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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3차원 CBCT를 이용한  

골격성 안면 대칭 평가에서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 헌 

( 지도 교수 : 최 성 환 ) 

 

교정학에서 진단 영상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표준적인 기준

평면의 부재로 인해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 평면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가 환자의 안면 대칭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는 것이다. 또한 평면 사이의 편차를 객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프랑크포르트 평면과 

계측점의 정의를 달리한 프랑크포르트 평면 간의 절대적 각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

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만 18세 이상의 환자이면서 정중

시상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가 2 mm 이하이고, 교정치료 전 촬영한 3차원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가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38명의 성인(평

균 연령, 22.87±5.17세)을 선정하였다. 양측 porion과 좌측 orbitale을 계측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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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기준평면을 설정하였으며, 이 평면에 수직이면서 nasion과 sella를 지나는 정중시상

평면(midsagittal plane, MSP)을 설정하였다. 3차원 CBCT 영상에서 설정된 정중시

상평면을 기준으로 menton의 편위를 계측하여 2 mm 이하의 환자군을 선택하였다.  

3차원 CBCT 영상에 계측한 4개의 계측점(양측 porion, 양측 orbitale)을 바탕으

로 4가지 종류의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구성하였다. 프랑크포르트 평면 1(FH1)은 기

존의 정의와 동일하게 양측 porion과 좌측 orbitale로 정의했으며, 프랑크포르트 평면 

2(FH2)는 양측 porion과 우측 orbitale로 정의하였다. 프랑크포르트 평면 3(FH3)은 

양측 orbitale과 좌측 porion으로, 프랑크포르트 평면 4(FH4)는 양측 orbitale과 우

측 porion으로 정의하였다. 설정한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수직이면서 nasion과 sella

를 지나는 평면을 각각 정중시상평면 1-4(MSP1-4)로 정의하였다.  

대칭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평기준평면과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 각각 좌우측에서 측

정된 5가지 길이 계측치의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수평기준평면에 대한 

roll angle을 평가하기 위한 3가지 각도 계측을 시행하였다. 수평기준평면 간의 비교

를 위해서는 FH1과 나머지 세 평면(FH2, FH3, FH4)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를 계산

하고 평균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 값을 Spatial Orientation Level(SOL)이라고 명명

하였다. 수평기준평면에 따라 각각 생성되는 정중시상평면에서도 동일하게 평면 간의 

차이 평가를 진행하였다. 

1. FH2와 FH3의 SOL 값은 비슷했으나, FH4는 FH2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SOL을 보였다 (p < 0.05). 또한 FH2의 MSP는 FH3과 FH4의 MSP에 비

해 유의하게 작은 SOL 값을 나타내었으나 (p < 0.001), FH3과 FH4의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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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값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의 편위 값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H1과 FH2 그리고 FH3과 FH4가 서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FH3과 

FH4가 FH1과 FH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menton의 편위 값을 나

타냈다 (p < 0.001).  

3. FH1 (0.56 ± 0.27 mm)과 FH2 (0.55 ± 0.28 mm)에서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는 모든 환자에서 2 mm 이하였다. 그러나 FH3 (1.37 ± 1.23 

mm)과 FH4 (1.33 ± 1.16 mm)에서는 각각 23% 이상, 18% 이상의 환자군에

서 2 mm를 초과 (p < 0.001)하는 menton의 편위를 보였다. 

4.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antegonion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FH1과 FH2에서는 

antegonion까지의 좌우측 길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4가지 평면에서 모두 우측의 길이가 좌측보다 길다는 유사한 경향을 보

였지만, FH3와 FH4에서는 좌우측 길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차원적 두부 계측 분석에서는 설정하는 기준 평면의 정의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특히 골격성 안면 대칭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상가들 

간 진단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표준화된 수평기준평면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핵심이 되는 말: 프랑크포르트 수평기준평면, 안면 대칭 평가, 3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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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든 교정 치료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할 때 올바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정학에서 두부 계측분석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진단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

며, 프랑크포르트 평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머리 기준 위치(natural head position)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져 두부 계측분석시 수평기준평면으로 자리잡게 되었

다 (Madsen et al., 2008). 1882년 독일의 프랑크포르트에서 개최된 독일 인류학 

학회 총회에 따르면, 프랑크포르트 평면은 두개골의 양측에서 각각 생성되는 두 직

선으로 구성되며, 이 직선은 외이도의 최상방점(porion)과 안와하연의 최하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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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e)을 잇는 선이다. 하지만 두 직선이 한 평면을 이루는 것은 수학적으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정의의 제한점을 반영하

여 이를 수정하였으며, 프랑크포르트 평면은 양측 porion과 좌측 orbitale이 이루는 

평면으로 정의되었다 (dos Santos et al., 2017). 

최근 두개안면 영상 기술의 발전에 따라 3차원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가 보편화 되고 있으며, 3차원 영상은 특히 안면 비대칭 평가

와 관련한 골격 기형의 진단에 필수적이다 (Sievers et al., 2012). 이처럼 진단 영

상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3

차원 영상에서도 수평기준평면으로 적용하려는 과정 중에, 원래 정의와는 다른 계

측점으로 이루어진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사용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조합의 porion과 orbitale로 이루어진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사

용하거나, 양측 porion의 중간점 또는 양측 orbitale의 중간점을 새로운 계측점으로 

추가하여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구성했다.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다양한 프랑크포르

트 평면의 정의를 살펴보면, 양측 porion과 양측 orbitale을 사용한 경우 (Cheng 

et al., 2012), 좌측 porion과 양측 orbitale을 사용한 경우 (Bayome et al., 2013), 

우측 porion과 양측 orbitale을 사용한 경우 (Sonneveld et al., 2019), 양측 

porion의 중간점과 양측 orbitale을 사용한 경우 (Lonic et al., 2017), 양측 

porion과 양측 orbitale의 중간점을 사용한 경우 (Song et al., 2013)가 있었다. 

3차원 CBCT 영상에서 수평기준평면을 정의하는 계측점이 변화한다면 영상의 

re-orientation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평면의 일관된 정의는 중요성을 갖는다. 촬영

된 3차원 CBCT 영상의 분석 시 첫 번째 과정으로 영상의 re-orientation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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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는 영상 촬영 시 디지털 orientation 장치를 이용하여 natural head 

position을 재현하거나 (Xia et al., 2011), 계측점을 기반으로 기준평면을 설정하여 

(Cevidanes et al., 2009) 채득한 영상의 3차원 축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하며 적용의 용이성으로 인해 계측점 기반의 수평기준평면을 설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때, 수평기준평면으로 사용되는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이루는 계측

점이 변화한다면, 영상의 축 설정이 변화하면서 수평기준평면의 영향을 받는 정중

시상평면과 관상평면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두부 계측분석 수치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2차원 영상을 통해 두부 계측을 시행하고 분석했던 과거와는 달리, 3차원 영상은 

안면 비대칭을 비롯한 골격 기형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수술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진단 자료이다. 하지만 3차원 CBCT 영상 계측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준적인 기준평면의 부재로 인해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 평면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기존 문헌에서 제시

한 다양한 기준평면과 이에 따른 3차원적 분석의 재현성과 신뢰도는 이전부터 연구

자들의 관심 분야였으며,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문헌들은 

dry skull 모델을 사용하거나 (Park et al., 2020; Pittayapat et al., 2018), 고해상

도의 CT 촬영을 시행한 연구들로 (Hofmann et al., 2016; Oh et al., 2013; Park 

et al., 2020)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또한 많은 연구

들이 영상의 계측 및 분석을 위해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Lin et al., 

2015; Lonic et al., 2017), 연구 설계에 따른 개별적 코딩을 개발하여 사용했기 때

문에 (dos Santos et al., 2017), 임상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재현하기가 어려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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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적으로 적용이 쉽고, 교정 진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로 다른 계측점으로 이루어진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

가 환자의 안면 대칭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귀

무 가설은 기준평면의 기하학적 차이가 안면 대칭 평가의 진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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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

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이면서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가 2 mm 이하이고, 교정치료 전 촬영

한 3차원 CBCT가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Menton의 편위는 획득한 3차원 

CBCT 영상에서 평가하였다. 양측 porion과 좌측 orbitale을 계측하여 수평기준평면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평면에 수직이면서 nasion과 sella를 지나는 정중시상평면

(Midsagittal plane, MSP)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정중시상평면을 기준으로 menton의 

편위를 계측하여 2 mm 이하의 환자군을 선택하였다.  

CBCT 영상은 voxel size가 0.4 mm 이하이면서 넓은 field of view로 촬영되었다. 

설정한 기간동안 촬영된 1112명의 환자의 CBCT를 확인하여 교정치료가 진행중이거

나 악교정수술 병력이 있는 환자, 구순구개열과 같은 선천적인 두개안면 기형이나, 악

안면부 외상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인공물이나 촬영 시 

움직임에 의해 흐리게 촬영된 CBCT 영상들도 제외하여 200명의 환자를 선별하였다. 

이 환자들을 3차원 CBCT 영상에서 계측하여 설정한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가 2 mm 이하인 38명의 환자들을 선별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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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으로 진행되었으며(과제 

승인 번호 : 2-2020-0059)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  

Gender, n (%)  

Male 20 (52.6) 

Female 18 (47.3) 

Age in years (range) 22.87 ± 5.17 (18–38) 

Skeletal Classification  

Class I (ANB 0°–4°) 13 (34.2) 

Class II (ANB > 4°) 8 (21.0) 

Class III (ANB < 0°) 17 (44.7) 

SN to MP (°)  

<27 2 (5.2) 

27–37 16 (42.1) 

>37 20 (52.6) 

Data are presented as n (%) or mean ± SD. ANB, angle of the lines connecting point A, 

the nasion, and point B; SN-MP, angle of the plane formed by the sella and the nasion 

to the mandibular plane formed by the gonion and the m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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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3차원 CBCT 영상 획득 

CBCT 영상은 Alphard-3030(Alphard Roentgen Ind., Ltd., Kyoto, Japan)으로 

촬영되었으며 촬영 조건은 80 kVp, 10 mA, voxel size 0.39/voxel mm, 200 mm × 

200 mm field of view(FOV)로 설정하였다. 영상은 multifile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DICOM) 형식으로 추출하였으며, 3차원 영상 분석 프

로그램인 InVivo Dental 5.0 (Anatomage,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계측하

였다. 두부 계측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계측점들을 설정하였으며 다음 

표 (Table 2)와 같은 정의에 따라 계측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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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the landmarks and 3D cephalometric reference planes and 

measurements for the evaluation of symmetry. 

Variables Definition 

Landmark  

Orbitale left and right (OrL, OrR) 
The most inferior point on the orbital margin (dos 

Santos et al., 2017) 

Porion left and right (PoL, PoR) 
The most superior point of margin of the external 

acoustic meatus (dos Santos et al., 2017) 

Jugale left and right (JL, JR) 
The most inferior midpoint of the concavity at the 

zygomaticomaxillary process (Nur et al., 2016) 

Condylion left and right (CoL, CoR) 
The most superior aspect of the condyle head (Brown 

et al., 2009) 

Gonion left and right (GoL, GoR) 

The surface point at each mandibular angle, which is 

defined by the perpendicular from the intersection 

point of the tangent lines to the posterior margin of 

the mandibular vertical ramus and inferior margin of 

the mandibular body on the sagittal view 

Antegonion left and right (AgL, AgR) 
The deepest point of antegonial notch of the mandible 

(Choi, 2015)  

Upper first molar left and right (U6L, U6R) 
The most inferior point of the mesiobuccal cusp tip of 

the upper first molar 

Menton (Me) 
The most inferior midpoint in the bony  

symphysis (Nur et al., 2016) 

Plane  

Frankfort horizontal plane 1 (FH1) Horizontal plane connecting PoR, PoL, OrL 

Frankfort horizontal plane 2 (FH2) Horizontal plane connecting PoR, PoL, OrR 

Frankfort horizontal plane 3 (FH3) Horizontal plane connecting OrR, OrL, PoL 

Frankfort horizontal plane 4 (FH4) Horizontal plane connecting OrR, OrL, PoR 

Midsagittal plane 1 (MSP1) 
A plane passing through the nasion   

and sella and perpendicular to the FH1 

Midsagittal plane 2 (MSP2) 
A plane passing through the nasion  

and sella and perpendicular to the FH2 

Midsagittal plane 3 (MSP3) 
A plane passing through the nasion  

and sella and perpendicular to the FH3 

Midsagittal plane 4 (MSP4) 
A plane passing through the nasion  

and sella and perpendicular to the FH4 

3D Cephalometric Measurements  

U6 to FH (mm) 
Absolute distance difference between the FH plane 

and the U6 on the left and right sides 

Ag to FH (mm) 
Absolute distance difference between the FH plane 

and the antegonion on the left and right sides 

J to MSP (mm) 
Absolute distance difference between the J and the 

midsagittal plane on the left and right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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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o MSP (mm) 
Absolute distance difference between the Ag and the 

midsagittal plane on the left and right sides 

Me to MSP (mm) Distance between the Me and MSP 

Occlusal plane cant (°) 
Angle formed by the line connecting the U6L and 

U6R and the FH plane (Grummons, 1987) 

Mandibular gonial cant (°) 
Angle formed by the line connecting the left and right 

antegonion and the FH plane (Hwang et al., 2009) 

Ramal inclination (°) 

Absolute angle difference between angle formed by 

the FH plane and the posterior border of the ramus by 

the line connecting the Go and Co, on the left and 

right sides (Choi, 2015)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landmakrs used in this study. OrR, orbitale right; 

OrL, orbitale left; JgR, jugale right; JgL, jugale left; AgR, antegonion right; AgL, 

antegonion left; Me, menton; PoR, porion right; CoR, condylion right; GoR, gonion right; 

U6R, upper first mola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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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원 CBCT 영상 계측 

(1) 대칭성 평가 

획득한 CBCT 영상의 기존 orienta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multiplanar 

reformatting(MPR)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 표면에 설정한 계측점을 표시하였다. 대

칭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평기준평면과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 측정한 5가지 길이 계측

치의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번째로 수평기준평면으로부터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까지의 거리를 좌우측에서 측정하였다. 두번째로 수평기준평면으로부터 

antegonion까지의 거리를 좌우측에서 측정하였다. 세번째로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 

jugale까지의 거리를 좌우측에서 측정하였다. 네번째로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 

antegonion까지의 거리를 좌우측에서 측정하였다. 다섯번째로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 

menton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앞선 4가지 길이 계측치는 좌우측에서의 차이를 

구해 절대값으로 계측하였으며, menton의 편위는 좌우를 구별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계측하였다. 또한 수평기준평면에 대한 roll angle을 평가하기 위한 3가지 각도 계측

을 시행하였다. 첫번째로 수평기준평면과 양측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를 잇

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계측하였다. 두번째로 수평기준평면과 양측 antegonion을 잇

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계측하였다. 세번째로 수평기준평면과 gonion과 condylion을 

잇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좌우측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측하였다 

(Figure 2). 

 



11 

 

 Figure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3D image of symmetry analysis. (A) The 

absolute distance differences were calculated as the distance differences between the 

right and left sides in millimeters and (B) the angular difference between the planes in 

degrees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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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기준평면 간 각도 평가 

3차원 영상 표면에 설정한 4개의 계측점(OrL, OrR, PoL, PoR)을 바탕으로 4가지 

종류의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구성하였다. 프랑크포르트 평면 1(FH1)은 기존의 정의

와 동일하게 양측 porion과 좌측 orbitale로 정의했으며, 프랑크포르트 평면 2(FH2)

는 양측 porion과 우측 orbitale로 정의하였다. 프랑크포르트 평면 3(FH3)은 양측 

orbitale과 좌측 porion으로, 프랑크포르트 평면 4(FH4)는 양측 orbitale과 우측 

porion으로 정의하였다. 법선벡터를 이용하여 수평기준평면 간의 차이를 평가하였으

며, 수평기준평면에 따라 각각 생성되는 정중시상평면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진행하였

다 (Figure 3).  

 

 

Figure 3. Calculation of the angle 𝜃 between the different Frankfort horizontal (FH) 

planes, where n1 and n2 are the normal vectors of the two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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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선별된 환자에서 기존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를 따른 FH1과 나머지 세 

평면(FH2, FH3, FH4)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를 계산하고 평균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 값을 Spatial Orientation Level(SOL)이라고 명명하였다. 방정식 (1)을 통해 각 

평면을 이루는 세가지 계측점에서 법선벡터를 구한 후, 방정식 (2)를 통해 평면 사이

의 각도를 계산하였다.  

세 점 p1, p2, p3를 통과하는 평면의 법선벡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n = (𝑝2 − 𝑝1) × (𝑝3 − 𝑝1)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인 𝜃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2) 𝜃 = cos−1 (
𝑛1⋅𝑛2

‖𝑛1‖‖𝑛2‖
) 

이때, n1과 n2는 두 평면의 법선벡터를 뜻하며 ‖⋅‖는 유클리드 노름(Euclidean 

norm)을 나타낸다. 유클리드 노름(Euclidean norm)은 유클리드 공간(좌표평면)에서

의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SOL은 평면 간의 각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SOL 수

치의 증가는 비교한 평면 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환자에 대한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 및 정중시상평면의 측정 값은 PyTorch (PyTorch machine 

learning Python package v1.5.1) 소프트웨어(Paszke et al., 2019)를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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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도 검증 

한 명의 연구자가 10명의 환자 영상을 2주 간격으로 2번 계측하였다. 평가된 조사

자 내 상관 계수(Intraexaminer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모든 계측점에 대

해 관상평면과 시상평면에서 ICC ≥ 0.990, 축상평면에서 ICC ≥ 0.755 로 평가되

었다. 

 

라. 통계분석방법 

SPSS software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시행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G*Power 3 (Dusseldorf, Germany)를 사

용했으며 적절한 표본 수 확보를 통해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변화에 따른 menton 

편차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소 표본 크기는 32명으로 계산되었

으며(significance level of p < 0.05, power of 80%, and effect size of 0.8), 연구 

대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8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포함되었다.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정의하는 계측점 차이에 따라 대칭성 평가 분석이 어떤 영향

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Tukey’s 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프랑크포르트 평면과 이에 따른 각각의 정중시상평면에서의 SOL 

값이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NOVA를 시행하였다. 추가로, 각 

그룹간 정중시상평면으로부터의 menton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linear-by-linear 

association 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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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 간 나타난 각도 차이 비교 

FH1을 기준으로 다른 평면들과 이루는 각도 값의 차이, 즉 SOL을 구하였다 

(Table 3). FH1과 비교한 평면 간의 각도 차이를 각각 FH2-4의 SOL 값으로 나타

냈으며,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FH2와 FH3의 SOL 값은 비슷했으나, FH4는 FH2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SOL을 보였다 (p < 0.05). 또한 각각의 MSP의 비교에

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FH2 그룹에서의 MSP는 FH3과 FH4 그

룹의 MSP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SOL 값을 나타내었으나, FH3과 FH4의 MSP SOL 

값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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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spatial orientation level (SOL) between the FH planes with 

FH1. 

Variable FH2 FH3 FH4 p-value 

Frankfort Horizontal Plane 0.602 ± 0.503A 0.639±0.539 A,B 0.944 ± 0.778 B 0.034 

Midsagittal Plane 0.015 ± 0.023 A 0.644±0.546 B 0.627 ± 0.516 B <0.00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one-way ANOVA with Tukey’s HSD (α = 0.05).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each row are represented by uppercase letters. FH2-4, 

Frankfort Horizontal plane 2-4. 

 

 

 Figure 4. Comparison of the different spatial orientation levels (SOLs) of an 

increasing magnitude from column (A) to (C). An increase in the deviation in the 

Frankfort Horizontal (FH) plane results in a corresponding difference in the midsagittal 

plane (MSP), defined by nasion (N) and sella points. FH and MSP are color-coded to 

improve visualization of the differences (FH1: yellow; FH2: green; FH3: purple; FH4: 

pink). All numerical values are the average of th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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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칭성 평가를 위한 두부 계측 수치의 평면에 따른 비교 

대칭성 평가를 위한 선형 분석과 각도 계측을 통해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변화에 따

른 계측치의 차이를 구하였다 (Table 4). MSP에 대한 menton의 편위 값에서만 그

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H1과 FH2 그리고 FH3과 FH4가 서로 비슷한 수

치를 나타내면서 FH3과 FH4가 FH1과 FH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menton의 편위 값을 나타냈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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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each variable according to each FH plane. 

Variables Group Mean ± SD p-Value 

U6 to FH (mm) FH1 1.18 ± 1.05 1.000 

 FH2 1.18 ± 1.06  

 FH3 1.17 ± 1.17  

 FH4 1.16 ± 1.18  

Ag to FH (mm) FH1 1.40 ± 1.04 0.991 

 FH2 1.40 ± 1.05  

 FH3 1.47 ± 1.37  

 FH4 1.47 ± 1.37  

J to MSP (mm) FH1 1.89 ± 1.44 0.750 

 FH2 1.90 ± 1.45  

 FH3 1.64 ± 1.34  

 FH4 1.65 ± 1.33  

Ag to MSP (mm) FH1 3.05 ± 2.86 0.978 

 FH2 3.08 ± 2.89  

 FH3 2.87 ± 2.72  

 FH4 2.86 ± 2.73  

Me to MSP (mm) FH1 0.56 ± 0.27A <0.001 

 FH2 0.55 ± 0.28 A  

 FH3 1.37 ± 1.23 B  

 FH4 1.33 ± 1.16 B  

Occlusal plane cant (°) FH1 1.25 ± 1.13 1.000 

 FH2 1.25 ± 1.13  

 FH3 1.25 ± 1.26  

 FH4 1.24 ± 1.27  

Mandibular gonial cant (°) FH1 0.88 ± 0.66 0.989 

 FH2 0.89 ± 0.66  

 FH3 0.93 ± 0.89  

 FH4 0.93 ± 0.88  

Ramal inclination (°) FH1 2.08 ± 1.73 0.915 

 FH2 2.08 ± 1.72  

 FH3 2.31 ± 1.98  

 FH4 2.28 ± 1.97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one-way ANOVA with Tukey’s HSD. Means followed 

by a common upper-cas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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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과 antegonion 계측 수치의 비

교 평가  

가.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의 빈도 분석 

대칭성 평가를 위한 선형 분석과 각도 계측에서 menton의 편위 값에서만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추가적인 linear-by-linear association test를 통해 4

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 설정에 대해 각각 menton 편위가 어떤 정도 및 빈도로 발현

되었는지 조사하였다 (Table 5). FH1 그룹(0.56 ± 0.27 mm)과 FH2 그룹(0.55 ± 

0.28 mm)에서 menton 편위는 연구 대상 선별 조건과 100% 일치하였으며 38명 모

든 환자에서 2 mm 이하의 편위를 보였다. 그러나 FH3 그룹(1.37 ± 1.23 mm)과 

FH4 그룹(1.33 ± 1.16 mm)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FH3는 23% 이상의 환

자군에서, FH4는 18% 이상의 환자군에서 2 mm를 초과(p < 0.001)하는 menton의 

편위를 보였다 (Figure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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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change of the amount of mention (Me) deviation according to each 

FH plane. 

Variable FH1 FH2 FH3 FH4 p-value 

Me to MSP (mm) 

≤2.0  38 (100) 38 (100) 29 (76.3) 31 (81.6) 0.001 

2.0 to 4.0 0 (0) 0 (0) 7 (18.4) 4 (10.5)  

≥4.0 0 (0) 0 (0) 2 (5.3) 3 (7.9)  

Data are presented as numbers (%). The p-value was calculated using linear-by-linear 

association. FH1-4, Frankfort Horizontal plane 1-4; MSP, midsagittal plane; Me, menton. 

 

 

 

 

Figure 5. Influence of the different FH plane definitions on the (A) Me deviation and 

(B) bilateral Ag to MSP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Me, menton; Ag, 

antegonion; MSP, midsagittal plane. Differences in the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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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대한 좌우측 antegonion 차이 분석 

앞선 결과에서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대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값이 

MSP에 대한 menton의 편위인데, menton은 하악의 전방부에 위치하는 계측점이므

로 하악의 후방에 위치하는 계측점인 antegonion에 대해 대칭성을 평가하는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에서 MSP에 대한 antegonion까지의 

거리를 좌우측에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FH1과 FH2 그룹에서는 antegonion까지의 

좌우측 길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4가지 평면에서 모

두 우측의 길이가 좌측보다 길다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FH3와 FH4 그룹에서

는 좌우측 길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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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얼굴의 대칭성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얼굴의 기본 조건이며 많은 환자들

이 비대칭을 주소로 치과를 내원한다. 안면 비대칭은 상악, 하악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상안면부나 중안면부 보다는 하안면부에서 더 발현 빈도가 높고 비대칭의 크

기도 크게 나타난다 (Thiesen et al., 2015). 기존 연구에 따르면 치과 의사는 2-4 

mm의 턱 끝 편위부터 비대칭을 감지하고, 일반인들은 4 mm 이상의 턱 끝 편위부

터 비대칭을 확실히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ong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정중시상평면을 기준으로 2 mm 이하의 menton 편위

를 보이는 환자군을 대칭적 안모를 가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araguchi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정의에 따른 프랑크포르트 평면이 설정됨에 따라 menton 

편위가 평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환자들이 존재하였다. 한 환자에서는 FH1을 수

평기준평면으로 분석한 결과 좌측으로의 0.8 mm menton 편위가 측정되었으나, 

FH3를 수평기준평면으로 분석한 결과 우측으로 3.5 mm의 menton 편위가 측정되

었다 (Figure 6). 이는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정의하는 계측점에 따라 menton의 좌

우 위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된 menton 편위가 안면 비대칭을 

진단하는 기준 수치에 근접하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설정하는 프랑크포르트 평면

에 따라 진단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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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uperimposition showing the difference in menton devi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ankfort horizontal plane 1 and 3. 

 

교정학에서 진단 영상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의 2차원 진

단에서 사용하던 수평기준평면을 3차원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또 이를 검증하고 있다.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수평기준평면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 영상의 수평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영상 촬영 시 natural head 

position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Natural head position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환자

가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하여 두부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서부터 경사

를 계측할 수 있는 줄이나 기계를 사용하여 머리의 방향을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으

나, 이는 2차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들이고 재현성의 문제, 3차원적 방

향 설정의 부족, 사진 촬영 시 시간 소모와 같은 문제가 있다 (Schatz et al., 2010). 

따라서 3차원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디지털 orientation 장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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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natural head position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Xia et al., 2011). 하지

만 환자의 natural head position은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개인마다의 주관적

인 위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retrognathic한 안모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natural 

head position에서 이마를 후방으로, 턱을 상대적으로 앞으로 내미는 경향이 있고, 

prognathic한 안모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대조적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경향

이 있음을 밝혔다 (Hedayati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

로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수평기준평면으로 설정하여 영상의 re-orientation을 시행

하였다.  

3차원 영상에서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설정할 때 어떤 계측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평면의 축 설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단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연구자 간 

서로 다른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다. 대칭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로, Lonic 등은 프랑

크포르트 평면을 대체하는 다른 평면을 사용했을 때 비대칭을 감별하는 특이도가 낮

고, 다른 평면과 분석 결과의 일치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Lonic et al., 2017). 

이는 기준평면으로써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이루는 계측점의 정의에 따른 변화가 환자의 안면 대칭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본 연구와 목표와 유사하다.  

3차원 두부 계측에서 서로 다른 수평기준평면의 영향을 비교한 이전의 연구에서 

Santos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정의를 포함하면서 양측 porion과 orbitale

의 중간점을 이용한 정의까지 추가하여 총 7가지의 수평기준평면의 비교를 시행하였

다 (dos Santos et al., 2017). 하지만 해당 연구는 전후방적인 두부 계측만을 시행



25 

하였으므로, 대칭성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반면에 Oh 등의 연구에서는 FH3과 FH4

에 해당하는 평면만이 포함되었으며 두부 계측은 교합평면의 기울기와 계측점의 편

위에 한정되었다 (Oh et al., 2013). Pittayapat 등은 새로운 수평기준평면을 제시하

면서 계측점의 재현성을 평가하고 프랑크포르트 평면과 절대적 각도 차이를 비교하

였으나,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기본적인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양측 porion과 

orbitale의 중간점과 같이 새로 파생된 계측점을 이용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Pittayapat et al., 2018). 이처럼 수평기준평면에 따른 두부 계측 분석의 비교나 평

면 간의 차이를 보고한 기존 연구들이 있었으나 연구마다 각기 다른 평면의 정의를 

사용했고, 평면 사이의 편차를 객관화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patial 

Orientation Level (SOL)을 통해 전통적인 프랑크포르트 평면과 계측점의 정의를 

달리한 프랑크포르트 평면 간의 절대적 각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H1-4에 따라 형성되는 정중시상평면 간의 SOL을 

조사하였다. 치료 계획 수립 시 비대칭의 정도는 정중시상평면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중시상평면의 변화는 비대칭의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Ras 등은 정중시상평면을 정의할 때 수평기준평면에 수직인 평면을 사용할 것을 권

장하였다 (Ras et al., 1995). 최근 발표된 An 등의 연구에서는 프랑크포르트 평면

에 수직인 4가지 정중시상평면 그룹들과 프랑크포르트 평면과 무관하게 정의된 4가

지 정중시상평면 그룹들을 비교했고, 임상적으로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수직인 정중

시상평면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An et al., 2017).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중시상평면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따른 수평기준평면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안면 비대칭 환자의 경우 정중시상평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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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두개안면 구조에서부터 비대칭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awlikowska et al., 2007; Klingenberg et al., 2002) 비대칭 환자에서는 대칭적 

안모를 가진 환자에서 보다 정중시상평면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우며 비대칭 환자에

서 정중시상평면을 정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양측 porion과 양측 orbitale은 

대부분의 경우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elo et al., 2009), 정중시상평

면을 먼저 정의하고 이에 수직인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

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해부학적 계측점인 orbitale이나 porion을 포함하지 못하는 

새로운 평면의 파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3차원 두부 계측분석에서 양측 orbitale이나 porion의 중간점을 

사용하여 파생된 평면을 사용하는 것이 재현성 있음을 밝힌 바 있다 (Yatabe et al., 

2019).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 형성되는 ‘중간점’과 같은 계측점은 기존의 해부

학적 좌표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 중간점으로 구성된 평면은 

해부학적 계측점인 orbitale이나 porion으로 정의된 평면의 여러가지 가능성의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프랑크포르트 평면 간의 SOL을 측정한 결

과 기존의 해부학적 계측점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4가지 평면 사이에서 SOL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의 계측점에 대한 조사자 내 상관 계수는 관상평면과 

시상평면에서 ICC ≥ 0.990, 축상평면에서 ICC ≥ 0.755 로 평가 평가되었으므로 

선택한 계측점에 대한 신뢰도는 증명되었다. 따라서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정의하는 

기존 계측점이 아닌 두 개의 계측점의 중간점을 사용하여 평면을 형성하더라도 파생

된 평면 간에는 각도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더 다양한 중간 기준 평면의 발생을 초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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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칭성 평가를 위해 계측한 길이, 각도 평가 중에 프랑크포르트 평면

에서 좌우측 상악 제1대구치 근심협측 교두까지의 거리 차이 절대값(U6 to FH), 정

중시상평면에서 좌우측 jugale까지의 거리 차이 절대값(J to MSP), 프랑크포르트 평

면과 좌우측 상악 제1대구치 근심협측 교두를 이어서 만든 선과의 각도 차이

(occlusal plane cant) 값은 상악의 비대칭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계측이다. 본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상악의 비대칭을 평가하는 계측 수치들은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칭성 평가를 위해 시행한 

8가지 평가 항목 중에서 menton의 편위 계측치에서만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menton이 다른 계측점들 보다 기준평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작은 기하학적 변화에도 편위량의 차이

가 감도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Menton의 편위는 비대칭을 평가하고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계측 수치이다. 

이는 비대칭을 유발하는 canting의 방향과 menton의 편위가 깊은 상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Kwon et al., 2019). 또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턱 끝의 편위가 비

대칭을 인식할 때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에 따른 

menton 편위량을 측정하였는데, 그룹 별로 menton 편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FH1과 FH2에서는 menton의 편위가 작게 측정되었으며,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비대칭을 보이지 않는 연구 대상 선별 기준에 부합한다. 대조적

으로 FH3과 FH4에서는 두 그룹 간의 menton 편위량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menton 편위가 4 mm 이상으로 측정된 환자가 5% 이상으로 비대칭을 나타냈다. 만

약 정해진 단 하나의 수평기준평면으로만 분석을 시행한다면 인지하지 못했을 상황



28 

이지만, 이처럼 평면의 정의가 바뀌었을 때 대칭성의 분석 수치가 바뀌는 상황을 마

주하는 것은 임상의사를 매우 헷갈리게 하는 일일 것이다. 연구 설계 시 FH1을 수

평기준평면으로 설정하여 안모가 대칭인 환자군을 모집하였으므로 FH1 그룹에서는 

모든 환자군이 연구 대상 선별 기준에 부합했을 것이며, FH2가 FH1 그룹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FH3과 FH4 두 그룹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

며 FH1과 FH2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H3과 FH4를 비교한 연구는 이전에 

Lin 등에 의해 수행 된 바 있었지만 (Lin et al., 2015), 해당 연구에서는 FH1과 

FH2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FH1-4 그룹 간 비교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FH3과 FH4 두 기준평면 사이에서 측정치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대칭을 평가하는 수치의 이와 같은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는 양악 수술의 치료 계

획 수립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H1과 FH2, 그리고 FH3과 FH4 사이에

서 두 평면간 결과의 유사성은 3개의 계측점과 법선 벡터를 사용하여 3차원 공간에

서 평면을 정의한 방식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평면을 정의하는 계측점의 공통성

에 따라(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의에 따르면 FH1과 FH2는 양측 porion을 공유하고 

FH3과 FH4는 양측 orbitale을 공유함) 두부 계측 결과의 유사도가 나타남을 암시

한다.  

추가적으로, FH1과 FH2에서 측정한 MSP에 대한 antegonion까지의 거리가 좌우

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H3과 FH4에서 측정한 MSP에 대한 antegonion

까지의 거리는 좌우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좌우측 계측치의 

절대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떤 수평기준평면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하악 가로 폭이 편측에서 과대 평가 혹은 과소 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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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대상 선별 과정을 통해 비대칭이 없는 환자군을 후향적으로 선별

하였다. 하지만 3차원적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가 변함에 따라, 4가지 프랑크포르

트 평면에서 두부 계측 수치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계측치의 변화는 

심한 비대칭을 가진 환자에서도 설정하는 수평기준평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으며, 수술 계획에 영향을 줄 만큼 분석 결과가 크게 벗어나는 편차로 나타날 수 있

다.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악안면부위의 두부 계측 수치이므

로 특히 비대칭 환자에서 정확한 3차원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3차원 모델 프린팅을 

이용한 수술적 스플린트나 가이드로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정확하고 일

관적인 진단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크포르트 평면 정의의 다양

성은 연구마다 각기 다른 수평기준평면의 설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비교 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3차원 영상이 교정학에 도입된 이래로 이전 연구들

에서 악안면 부정교합환자의 문제를 전후방적, 수직적, 횡적으로 표현하는 두개안면 

분석의 3차원적 방법을 제시하고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진단 시 

사용하는 2차원 방사선 사진에서의 다양한 분석법들이 3차원 영상에서는 체계적으

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박선형, 2005). 따라서 앞으로 3차원 CBCT 영상

의 분석에서 더욱 정밀한 두개안면 계측치의 평균 값이나 정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일관된 수평기준평면 설정에 따른 두부 측정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표본 크기가 작고 단일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만을 대상으

로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대상 환자들은 각기 다른 전후방적, 수직적 부정

교합을 가지고 있었고 제한된 연령대를 보였으며 인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계측점들은 기존의 2차원 영상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점들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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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2차원적이므로, 관상면, 시상면, 축상면에서 각각 정의된 3차원 기준의 부재가 

계측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전 문헌들과는 달리 새

로운 수평기준평면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프랑크포르

트 평면의 정의에 따른 평면 간의 차이점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3차원적 두부 계측 

분석에서는 설정하는 기준 평면의 정의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특히 골격성 안면 대칭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상가들 간 진단의 일관성과 정확

성을 위해 표준화된 수평기준평면의 정립이 필요하다.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측성 구조물로 이루어진 porion과 orbitale에 

의해 생성되는 4개의 점이 한 평면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궁

극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대칭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연조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면을 개발하거나, 인간이 직접 트레이싱하지 않고 계측점을 기

반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평면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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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를 포함하여 해부학적 계측점을 

사용한 4가지 프랑크포르트 평면 (FH1 : Lt. Or and both Po, FH2 : Rt. Or and both 

Po, FH3 : both Or and Lt. Po, FH4 : both Or and Rt. Po)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였다. 

FH2와 FH3의 SOL 값은 비슷했으나, FH4는 FH2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큰 

SOL을 보였으며 (p < 0.05), FH2의 MSP는 FH3과 FH4의 MSP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SOL 값을 나타내었으나 (p < 0.001), FH3과 FH4의 MSP SOL 값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의 편위 값에서는 FH1

과 FH2 그리고 FH3과 FH4가 서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FH3과 FH4가 FH1

과 FH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menton의 편위 값을 나타냈다 (p < 

0.001). 따라서 프랑크포르트 평면을 정의하는 해부학적 계측점의 변화는 3차원적 

골격성 안면 대칭평가를 위한 두부 계측분석 결과에 영향을 준다. 교정학의 영역에서 

더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치료를 위해 3차원 안면 영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수평기준평면의 부재는 진단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떨어뜨리고, 연구자간 연구의 결과 

비교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3차원 두개안면 분석에서 수평기준평면 설

정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수평기준평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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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3D CB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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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images in orthodontics are changing from two-dimensional(2D) to 

three-dimensional(3D), but different reference planes are used by researchers 

due to the absence of a standard reference plan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definition of the Frankfort horizontal plane consisting of different 

landmarks affects the evaluation of the patient's frontal symmetry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solute angular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Frankfort horizontal plane and the plane with different definitions of 

landmarks to report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deviation between the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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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ctober 2017 to April 2019,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at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Thirty-eight adults (mean age, 22.87±5.17) were 

selected, including those 18 years of age or older, menton deviation to the 

midsagittal plane of 2 mm or less, and 3D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 has taken before orthodontic treatment. Menton deviation 

was evaluated from the acquired 3D CBCT images.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was established by measuring the bilateral porion and left orbitale, and the 

midsagittal plane (MSP), which was perpendicular to this plane and passed 

through the nasion and sella, was established. A group of patients with menton 

deviation of 2 mm or less in the established midsagittal plane was recruited.  

Four landmarks (bilateral porion, bilateral orbitale) were identified by the 

operator, and four possibilities of the FH plane were defined. FH1 (conventional 

Frankfort horizontal plane) and FH2 were drawn using bilateral porion to left 

orbitale and right orbitale, respectively. FH3 and FH4 were drawn using bilateral 

orbitale to left porion and right porion, respectively. The plane passing through 

the nasion and sella while perpendicular to the set Frankfort horizontal plane 

was defined as the midsagittal plane 1-4 (MSP1-4),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symmetry in the acquired CBCT image, the difference in 

absolute values of five length measurements measured on the left an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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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from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and the midsagittal plane was 

compared. In addition, three angl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roll angle with respect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To compare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we calculated the angle difference between FH1 and 

the other three planes (FH2, FH3, FH4) and derived the average. The difference 

value was named Spatial Orientation Level (SOL). We calculated the difference 

in the same way in the midsagittal plane created according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1. SOL of FH2 and FH3 were similar in magnitude, FH4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OL (p < 0.05). The SOL difference of MSP in FH2 group 

was significantly smaller compared to the FH3 and FH4 (p < 0.001), wh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SP in FH3 and FH4 could be observed.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menton 

deviation against the midsagittal plane. FH1, FH2 and FH3, FH4 showed 

similar values, while FH3 and FH4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greater 

menton deviation than FH1 and FH2 (p < 0.001). 

3. In the FH1 group (0.56 ± 0.27 mm) and the FH2 group (0.55 ± 0.28 mm), 

the menton deviation against the midsagittal plane was 100% consistent 

with the screening conditions for the study, and the deviation valu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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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than 2 mm in all 38 patients. However, in the FH3 group (1.37 ± 1.23 

mm) and the FH4 group (1.33 ± 1.16 mm), the menton deviation exceeded 

2 mm in 23% and 18%, respectively (p < 0.001). 

4.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istance from the midsagittal plane to the 

antegonion, the FH1 and FH2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ft and right distances to the antegonion (p < 0.05).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ft and 

right distances in the FH3 and FH4 groups. 

In the 3D craniofacial image analysis, differences in the analysis results occur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reference plane to be set, and this particularly 

affects the skeletal facial symmetry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plane to improve reliability and reproducibility in 3D cephalometry, and 

for thi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existing definition of the conventional 

Frankfort horizon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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