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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차원 벡터를 이용한 하악골 비대칭 패턴 해석 
 

얼굴 비대칭(facial asymmetry)은 안면골의 각 부분에서 모두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부위는 하악골이다. 따라서 하악골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3차원 CT를 

이용하여 하악골의 입체적인 형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3D CT를 이용한 하악골 분석은 기준점의 위치, 크기, 방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기존의 2차원 분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악골을 

실제적으로 분석하려면 하악골을 이루는 기준점의 위치, 크기, 방향을 독립적이 

아닌, 이들의 ‘합’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비대칭 하악골의 위치, 크기, 

방향 차이의 ‘합’을 분석하여야 3차원 공간 상의 편위와 뒤틀림을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Moss가 제시한 하악골을 

이루는 기능 단위별로 크기와 방향값을 동시에 지니는 벡터를 설정하였으며 

벡터 분석 및 연산을 통해서 하악골 비대칭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악골 대칭군 27명(menton 편위 정도 1mm 이내)과 하악골 비대칭군 

40명(menton 편위 정도 5mm 이상)을 대상으로 양측 벡터의 차이벡터를 

연산하여 차이벡터와 menton 및 하악골 중간평면(mandibular median 

plane)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의 차이벡터와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 간 

상관성은 하악체, 과두부, 정중부 순으로 높은 관계를 보였고 오훼돌기, 

하악각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각각을 살펴보면 하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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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아 하악골 편위와 

뒤틀림에 중요하였고, 비편위측 하악체의 크기 증가 및 편위측으로의 

치우침에 따른 방향 차이가 주 이유였다. 하악과두는 기능 단위 벡터의 크기 

차이는 다른 부위보다 컸으나 방향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차이벡터는 

수직 성분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벡터의 수직적 차이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교합면 

기울기와 관계가 있었다. 정중부는 양측 크기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기능 

단위가 3차원적으로 회전, 편위되어 비대칭적 요소인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오훼돌기 및 하악각은 비대칭 

요소와 상관성이 없이 다양한 성장 패턴을 보였다. 벡터 분석과 별개로 

살펴본 기준점의 위치는 비편위측 하악과두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외측, 후방, 

상방에 위치하였고, 하악공, 이공, 하악각이 내측, 전방, 하방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의 차이벡터는 하악골의 

비대칭을 잘 표현해 주었고, menton 및 하악골 중간평면의 편위 정도와도 

관련이 깊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벡터를 이용한 3차원 벡터 분석은 하악골 

비대칭 환자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이 되는 말 : 비대칭 하악골,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차이벡터, 크기, 

방향, 벡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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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벡터를 이용한 하악골 비대칭 패턴 해석 

 

<지도교수 : 이 상 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경 란 

 

I. 서론 

 

얼굴의 비대칭(asymmetry)이란 정중시상면(midsagittal plane)을 기준으로 

얼굴 한쪽 해부학적 구조물의 크기, 형태, 위치가 반대쪽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Sezgin et al., 2007). 정상인에서도 미약한 비대칭이 관찰될 수 

있으나(Ferrario et al., 1993; Fong et al., 2010; Peck et al., 1991; Shah and 

Joshi, 1978), 하악골 전돌증이나 후퇴증을 가지는 환자들의 경우 60% 이상이 

얼굴 비대칭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evert and Proffit, 1997). 

얼굴의 심한 비대칭은 심미적 문제뿐 아니라 기능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칭성 회복은 꼭 필요하다(Sezgin et al., 2007).  

얼굴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얼굴의 비대칭은 안면골 여러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악골,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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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menton)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Masuoka et al., 2005). 그래서 

악교정 수술에서도 관골부나 안와부보다는 하악골 이부나 우각부의 비대칭 

해소를 주로 고려하게 된다(Hwang et al., 2007). 결국 얼굴 비대칭의 

진단이나 치료에서 하악골 대칭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악골 비대칭의 진단 방법은 하악골의 직접 계측(Cavalcanti et al., 2004; 

Kolesnikov and An, 1999), 실물대 사진을 이용한 계측(Ferrario et al., 

1993), 두부 계측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한 2차원 방사선 영상 

계측(Hwang et al., 2007; Kambylafkas et al., 2006; O'Byrn et al., 1995) 

등이 있다. 또 최근에는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술(3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3D CT)을 통한 3차원 입체 분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Baek et al., 2007; Katsumata et al., 2005). 2차원 분석 과정에서의 

구조물의 왜곡, 확대, 뒤틀림, 중첩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기준점의 

재현성, 계측값의 정확성, 내부 구조의 관찰 가능성, 가상 수술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Cavalcanti et al., 2004; Olszewski et al., 

2010; S. H. Park et al., 2006; Yanez-Vico et al., 2010).  

3차원 입체 분석을 이용한 하악골 분석도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좌, 우측 기준점의 위치 차이를 비대칭 지수로 표현하거나 

(Katsumata et al., 2005; 윤숙자 et al., 2007), 기능 단위별 위치, 길이, 

방향 차이를 각각 분석하거나(W. Park et al., 2009; You et al., 2010), 

기준점 위치와 구조체의 형태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들이 포함된다(Baek et 

al., 2007; Katsumata et al., 2005; Yanez-Vico et al., 2010).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하악골의 위치, 크기, 방향, 형태 등이 독립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기준점 지정이나 측정의 정확성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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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3차원 입체 형태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었다(Gateno et al., 2011). 따라서 3차원 입체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하악골 비대칭 분석은 구조체 양측의 위치, 크기, 방향 차이를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합’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골 비대칭 분석에 벡터 개념을 도입하여 좌, 우측 

크기와 방향 차이의 ‘합’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Moss(1968)의 

성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능 단위(functional unit) 분석법(W. Park et al., 

2009; You et al., 2010; 이충국 et al., 1991; 차인호 and 이충국, 1994)에 

벡터를 접목하여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분석법을 제안한다.  

이 분석법에서는 하악골 양측에 각각 5개의 기능 단위 벡터, 즉 하악과두 

벡터(condylar vector), 오훼돌기 벡터(coronoid vector), 하악각 벡터(gonial 

vector), 하악체 벡터(body vector), 정중부 벡터(symphyseal vector)를 

설정하였다. 대칭적인 하악골은 양측 기능 단위 벡터가 거울상으로 

동일하므로 정중시상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킬 경우 두 벡터가 

일치한다. 반대로 비대칭 하악골에서는 기능 단위 벡터를 정중시상평면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두 벡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을 

차이벡터(subtraction vector)로 정의하고 연산하였다(Kotsia and Pitas, 

2007). 좌, 우측 벡터의 크기와 방향 차이가 클수록 차이벡터는 커지므로 

비대칭 하악골에서 양측의 기능 단위 벡터의 차이 연산(vector 

algebra)으로 얻은 차이벡터([비편위측 벡터]-[정중시상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이동된 편위측 벡터])는 하악골의 비대칭 또는 형태 변형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4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분석법을 

도입하고, 이들의 차이벡터를 연산하여 하악골의 비대칭 정도를 동시적이면서 

3차원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이들을 통해 하악골 양측의 크기와 방향 차이, 

즉 복합적 비대칭성을 포괄적으로 분석,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비대칭 

하악골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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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제1군 (대조군: 하악골 대칭군)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동일한 

의사에 의해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정중시상평면에 대해 menton 편위 

정도가 1mm 이내로 안면 및 하악골 비대칭이 없다고 진단된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menton 편위는 평균 0.7±0.3mm였고, 남자 15명, 

여자 12명이었으며 평균 23.7세(19~28세)였다. 또 이들 중에는 골격성 제 

I급 교합관계를 갖는 정상 교합자 23명, 제 II급 및 III급 교합자 각각 2명이 

포함되었다(Table 1). 

 

나.  제2군 (하악골 비대칭군) 

위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의사에 의해서 얼굴비대칭으로 진단되었으며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 정도가 5mm 이상인 4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평균 10.1±3.2mm(5.4~17.9mm)의 menton 

편위를 가졌으며, 남자 17명, 여자 23명으로 평균 21.8세(18~28세)였다.  

또 이들 중에는 골격성 제 I급 교합관계를 갖는 정상 교합자 7명, 제 II급 및 

III급 교합자가 각각 11명, 22명이 포함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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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구순구개열(cleft lip and palate), 반안면 왜소증(hemifacial micro-

somia), 사두증(plagiocephaly), 사경(torticollis) 등과 같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자, 과두 저형성증(condylar hypoplasia)이나 과두 과형성증(condylar 

hyperplasia) 등과 같이 하악골 특정 부위의 형태적 이상을 동반한 자, 

안면부 외상, 턱관절 질환을 포함하여 특별한 전신적 병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Table 1. Grouping of subjects by the degree of menton deviation 

Group Menton 
deviation 

Direction of deviation Gender 
Total 

Right Left Male Female 

Group I ≤1mm - - 15 12 27 

Group II ≥5mm 13 27 17 23 40 

 

2.  영상 획득과 3차원 영상 구성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CT 촬영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된 

High-speed Advantage 전산화 단층촬영기(GE Medical System, Milwau-

kee, U.S.A.)를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high-resolution bone algorithm, 

field of view 24.1cm, 200mA, 120kV, scanning time 1 sec., thickness 

1mm였다. 촬영 부위는 두정부로부터 하악골 하연까지 포함되었으며, recon-

struction matrix는 512*512 pixel, pixel 크기는 0.25mm이었다. 촬영된 

단면 촬영 영상 정보는 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in medicine(DICOM)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3차원 입체 의료영상 프로그램인 SimPlant Pro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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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S(crystal version, Materalise Dental co., Leuven, Belgium)을 사용하여 

두개골 및 하악의 3차원 입체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 부속 단면 영상들이 

수평면(axial plane), 관상면(coronal plane), 시상면(sagittal plane) 상에서 

나타나도록 하였다.  

 

3.  정중시상평면, 수평평면, 관상평면의 설정 및 평가 

 

정중시상 기준평면(midsagittal reference plane, MSP)은 falx cere-

bri(FxCe), foramen cecum(FC), center of foramen magnum(CFM)을 

지나는 평면(김학진, 2005)으로 하였으며 수평 기준평면(horizontal reference 

plane)은 정중시상 기준평면에 수직이면서 좌측 및 우측의 안구 중심(eye 

ball center, EC), 시신경관(optic canal, Oc)의 중간점(midpoint)을 지나는 

시평면(orbital plane)(강연희, 2010)으로 하였다. 관상 기준평면(coronal ref-

erence plane)은 정중시상 기준평면과 수평 기준평면에 수직이면서 CFM을 

지나는 평면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X축은 측방, Y축은 전후방, Z축은 

상하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기준점이 X축에서 편위측, Y축에서 

전방, Z축에서 하방에 위치할 경우 (+)값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 

기준점과 기준 평면의 정의는 아래 정리 및 그림과 같다(Fig 1, 2).  

가. FxCe(falx cerebri) : the point seen on narrow line of falx cerebri 

near bregma  

나. FC(foramen cecum) : the most superior point of the foramen ce-

cum lying between the crista galli and crest of the front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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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M(center of foramen magnum) : the midpoint of foramen mag-

num at the level of round foramen shape 

라. EC(eye ball center) : center point of eye ball in frontal, sagittal, 

axial view 

마. midpoint EC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EC point 

바. Oc(optic canal) : the most inferior point of optic canal, both side 

사. midpoint Oc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Oc point 

아. Midsagittal plane(MSP) : the plane constructed by three points of 

FxCe, FC, and CFM  

자. Orbital plane : the plane normal to MSP and through 2 points of 

midpoint Oc & midpoint EC 

차. Frontal plane: the plane normal to MSP, Frontal plane and through 

a point of CFM  

Fig 1. Constructed reference planes and three-dimensional coordinate sys-

tem to denote X-, Y-, Z-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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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ference points used to construct the reference planes 

A, B, C) Three reference point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midsagittal plane 

D, E) Two reference point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orbital plane. ‘R’ and ‘L’ 

were used for distinction of bilateral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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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악골 기능 단위의 기준점 및 하악골 중간평면 

 

하악골의 발생과 성장에 기초한 기능 단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해부학적 

기준점 하악공, 이공을 사용하였으며, 하악과두부는 이미 기능 단위 분석에서 

이용된 과두의 내외측 중심점을 사용하였다(Fig 3-A, B). 또 하악골 

구조체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CON, MF, Pog를 이용한 MMP를 

선정하였다(Fig3-C, D).  

 

가.  양측성 기준점 

양측성 기준점의 경우 R과 L을 붙여서 우측과 좌측을 구분하였다. 

(1) CON-l : the most lateral point of the condyle 

(2) CON-m : the most medial point of the condyle 

(3) CON(condyle) : midpoint of the CON-l and CON-m 

(4) COR(coronoid) : the most superior point of the coronoid 

(5) F(fossa of the mandibular foramen) : the most medial point of 

the mandibular foramen 

(6) MF(fossa of the mental foramen) : the most medial point of the 

mental foramen 

(7) GO(gonion) : the most inferior, prominent and posterior point at 

the angle of the mandible 

(8) U6 : Distance between the 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

lar to the orbi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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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간에 존재하는 기준점 

(1) Pog(pogonion) : the most anterior midpoint of the symphysis of 

mandible  

(2) Me(menton) : the most inferior midpoint of the symphysis of 

mandible  

(3) MnDML : the crest of the alveolar ridge between the lower 

central incisors  

(4) midpoint CON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CON point 

(5) midpoint COR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COR point 

(6) midpoint F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F point 

(7) midpoint MF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MF point 

(8) midpoint GO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GO point 

(9) zero point : the point as intersection of frontal plane with orbital 

and midsagittal plane  

 

다.  하악골 중간평면(Mandibular median plane, MMP) 

하악골의 중심부를 표현하는 평면으로 세 점 Pog, midpoint MF, 

midpoint CON을 지나는 평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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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marks and mandibular median plane(MMP) used in this study  

A, B) Landmarks representing mandibular functional units and structure 

C) Asymmetric mandible and its MMP seen on frontal side 



13 

D) Mandible and MMP seen on rear side 

E) Schematic drawing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angle formed between MSP 

and MMP and the amount of menton deviation between MMP and menton 

 

5.  하악골 비대칭 정도 판단 기준  

하악골 비대칭 정도는 다음의 두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가. Menton 편위량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 menton까지 거리를 menton 편위량으로 계산하였다 

(Fig 3-E) 

 

나.  하악골 중간평면(mandibular median plane, MMP) 편위 각도 

정중시상평면과 하악골 중간평면이 이루는 사잇각을 계산하였다(Fig 3-E). 

두 평면이 이루는 사잇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이때 정중시상평면의 법선벡터는 (1, 0, 0)이며 하악골 중간평면의 

법선벡터는 (a, b, c)라 할 때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였다.  

 

cos(Θ) = a√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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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설정 

 

제1, 2군의 3차원 영상에 기준점들을 표시하고 하악골 기능 단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능 단위 벡터를 설정하였다(Table 2, Fig 4-A). Simplant Pro 

Plus OMS에서 각 기능 단위 벡터의 기준점에 대한 3차원 좌표값을 얻은 후 

이를 MATLAB(Mathwork, Massachusetts, USA)에 표시하여 하악골에 

대한 기능 단위 벡터 모델을 만들었다(Fig 4-B). 

 

Table 2. Functional unit vectors of the mandible 

Vector Starting point Ending point 

Condylar vector CON F 

Body vector F MF 

Symphyseal vector  MF Pog 

Coronoid vector  COR F 

Gonial vector  GO F 

Note) CON, F, MF, COR, GO에 대한 정의는 <4. 하악골 기능 단위의 기준점 

및 하악골 중간평면>에서 표시되었음. 



15 

Fig 4. Functional unit vectors of the mandible 

A) 3D reconstructed image of mandible with the functional unit vectors on 

Simplant software 

B) Vector model of mandibular functional units on MATLAB software 

 

7. 하악골 기능 단위의 차이벡터 설정 

 

MATLAB을 이용해서 MSP를 기준으로 편위측에 위치한 벡터들을 

비편위측으로 대칭이동 시킨 후 두 벡터의 차이를 연산하여 차이벡터를 

구하였다(Fig 5).  

비편위측 벡터 →= A , A , A , 편위측 벡터 ∗= B , B , B ,  

정중시상면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편위측 벡터 →= −B , B , B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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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벡터 ( ) = (A + B , A − B ,  A − B )  

하악골 기능 단위 차이벡터인 하악과두 차이벡터( ), 하악체 

차이벡터( ), 정중부 차이벡터( ), 오훼돌기 차이벡터( ), 하악각 

차이벡터( )는 다음과 같다.  

가.  :[비편위측 ]-[MSP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편위측 ] 

나.  :[비편위측 ]–[MSP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편위측 ] 

다. :[비편위측 ]–[MSP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편위측 ] 

라. :[비편위측 ]–[MSP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편위측 ] 

마.   :[비편위측 ]–[MSP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편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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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rawing for the calculation steps of subtraction vector 

A) → and ∗ independently indicate the vector of non-deviated and deviated 

side. 

B) → indicates flipped vector from the vector of deviated side( ∗) based on MSP. 

C) The calculation of subtraction vector by matching the starting point of → 

& → and subtracting → from →. 

 

8. 벡터를 이용한 하악골 비대칭 평가 

 

가. 양측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 분석  

비편위측 벡터 → = A , A , A , 편위측 벡터 → = B , B , B 일 때, 

대응하는 두 벡터의 크기 차이(|d |)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d ( ) | = ∥→∥ −∥→∥  

= A + A + A  - B + B + B  

(1)  | d | : 양측 하악과두 벡터의 크기 차이 

(2)  | d | : 양측 하악체 벡터의 크기 차이 

(3)  |d | : 양측 정중부 벡터의 크기 차이 

(4)  |d | : 양측 오훼돌기 벡터의 크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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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 | : 양측 하악각 벡터의 크기 차이 

또 두 벡터간의 각도( d (Θ) )는 다음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였다(Fig 6). 

cos(Θ) = = →∙→∥ ∥ ∥ ∥ = ( )  ( ) ( )   ( )  ( ) ( )  

(1)  d (Θ) : 양측 하악과두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 (2)  d (Θ) : 양측 하악체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 (3)  d (Θ) : 양측 정중부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 (4)  d (Θ) : 양측 오훼돌기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 (5)  d (Θ) : 양측 하악각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 

 

 

 

 

Fig 6. Schematic drawing of angle formed between →  and →  as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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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벡터의 크기 분석 

차이벡터 ( ) = (A + B , A − B ,  A − B )일 때, 차이벡터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 ( ) ∥ = (A + B ) + (A − B ) + (A − B )  

(1)  ∥ ∥ : 양측 하악과두 벡터의 차이벡터 크기 (2)  ∥   ∥ : 양측 하악체 벡터의 차이벡터 크기 (3)  ∥ ∥ : 양측 정중부 벡터의 차이벡터의 크기 (4)  ∥ ∥ : 양측 오훼돌기 벡터의 차이벡터 크기 (5)  ∥ ∥ : 양측 하악각 벡터의 차이벡터 크기  

 

다. 차이벡터의 방향 분석 

차이벡터  sVector(A−B)  = (A + B , A − B ,  A − B )  가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도를 각각 Θ , Θ , Θ 라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며, Θ , Θ , Θ 의 

값은 이들의 cosine 역함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Fig 7).  

   cos(Θ ) =  ( )  ( ) ( )   

   cos 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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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Θ ) =  ( )  ( ) ( )  

(1)  (Θ ,Θ ,Θ ) : 하악과두 차이벡터의 방향  

(2)  (Θ ,  Θ ,Θ ) : 하악체 차이벡터의 방향 

(3)  (Θ ,  Θ ,Θ ) : 정중부 차이벡터의 방향  

(4)  (Θ ,Θ ,Θ ) : 오훼돌기 차이벡터의 방향 

(5)   (Θ ,Θ ,Θ ) : 하악각 차이벡터의 방향  

Fig 7. Schematic drawing of measuring the subtraction vector angle  (Θ ) by calculating the angle between   and X-axis 

 

라. 대응하는 두 벡터의 시작점 차이 분석 

벡터 데이터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두 벡터의 시작점의 위치 

차이, 즉 d  (x, y, z)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벡터 → 의 시작점이 A , A , A 이고 벡터 → 의 시작점이 B , B , B 일 때, 두 

벡터의 시작점의 차이 d  (x, y, z)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며 이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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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단위 벡터의 양측 차이를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d  (x, y, z)   = (A − B ,  A − B ,  A − B ) 
(1)  d  (x, y, z)  : 의 시작점인 CON의 양측 위치 차이 (2)  d  (x, y, z)  : 의 시작점인 F의 양측 위치 차이 (3)  d  (x, y, z)  : 의 시작점인 MF의 양측 위치 차이 (4)  d  (x, y, z)  : 의 시작점인 COR의 양측 위치 차이 (5)  d  (x, y, z): 의 시작점인 GO의 양측 위치 차이 

 

9. 하악골 비대칭에 따른 하악골 교합평면 기울기 평가 

하악골 교합평면이 수평기준평면(Horizontal reference plane; orbital 

plane)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Fig 8).  

 

 

Fig 8. Schematic drawing of 

canted occlusal plane following 

mandibular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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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관 관계 분석 

 

그리고 위의 비대칭 표현 인자들과 벡터들간의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가) 차이벡터의 크기와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 관계 

나) 차이벡터의 방향과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 하악골 교합 

평면 기울기와의 상관 관계 

다) 두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과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 관계 

라) 두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과 차이벡터의 크기와의 상관 관계 

마) 두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과 차이벡터의 방향과의 상관 관계 

바) 두 벡터의 시작점 차이와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 

관계 

 

11. 방법 오차(method error)의 평가 

 

동일한 하악골 내 기준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오차를 평가하였다. 

방법 오차(method of error, E)는 한 환자의 3차원 영상의 해부학적 

기준점(CON, COR, GO, F, MF, Pog)을 한 명의 술 자가 1주 간격으로 총 

20회에 걸쳐 지정하였다. 기준점 반복 지정시 각 기준점 간의 좌표상 차이를 

Dahlberg’s formula로 계산하였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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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Σ(D /2N) 
   (D : Difference of measured value, N = number of measurement) 

이후 지정한 기준점간의 거리 및 각도를 SimPlant Pro plus OM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때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유 측정 오차는 0.2°, 

0.2mm였다.  

 

12. 통계적 분석 방법 

 

  SPSS version 15.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Inc., Chi-

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준점들과 계측 항목들에 대하여 다음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P value가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1) 기준점, 계측항목들에 대한 하악골 대칭 대조군, 하악골 비대칭군의 

비교(독립 표본 t-검정) 

(2) 기준점, 계측항목들에 대한 하악골 비대칭군의 편위측과 비편위측 

비교(대응 표본 t-검정) 

(3) 상관 관계 분석(Pearson 상관분석) 

Note) 구체적인 상관 관계 분석 항목은 <10. 상관 관계 분석>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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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결 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1주 간격으로 각 기준점을 총 20회 지정하여 측정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모든 계측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CON, COR, GO, F, MF, 

Pog에 대한 거리의 방법 오차는 각각 0.36, 0.28, 0.68, 0.35, 0.29, 0.62mm 

이었다. 또한 x축과 , , , , 가 이루는 방향의 방법 오차는 

0.37°, 0.21°, 0.71°, 0.42°, 0.72°이었다.  

 

2. 하악골 중간평면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MMP가 하악골의 중심을 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midpoint F, midpoint 

GO, midpoint COR과 MMP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MSP와 MMP가 

이루는 각도도 측정하였다.   

제1군에서는 MMP와 MSP간에 평균적으로 1.1±0.5°의 사잇각을 보인 

반면, 제2군에서는 평균 5.7±2.1°의 사잇각을 보였고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 3).  

MMP로부터 midpoint F, midpoint GO, midpoint COR점까지의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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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에서 0.5±0.5mm, 0.8±0.6mm, 0.7±0.5mm, 제2군에서 1.7±0.8mm, 

1.8±1.0mm, 1.4±1.0mm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두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3. Verification of MMP by measuring the distance & angle of each component 

variables Group I Group II p 

Angle between MMP & MSP(°) 1.1±0.5 5.7±2.1 <0.001

Distance between MMP & midpoint F(mm) 0.5±0.5 1.7±0.8 .028 

Distance between MMP & midpoint GO(mm) 0.8±0.6 1.8±1.0 .005 

Distance between MMP & midpoint COR(mm) 0.7±0.5 1.4±1.0 .004 

p : p-value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between group I & II                   (unit : °, mm) 

 

3. 계측 항목들 

 

가.  대응하는 두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 분석 

(1)  제1군(하악골 대칭 대조군) 

대응하는 두 벡터의 크기차이(| d |) 분석시, 평균값은 모두 0에 근접한 

값을 가졌다(Table 4). 이중 | d | , | d | 는 제2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26 

차이(P<0.01)를 보였으나 |d | , | d | , | d | 은 제2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응하는 두 벡터의 사잇각(d (Θ))은 모두 3°이내의 값을 가졌으며, 

5개 벡터가 모두 제2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중 d (Θ)가 2.7±1.3°로 가장 큰 사잇각을 보였다.  

 

(2)  제2군(하악골 비대칭군) 

양측 벡터의 크기 차이 평균 분석시 |d |가 가장 큰 차이를, 다음으로는 | d | 가 큰 차이를 보였다 (각각의 평균 5.9±2.9, 4.4±2.4)(Table 4). 

하지만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 관계는 | d | 가 |d |보다 더 컸다(rMe = 0.545>0.443, rMMP = 0.353>0.333, P<0.05). 이에 

반해 |d | , |d | , | d | 의 양측 크기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지니지 않았다. 

양측 벡터의 사잇각( d (Θ) )은 두개저에 매달린 과두를 기준으로 

턱끝으로 올수록 사잇각이 커졌으며 d (Θ) 에서 12.7±22.0°로 최대 
사잇각을 가졌다. menton 편위 정도와 상관 관계는 d (Θ) , d (Θ) , d (Θ)에서 존재했으며(rMe = 0.792, 0.613, -0.349, P<0.05),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 관계는 d (Θ) , d (Θ) , d (Θ) 에서 존재했다(rMMP = 

0.382, 0.620, 0.35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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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included angle of corresponding vectors 

and the mandibular asymmetry 

 Group I Group II p 
Correlation coefficient 

menton MMP 

Size difference   |d | 0.1±1.1 5.9±2.9 .001 .443*** .333* |d | 0.3±1.0 4.4±2.4 <0.001 .545*** .353* |d | 0.4±0.8 0.8±1.1 .157 -.211 -.364* |d | -0.3±1.1 -0.8±2.9 .120 -.243 .023 |d | 0±1.3 0.4±1.8 .137 .006 -.143 

Included angle d (Θ) 1.8±0.6 5.6±8.9 <0.001 .235 .382* d (Θ) 1.8±1.2 11.2±29.9 <0.001 792** .620** d (Θ) 2.7±1.3 12.7±22.0 <0.001 .613** .356* d (Θ) 2.5±0.7 5.9±18.9 <0.001 .093 -.044 d (Θ) 2.4±1.3 10.4±13.2 <0.001 -.349* -.237 

*: p<0.05, **: p < 0.01, ***: p <0.001                                       (unit : mm, °) 

p : p-value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between group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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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벡터의 크기 분석 

 

(1)  제1군(하악골 대칭 대조군) 

∥ ∥, ∥ ∥, ∥ ∥,∥ ∥ ,∥ ∥은 모두 2.0 이내의 크기값을 가졌으며, 

제2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 5). 이중 ∥∥은 2.0±0.9로 가장 큰 차이벡터 크기값을 가졌다. 

 

(2)  제2군(하악골 비대칭군) 

 ∥ ∥ 가 12.2±5.4로 가장 큰 값을 가지면서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가 높았다(rMe= 0.8, rMMP= 0.622, p<0.01)(Table 

5). ∥ ∥ , ∥ ∥ 은 각각 7.9±3.1, 6.7±2.4의 크기값을 가졌고 역시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가졌다(rMe= 0.458, 0.650, 

rMMP = 0.463, 0.369, P<0.01). 하지만 ∥ ∥ , ∥ ∥ 은 4.9±2.3, 

4.6±2.2으로 다른 차이벡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벡터 크기값을 

가지며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지니지 않았다. 

상관 관계를 지닌 ,  ,  의 합벡터( ∥ + + ∥ )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가졌다(rMe = 0.953, 

rMMP = 0.75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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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subtraction vectors and the mandibular 

asymmetry ∥ ∥ Group I Group II p 
Correlation coefficient

menton MMP ∥ ∥ 1.6±0.5 7.9±3.1 <0.001 .458** .463** 

∥ ∥ 1.7±0.7 12.2±5.4 <0.001 .800*** .622** 

∥ ∥ 1.6±0.7 6.7±2.4 <0.001 .650*** .369** 

∥ ∥ 2.0±0.9 4.9±2.3 <0.001 .088 .115 

∥ ∥ 1.7±0.6 4.6±2.2 <0.001 -.284 -.156 ∥ + + ∥ 4.9±1.0 26.7±8.5 <0.001 .953* .752* 

*: p<0.05, **: p < 0.01, ***: p <0.001                                         (unit : mm) 

p : p-value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between group I & II 

 

다.  차이벡터의 방향 분석 

차이벡터 (Θ ,Θ ,Θ ) 가 각 축과 이루는 방향이 0° < Θ , Θ , Θ <90°  일 때 이는 차이벡터가 각각 편위측, 전방, 하방으로 향함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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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Θ , Θ , Θ < 180° 일 때 차이벡터가 각각 비편위측, 후방, 상방으로 

향함을 의미한다. 또한 축과 이루는 각도가 0°, 180°에 가까울수록 

축방향으로 편위 정도가 큼을 의미하며 90°에 가까울수록 축방향으로 편위 

정도가 작음을 의미한다.  

 

(1)  제1군(하악골 대칭 대조군) 

제1군의 차이벡터 방향은 제2군과 일치하였으며 차이벡터 방향값의 크기는 

x축, y축, z축 모두에서 유사한 값을 가졌다(Table 6). 또한 (Θ ), (Θ ) , (Θ ) 를 제외한 모든 차이벡터 방향은 제2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2)  제2군(하악골 비대칭군) 

  는 편위측, 전방, 하방으로 기울어 있으며 이중 하방 편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편위측, 전방 편위가 있었다(Table 6). (Θ )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나 하악골 교합평면 기울기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졌다(rMe = 0.253, rMMP = 0.143, rMOC+ = 0.322, 

P<0.05). (Θ )는 menton 편위 정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rMe = 0.512, 

P<0.05)를 가졌으며 (Θ ) 는 MMP 각도 편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졌다(rMMP = 0.41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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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위측으로 주로 기울어져 있으며 후방, 하방 편위는 1°이내로 

미비했다. 이중 (Θ ) 는 menton 및 MMP의 편위 정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졌다 (rMe = 0.805, rMMP = 0.569, P<0.01). 

은 편위측, 후방,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편위측, 상방 편위는 크고 

후방 편위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Θ ,Θ ,Θ ) 는 menton의 편위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rMe = 0.549, -0.547, -0.330, P<0.05)를 

가졌으며 (Θ )는 MMP 각도 편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rMMP 

= -0.329, P<0.05)를 가졌다. 또한 (Θ )는 하악골 교합 평면 기울기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가졌다(r = -0.404, P<0.05). 

는 편위측, 전방,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편위측으로의 편위가 전방, 

상방 편위보다 컸다. 는 비편위측, 상방, 후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비편위측으로의 편위가 전방, 하방 편위보다 컸다. 또한 (Θ ,Θ ,Θ ),  (Θ ,Θ ,Θ )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지닌 , ,  의 

합벡터( )는 (Θ )이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가장 큰 상관 관계를 가졌다(rMe = 0.930, rMMP = 0.72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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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e angulation of subtraction vectors and the man-

dibular asymmetry 

 Group I Group II p 
Correlation coefficient 

menton MMP MOC+

 
Θ  58.9±23.3 63.5±25.4 <0.001 .187 .416** .209 

Θ  55.3±20.6 72.1±22.5 .027 .512*** .285 .014 

Θz 60.2±20.5 48.5±20.9 <0.001 .253 .143 .322* 

 
Θ  55.0±22.7 11.2±11.1 <0.001 .805*** .569** -.103 

Θ  121.2±24.5 91.1±8.8 .004 -.242 -.245 -.120 

Θz 59.2±20.4 89.4±13.0 .301 .158 -.090 -.123 

 
Θ  45.4±27.9 53.6±18.7 <0.001 .549*** .147 -.074 

Θ  114.7±21.6 101.5±29.5 <0.001 -.547*** -.329** .181 

Θz 115.1±17.8 124.4±21.7 <0.001 -.330* -.228 -.404*

 
Θ  65.6±19.7 58.0±37.9 .005 -.082 .114 .508**

Θ  62.4±20.4 82.3±25.5 .705 .301 .176 .148 

Θz 135.5±21.7 106.3±37.3 <0.001 -.160 .124 .074 

 
Θ  72.6±22.3 51.8±29.2 <0.001 .039 .155 .319* 

Θ  55.2±23.2 84.7±25.1 <0.001 .229 -.024 .226 

Θz 63.6±23.7 82.2±36.1 .566 -.134 .026 -.007 ++  

Θ  55.5±15.0 43.6±11.5 <0.001 .930*** 0.721***  

Θ  62.8±12.2 88.6±6.4 <0.001 -.161 -.198  

Θz 62.9±10.7 86.3±6.6 <0.001 .058 -.135  

*: p<0.05, **: p < 0.01, ***: p <0.001                                             (unit : °) 

MOC+ : Mandibular occlusal canting 

p : p-value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between group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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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응하는 두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과 차이벡터 크기 및 

방향과의 상관 관계 분석 

대응하는 두 벡터의 크기 차이 및 사잇각에 따라 의 크기(∥ ∥) 및 

방향(  Θ ,Θ ,Θ  )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차이벡터 크기와의 상관 관계  

,  는 대응하는 두 벡터의 크기 차이와 사잇각이 모두 ∥ ∥ 와 

통계적 상관도를 가졌다(Table 7). ∥ ∥ 는 양측 벡터의 사잇각 

( d (Θ) )보다 양측 벡터의 크기 차이( |d | )가 더 높은 상관도를 

보였으며 ∥ ∥는 양측 벡터의 크기 차이(| d |)보다 사잇각(d (Θ))이 더 

높은 상관도를 보였다. ∥ ∥ , ∥ ∥ , ∥ ∥  은 양측 벡터의 크기 차이가 

통계적 상관 관계를 지니지 않았으며 양측 벡터의 사잇각만 높은 상관 관계를 

가졌다 (r = 0.977, 0.871, 0.928, P<0.001). 

 

(2)  차이벡터 방향과의 상관 관계 관계  

|d |, |d |는 (Θ ), (Θ )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r = 0.371, 

-0.338, P<0.05), 이를 제외한 다른 하악골 기능 단위의 양측 벡터 크기 

차이는 차이벡터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7). 이에 비해 양측 

벡터의 사잇각인 d (Θ) , d (Θ) ,  d (Θ) , d (Θ) , d (Θ) 은 각각 (Θ ), (Θ ),   Θ ,Θ ,Θ  ,  (Θ ), (Θ ,Θ ,Θ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졌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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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included angle of functional unit vectors 

and subtraction vectors 

 
Correlation coefficient ∥ ∥ (Θ ) (Θ ) (Θ ) 

Size difference |d | .818*** -.005 -.085 -.020 |d | .756*** -.338* .039 -.217 |d | .203 .158 .238 .278 |d | .035 -.252 -.122 -.124 |d | .098 .046 .371* -.033 

Included angle d (Θ) .649*** .641*** .124 .032 d (Θ) .971*** .972*** -.308 .053 d (Θ) .977*** .526** -.442** -.670*** d (Θ) .871*** .653*** .057 -.190 d (Θ) .928*** .381* -.529** .360* 

*: p<0.05, **: p < 0.01, ***: p <0.001                                         (uint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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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응하는 두 벡터의 시작점 차이 분석 

 

(1)  제1군(하악골 대칭 대조군) 

CON, COR, GO, F, MF 모두 양측 기준점의 X축, Y축, Z축상의 위치가 

비교적 동일하였으며 COR점을 제외한 모든 기준점은 제2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8). 

 

(2)  제2군(하악골 비대칭군) 

비편위측과 편위측 CON점은 X축에서 1.1±2.6mm, Z축에서 -1.5±2.6mm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8). 또 F와 MF점은 X축, Z축뿐 

아니라 Y축에서도 비편위측과 편위측 간에 유의한 위치 차이를 

보였다(P<0.05).  

  그리고 MF(x) 차이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매우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rMe = -0.926, rMMP = -0.797, P<0.001). 또한 F(y)와 

MF(y) 차이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각각 상관 관계가 

있었다(rMe= 0.522, 0.530, rMMP=0.400, 0.327, P<0.05). 하지만 CON(x, y, 

z)는 menton이나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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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얼굴 비대칭의 원인은 반안면 왜소증, 사두증과 같은 선천적 기형, 

하악과두의 외상, 퇴행성 관절질환과 같은 후천성 기형 등 다양하다. 그러나 

뚜렷한 병인 없이 성장 과정의 이상에 의한 발육성 얼굴 비대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Kawamoto et al., 2009; Reyneke et al., 1997; 

Sandor et al., 2007). 발육성 얼굴 비대칭의 치료에서는 병인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얼굴의 형태-구조 분석으로 비대칭의 원인 부위를 찾아 치료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얼굴 비대칭에 영향을 주는 형태-구조 요소로는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의 차이(Padwa et al., 1997), 하악체의 길이 차이(Maeda et al., 

2006a), 하악지의 길이 차이(Uysal et al., 2009), 두개저 형태 차이(Baek et 

al., 2007) 등이 있다. 이 요소들은 주변 구조체에까지 성장의 크기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다양하고 복합적인 3차원적 부조화를 야기한다. 이 중 

얼굴 비대칭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하악골의 

비대칭(Haraguchi et al., 2008)이 꼽히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과 복잡한 

3차원 형태로 현재까지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악골 기능 단위 분석에 벡터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여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벡터란 크기 값만을 갖는 

스칼라와 달리, 크기와 방향 값을 동시에 갖는 유향성분이다. 일반적으로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벡터 공간 혹은 선형 공간이라 하는데(이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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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 논문에서는 3D CT를 벡터 공간으로 간주하고 하악골 기능 단위 

별로 벡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좌, 우측 벡터 간의 차이벡터 연산을 통해서 

기능 단위의 크기와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하악골의 

비대칭 정도와 방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능 단위 벡터에 의한 하악골 구조체의 

표현이 적절한지 두가지 점에서 우선 검토하였다. 첫번째는 발생-생물학적 

특성으로, 하악골은 Moss(1968), Precious(1987) 등이 언급한 것처럼 

기능적 기질 이론(functional matrix theory)에 의해 성장, 발육한다. 이때 

기능 단위들의 크기, 형태 및 위치 변화는 각 단위에 작용하는 특정 기능적 

기질(functional matrix)의 변화에 반응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하악골의 치조골부는 치아, 혀 및 입술, 하악체부는 하치조 신경혈관 다발, 

오훼돌기는 측두근(temporalis), 하악각부는 교근(masseter)과 내측익돌근 

(medial pterygoid muscle), 하악과두는 외측익돌근(lateral pterygoid mus-

cle), 정중부는 이근(mentalis)과 악설골근(mylohyoid muscle), 악이복근 

(digastrics muscle) 등이 이에 해당한다(Moss and Rankow, 1968). 따라서 

하악골은 과두부, 오훼돌기부, 하악체, 우각부, 정중부, 치조골 및 치아의 기능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하악골의 발생-성장 과정에서는 하치조신경혈관 

다발이 우선 형성되고 그 주변으로 골화와 이차연골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공(MF)과 하악공(F)을 기준으로 삼고 하악과두(CON), 오훼돌기(COR), 

하악각(GO), 정중부(Pog) 기준점을 이용해 하악골 기능 단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Muramatsu et al., 2008; Olszewski et al., 2010; W. Park et 

al., 2009).  

두번째 고려 사항은 형태학적 측면이었고, 기능 단위 벡터로 하악골의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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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과정에서 기능 단위 벡터가 하악골의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악과두(CON) 기준점은 과두 내외측 최대 

풍융점(CON-l, CON-m)의 중심점(midpoint)을 사용하여 과두 중심을 

지나가는 기능 단위 벡터를 만들 수 있었다. 또 하악관이 내측의 하악공에서 

시작하여 외측의 이공으로 이어지므로 이들을 기준점과 기능 단위 벡터로 

사용하였고 하악체의 형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이 연구 결과와 관련한 방법 오차는 기준점 지정의 재현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3차원 영상은 2차원 영상보다 보는 각도 차이에 의한 기준점 지정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기준점 반복 

지정 실험에 따르면 GO, Pog 점에서는 오차가 각각 0.68, 0.62mm 발생하여 

CON, COR, F, MF의 오차 범위 0.27~0.35mm에 비해 컸다. 이 결과는 

하악각이나 정중부와 같이 곡면에 위치하는 기준점은 동일 계측자에 의해서도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Cavalcanti et al., 2004).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하악 교합 평면을 기준으로 영상을 

위치시킨 후 동일한 각도에서 기준점을 지정하고 수평, 관상, 시상평면 

방향에서 검토하여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얼굴 비대칭의 판단은 치아 중심선의 위치, 양측 하악각의 수평, 전후방, 

수직적 위치, menton의 편위, 교합면의 기울기, 입술 기울기 등 다양한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김재영, 2010). Masuoka(2005) 등은 얼굴 비대칭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menton 편위라고 하였고, Keulen(2004)는 

menton 편위가 4mm 이상일 때 비대칭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evert(1997)와 Haraguchi(2002)가 2mm 이상의 menton 

편위를 비대칭이라 정의한 것과 달리 5mm 이상을 비대칭으로, 그리고 1mm 

이하를 대칭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40 

menton 편위는 이부가 수평 방향으로 틀어진 정도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악골이 3차원적으로 틀어진 패턴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하악골의 3차원적 뒤틀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악골 중심부를 

지나는 MMP를 설정하고 MSP와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MMP 각도 편위는 하악골 구조체가 수평, 전후, 상하 방향으로 편위된 

정도를 표현해 줄 수 있었으며, 여러 기준점을 이용한 평면 구성을 시도한 

뒤에 가장 적절한 평면으로 결정하였다. 이 평면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하악골 양측 기준점으로부터 MMP까지의 거리로 검증하였고, 그 차이가 0에 

가까울수록 구조체의 중간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F, GO, 

COR에서의 거리 차가 실험 제1군에서 1mm 이하, 제2군에서 2mm 이하의 

값을 가져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결과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MMP 편위 각도는 menton 편위와 높은 양의 상관 관계(r=0.703)를 보였고, 

하악골의 3차원적 편위 중 x축으로의 편위가 가장 주요함을 알 수 

있었다(P<0.01). 

이 연구에서 하악체는 다른 기능 단위보다 큰 차이벡터 크기값(∥ ∥)을 

보였다. 물론 기능 단위의 성장량만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벡터의 절대 

크기, 즉 이 연구에서의 |d | 는 과두부에서 가장 큰 좌-우측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하악체에서는 차이벡터의 절대 크기 ∥ ∥가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 관계가 다른 기능 단위 차이벡터보다 높았다. 

그리고 하악체 벡터의 좌-우측 방향 차이와 차이벡터 크기 사이의 상관 

관계는 차이벡터와 벡터 크기 사이의 상관 관계보다 더 커서 방향성이 더 

비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양측 하악체 기능 단위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d (Θ))의 차이도 대부분 측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편위측 

하악체가 편위측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하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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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단위의 성장량 및 성장 방향을 모두 고려해 분석한 복합적 3차원 

비대칭 분석에서는 하악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었다.  

하악과두 차이벡터( )는 기능 단위 벡터 중 두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고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가져 하악체와 함께 

하악골 비대칭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이미 언급한대로 

하악과두의 크기는 다른 기능 단위에서보다 좌-우측 차이가 컸으나 방향 

차이는 하악체에서보다 작았다. 또 는 편위측, 전방, 하방으로 향하고 

있으며 좌, 우측 과두의 수직 성장에 의한 하방 편위가 가장 컸다. 이에 

비해서 좌, 우측 벡터가 이루는 사잇각(d (Θ))은 주로  측방 성분이 커서 

편위측 과두가 내측으로 기울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Θ )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유의할만한 상관 

관계를 지니지 못하고 대신 하악골 교합 평면 기울기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가졌다(r = 0.498, P<0.001). 오히려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상관 관계를 지닌 것은 각각 (Θ ) , (Θ ) 이었다. 비슷한 결과로서 

Fong(2010) 등은 이부 편위는 수직적 요소의 차이보다 좌, 우 수평적 

차이와 연관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측 과두의 수직적 성장은 

방향보다 크기에서 차이가 주로 나타나고 이부의 편위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하악골의 교합 평면의 기울기 변화에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두의 전방, 측방 성장은 성장 

방향 차이에 의해 menton 및 MMP를 편위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Staudt와 Kiliaridis(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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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2007) 등은 편위측이 비편위측에 비해 하악과두를 포함한 하악지가 더 

짧고 내측 경사가 덜하지만, 하악체의 길이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하악과두는 막성 골화(membraneous ossification)에 의해 성장하는 

다른 하악골 기능 단위와 다르게 연골내 골화(endochondral ossification)에 

의해서 성장하며 독립적 성장 잠재력(potential)을 가지고 있다(Delaire, 

1990). 또 성장 잠재력의 변화 혹은 손상 원인으로 Gottlieb(1951)는 감염, 

신경 영양 장애, 호르몬을, Slootweg와 Mller(1986)는 외상, 턱관절 질환, 

신생물(neoplasm)을, Kilic(2008) 등은 과두 연골의 선천적, 후천적 

활성도의 변화, 부정교합으로 인한 과두공간의 변화, 저작근의 기능적 활성도 

차이에 따른 과두내 부하(overloading) 변화 등을 들었다.  

반면에 하악체를 하악골 비대칭과 관련하여 주목한 연구들도 더러 있었다. 

Maeda(2006) 등은 49명 비대칭 환자의 CT 분석을 통해서 상악골이나 

하악지에 비해 하악체의 좌-우 차이가 더 심하다고 하였으며, Katsuma-

ta(2005), Fong(2010) 등도 수직적 차이보다는 하악체와 같은 수평적 

차이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 연구 보고들은 이 논문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악골 비대칭에서의 하악체부 중요성에 대해 같은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하악체 성장은 출생 후 치아의 수, 교합력, 혀, 

입술, 협부 근육의 자극에 영향 받으며 주위와 상호 관계한다(Precious and 

Delaire, 1987). 성장 과정에서의 하악체 크기 증가는 후방에서의 골침착 

및 전방의 골훕수, 치조골과 하악 하연의 골침착에 의한다(Duthie et al., 

2007; Enlow et al., 1969). 또 하악체의 방향 차이는 과두의 비대칭적 

성장량 및 방향에 영향 받기도 하며, 주로 비편위측의 내측 기울어짐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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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부 차이벡터( )는 세번째로 큰 차이벡터 크기값을 가졌고,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도 상관 관계를 가졌다. 특징적으로 정중부는 양측 

벡터의 크기 차이( |d | )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두 벡터의 방향 

차이( d (Θ) )가 커서 차이벡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 

편위측, 후방, 상방으로 향해 있으며 수평 편위가 두드러졌던 하악체 

벡터와는 달리 수평, 수직, 전후방의 세 방향으로 모두 편위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정중부 양측 벡터의 크기가 비슷하나 3차원적으로 보았을 때는 

편위측으로 회전 편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악골을 구성하는 5개의 벡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벡터의 

크기 및 방향 차이는 다음 연결 벡터에 영향을 미쳐 3차원적 위치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과두에서 발생한 비대칭은 정중부로 올수록 더욱 누적 

효과로 심해질 수 있다. 두 벡터의 사잇각 차이가 d (Θ)에서 가장 큰 것도 

벡터의 비대칭이 누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이벡터의 크기가 

하악체보다 정중부에서 오히려 작은 이유는 아마도 비대칭 정도가 정중부에서 

보상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추정된다. 한편 비대칭 하악골에서 정중부의 

양측 크기 차이가 미미한 이유는 발생 단계에서 정중부가 먼저 형성된 후 

과두나 하악체 등 후방부 기능 단위가 형성되어 성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Duthie et al., 2007).  

오훼돌기와 하악각은 그 크기( ∥ ∥ , ∥ ∥ )가 다른 차이벡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도 상관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오훼돌기와 하악각은 하악골 비대칭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중요 

기능 단위가 아님을 의미한다. 독립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하악과두와 달리 

오훼돌기와 하악각은 각 기능 단위에 붙어있는 근육에 의해서 주로 골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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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침착이 일어난다(Cruz et al., 2009). 따라서 부착 저작근인 교근, 측두근, 

내측익돌근의 활성 정도, 하악골의 기능 정도, 교합 관계, 치아 유무 및 위치, 

주의 기능 단위들과의 상호 관계 등 주위 환경(Local factor)에 따라서 크기  

및 방향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Cruz et al., 2009; Galie et al., 

2010; Kiki et al., 2007; Murakami et al., 2000; O'Byrn et al., 1995; 

Rodrigues et al., 2009; Sezgin et al., 2007). 개구 제한이 있는 환자에서 

측두근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오훼돌기의 과성장이 나타나는 것이나(Galie et 

al., 2010), 교근과 내측 익돌근의 활성 증가에 따라 하악각 골 침착 증가되어 

작은 하악각 각도(gonial angle)를 보이는 것(Cruz et al., 2009; Rodrigues 

et al., 2009)은 이러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훼돌기와 하악각 벡터의 크기 차이와 달리 좌-우 벡터의 사잇각은 

차이벡터의 방향과 상관성을 가졌다. 오훼돌기는 사잇각(  d (Θ) ) 및 

차이벡터 방향이 주로 수평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비편위측 오훼돌기가 

편위측으로 더 기울어 있었다. 반면 하악각은 사잇각(d (Θ)) 및 차이벡터 

방향이 세 방향 모두에서 좌-우 차이가 있어 3차원 회전 양상으로 

이해되었다.  

일반적인 벡터 분석은 기준점 위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개저의 관절와에서 측두하악관절과 경첩구조를 이루고 있는 

하악과두는 하악골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작 부위에 해당한다. 실험 제2군에서 

비편위측 과두는 편위측에 비해 평균적으로 외측 1.1±2.6mm, 상방 

1.5±2.6mm, 후방 0.5±2.5mm 치우쳐 위치하였다. 이 위치 차이는 

비편위측 하악과두가 후 외측 상방으로 편위된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과두의 

성장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비편위측 과두의 위치는 하악골의 비대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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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enton 

편위 정도와는 상관성이 없어 경향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Kawakami(2006)은 하악골 비대칭 환자의 측두하악관절 자기공명영상을 

분석하여 편위측 하악과두의 관절 공간 전방부가 약 0.4±0.7mm 정도 더 

좁다고 하였으며 이는 편위측 과두가 비편위측에 비해 전방부에 위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Pirttiniemi(1991) 등은 CT로 과두 위치를 

분석하여 구치부 편측 교합이 심한 하악골 비대칭 환자에서 비편위측 과두가 

더 전방, 내측에 위치하며, 후방 과두공간은 더 넓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방법 및 계측 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두개저 관절와, 과두 및 관절와 사이의 공간에 대한 3차원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비편위측 오훼돌기는 하방에, 하악공, 이공 및 하악각은 내측, 

전방, 하방에 위치하였다 또 비편위측 MF(x)가 편위측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COR(y), GO(y), BD(y), MF(y)가 전방으로 위치하며 menton 편위 정도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CON점이 하악골 비대칭에 반하는 방향으로 

위치하지만, COR, GO, BD, MF점은 비대칭 방향과 일치하는 위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하악골 비대칭에 중요한 기능 단위는 하악체, 과두, 

정중부의 순이었으며, 주로 좌-우측 과두 및 하악체의 크기와 방향, 정중부의 

방향이 달라 비대칭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들 세 벡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 벡터의 합벡터(  +   + )에 대한 

차이벡터도 각각의 벡터 영향을 단순화시키면서 누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때 합벡터의 차이벡터 크기는 menton 편위와 0.95, MMP 각도 편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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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의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 합벡터의 차이벡터는 수평 방향으로 

menton 편위와 0.93, MMP 각도 편위와 0.72의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하악골 비대칭은 하악체, 과두, 정중부 기능 단위의 벡터 차이가 

중요하고, 주로 수평 방향 차이에 의해 menton 편위나 MMP 각도 편위와 

같은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3차원 벡터를 이용한 하악골 비대칭 분석법은 하악골 각 부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대칭 양상을 크기 및 방향 각각이 아니라 그 합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시도를 통해 하악골 비대칭 양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언뜻 벡터 연산이 일반적인 

스칼라 연산에 비해 더 복잡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보듯이 여러 복잡한 구조적 현상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었다. 복잡한 하악골 구조체의 형태 및 위치를 수식화하여 간단히 

표시하고, 기능 단위 벡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장량과 함께 성장 방향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런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 장점은 차이벡터를 통한 하악골 비대칭의 

새로운 해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차이벡터의 크기는 , , , 

,  순으로 큰 값을 가졌으며, 이는 비대칭 하악골에서 하악체가 가장 

주요한 비대칭 기능 단위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하악과두가 비대칭 하악골의 가장 주요한 기능 단위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Kiki et al., 2007; Kilic et al., 2008; Meikle, 1973; Uysal et al., 2009; 

Staudt and Kiliaridis, 2010; Sezgin et al., 2007), 이 연구에서 하악체가 

가장 비대칭이 심한 기능단위라는 결론은 크기와 함께 3차원적 변위, 즉 

방향의 비대칭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악체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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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양측 크기 차이가 미비하여 기존의 논문에서는 정중부를 하악골 

비대칭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으나(Duthie et al., 2007), 본 논문에서는 양측 

벡터의 방향 차이에 의해 생기는 차이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세번째로 주요한 

하악골 기능 단위로 간주하였다. 이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벡터의 방향성, 

혹은 3차원적 분포까지 비대칭으로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차이벡터의 방향값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는 상하, 

전후방적 방향은 미비하고 주로 편위측으로 향하는 수평방향의 벡터였으며 

이는 하악체의 비대칭이 대부분 하악골의 측방 편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Maeda(2006), Katsumata(2005), Fong(2010) 등도 하악체의 좌우 차이가 

하악골 비대칭에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하악체의 좌우 크기 

차이를 단순히 비교한 결과였으며 본 논문에서와 같이 양측 벡터의 차이에 

따른 실제적인 x축 상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한 결론은 아니었다.  

또 은 전방, 측방보다 하방 방향이 가장 컸으며 벡터의 크기 및 

사잇각과의 상관 관계분석 결과 차이벡터의 하방 편위는 주로 양측 

하악과두의 성장 차이에 기인하였다. Staudt와 Kiliaridis(2010), Kilic(2008) 

등 많은 저자들이 이러한 과두의 수직적 길이 차이에 따른 하악골 편위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벡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z)는 menton 및 MMP 

각도와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x) ,   (y)가 menton 및 MMP 

각도와 상관 관계를 가졌다. 즉, 기존의 논문에서 3차원적 하악과두의 성장 

차이를 모두 수직적 성장 차이로 간주하여 과두 성장 차이에 따른 하악골 

편위를 보고하였으나, 3차원 벡터 분석을 통해 하악골 성장 차이를 x축, y축, 

z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직적 차이보다는 좌우, 전후방적 차이가 

하악골 편위가 더 상관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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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벡터는 기존의 분석 틀에서 탈피하여 성장 방향과 크기를 동시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하악골의 복합적 비대칭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는 장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menton 편위가 5.4~17.9mm로 

다양했고 이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비대칭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각 

대상자가 가지는 고유의 비대칭 패턴을 놓치면서 정형화된 비대칭 모델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menton 편위가 5mm 

이하이지만 다양한 비대칭을 보이는 대상자는 포함되지 못해 이들의 비대칭 

패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menton 편위가 

다양한 비대칭 그룹에 대하여 그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악골 기능 단위가 독립적 성장을 하며 형태 형성하므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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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술로 얻은 하악골 3차원 영상에 

대하여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분석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하악골의 

기능 단위별로 벡터를 설정한 후 양측 벡터의 차이벡터의 크기, 방향, 

기준점의 위치 차이와 이들의 차이벡터를 연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따라서 하악골의 형태 변형, 즉 비대칭 패턴을 동시적이면서 3차원적으로 

해석하였다 

  

1.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의 차이벡터와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 간 상관성은 하악체, 과두부, 정중부 순으로 높은 관계를 보였고 

오훼돌기, 하악각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하악체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아 

하악골 편위와 뒤틀림에 중요하였고, 비편위측 하악체의 크기 증가 및 

편위측으로의 치우침에 따른 방향 차이가 주 이유였다. 

3. 하악과두는 기능 단위 벡터의 크기 차이는 다른 부위보다 컸으나 방향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차이벡터는 수직 성분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벡터의 수직적 차이는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교합면 기울기와 관계가 있었다. 

4. 정중부 양측의 크기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기능 단위가 3차원적으로 

회전, 편위되어 비대칭적 요소인 menton 편위 및 MMP 각도 편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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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오훼돌기 및 하악각은 비대칭 요소와 

상관성이 없이 다양한 성장 패턴을 보였다. 

5. 비편위측 하악과두 기준점은 상대적으로 외측, 후방, 상방에 위치하였고, 

하악공, 이공, 하악각은 내측, 전방, 하방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의 차이벡터는 크기 및 방향으로 하악골의 

비대칭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 menton 및 하악골 중간평면의 편위와 

연관시켜 하악골 비대칭 정도와 원인 부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벡터와 차이벡터를 이용한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 분석법은 하악골 

비대칭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임상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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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asymmetry can be observed in any facial region; however, it is usually more 

prominent in the mandible. To understand facial asymmetry, efforts to analyze the mand-

ible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3D CT) 

analysis, have been done for the last years. Recently, the location, size, and direction of 

the mandibular asymmetry can be measured with 3D CT. However the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mandible which analyze the loacation, size, and direction independently 

will not adequately identify the actual mandibular asymmetry. This must be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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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as the ‘sum’ of location, size and direction of the mandible to know how the 

mandible is distorted and displaced on a three-dimensional space. To do this, we sug-

gested vector analysis of mandibular function unit regarding to Moss, Precious which 

analyze the values of size and orientation together. 

The patients were divided in two groups: The first group, symmetric mandible group, 

included 27 patients with menton deviation within 1mm and the second group, asymme-

tric mandible group, included 40 patients with menton deviation of more than 5mm. The 

subtraction vectors of mandibular functional units were calculated. Then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subtraction vectors and the deivation of menton and mandibular median 

plane(MMP) was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The subtraction vectors of the mandibular functional units and the degree of menton 

and MMP deviation showed a high correlation following , , . However, 

,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mandibular growth units, 

the mandibular body unit was the most distorted unit. A larger size and a greater trans-

verse directional displacement were noticed in the body unit of the non-deviated side 

causing obvious mandibular asymmetry. Among the rest of the mandibular growth units, 

the condylar unit was the second-largest distorted unit showing a major discrepancy in 

size and relatively minor discrepancy in direction. The vertical size represented the major 

difference; however, the vertical condylar growth was not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menton and MMP deviation. The vertical condylar growth was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mandibular occlusal canting. The symphysis was the third mandibular growth uni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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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ly distorted. The siz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was very small, but the 

asymmetrical distribution, due to the three dimensional displacement and rotation, 

showed correlation with the menton and MMP deviations. The mandibular angle and co-

ronid units showed various growth pattern regardless of the mandibular asymmetry. Ac-

cording to the location analysis of the mandibular reference points, non-deviated condyle 

was located in a lateral and posterior direction and the non-deviated mandibular fossa, 

mental foramen, and mandibular angle were located in a medial, anterior, and inferior 

direction.  

In conclusion, the asymmetry of the mandible related to the deviations of the menton 

and MMP were well represented by the subtraction vectors of the mandibular functional 

units. Therefore, the authors consider the three-dimensional vector analysis as a useful 

tool for patient's diagnosis and surgical treatment planning on facial asymmetry. 

 

 

 

 

 

 

Key words : Asymmetric mandible, Mandibular functional unit, Vector, Subtraction 
vector, Size, Direction, Ve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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