laser scan imaging 

 

Hwa–Jin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oung-Seon Baik, DDS, MSD, PhD.) 

  

3-D laser scans can provide three dimensional image of the face 

and it is efficient in examining specific structures in the craniofacial 

soft tissue. Due to the increasing concerns of soft tissue and the 

expansion of treatment range, a need for three-dimensional soft 

tissue analysis has become urg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canning error of the Vivid 900 (Minolta, 

Japan) three-dimensional laser scanner and Rapidform program (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and to evaluate the mean error and the 

magnification percentage of the image obtained from three-

dimensional laser scans. In addition soft tissue landmarks that are 

easy to designate and reproduce in three-dimensional images of 

normal , Class ll and Class lll malocculusion patients were obtained .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Scanning errors of Vivid 900 (Minolta, Japan) three-

dimensional laser scanner using a manikin were 0.16mm in the 

X axis, 0.15mm in the Y axis, 0.15mm in the Z axis. 

2. In the comparison of actual measurements from the manikin 

and three-dimensional image obtained from the Rapidform     

program, the mean error was 0.37mm and the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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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0.66%. 

3.  Except for the right soft tissue Gonion of the three-

dimensional images, errors of all soft tissue landmarks were 

within 2.0mm. Glabella, soft tissue nasion, Endocantion, 

Exocanthion, Pronale, Subnasale, Nasal alare, Upper lip point, 

Cheilion, Lower lip point, soft tissue B point , soft tissue 

pogonion, soft tissue menton and Preaurale had especially 

small error.  

 

The Rapidform  program can be considered a clinically efficient 

tool to produce and measure three-dimensional images. The soft 

tissue landmarks proposed above are mostly anatomically 

important points which are also easily reproducible and 

designated. These landmarks can be beneficial in three-

dimensional diagnosis and analysis 

                                                                              

Key words : Three-dimensional laser scanner, Craniofacial soft 

tissue analysis, soft tissue landmarks                             

 

 

 

 

 

 

 

 

 



 31

APPENDIX 

 

VIVID 900 반복 정밀도 테스트 (A-B 높이 단차) 

* 시편의 검교정 높이 단차(9.953mm) 

국가 검교정 공인 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검교정 시험성적서

를 획득한 시편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VIVID 900 을 이용하여 100 회 

스캔하였다. 각각의 3 차원 영상에서 B 블록의 평면을 설정하고 A 평면

의 9 개의 점에서 B 의 평면에 수선을 내려 수직 거리를 구하였다. 그 

중 최대치와 최소치의 중간값을 구하여 검교정 높이 단차와의 편차를 

구한 후 100 회 측정에 따른 편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편차의 평균은 VIVID 900 의 정밀도를 의미하고 표준 편차는 스캐너의 

반복 정밀도를 의미한다. 

 

 

 

 

 

 

 

 

 

 

 

 

(unit : mm) 

 최대거리 최소거리 중간값 편차 표준 편차 

평균값 10.05217 10.0299 10.041035 0.088035 0.0113378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