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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하악각 부위에서의 하악관 주행의  

후하방 경계에 대한 후향적 연구 

 

하치조 신경이 지나는 하악관은 하악골에 대한 여러가지 수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로, 이를 손상시킬 시 하치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지각 

이상 및 하치조 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이 있다. 특히 하악각 비대 및 

하악각 비대칭 시에 시행하는 하악각 절제술의 경우 과도한 골절제 시 하악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하악각 부위의 하악관의 위치에 대한 연구 중 하악관에서 하악의 후하방 

방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으로, 하악골에 대한 삼차원 단층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78 명의 하악골 삼차원 단층 촬영 영상에 대하여 하악각 부위의 하악관의 

위치를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기준점으로 교합평면, 

하악각평면, 수직평면을 설정하여 하악관에서 하악골의 후하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도출된 결과값을 좌우, 연령대, 성별간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좌우측 간의 하악관과 하악골 후하연 사이의 거리에 차이는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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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별 분석에서 하악각평면에서의 거리와 수직평면에서의 거리는 연령대 

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관관계 분석상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간의 차이 분석에서 남성은 여성에 교합평면, 하악각평면, 수직평면 

세 평면 모두에서의 거리가 유의하게 더 큰 값을 가졌다.  

(p<0.05)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히 하악각 절제술 등의 하악골 삭제를 요하는 

수술 시 하악관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위한 안전 경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적용할 때 하악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하악관, 하악골, 하치조신경, 하악각, 3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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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각 부위에서의 하악관 주행의  

후하방 경계에 대한 후향적 연구 

 

 (지도교수: 정 영 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변 인 영 

 

I. 서론 

 

하악골에서의 하악관의 주행과 그 위치는 치아 임플란트, 국소마취, 낭종 

및 종양에 대한 처치, 그리고 악교정 수술 등의 여러 구강외과 영역의 수술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1-5. 하악관 내부에는 감각신경인 하치조 신경이 하치조 

동맥과 함께 주행하고 있으며, 이를 함께 하치조 신경혈관다발(inferior 

alveolar neurovascular bundle) 이라 일컫는다 6. 하악골에 대한 수술 중 

하악관이 손상되는 경우 하치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지각이상 및 하치조 

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이 있어, 술전 하악관의 위치 및 주행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철저한 술전 준비가 요구된다 7. 특히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 하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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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분할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 등의 악교정 수술 

및 하악각 절제술(mandibular angle reduction) 등의 수술에 있어서 하악관은 

골절단선에 인접하여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출혈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지각 이상은 하악골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 8-10. 

 하악관의 주행과 위치에 대한 연구는 사체 및 건조 두개골, 평면 방사선 

촬영 또는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을 이용한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체 

및 건조 두개골에서의 연구는 그 사인과 연령, 성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측모두부 

방사선 규격사진 및 치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11-14. 그러나 평면 방사선 사진은 3 차원 입체 구조물을 2 차원 평면상에 

투영하는 것으로, 크기와 형태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여 정확한 계측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3 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3-D CT)의 발전으로, 3 차원적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정 하고 정확한 3 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D CT 는 상의 왜곡이 거의 없으며, 입체 영상에서의 분석은 악안면골의 

해부학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어 대상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15-19. 

하악골 표면으로부터 하악관까지의 거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치아 

임플란트 식립과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 분야에서 2 차원, 3 차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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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3. 그 중에서도 하악관으로부터 치조골 

및 하악골 하연으로의 거리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하악골의 후연, 즉 하악지 

후연과 하악각 방향으로의 거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특히 

하악각 방향으로의 거리 계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4. 그 

이유는 하악관이 골내로 주행하기 때문에 3 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장축면, 시상면, 관상면 등의 제한된 평면의 

계측에 의존하는 이유로, 기존의 연구에 사용되어 온 이러한 평면들은 전산화 

단층 촬영 시에 구성되는 것이며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실제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21,25. 하악각 비대 또는 하악각의 

비대칭 등에서 적용되는 하악각 절제술에 있어 하악관에서 하악골의 

후하방으로의 거리는 하악관의 손상없이 시행가능한 골절단 양을 제시하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계측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1) 하악의 후하연와 하악관 사이의 거리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 차원적 재구성 및 계측함으로써 그 계측값의 좌우, 

성별 및 연령별 통계치를 각각 도출하여 정상 평균 기준치를 제시함으로써 

하악각 절제술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과, 2) 좌우측,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하악관 위치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과, 3) 임상 적용 가능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용한 계측방법을 제시하여 수술에서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적용하여 합병증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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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 하악 치열에 대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의 영상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촬영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는 Siemens Sensation 64 system (Siemens 

Medical Solutions, Malvern, PA, USA)였으며 절편 두께(slice thickness) 

1.00mm 로 촬영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하악 제 1, 2 대구치가 완전히 맹출 되었을 것.  

 

나. 하악 중절치 및 하악 제 1, 2 대구치의 심한 치관 손상 및 보철 

수복물이 없을 것.  

 

다.  교합평면에 심한 부조화, 치아교정 및 악교정 수술 병력이 없을 것. 

 

라.  기타 외상이나 병변에 의한 하악골의 중대한 형태 변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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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환자의 CT data 의 이용과 연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과제번호: 수연 2011-02) 

 

 

2. 연구방법 

 

조건에 부합한 CT data 는 dicom 파일로 추출하여 SimPlant Pro version 

13.0 (Materialise Dental NV, Leuven, Belgiu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 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성된 3 차원 하악골 상에서 계측을 위한 다섯 개의 

기준평면을 설정하였다.   

 

가.  교합평면 (occlusal plane: OP) (Fig. 1) 

하악 양측 중절치의 절단연의 최근심점의 중점과 양측 제 1 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mesiobuccal cusp: MBC)를 연결한 평면 

 

나.  하악각평면 (Angular plane: AP), 좌우측 (Fig. 2) 

편측 하악각점(gonion: 하악지가 하악의 골체부로 방향을 바꾸는 

하악골체상의 각점)과 동측 제 2 대구치의 원심협측(distobucca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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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설측(distolingual) 백악법랑경계(cementoenamel junction: CEJ)를 

연결한 평면 26. 

 

다.  수직평면 (Vertical plane: VP), 좌우측 (Fig. 3) 

편측 제 2 대구치의 원심협측 및 원심설측 CEJ 를 지나며 교합평면에 

수직인 평면 

 

 

Fig. 1. Occlusal plane(OP) consisting of middle point of the most mesial 

tips of the incisal edges of the both lower incisors(MI) and mesio-

buccal cusps(MBC) of the both lower first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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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ight angular plane(AP) consisting of right gonion(Go), and 

disto-buccal(B-CEJ) and disto-lingual(L-CEJ) points of the cementoenamel 

junction(CEJ) of the right lower second molar. 

 

 

Fig. 3. Right vertical plane(VP) consisting of of disto-buccal(B-CEJ) 

and disto-lingual(L-CEJ) points of the CEJ, and perpendicular to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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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평면 및 양측 하악각평면과 수직평면인 좌우 모두 다섯 개의 평면을 

설정하였다. 평면 설정에 사용된 기준점은 하악 양측 중절치의 절단면의 

최근심점, 양측 제 1 대구치의 MBC, 양측 제 2 대구치의 원심협측 및 원심설측 

CEJ, gonion 등으로 모두 수술 중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직접 적용 가능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용하였다.  

평면 설정 후 동측 하악관이 만나는 후방 및 하방 경계를 설정하였다. 즉, 

평면상에서 하악골의 후하방 표면과 가장 근접한 하악관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수술 시 하악관의 손상 없이 골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최대의 

골 크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Fig. 4).   

 

Fig. 4. Mimetic diagram of the surgical approach in the gon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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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평면(OP)과 하악지가 만나는 평면상에 있는 하악관의 최후방점(Oc)과 

Fig. 5), 하악각평면(AP)과 하악관이 만나는 최후방점(Ac)과 Fig. 6), 그리고 

수직평면(VP)과 그 평면상의 하악관의 최하방점(Vc) 을(Fig. 7) 설정하였다.  

 

 

 

 

Fig. 5. Meeting point of the right mandibular canal and OP: Oc. The most 

posterio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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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eting point of the right mandibular canal and AP: Ac. The most 

posterior point. 

 

 

 

 

Fig. 7. Meeting point of the right mandibular canal and VP: Vc. The most 

inferio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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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각의 평면이 지나는 하악관의 후하연 점을 설정하였다. 하악골의 

후하연이 교합평면(OP)과 만나는 점(Os), 하악각평면(AP)과 만나는 점(As), 

수직평면(VP)과 만나는 점(Vs)를 설정하였다(Fig. 8). 하악각평면과 만나는 

점은 이미 지정된 gonion 과 일치한다.  

 

 

 

 

Fig. 8. Meeting points of the three planes and postero-inferior mandibular 

bony surface, right: Os with OP, As with AP, and Vs with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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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측은 한 명의 실험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오차의 검증을 

위하여 Dahlberg formula 식을 이용하였다. 

 

Dahlberg formula: ME = 
n
d

2

2∑
 

(ME: method error, d: 측정값 간의 차이, n: 표본의 수) 

 

임의로 추출한 10 개의 영상 데이터에서의 검증에서 paired t-test 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p>0.05), 0.95mm 의 표준 오차값을 

가졌다. 

교합평면과 만나는 하악관과 하악골 후연 간의 거리(O), 하악각평면과 

만나는 하악관과 하악골 후연 간의 거리(A), 수직평면과 만나는 하악관과 

하악골 하연 간의 거리(V)를 SimPlant 프로그램 상에서 mm 단위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Fig. 9). 계측된 수치는 좌측과 우측간, 10 대부터 

50 대까지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간의 그룹으로 각각 나누어 그 차이를 SPSS 

12.0.1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좌우측 간의 비교 분석에는 paired t-test 를, 연령대 별 

분석에서는 ANOVA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성별간 분석은 independent t-

test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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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ances from the surface of the mandible to the mandibular 

canal, right: distance from Os to Oc(O), As to Ac(A), and Vs to V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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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대상으로 한 CT data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78 명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78 명 중 남성은 43 명, 여성은 35 명이었으며 평균 나이 29.78 세 

중 최연소는 11 세, 최고령은 52 세였다. 

 

1. 좌우별 하악관과 하악골 후하연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분석 (Table. 1, Fig. 10) 

하악관과 하악골 후하연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분석에서 교합평면, 

하악각평면, 수직평면 세 평면 모두에서 신뢰수준 95%로 분석했을 때 

좌우측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령대별 하악관과 하악골 후하연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분석 (Table. 2, 

Fig. 11) 

78 명의 대상 중 10 대는 16 명, 20 대는 27 명, 30 대는 18 명, 40 대는 

11 명, 50 대는 6 명이었다. 신뢰수준 95%에서 분석한 결과, 

하악각평면에서의 계측치(A)와 수직평면에서의 계측치(V)에서 연령대별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과 거리 사이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test) 결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 r=0.239, V: r=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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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간 하악관과 하악골 후하연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분석 (Table. 3, 

Fig. 12) 

78 명의 대상 중 남성은 43 명, 여성은 35 명이었다. 세 평면 모두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가져 교합평면에서 

평균 3.17721mm, 하악각평면에서 3.58690mm, 수직평면에서 1.08479mm 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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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mean differences between right to left. 

  

   
 

Mean  

(mm)  

SD  

(mm)  
p-value  

O  

Right 

(n=78)  
15.9851  3.31874  

0.330 
Left 

(n=78)  
16.2079  3.11262  

A  

Right 

(n=78)  
20.3294  3.32381  

0.144  
Left 

(n=78)  
20.7300  3.79119  

V  

Right 

(n=78)  
9.4723  2.35876  

0.304  
Left 

(n=78)  
9.3097  2.42577  

SD=standard deviation (p=0.05) 

 

 

 

 

 

                                                                 

 

 

 

 

                                                               : outlier 

 

Fig. 10. Box-plot showing comparisons of the distances from the surface 

of the mandible to the mandibular canal between right to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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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roups. 

 

    Ages  
Mean  

(mm)  

SD  

(mm)  
p-value 

O  

10 

(n=32)  
15.0128  3.28003  

0.066  

20 

(n=54)  
16.5544  3.35891  

30 

(n=36)  
15.7992  3.19118  

40 

(n=22)  
16.0655  3.03223  

50 

(n=12)  
17.8750  1.50679  

A  

10 

(n=32)  
18.8741  3.92732  

0.008  

20 

(n=54)  
20.8200  3.76195  

30 

(n=36)  
20.5600  3.03097  

40 

(n=22)  
20.8036  3.04694  

50 

(n=12)  
23.0450  2.11233  

V  

10 

(n=32)  
8.8038  2.62887  

0.022  

20 

(n=54)  
9.7211  2.24868  

30 

(n=36)  
8.8956  2.16018  

40 

(n=22)  
9.2791  2.06136  

50 

(n=12)  
11.1633  2.76358  

SD=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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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 

 

Fig. 11. Box-plot showing comparisons of the distances from the surface 

of the mandible to the mandibular canal according to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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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groups. 

 

   
 

Mean  

(mm)  

SD  

(mm)  
p-value 

O  

Male 

(n=86) 
17.5222 2.95087 

0.000  
Female 

(n=70)  
14.3450 2.59969 

A  

Male 

(n=86) 
22.1392 3.47834 

0.000  
Female 

(n=70)  
18.5523 2.52171 

V  

Male 

(n=86) 
9.8778 2.03917 

0.004  
Female 

(n=70)  
8.7930 2.64759 

SD=standard deviation (p=0.05) 

 

 

 

 

 

 

 

 

 

                                                            :outlier 

  

 

Fig. 12. Box-plot showing comparisons of the distances from the surface 

of the mandible to the mandibular canal according to gen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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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하악골에 대한 여러 술식에 있어 하악관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 중의 하나로, 이의 위치와 주행을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물을 기준으로 수술 시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하악관 손상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7,28. 본 연구에서는 교합면과 

제 2 대구치의 원심협측 및 원심설측 CEJ 와 gonion 을 기준점으로 하여 임의의 

평면을 설정하고, 각각의 평면에서 골내의 하악관에서 하악골의 외측인 

후하연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측하여, 특히 하악각 절제술에 있어 하악관의 

손상 없이 골절단이 가능한 안전 경계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악골 내의 하악관의 위치에 대한 연구는 CT 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전에는 주로 평면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하악관이 골내로 

주행한다는 특성상 그 한계가 존재하여 골체부에서 치조골 및 하악골 하연 

방향과 하악지에서 전후방 방향으로의 계측만이 연구되어 왔다 
29. 그에 

비하여 CT 는 골내의 하악관의 형태와 주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단면상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악골에 대한 CT 는 장축면을 기본으로 시상면, 관상면 및 치아 

장축에 대한 치아 관상면으로 구성된다. CT 를 이용한 과거의 연구에서는 

이미 구성된 평면상의 계측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CT 의 기본 정보인 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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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를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평면과 3 차원 입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한층 더 정 하고 정확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22. 

본 연구에서 하악각 부위에서 하악관으로부터 하악골 후하연까지의 거리를 

계측하여 성별과 연령층, 좌우측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좌우측간의 

계측치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 대로부터 50 대까지 연령대별로 나누어 시행한 분석에서 교합평면 

높이에서 하악관 후방으로부터 하악지 후연까지의 거리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제 2 대구치 원심협설측 CEJ 를 지나고 gonion 을 지나는 

평면에서와 교합평면에 수직인 평면에서의 후하방으로의 거리는 연령대 간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계측치는 Pearson’s 

correlation test 에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 r=0.239, V: 

r=0.136) 차이는 10 대와 50 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0 대는 하악골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 더 작은 값을 가졌기 

때문이며, 50 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인 것은 적은 표본 수(6 명)로 

인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성별간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교합평면에서 

평균 3.17721mm, 하악각 부위에서 3.58690mm, 하악 제 2 대구치 원심부 

하방에서 1.08479mm 의 더 큰 값을 가져, 성별의 차이를 뚜렷하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개개인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겠지만 하악관 손상없이 하악각을 절제할 수 있는 양은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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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gonion 에서 약 16.5~23.5mm 이며 여성의 경우 약 14~19mm 라 할 수 

있다.  

하악관의 주행에 관한 여러 연구중, Yu 등은 하악 제 2 대구치의 

접선절단면(tangential section)상 하악관에서 협측 및 하방으로의 피질골 

경계까지의 거리를 계측하였으며, Levine 등은 하악 제 1 대구치의 

치근분지부를 관통하는 CT 치아 관상면 상에서 하악관에서 협측 및 

상방으로의 피질골 경계까지의 거리를 계측한 바 있다 21,30. 이러한 연구 

결과로 골절단 시 하악관의 손상가능성과 그 안전경계가 제시되었으나 하악각 

절제술 시 수직적 골절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주로 하악각 부위로, 상대적으로 

전방에 위치한 제 1,2 대구치 부의 계측치를  하악각 절제술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o 등은 정상안모의 42 명의 환자와 하악각 비대를 호소하는 

33 명의 환자의 CT 분석 연구에서 하악골의 내사선과 하악 치열궁의 연장선의 

교차점을 기준점을 하였을 때 하악각 비대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기준점에서 

gonion 까지의 거리가 정상안모의 환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다 

하였다 31. 정상 안모의 환자군에서 하악관에서 gonion 까지의 거리는 여성 

20.66±2.86mm, 남성 23.28±2.52mm 로 기준점의 차이는 있으나 정상 안모 

환자군에서의 성별차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윤 등은 2009 년 

25 명의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 대한 CBCT(cone-beam 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한 연구에서 하악 제 1,2 대구치 사이의 수직평면과 하악각과 외사선의 

최심점을 지나는 경사평면, 그리고 혀돌기를 수평으로 지나는 수평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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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하악관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24. 계측에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하악관에서 협측 및 상방으로의 피질골 경계까지의 

거리만을 측정하였으며 기준평면의 설정이 복잡하여 실제 진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T 를 이용한 안면골의 3 차원적 계측 중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2 차원 

분석법을 3 차원으로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 가지의 계측점은 

3 차원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gonion 의 경우 

인체계측학(anthropometrics) 적인 정의에서 ‘하악지가 하악의 골체부로 

방향을 바꾸는 하악골체상의 각점(the point at the angle of the bony 

mandible where the ramus changes direction to become the body of the 

mandible)’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26. 일반적으로 측모 두부계측 시 

‘하악평면과 하악지평면이 만나는 각의 이등분점’으로 정의하지만, 3 차원 

분석에 적용 시 하악지평면을 설정하기 위한 후두개저(posterior cranial 

base surface)를 투영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32. Chien 등은 

측모 두부 방사선 규격사진 및 3 차원 CT 상에서 기존의 계측점 들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gonion 은 2 차원과 3 차원 간의 차이가 큰 계측점 중에 하나이며, 

특히 수직적 값의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넓게 만곡된 하악각에서 

정확한 각점을 정하기 어려우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상방으로, 내측에서 

볼 때는 좀 더 하방으로 설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3. Oz 등도 

2 차원과 3 차원에서의 계측치를 비교한 연구에서 gonion-menton 간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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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에 비하여 3 차원에서 유의하게 길어짐을 발표한 바 있다 34. 이와 같이 

2 차원과 3 차원의 gonion 에는 차이가 있고, 3 차원에서 gonion 의 재현성이 

낮아 3 차원적으로 재현성과 신뢰성 있는 gonion 의 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합면과 제 2 대구치의 원심 협설측 CEJ 와 gonion 을 계측을 위한 평면을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정한 것은 이 계측점들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며,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점과 계측 평면은 실제 하악골 절제술 시에도 

특별한 기구 없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악각 절제술의 경우 하악각 비대, 또는 안면 비대칭 등의 심미적인 

이유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자의 주소를 해결하면서 정상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술 후 환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술 전 CT 촬영을 통해 구체적인 수술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CT 촬영이 어렵거나 교정장치 및 보철물로 인한 

CT 영상에 흐려짐이 나타날 경우, 삼차원적 분석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번 연구의 결과값을 정상 참고 수치로써 평면 방사선 사진 등의 

다른 자료와 함께 수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과거 교정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교정치료 중인 환자의 

자료는 제외시켰으나, gonion 은 고정된 상태에서 제 2 대구치의 CEJ 위치의 

변화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하악관의 위치 파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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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자가 교정치료 등으로 인한 하악 제 2 대구치의 위치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계측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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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하악각 부위에서 삼차원적 분석을 통하여 하악각 절제술 시 하악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후하연 안전 경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78 명의 하악골 삼차원 단층 촬영 영상에 대하여 하악각 부위의 하악관의 

위치에 대하여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기준으로 교합평면, 

하악각평면, 수직평면을 설정하여 하악관에서 하악골의 후하연으로의 거리를 

측정하여 나온 결과값을 좌우, 연령대, 성별간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좌우측 간의 하악관과 하악골 후하연 사이의 거리에 차이는 없었다.  

(p > 0.05) 

 

2. 연령대별 분석에서 하악각평면에서의 거리와 수직평면에서의 거리는 연령대 

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관관계 분석상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간의 차이 분석에서 남성은 여성에 교합평면, 하악각평면, 수직평면 

세 평면 모두에서의 거리가 유의하게 더 큰 값을 가졌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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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소견으로, 상기 결과와 같은 하악관의 위치에 대한 이해는 하악각 

부위에서의 하악관의 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하악각 

절제술의 중요한 합병증인 하치조 신경 손상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T 촬영 기술 및 삼차원적 분석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원하는 평면과 

방향으로 CT 영상을 분석 가능해짐으로써, 골내의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에도 

이러한 방법에 따라 위치의 파악과 거리 계측을 통한 삼차원적 계측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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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teroinferior borderline of mandibular canal in gonial area: 

retrospective study 

In Young Byu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Soo Jung, D.D.S., M.S.D., Ph.D.) 

 

 

The inferior alveolar nerve(IAN) is vulnerable during surgical 

procedures of the mandible. Despite its importance, few anatomical 

examin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provide a detailed 3-dimensional 

position of the mandibular canal(MC) that can be applied clinical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ttempt to measure average safe margin from 

mandibular posteroinferior border to mandibular canal in gonial area with 

clinically applicable anatomical landmarks. 

Inferior dental computed tomography data were retrospectively evaluated 

for MC positioning. By using 3D image, the distance from the outer 

posterior and inferior cortical margin of the mandible to the MC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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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on three constructed planes in gonial area: occlusal, gonial, and 

vertical planes. Variables were left or right, gender, and age. Appropriate 

statistics were computed.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78 patients without specific mandibular 

deformity with a mean age of 29.78 years, 43 were male, and 35 were female. 

The results are follows.  

 

1. Comparing left to righ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ree of the planes. (p>0.05)  

 

2. Comparing the results according to ag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onial and vertical planes, and there 

were weak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distances and ages by 

analysis performed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3. Comparing the gender differenc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ree of the planes. (p<0.05) 

  

These results can be applied in clinical procedures as normal reference 

for the prevention of the IAN damage in the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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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dimensional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with clinically 

applicable anatomical landmarks provides useful prediction of the risk of 

postoperative IAN impairment before surgical procedures in gonial area.  

 

 

 

 

 

 

 

 

 

 

 

 

 

 

 

 

 

Key words: mandibular canal, inferior alveolar nerve, gonion, 3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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