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교정용 마이크로임플란트
식립 시의 피질골 스트레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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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립 후 힘의 부하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마이크로임플란트의 경우 식립 시의 골응력 혹은 스트레인의 관리가 그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교정용 마이크로임
플란트 식립 시 피질골에 발생하는 응력(스트레인)을 해석하였다. 0.9 mm 직경으로 미리 드릴링한 1 mm 두께 피질
골에 마이크로임플란트(AbsoAnchor SH1312-7, Dentos, Daegu, Korea)가 식립되는 전체 과정(10회전, 식립 깊이 5
mm)의 모사를 위해 총 1,800 step의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식립 진행과 더불어 생기는 나사산 주위 피질골의
기하학적 형상변화를 유한요소해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remesh를 실행하였으며, 빠른 수렴을 위해 마이크
로임플란트는 강체로, 피질골은 강소성체로 모델링하였다. 해석 결과, 마이크로임플란트 식립 시 피질골에 발생되는
스트레인은 임플란트 주위골 전체에서 정상적인 골개형을 위한 한계치로 보고되고 있는 4,000μ-strain을 상회하였
고, 나사산 첨부 인접골에서는 스트레인이 100% 이상에 달하였다. 계산된 피질골 식립토오크는 약 1.2 Ncm 정도로
가토 경골에 동일 모델의 마이크로임플란트을 식립하며 측정한 값에 약간 미달하였으나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임플란트의 식립과정을 3D 유한요소법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마이크로임플
란트 식립에 의해 피질골에 발생하는 스트레인 크기는 생리적인 골개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대치교정지 2008;38(4):22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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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마이크로임플란트의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임플란
트와 그 지지골 사이의 계면에서 생기는 골개형
(bone remodeling)의 문제이다. 임플란트/골 계면의
골이 생리적인 개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골소실이 발생하게 되고, 더불어 임플란트는 점차
이완되어 교정력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탈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리적
골개형을 위해서는 초기안정성(primary sta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위한 임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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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골 계면에서의 미세동요(micromotion) 허용수준
은 50 - 150 micron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3 초기
안정성이 부족하면 임플란트/골 계면에서의 미세동
요가 허용수준을 초과하여 골개형의 장애로 안정성
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 반면, 식립 시 초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플란트/골 계면에서 과도한 압박을
허용하면 이는 혈류장애 및 허혈성 골괴사의 원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4-7
교정용 마이크로임플란트는 작은 사이즈로 인해
식립이 간편하고 식립 위치에 제약이 적으며, 초기
안정성이 적절할 경우 교정력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생역학적 관점에서, 교정용
마이크로임플란트는 작은 사이즈 외에도 보철용 임
플란트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마이크
로임플란트의 경우 부하개시 시점이 대체로 2주일
이내로 보철용 임플란트에 비해 빠르다는 점이다.
이는 마이크로임플란트와 인접하는 계면골이 교체
(turnover), 개형(remodeling)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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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을 뜻하며, 그 결과 식립 시 초기고정을 위
해 골에 가해진 압박 혹은 응력이 소실되기 이전에
교정력에 의한 응력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임플란트/골 계면에서의 골교체가 대체로 이루
어진 이후에 기능력이 부하되는 보철용 임플란트에
비해 마이크로임플란트 주위골은 식립 시의 응력이
향후 골개형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식립에 의해 생기는 골응력의 수준도 마이크로임
플란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임플란트는 몸체 대비 나사부 부피 비율이
보철용 임플란트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직경 4.1 mm의 ITI 표준형 solid 임플란트의 경우 나
사높이는 0.3 mm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
이크로임플란트(AbsoAnchor SH1312-7, Dentos, Daegu,
Korea)는 직경 1.3 mm, 나사높이 0.25 mm이다. 그러
므로 self drilling 방식은 물론, 마이크로임플란트 식
립이 self tapping으로 행해질 경우에도 보철용 임플
란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식립 응력이 발생될
것이다. 몸체에 비해 큰 나사부를 가진 디자인은 나
사의 전단파절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식립 토오크를 증가시켜 우수한 초기고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절한 식립 토오크는 마이
크로임플란트 안정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그
크기를 적절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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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식립 응력은 마이크로임플란트와 인접하는 골 전
반에 분포할 것이나 특히 그 경부 피질골판에 작용
하는 응력은 생역학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
부 피질골은 측방 교정력하에서 마이크로임플란트
의 받침점(fulcrum)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보존은 마이크로임플란트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위는 교
정력 작용에 따라 높은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식립
8
응력과 중첩되는 취약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피질골판의 식립 응
력(또는 스트레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 식립 과정을
3차원 유한요소모델링을 통하여 모사(simulation)하
였으며, 이를 동해 마이크로임플란트 식립 시 생리
적 범위를 벗어나는 스트레인의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기하 모델(geometric model)
Fig 1A에 마이크로임플란트와 피질골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피질골에서의 응력발생을 중시하여 해
면골은 모델링에서 제외하였으며, 마이크로임플란

Fig 1. Geometry of microimplant and cortical bone specimen together with axis system and important dimensions
(implant: rigid, cortical bone: rigid-plastic, unit: mm). A, Geometry model; B, initial mesh of the cortical bone constructed of 30,706 tetrahedr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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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피질골판에 수직으로 식립되는 조건을 상정하
였다. 마이크로임플란트는 Absoanchor SH1312-7 모
델(Dentos, Daegu, Korea)로 ASTM F2146-01 분류에
따른 grade Ⅴ 티타늄합금 재질로, 매식부 길이 약
6 mm, 경부 직경 1.3 mm, 첨부 직경 1.2 mm로 약한
테이퍼를 가진 형상이다. 임플란트 몸체에는 0.25
mm 높이를 갖는 정삼각형 단면의 단일나사산이 0.5
mm 피치로 가공되어 있고 끝단부(apex) 1 mm는 원
뿔(cone) 형상으로 가늘어진다. 피질골판은 Fig 1B
에 보인 바와 같이 두께 1.0 mm, 직경 2.6 mm를 모
델에 포함시켰다(예비해석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골은 임플란트 직경의 2배 정도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임플란트는 self tapping 방
식에 의해 식립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피질골 외표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직경 0.9 mm의 드릴링 hole
이 관통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마이크로임플란트 첨부(apex)의 절삭부(cutting edge)
는 모델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피
질골에 드릴링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였으
므로 이 경우 절삭부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마이크로임플란트가 self drilling 방식으로 식
립되는 경우 절삭부(cutting edge)가 나사의 진행로
를 만드는 과정에서 골이 삭제되는데 이를 유한요
소해석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변
수(절삭에 대한 골의 파괴조건, 임플란트 절삭부 형
상, 임플란트의 식립속도와 압력 등 골의 파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30,706개의 사면체 요소(tetrahedron element)를 사용
하였다(마이크로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되어 나사부
가 골 내에 삽입됨에 따른 골에 생긴 형상변화를 해
석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 초기 mesh는 그대로 유
지되지 못하고 mesh 재구성(remesh)에 의해 지속적
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해석 진행에 따라 피질골의
mesh 패턴과 요소수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유한요소해석으로 모사하
기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 전체 과정은 모두 1,800
단계(step)로 구성하였다. 각 step에서 임플란트는 2
도씩 회전함과 동시에 0.0028 mm씩 하방 전진한다.
그 결과 매 180 step마다 1회전하는 동시에 한 피치
인 0.5 mm씩 식립된다. 식립 과정 전체 단계에서
임플란트 표면과 인접골 간의 마찰계수는 임플란트
나사부와 골(valley)부에서 모두 0.5로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해석 모델에는 피질골 하
방의 해면골(trabecular bone)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부 피질골의 mesh 구성에 30,000개 이상의 요소
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해면골까지 포함시키면 요
소수가 훨씬 많아져 PC의 CPU 용량으로는 효율적
인 계산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몇 차례 예비 해석을
통하여 요소수는 최대 50,000개 이내로 관리하는 것
이 실용적임을 확인하였다.
변위경계조건으로 식립 전체 과정에서 피질골의
둘레를 이루는 면, 즉 인접 피질골과 경계를 이루는
면에 완전고정(clamp) 조건을 적용하여 모든 방향의
변위와 회전을 고정하였다.

유한요소모델(FE modelling)

물성 모델(Material properties)

유한요소해석에는 PC용으로 출시된 DEFORMTM 3D
(ver 5, SFTC, Columbus, OH, USA)가 사용되었다.
한편, 임플란트와 골의 기하학적 모델은 pro/ Engineer
Wildfire (ver 2.0, Needham, M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한 후 STL 모델로 DEFORMTM 3D 프로
그램으로 export하여 사용하였다.
Fig 1B의 피질골 초기 mesh 모델 제작을 위해

유한요소해석의 수렴(convergence)성을 위해 마이
크로임플란트는 강체(rigid)로, 피질골은 강소성체
(rigid-plastic)로 가정하였다. 이는 식립 시 마이크로
임플란트 자체의 변형은 무시할 수 있다는, 또 골의
탄성한계 내의 변형은 이를 초과하는 영역에서의
변형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가정이며 해석
신뢰성의 과도한 저하 없이 해석시간(CPU time)을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bone and implant materials)
Material
Titanium
Cortic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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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modulus (GPa)

Poisson ratio

Yield stress (MPa)

Remarks (present study)

102.2

0.35

-

Rigid

13.7

0.3

60 - 135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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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terial property of cortical bone used in the
present study (cf. Table 1).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질골은 등방균질성을
가정하였으며 시간의존성(time dependence)은 무시
하였다. Table 1에는 선학들의 자료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골 및 티타늄 재질의 물성치를 나
타내었으며, Fig 2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골의 소성
물성에 대한 그래프이다. 연조직의 경우 그 하중 분
담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해석 전반에 걸쳐 모델링
에서 제외하였다.

동물실험(Animal study)
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해석과 유사한 조건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하였
다. 가급적 해면골이 배제된, 두께 1 mm 내외의 피
질골 조건을 얻기 위하여 가토 경골 골간부(diaphysis)를 활용하였다. 체중 약 2.0 kg의 성숙 가토
1마리를 통법에 따라 전신마취하고, 경골부위 제모
와 연조직 절개/박리를 통해 골을 노출시킨 후 충분
한 생리식염수 주수하에 0.9 mm 드릴을 사용하여
피질골 외면에 수직한 방향의 hole을 가공하였다. 1
명의 수련의가 좌우 경골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hole을 만들었으며, 이어 엔진(Elcomed SA 200C,
W&H Co., Austria)을 이용하여 15 rpm의 회전속도
로 마이크로임플란트를 식립하며 엔진 내장 기록장
치를 사용하여 토오크를 기록하였다.

연구성적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플란트의 전체 길이
가 피질골을 통과하는 모두 1,800 step의 식립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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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연속 수행되었다. 임플란트가 식립되며 나
사부가 차례로 피질골을 관통해 감에 따라 골에 remesh가 일어나 피질골 mesh 패턴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mesh를 구성하는 요소수도 자동적으로 조절되
었다. 전체 1,800단계 계산 중 모두 23번의 remesh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17회가 초기 360 step 즉, 임플
란트의 첨부가 피질골판을 통과하는 과정에 생겼
다. Fig 1B에 보인 초기 mesh는 DEFORM 프로그램
에 내장되어 있는 automesh 기능을 사용하여 만들
었는데 CAD (pro/Engineer) 프로그램으로부터 import시킨 STL 모델의 특성이 mesh에 영향을 미쳐
그 패턴에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해석진
행과 더불어 remesh가 일어나며 mesh 패턴이 점차
축대칭적으로 변화되었고 동시에 임플란트 주위의
스트레인 변화가 급격한 부위에는 fine mesh가 형성
되는 한편, 외곽에는 coarse mesh가 생성되었다.
직경 0.9 mm의 드릴링 hole에 임플란트 식립과
더불어 나사산이 형성됨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되
었다. Fig 3에는 전체 식립 과정을 대표하는 12단계
에서 산출된 골 내의 스트레인을 나타내었으며, 최
대 스트레인의 수준과 그 발생위치를 포착하기 위
하여 상한값(cut-off) 없이 전체범위의 스트레인을
plot하였다. Fig 3 및 Fig 4의 스트레인은 유효 스트
레인(effective strain)으로, 3차원적인 스트레인 분포
상태를 스칼라 값으로 변환하여 크기를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von-Mises stress
에 대응되는 스트레인이다.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
이 피질골의 스트레인은 나사산부와 나사의 골
(valley) 부위에서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골
(valley)에 인접한 골에는 스트레인이 낮은데 비해
나사산 인접부에는 100% 이상의 매우 높은 스트레
인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나사산 첨부에서 그 값이
크게 산출되었다. 골의 스트레인은 나사 식립이 진
행함에 따라 그 수준이 높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는 피질골의 생리적 개형에 대한 허용수준
인 4,000μ-strain4,5,9,10 (0.4% strain)을 상한값으로 설
정하고 임플란트 주위골에서 이를 상회하는 스트레
인 값은 모두 빨강색으로 plot한 것이다. 나사산은
물론 골(valley) 부위의 모든 위치에서 생리적 허용
수준을 상회하는 스트레인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임플란트 외경의 약 1.5 - 2배
영역임을 관찰할 수 있다.
Fig 5는 임플란트 식립 모사 과정 중 계산된 토오
크 값이다. 그림 상의 한 peak가 각 step에 해당되는
토오크이며, 초기 단계 즉 마이크로임플란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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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L, Effective strain distribution in the cortical bone at 12 separate stages of microimplant insertion.

(apex)가 식립되는 초기 3 - 4회전 시에 토오크가 점
차 증가하고 그 이후의 4 - 10회전 단계에서 토오크
는 약 1.1 - 1.3 Ncm에서 비교적 안정된 값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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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10회전 이후 불
완전 나사산 부위가 식립되는 영역에서는 토오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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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Fig 6은 가토 경골 피질골판에 SH1312-7 마이크
로임플란트를 식립하며 측정한 토오크 결과이다.
이는 총 4개의 실험 위치 중 피질골판 두께가 1 -

1.3 mm 내외로 비교적 1 mm에 가깝고 임플란트가
피질골판에 수직에 가깝게 식립된 두 경우이다. 나
머지 두 경우는 식립각에 경사가 있거나 피질골판

233

남옥현, 유원재, 경희문

대치교정지 38권 4호, 2008년

Fig 4. A-J, Strain distribution in the cortical bone at 9 separate stages of microimplant insertion with strains cut off
at 4000μ-strain.

두께가 1.3 - 1.5 mm로 해석조건보다 다소 두꺼운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234

횟수가 충분치 않고, 측정이 이루어진 토오크 영역
에서 Elcomed SA 200C 엔진에 내장된 토오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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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장치의 정밀도가 높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토오크는 1.4 - 2.0 Ncm 정도
로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찰

Fig 5. Estimated insertion torque during microimplant
placement of FEM model.

교정치료에서 마이크로임플란트의 사용은 간편
한 시술로 견고한 고정원을 제공해 주어 이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반면에 마이크로임플란트의 안정성 상실로 인한 치
료실패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마이크로임플란트 주위골의 응력에 대한 고려가 미
흡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마이크로임플란트를 포함한 임플란트의 응력과
관련한 이전의 생역학적 연구에서는 식립에 의한
응력보다는 교정력이나 교합력 등, 기능력 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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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sertion torque measured during microimplant placement into a rabbit tibia of 1.0 - 1.5 mm thickness. A, Upper
part of tibia; B, lower part of tibia.

의해 발생하는 응력에 국한하여 해석/평가하여 왔
다. 임플란트의 사이즈나 몸체 형상,11,12 경부 모양
혹은 나사산13,14 등으로 특성지워지는 임플란트 요
소(implant factors)와 골밀도나 피질골 두께, 골질 등
의 골요소(bone factors)15-17가 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반면 임플란트 식립 과정
중 발생하는 골응력 혹은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직
접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식립 토오크를 이용한 간접 분석에 머
물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임플란트와 같이 식립 후 단기간
에 교정력이 부하되는 경우 식립 시 응력이 소실되
지 않고 교정력에 중첩되어 골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용 임플란트에서
도 식립 후 상부구조 장착까지의 기간이 단기화되
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도 기능력과 식립 응력
이 중첩하여 골융합(osseointegration)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식립 시 응력 혹은 스트레인이 과도하다면 이는
골융합에 장애를 줄 수 있다. Frost4,5는 골조직의 변
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임플란트와 골계면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4,000μstrain 이상의 부하는 병리적인 골변화를 야기할 가
능성이 있으며 25,000μ-strain 이상에서는 골괴사나
9,10
미세골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Meyer 등
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4,000μ-strain 이상의 스트
레인에서는 임플란트와 골조직 간에 섬유성조직이
개재되어 치유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대 200,000μstrain 이상에서는 콜라겐 배열에 이상이 온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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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Hansson과 Werke 는 골조직에 응력이 과도하
게 집중이 되어 생리적인 한계를 넘어가면 골흡수
가 일어나며 Isidor19는 6,700μ-strain 이상에서는 임
플란트 주위의 골흡수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
한 골 생리 이론(bone physiology theory)에 의하면
임플란트 주위골의 스트레인은 골개형 혹은 골융합
20,21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식립
시 골의 스트레인의 정도, 그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치조골의 골개형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생리적 스
트레인 범위를 약 50μ-strain - 4,000μ-strain4,5,22 정
도로 가정하여 이를 피질골(E = 13.7 GPa, Table 1)
압축응력으로 환산하면 0.6 - 55 MPa 정도이다. 이
역치수준을 넘어가는 응력 혹은 스트레인 수준에서
는 임플란트는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계면골
의 점진적 흡수로 인해 안정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
며, 여기에 기능력에 의해 응력과 스트레인이 중첩
하여 작용한다면 더욱 악영향을 주어 골융합의 실
패로 이어질 수 있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임플란트 식
립 시 나사에 인접한 골에는 100% 이상의 스트레인
이 발생하였으며, 임플란트 주위 모든 영역에서
4,000μ-strain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Fig 4). 이
는 임플란트 식립 자체에 의해 과도한 스트레인이
피질골의 골개형 장애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강소성 모델에 기반한 해석이므
로 골의 점탄성 물성은 해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량적 산출은 어렵지만 골의 점탄성적 특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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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력이완(stress relaxation)이 있으므로 스트레인
수준이 높더라도 시간 경과와 더불어 응력수준이
감소할 것이라 추론할 수도 있다. 식립 시의 과도한
응력 발생에 의해 골조직의 압축파절이 생기고 파
절된 골편이 배출된다면 이 또한 국부적인 골응력
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 첨부
절삭부(cutting edge)에 의해 골의 절삭이 이루어지
므로 이 또한 식립 스트레인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상, 임플란트 인접골에 생
리범위를 넘는 높은 스트레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접골 전반에 걸친 골괴사를 일으키는 충분조건으
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골(valley) 부위 등에서 생리
범위의 건전한 골개형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정력에 의한 피질골 응력을 약 8 MPa 이내로
23
가정한다면 이는 600μ-strain 내외에 불과하다.
즉, 식립 시 나사산 부위에 발생되는 스트레인이 이
보다 100배 이상 크므로 역설적으로 기능력 부하에
의한 스트레인 중첩효과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임플란트의
이차고정 또는 골융합은 식립 시의 스트레인에 의
해 결정되며 교정력의 크기나 부하시점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이
차고정에는 응력이나 스트레인 이외에 생물학적 조
건 등 다른 요인들도 작용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
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임플란트의 식
립과정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한 첫 시도이므로 향
후 추가적인 보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식립 토오크는 1.2 Ncm 수준
으로 마이크로임플란트의 동물연구나 임상관찰에
24,25
그러나 식립 토오크 계산
비해 낮게 산출되었다.
에는 1 mm 두께의 피질골만 고려되었고 그 하방의
해면골에 의한 토오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립
토오크 계산값이 비슷한 조건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Fig 6)에 비해서도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해석 시 가정하였던 1) 임플란트/피질골 계면의 마
찰계수 0.5가 동물실험 시의 실제 값보다 작았거나,
2) Table 1에서 가정한 피질골의 탄성계수나 항복응
력이 가토 경골의 경우에 비해 낮았거나, 3) 유한요
소해석의 수렴을 위해 피질골을 강소성체로 가정한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
질골 물성을 보다 사실에 근접하게 모델링할 수 있
다면 식립 토오크도 더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역시 다음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오크 값은 스트레인 해석 결과에는

마이크로임플란트의 피질골 스트레인 해석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토오크 값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스트레인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임플란트(AbsoAnchor SH13127, Dentos, Daegu, Korea)를 대상으로, 피질골의 골개
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인
에 대해 3D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TM

1. DEFORM 3D 프로그램의 remesh 기능을 활용
하여 마이크로임플란트 식립과정 전체단계를 유
한요소해석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2. 마이크로임플란트가 식립될 때 피질골에 발생하
는 스트레인은, 임플란트 주위 전체 영역에서
4,000μ-strain 이상의 스트레인이 발생하였고, 나
사산 부위에 인접하는 영역에서는 100% 이상에
달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인은 골생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생리적 허용치를 월등히 상회하므로
임플란트/골 계면의 일부에서는 골개형의 장애가
예상되었다.
3. 피질골에서의 식립 토오크는 1.2 Ncm 정도였으
며 동물실험결과에 미달하였다. 유한요소해석과
실험 결과에서 보인 토오크 값 차이는 피질골의
소성 모델링과 항복응력 값, 임플란트/피질골 간
마찰계수 값 등의 부정확성에 의한 것으로 추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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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Cortical bone strain during the placement of orthodontic
microimplant studied by 3D finite element analysis
a

b

Okhyun Nam, DDS, MSD, Wonjae Yu, DDS, MSD, PhD, Hee-Moon Kyung, DDS, MSD, PhD

c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train induced in the cortical bone surrounding an orthodontic microimplant during insertion. Methods: A 3D finite element method was used to model the insertion of
a microimplant (AbsoAnchor SH1312-7, Dentos Co., Daegu, Korea) into 1 mm thick cortical bone with a pre-drilled hole of 0.9 mm in diameter. A total of 1,800 analysis steps was used to simulate the 10 turns and 5 mm
advancement of the microimplant. A series of remesh in the cortical bone was allowed to accommodate the
change in the geometry accompanied by the implant insertion. Results: Bone strains of well higher than 4,000
microstrain, the reported upper limit for normal bone remodeling, was observed in the bone along the whole
length of the microimplant. At the bone in the vicinity of the screw tip, strains of higher than 100% was recorded.
The insertion torque was calculated at approximately 1.2 Ncm which was slightly lower than those measured from
the animal experiment using rabbit tibias. Conclusions: The insertion process of a microimplant was successfully
simulated using the 3D finite element method which showed that bone strains from a microimplant insertion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physiological remodeling of bone. (Korean J Orthod 2008;38(4):228-239)

Key words: Microimplant, Strain during insertion, 3D finite element method, Rabbi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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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두부 위치 변화에 따른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의
치축각도의 왜곡
a

b

c

d

전현상 ㆍ최갑림 ㆍ임성훈 ㆍ김광원

본 연구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두부 위치 변화에 따라 인접 치아장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정상교합자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3차원 solid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신속 조형모델
(rapid prototyping, RP)로 제작하였다. 다음 9가지 두부위치들을 5주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재위치시키고 촬영하였
o
o
o
o
o
o
o
o
다: ideal head position, 5 , 10 up, 5 , 10 down, 5 , 10 right up, and 5 , 10 right rotation.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Planmeca ProMax)를 이용하였고 모니터상에서 직접 인접 치아장축을 표시하고 그 사
이 각도를 계측하였다. 그 결과 이상적인 두부 위치와 다양한 두부 위치 변화에 따라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사이에 인접 치아장축 사이의 각도가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평축(X축)을 중심으로 고개를 든 경우, 각 치아
들의 장축이 교합평면을 향하여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개를 숙인 경우에는 치근단측을 향하여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특히 전치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전후방축(Y축)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고개를 기울인 경우,
교합평면이 올라간 쪽의 치아장축은 치근단측을 향하여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고 교합평면이 내려간 쪽은 교합평면을
향하여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직축(Z축)을 중심으로 고개를 좌우로 회전시킬 때, 고개를 돌린 쪽의 측절치와 견
치는 치근단측을 향하여 수렴하고 반대측의 측절치와 견치는 교합평면을 향하여 수렴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 시 두부의 위치 변화에 따라 치근 평행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를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교정 환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치근 평행도를 평가할 때 교합평면의 경사(전후방,
좌우측방)나 악궁의 비대칭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치교정지 2008;38(4):240-251)
주요 단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두부 위치 변화, 치근평행

서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악골과 치아의 전체 평가
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촬영법으로, 전악 구내 방사
선사진 촬영법에 비해 촬영시간이 짧고 피폭선량이
적으며, 구강악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주요 해부학
적 구조물들의 대략적인 크기와 위치를 알 수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1,2 하지만 구내 방사선사진에 비
해 상이 선명하지 못하고, 상의 왜곡과 확대를 피할
수 없으며, 각 구조물들이 중첩되거나 허상이 반대
a

대학원생, b임상전임의, c조교수, d교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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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나타나게 되어 이들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를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3-5
교정치료의 중요한 목표들 중 하나인 적절한 치
축경사와 치근평행성은 치아가 적절한 교합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교정치료 결
과를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
6-11
7
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Mayoral 은 적절한 치축경
사는 교합력의 분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Jarabak
과 Fizzell8, Hatasaka9는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를 한
경우 치료 후 발치와 인접 치아들의 치근 평행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발치부위가 다시 벌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교정전문의 시험 중 치
료 중례의 질 평가방법인 objective grading system에
서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치근이 교합평면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적절한 경사를 가지면서 인접
한 치근과 서로 평행해야 감점을 받지 않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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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이러한 치축경사와
치근의 평행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교정치료 전,
중, 후 기간 동안 흔히 이용되고 있지만 사진에 나
타나는 치근의 평행성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보이는 상의 왜곡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왜곡은 다양한 원인에 의
해 나타난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상층, 조사
각도, 필름과 관구의 이동 속도 등에 따라 왜곡이
11,13-16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치아와 같이 경사진 물
체의 이미지 왜곡은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각각
나타나는 왜곡의 조합으로 발생17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
으로 상층 내 중심면에 있는 물체는 수직, 수평면에
서의 확대 요소가 같아 상의 왜곡이 없지만, 중심면
을 벗어나면 필름의 속도와 필름에 투사되는 상의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
게 된다.17 특히 상의 수평거리의 신뢰도가 낮은데,
이는 물체 깊이(object depth)의 차이에 따라 비선형
변이(nonlinear variation)가 나타나기 때문이다.18,19
촬영 시 환자의 위치 또한 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를 잘못 위치시키는 경우 관심 구
조물이 상층에서 벗어나게 되어 상의 흐림이 발생
할 수 있고 필름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등의 문제로 수직, 수평적 확대율에 변화를 일으켜
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Mckee 등20은 고개를
숙이거나 드는 두부의 수직회전에 의해 상악 치아
들의 근원심각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고, Stramotas 등21도 고개를 전후방으로 기울인
경우 유의한 수준으로 치아의 길이와 각도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촬영원리에 따른 기술적
왜곡은 피할 수 없더라도 촬영 시 환자의 위치 잘못
으로 인한 왜곡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Schiff 등22은 파노라마 방사선사
진에 나타난 이미지 왜곡은 기술적 오류에 의한 것
보다 촬영 시 환자 위치 오류로 인한 왜곡이 더 크
기 때문에 한 명의 숙련자가 환자를 올바르게 위치
시키고 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환자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재현성 있게 촬영한다면 술자에 의한
왜곡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는 환자의 악
궁이 대칭적이며 교합평면의 경사도가 정상범주 내
에 있고, 모든 치아가 상층 내에 존재할 때에만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많은 교정 환자들은 치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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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나 비정상적인 교합평면 경사도(전후방이나
좌우측방), 안모 비대칭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촬영 시 환자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위치시키기
어렵고, 더욱이 교정치료를 통해 치아나 교합평면
의 경사도가 바뀌거나 악골의 비대칭성이 해결된다
면 그에 따른 상의 왜곡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 전과
치료 후 얻어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부 위치 변화에 따라 파노
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인접 치아와의 치근평행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상교합자의 모
형을 제작하고 교합평면의 경사도가 정상인 경우와
전후방 혹은 좌우 측방으로 고개를 기울인 경우, 고
개를 좌우로 돌린 경우에서 각각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인접하는 치아장축 사이의 각도를
계측하고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상악 모형
만 제작하였다. 연구모델을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
해 SolidWorks 2005 (SolidWorks, Concord, M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solid 모델을 구성하였
다. 정상교합자 30명의 모델을 기초로 얻은 Choi2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로 68.0 mm, 세로 50.0 mm, 높
이 10.0 mm의 직육면체를 만들고 밑면에 상악 치아
들의 각 중심좌표(x, y)를 설정하고 z축 방향으로
Wheeler가 제시한 각 치아들의 정상 근원심 및 협설
각도를 갖는 직경 2.6 mm의 원통형 홀을 형성하였
다.24 삼차원 각도를 재현하기 위해 해당 치아의 중
심좌표를 지나면서 좌우 인접 치아들의 중심좌표를
잇는 선에 평행한 선을 작도하여 z축 방향으로 수
직면을 돌출시켜 작업면을 형성하고 해당 치아의
협설 경사도에 따라 각도를 부여했다. 경사된 작업
면 상에서 각 치아의 중심좌표를 지나면서 근원심
경사각도가 부여된 직경 2.6 mm 원통을 제작하고
이를 돌출 컷을 시행하여 모델을 관통하는 삼차원
홀을 형성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악 우측 제
2대구치에서 좌측 제2대구치까지 14개의 홀을 형성
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교합평면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바닥면에 각 치아의 중심좌표
를 서로 잇는 가로, 세로 0.5 mm의 정사각형의 돌
출 컷을 형성하여 0.5 mm 강선을 식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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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방사선사진 촬영 시 모델을 정중앙에 위치
시키기 위해 모델의 정중선을 가로, 세로 0.5 mm의
정사각형의 돌출 컷을 형성하여 표시하였다 (Fig 1).
제작된 삼차원 solid 모델은 SLA 5000 (3D Systems,
Rock Hill, SC, USA)을 이용하여 광경화성 복합수지
에 레이저를 주사하여 층별로 경화시키는 SLA
(stereo lithographic apparatus) 방식으로 신속조형 모
델(rapid prototyping, RP)을 제작하였다.
모델에 형성된 각 치아의 삼차원 홀에 상악치아를
대신하는 치아모형을 삽입하기 위해 직경 2.6 mm
와 각 치아의 평균 길이25를 갖는 강철봉을 밀링
(milling)하여 주형을 만들고 흐름성이 있는 자가중

Fig 1. 3D model and axes of rotation that were used
in this study. X, transverse axis; Y, anteroposterior axis; Z, vertical axis. The model was constructed using
SolidWorks program. Arrows show the model being tilted anteroposteriorly along the transverse axis (X axis),
tilted laterally along the anteroposterior axis (Y axis),
and rotated laterally along the vertical axis (Z axis).

대치교정지 38권 4호, 2008년

합형 레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시린지에 담아
주입하여 방사선불투과성 치아모형을 제작하였다.

경사판 및 스탠드
두부 위치 변화는 수평축(X axis), 전후방축(Y axis), 수직축(Z axis)을 기준으로 하여 총 9가지의 두
부 위치를 재현하였다 (Fig 1). 먼저 Ricketts26의 연
구를 참고하여 정상교합자의 교합평면이 프랑크푸
o
르트 수평면에 대해 약 8 전하방 경사지고 다른 방
향으로는 전혀 기울임이나 회전이 없는 것을 이상
적인 두부 위치로 결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전후
방축이나 수직축에 대한 기울임이나 회전 없이 수
평축을 중심으로 전후방으로만 5o, 10o 고개를 들거
나 숙인 경우(5o up, 10o up, 5o down, 10o down)를 재
o
o
o
o
o
현하기 위해 8 , 3 , -2 , 13 , 18 의 경사면을 갖는 받
침대를 제작하였다. 또한 전후방축을 중심으로 좌
측이나 우측으로 고개를 기울인 경우를 재현하기
o
o
위해 5 , 10 의 경사판을 제작하고 전후방 경사는 이
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8o 경사면을 갖는 받
침대와 함께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직축을 중심으
o
o
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5 , 10 고개를 돌린 경우를
재현하기 위해 바닥에 각도기를 부착하였고 마찬가
지로 전후방 8o 경사는 유지하였다.
모델과 경사판을 파노라마 촬영기에 안정되게 위
치시키기 위해 130 cm 높이의 스탠드를 제작하였고
디지털 수평계(Smart Tool, M-D building products,
Oklahoma City, OK, USA)를 이용하여 상판이 지면

Fig 2. Model positioning in the panoramic radiograph machine. A, Frontal view; B, lateral view; midsagittal positioning
beam (a) was aligned to model's midline and focal layer positioning beam (b) was aligned between the upper lateral
incisor and upper c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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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평을 이루도록 조절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
방사선사진 촬영은 Planmeca ProMax (Planmeca
Oy, Helsinki, Finland) 디지털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장치를 이용하였다.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모델을
위치시키기 위해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모델의 상악
절치 절단연이 전치부 가이드플라스틱 홈에 놓이고
모델에 미리 형성해 둔 0.5 × 0.5 mm 컷(cut)이 정중
시상면을 위치시키기 위한 레이저 빔과 일치하도록
했으며 전치부를 상층 내에 위치시키기 위한 레이
저 빔은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놓이도록 모형의 위
치를 조절하였다 (Fig 2). 촬영 조건은 54 KVp, 4 mA,
16초로 하였으며 얻어진 디지털 이미지는 대조도만
조절하여 DICOM 파일로 저장하였다. 한 명의 술자
가 1주일 간격으로 5주 동안 모든 두부 위치에서 다
섯 번씩 반복 촬영하여 총 25장의 사진을 얻었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의 치축각도의 왜곡

원하는 도구(Cobb's angle)를 이용하여 인접치아 장
축을 표시하고 그 사이 각을 0.01o까지 계측하였다.
치아장축이 교합평면쪽에서 수렴하는 경우 교합평
면쪽에서 각도를 측정하였고 교합평면 반대쪽에서
수렴하는 경우는 치근쪽에서 각도를 측정하고 (-)로
표시하였다 (Fig 3).

측정오차와 통계분석
각도 계측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15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2주 간격으로
반복 계측하였다. Method error를 계산하기 위해
Dahlberg's formula를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D는 계
측치 간의 차이이며, N은 두 번 계측한 표본 수이
다.
  
  



그 결과 0.09o- 0.40o 범위의 method error를 보였
고 평균 오차는 0.14o였다.

각도 계측
디지털 영상의 판독은 17인치 LCD 모니터(해상
도 1,280 × 1,024)상에서 π-ViewStar (INFINITT,
Seoul,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판독자가 모
니터의 밝기와 대조도를 조절하고 특정부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아의 평행성은 우측 제2대
구치에서 좌측 제2대구치까지 소프트웨어에서 지

Table 1. Angle betwe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at
ideal position
Angle between long axes of
Measurement

Mean ± SD
17∠16

Fig 3. Angular measurement of panoramic radiographs
using the measurement tool (Cobb's angle) of the πViewStar program. a, Angle betwe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as measured on the occlusal side wh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as converged toward the
occlusal plane; b, angle betwe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as measured on the apical side wh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This was assigned a negative value (−).

adjacent teeth (o)

-1.79 ± 0.11

16∠15

3.82 ± 0.12

15∠14

-4.83 ± 0.03

14∠13

-6.48 ± 0.10

13∠12

8.66 ± 0.08

12∠11

-0.53 ± 0.04

11∠21

0.27 ± 0.06

21∠22

0.14 ± 0.08

22∠23

7.37 ± 0.04

23∠24

-6.50 ± 0.08

24∠25

-5.39 ± 0.03

25∠26

4.47 ± 0.04

26∠27

-1.59 ± 0.14

SD, standard deviation; numbers in the measurement
row indicate tooth number (FDI system); ∠, root parallelism between adjacent teeth; negative angulation
values indicate the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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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version 11.0 프로그램(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모든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이상적인 위치에서 촬영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과 두부 위치를 변화시키고 촬영한 방사
선사진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수평축을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회전시킨 경우의 치
축각도의 변화 (Table 2, Fig 4)
고개를 들거나 숙이고(5o up, 10o up, 5o down, 10o
down) 촬영한 각각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두부 위치
에서 얻은 이미지와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항
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o 고
개를 든 경우 이상적인 두부 위치에서 촬영된 경우
o
o
와 비교했을 때 평균 차이는 0.03 - 1.73 로 11∠21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전치부(13∠12,
12∠11, 11∠21, 21∠22. 22∠23) 치근단이 유의한
수준으로 더 발산(divergence) 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01). 10o 고개를 든 경우 이상적인 두부 위
치와 비교했을 때 평균 차이는 0.20o - 3.79o로 11∠
21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전치부(13∠12,
12∠11, 11∠21, 21∠22, 22∠23) 및 16∠15, 15∠
14, 24∠25, 25∠26 항목의 치근단이 유의한 수준으
o
로 더 발산되었다 (p ＜ 0.001). 5 고개를 숙인 경우
o
o
평균 차이는 0.06 - 1.70 로 12∠13 항목에서 가장

연구성적
o

교합평면이 수평 기준면에 대해 전하방으로 8
경사를 갖는 이상적인 두부 위치에서 인접 치아장
축이 서로 이루는 각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17∠16, 15∠14, 14∠13, 11∠12, 23∠24, 24∠
25, 26∠27 항목들은 교합평면 반대쪽에서 수렴되
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교합평면쪽에서 수렴되는 치
아배열을 보였다 (Table 1).

Table 2. Paired t-test comparisons of root parallelism between ideal head position and head positions tilted anteroposteriorly along the transverse axis (X axis)
Model
position
Measurement

5o up

10o up

Mean
o

difference ( )

Sig

5o down

Mean

Sig

o

difference ( )

(-)-0.49

†

(-)-0.47

†

16∠15

0.25

†

1.05

‡

15∠14

(-)-0.29

†

(-)-0.96

14∠13

(-)0.14

*

1.66

‡

12∠11

1.33

‡

11∠21

1.73

‡

21∠22

1.16

‡

22∠23

1.11

‡

23∠24

(-)-0.03

NS

24∠25

(-)-0.53

†

25∠26

0.45

†

26∠27

(-)-0.32

*

17∠16

13∠12

Mean
o

difference ( )

10o down
Sig

Mean
difference (o)

Sig

(-)0.48

†

-1.00

‡

-1.43

‡

‡

(-)0.75

‡

(-)1.35

‡

(-)-0.20

*

(-)-0.16

*

(-)-0.10

3.09

‡

-1.70

‡

-2.50

‡

3.25

‡

(-)1.02

‡

(-)1.82

‡

3.79

‡

(-)0.83

‡

(-)2.33

‡

2.65

‡

(-)1.44

‡

(-)2.43

‡

2.40

‡

-1.01

‡

-2.04

‡

(-)0.20

*

(-)-0.06

NS

(-)0.42

†

(-)-0.80

‡

(-)0.36

†

(-)1.01

‡

1.25

‡

-0.87

‡

-1.15

‡

(-)-0.59

†

(-)0.22

(-)0.61

‡

(-)0.11

NS

NS

NS

Numbers in the measurement row indicate tooth number (FDI system); ∠, root parallelism between adjacent teeth;
mean difference (o), amount of change in measured angulation between ideal position and various head position; values
with (-) indicate that the measured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Sig, significance; NS, no significanc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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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gle betwe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at ideal head position and head positions tilted anteroposteriorly
o
o
o
o
along the transverse axis (5 up, 10 up, 5 down, and 10 down). Values with (−) indicate that the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Table 3. Paired t-test comparisons of root parallelism between ideal head position and head positions tilted laterally
along the anteroposterior axis (Y axis)
Model
position
Measurement

5o Right up
Mean difference (o)

10o Right up
Mean difference (o)

Significance
†

Significance

(-)-1.28

†

1.15

†

17∠16

(-)-0.79

16∠15

0.23

15∠14

(-)-0.20

†

(-)-0.12

14∠13

(-)-0.77

†

(-)-1.84

†

13∠12

0.58

†

1.08

*

12∠11

(-)-0.42

†

(-)-0.22

*

11∠21

(-)0.31

(-)0.98

†

21∠22

(-)0.63

*

(-)1.90

†

22∠23

-1.25

*

-1.65

†

23∠24

(-)0.01

NS

(-)0.26

*

24∠25

(-)0.57

†

(-)0.77

†

25∠26

-0.58

*

-1.10

†

26∠27

(-)0.40

(-)1.00

†

Numbers in the measurement row indicate tooth number (FDI system); ∠, root parallelism between adjacent teeth;
mean difference (o), amount of changes in measured angulation between ideal position and various head positions;
values with (-) indicate that the measured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NS, no significance; *p ＜ 0.01;

†

p ＜ 0.001.

큰 차이를 보였고 전치부 및 16∠15, 15∠14, 25∠
26 항목의 치근단은 유의한 수준으로 더 수렴
(convergence)되게 보였고 (p ＜ 0.001), 10o 고개를
o
o
숙인 경우 평균 차이는 0.48 - 2.50 로 12∠13 항목
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전치부 및
16∠15, 15∠14, 24∠25, 25∠26, 26∠27 항목이 유

의한 수준으로 더 수렴되게 보였다 (p ＜ 0.001).

전후방축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기울인 경우의 치
축각도의 변화 (Table 3, Fig 5)
전후방축을 중심으로 편측으로 5o 기울인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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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gle betwe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at ideal head position and head positions tilted laterally along the
o
o
anteroposterior axis (5 right up and 10 right up). Values with (−) indicate that the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Table 4. Paired t-test comparisons of root parallelism between ideal head position and head positions rotated laterally
along the vertical axis (Z axis)
Model
position
Measurement
17∠16

5o Right rotation
Mean difference (o)

10o Right rotation

Significance

Mean difference (o)

Significance

NS

(-)-0.02

NS

(-)-0.10

16∠15

-0.50

*

-0.71

15∠14

(-)-0.31

*

(-)0.08

14∠13

(-)-0.68

*

(-)-0.65

*

13∠12

-0.73

†

-1.61

†

12∠11

(-)0.35

*

(-)0.63

†

11∠21

0.15

21∠22

(-)0.25

*

(-)0.27

†

22∠23

0.31

†

1.53

†

NS

-0.09

*
NS

NS

23∠24

(-)0.38

†

(-)0.20

*

24∠25

(-)0.10

NS

(-)0.06

NS

25∠26

0.01

NS

0.63

26∠27

(-)-0.11

NS

(-)0.10

†

NS

Numbers in the measurement row indicate tooth number (FDI system); ∠, root parallelism between adjacent teeth;
mean difference (o), amount of changes in measured angulation between ideal position and various head positions;
values with (-) indicate that the measured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toward opposite of the occlusal
plane; NS, no significance; *p ＜ 0.01;

†

p ＜ 0.001.

이상적인 두부 위치에서 촬영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0.01o - 1.25o의 치축각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하방 경사측의 측절치와 견치 사이(22∠
23)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상방 경사측의
치아들(17∠16, 16∠15, 15∠14, 14∠13, 13∠12, 12
∠11)은 치근첨 사이가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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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하방 경사측의 치아들은 치근첨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전후방축을 중심
으로 편측으로 10o 기울인 경우 치축각도의 평균 차
o
o
이는 0.12 - 1.90 로서 하방 경사측의 중절치와 측
절치 사이(21∠22)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고, 마찬
가지로 상방 경사측의 치아들은 치근첨 사이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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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의 치축각도의 왜곡

Fig 6. Angle between long axes of adjacent teeth at ideal head position and head positions rotated laterally along
o
o
the vertical axis (5 right rotation and 10 right rotation). Values with (−) indicate that the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er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하방 경사측의 치아들
은 치근첨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
였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회전시킨 경우 치축
각도의 변화 (Table 4, Fig 6)
수직축울 중심으로 5o 고개를 돌린 경우를 이상
적인 두부 위치에서 촬영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평
균 차이는 0.01o - 0.73o로 고개를 돌린 쪽의 측절치
와 견치 사이(12∠13)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o
o
o
10 고개를 돌린 경우 평균 차이는 0.02 - 1.61 로
고개를 돌린 쪽의 측절치와 견치 사이(12∠13)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고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 시 왜곡이 가장 작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각 촬영기마다 가지는 고유한
상층 내에 환자를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조회사마다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Planmeca ProMax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는 환자 위치 가이드로 bite block이나
chin rest, temple supports와 세 방향에서 조사되는
laser beam을 가지고 있다. 먼저 환자의 머리와 등을
반듯이 세우고 상하 절치로 bite block을 가볍게 물
게 하거나 절치가 없는 경우 chin rest에 턱을 위치
시키도록 하고 세 방향에서 조사되는 레이저 빔이
환자의 정중시상면, 프랑크푸르트 수평면,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위치하도록 두부 위치를 조정한 후 촬
영 동안 환자가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tem-

ple supports가 관자놀이 부근에서 두부를 고정하도
록 한다. 하지만 숙련된 기사라고 해도 치아의 심한
총생이나 위치이상, 악골의 비대칭, 좌우측 교합평
면의 경사(occlusal plane canting), 급하거나 완만한
전후방 교합평면의 경사 등을 갖는 부정교합 환자
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위치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다. 따라서 두부의 위치 변화에 따라 파노라마 방
사선사진에 나타나는 왜곡의 양상을 이해하고 어떠
한 상황에서도 신뢰성 있게 치아의 경사도를 측정
하거나 왜곡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의 계측은 동일 환자에
서 치아길이, 치조골 높이, 치근 평행성 등을 다른
시기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야 할 경우 그 중요성
27
28
이 더욱 커질 것이다. Ramstad 등, Türp 등 및
29
Batenburg 등 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왜곡에 영
향을 주는 인자는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정도를 예
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정량적인 계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arheim 등18과 Larheim과 Svanaes19은 촬영 시 환자
의 두부가 정확하게 위치되거나 이러한 위치를 각
각 기록하여 재현할 수 있다면, 이미지의 수직 길이
와 각도는 신뢰할 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30
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계측치가 실측치와 차
이가 있더라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의 특징
적인 각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정치료와 같이 치료 후에 치아나 악골의 위치
및 교합평면의 기울기가 변하게 된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왜곡 양상이 달라져 치료 전, 후의 치
아 경사도 비교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계
측을 위한 안정된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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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 은 교합면을 구획별(중절치, 측절치-견치, 제1, 2
소구치, 제1, 2대구치의 교두정을 잇는 선)로 나누
어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부학적 기준선들과
비교하여 치아의 근원심경사도를 계측하였다. 그
결과 구획별 교합면 기준선이 해부학적 기준선에
비해 환자가 고개를 들거나 숙여서 생긴 교합평면
의 변화에도 비교적 일정한 치아의 근원심 각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Mckee 등20은 아치와이어가 이
루는 평면이 교합평면과 유사하고 방사선 불투과성
이기 때문에 설정하기 쉽고 치아와 근접하고 있어
상층의 중심면까지 거리도 유사하여 다른 멀리 떨
어진 해부학적 구조물을 기준면으로 한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각도 계측을 위한
기준선으로 구개평면,14 교합평면,11,31,32 하악평
면,14,32 하악지 평면,32 하안와평면,14 그리고 관절면
14
을 잇는 선 등이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
정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치근평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두부 위치 변화에 따른 인접 치아장축 사이
의 각도 변화를 계측하였다.
수평축을 중심으로 두부를 전후방으로 회전시킨
경우 (Table 2, Fig 5)와 이상적인 두부 위치에서 촬
영한 사진의 상악 치열의 치근 평행도를 비교한 결
과 교합평면의 전방 경사가 커질수록 치근첨이 보
다 가까워지는 수렴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후방 경
사가 커질수록 치근첨이 멀어지는 발산 경향을 보
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었
지만 전치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임상적으
로 환자의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 프랑크푸르트
수평면에 대한 교합평면의 경사도가 정상보다 5o,
10o 더 크거나 작다면 이를 고려하여 치근 평행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사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의 두부를 교합평면이 지면
에 8o 경사를 가지도록 기울여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후방축을 중심으로 두부를 좌우측으로 기울인
경우 (Table 3, Fig 6) 이상적인 두부위치에서 촬영
한 사진과 치근 평행도를 비교했을 때 교합평면이
올라간 쪽에서 치근첨이 발산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교합평면이 내려간 쪽에서는 치근첨이 수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악골이나
치조골의 수직적 길이 차이에 의해 교합평면이 좌
우측으로 경사된 환자에서는 치근 평행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러한 경사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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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두부를 반대 방향으로 경사시켜 파노라마 방사
선 사진을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두부를 좌우측으로 돌린 경우
(Table 4, Fig 6) 이상적인 두부 위치와 치근 평행도
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
았지만 고개를 회전시킨 쪽의 견치와 측절치 사이
(13∠12) 치근첨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
하였고 반대쪽의 견치와 측절치 사이(22∠23) 치근
첨은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세 방향의 두부 회전 중에서
이상적인 두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과 치근 평행
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평
축에 대해 고개를 들거나 숙인 전후방적 회전이었
고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직축에 대해 좌
우측으로 고개를 돌린 경우였다.
이처럼 두부의 위치 변화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의 계측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노라
마 방사선사진에서 치아의 길이나 각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를 올바르게 위
치시켜 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파
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기가 가지는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두부 위치에 의한 오류는 촬영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두부의 위
치 변화에 의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뿐만 아니라
정모 두부방사선사진32이나 측모 두부방사선사진33
에서도 계측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촬영 시 환자의 올바
른 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상교합자의 실험모형을 대상으로 시
행되었지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했다면 인접
구조물과의 중첩이나 입체적인 치아형태나 치근의
이개도 등에 의해 치근 평행성에 약간 상이한 결과
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치과용 전산화단
층촬영기와 3차원 영상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
달로 실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파노라마 방사
선사진과 비교한다면 실제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각도계측을 위한 안정된 기준선을 마련하
고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며 교정치료 시 치근평행
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진단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시 두부의 위치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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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근 평행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
해 교합평면이 수평면에 대해 전하방으로 8o 경사
진 경우를 이상적인 두부 위치로 하여 수평축에 대
o
o
o
해 고개를 전후방 회전시킨 경우(5 up, 10 up, 5
down, 10o down)와 전후방축에 대해 고개를 좌우측
으로 기울인 경우(5o right up, 10o right up) 그리고
o
수직축에 대해 고개를 좌우측으로 돌린 경우(5
o
right rotation, 10 right rotation)를 각각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평축에 대해 전후방으로 회전시킨 경우 고개를
전방으로 기울일수록 대부분의 치근첨 사이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전치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2. 전후방축에 대해 좌우측으로 고개를 기울인 경우
교합평면이 올라간 쪽에서는 치근첨 사이가 발
산하는 경향을 보였고 내려간 쪽에서는 치근첨
사이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5o 고개를 기울
인 경우 교합평면이 내려간 쪽의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10o 기울인
경우 내려간 쪽의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에서 가
장 큰 차이를 보였다.
3. 수직축에 대해 좌우측으로 고개를 돌린 경우 고
개를 돌린 쪽의 견치와 측절치 사이 치근첨이 서
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반대쪽의
견치와 측절치 사이 치근첨은 서로 멀어지는 방
향으로 이동하였다. 5o, 10o 편측으로 고개를 돌
린 경우 모두 동측의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서 가
장 큰 차이(0.73o, 1.61o)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
시 두부의 위치에 따라 치근 평행도가 달라지기 때
문에 환자를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교정 환자에서 치근 평행도를 평가할 때 교합평면
의 경사(전후방, 좌우측방)나 악궁의 비대칭, 치아
의 위치 이상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
사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의 치축각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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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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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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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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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Distortion of tooth axes on panoramic radiographs taken at
various head positions
a

b

Hyun-Sang Jeon, DDS, Gab-Lim Choi, DDS, MSD,
c
d
Sung-Hoon Lim, DDS, MSD, PhD, Kwang-Won Kim, DDS, MSD, Ph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head position changes on the root parallelism
between adjacent teeth on panoramic radiographs. Methods: A model with normal occlusion was constructed in
the SolidWorks program, then RP (rapid protyping) model was fabricated. The model was repeatedly imaged and
o
o
o
o
repositioned five times at each of the following nine positions: ideal head position, 5 up, 10 up, 5 down, 10
o
o
o
o
down, 5 right, 10 right up, and 5 right rotation, 10 right rotation. Panoramic radiographs were taken by
Planmeca ProMax and the angle between the long axes of adjacent teeth was directly measured in the monitor.
Results: Axes of adjacent teeth tended to converge toward the occlusal plane when the head tilted up and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when the head tilted down. Anterior teeth showed the most
o
o
notable differences. When one side of the head tilted up 5 and 10 along the anteroposterior axis (Y axis), tooth
axes of the same side tended to converge toward the occlusal plane and tooth axes of the opposite side tended
to converge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When the head rotated to one side along the vertical
axis (Z axis), the canine and lateral incisor of the same side converg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cclusal
plane and the canine and lateral incisor of the other side converged toward the occlusal plane. Conclusions:
When assessing the root parallelism on panoramic radiographs, the occlusal plane cant (anteroposterior or lateral) or asymmetry of the dental arch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se can cause distortion of tooth axes on
panoramic radiographs. (Korean J Orthod 2008;38(4):240-251)

Key words: Panoramic radiograph, Various head positions, Root paralle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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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안면비대칭자의 하악골 악교정수술 후
정면 연조직 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
a

b

c

d

e

황현식 ㆍJessica J. Lee ㆍ황정현 ㆍ최학희 ㆍ임회정

본 연구는 안면비대칭 환자의 악교정수술 시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정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정면 얼굴
이미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안면비대칭이 동반된 하악골 수술 예정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정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과 얼굴사진(photo)을 술전 및 술후에 각각 같은 각도로 촬영한 후, 술전 및 술후의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수평 및 수직으로 구
분하여 각각 측정한 후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조직 변화와 경조직 변화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1：1 mean ratio 산출을 위하여
서로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경조직 계측점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선택한 결과 직하방에 있는 경조직보다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조직 계측점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경조직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회귀방정식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산출한 결과 연조직 수평변화 예측에 경조직 수직변화도 사용되고 연조직 수직
변화 예측에 경조직 수평변화도 사용되었으며, 수평과 수직변화 모두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방정식은 연조직 menton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하부 경조직 계측점과 상부 연조직 계측점의 비율을 이용하는 1：1 mean ratio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조직 변화 예측은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정면 이미지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대치교정지 2008;
38(4):252-264)
주요 단어: 연조직 변화 예측,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정면 얼굴사진, 안면비대칭, 이미지 시뮬레이션

서론
악교정수술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시 경조직을 기
준으로 수술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반면 수술결
과에 대한 만족도는 연조직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조직 이동에 대한 연조직 반응에
a

교수, 전남대학교 치의학연구소, 2단계 BK21 연구사업단, 치과대학 교정
학교실.
b
조교수, 워싱턴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c
연구원, 한국성인교합연구소.
d
e
대학원생, 조교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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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1-8 또한 이를 예측하
9-14
는 것에 대한 시도가 있어왔다.
9
McNeill 등 은 아세테이트 투사지를 잘라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술에 의한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측모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고, Kinnebrew 등10은 슬라이드를 투사하여 경조직과 연조직
을 합성하고 연조직 변화를 포함한 치료계획 수립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
달과 함께 Bhatia와 Sowray,11 Harradine과 Birnie,12
Sarver 등13, Sarver와 Johnston14은 환자의 두부방사
선사진과 얼굴사진(photo)을 컴퓨터로 합성하고 수
술 후 얼굴사진의 변화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
측하는 방법을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어 현재 활
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연조직 변화 예측 그리고 이를
얼굴사진의 변화로 나타내는 영상 시뮬레이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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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로 이는 교정과 의사와 외과의사 등 전문가
간 의사소통은 말할 것은 없고 술자와 환자 간의 의
견교환 및 치료계획 수립 및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든 연구는 측면 이미지
에 제한되었으며 정면 이미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함께 심미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간의 비대칭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면에서의 연조직 변
화 및 이를 예측하는 이미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반면 이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상태였
다. 경조직 변화에 대한 연조직 변화의 연구를 위해
서는 두부방사선사진과 얼굴사진의 합성이 선결되
어야 하는데 측면 이미지의 경우 이의 합성이 큰 문
제가 없는 반면, 정면 이미지의 경우 이의 합성에
애로가 있었다. 각각의 영상 촬영 시 두부의 측방회
전은 ear rod에 의해 고정되는 반면 수직회전은 자
유로이 허용되는 두부방사선사진 특성상 정면 방사
선사진과 정면 얼굴사진의 합성은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Hwang 등15은 일정한 두부 자세에서
16
방사선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두부자세재현기 를 고
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발표하여 일정한 두
부자세에서 측모 및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그리고
측면 및 정면 얼굴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술 전 및 수술 후에 각각 두부자세
재현기를 이용하여 같은 두부자세에서 정모 두부
방사선사진과 정면 얼굴사진을 채득한 후 방사선사
진상의 경조직 변화와 얼굴사진상의 연조직 변화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한편 다중회귀분석으로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구함으로써 컴퓨터를 이
용한 정면 얼굴 이미지 시뮬레이션에 도움이 되고
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악교정수술 예정 환자 45명
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상 골절단술에 의한 하악
골 수술 환자로 제한하였으며 하악골 후퇴증으로
인한 수술 환자는 제외하였다 (Table 1).

연구방법

정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 및 정면 얼굴사진 촬영
술전 교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그리고 악교정수술
후 1개월째 정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 및 정면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동공의 위치가 정모 두부방사
선사진에 나타날 수 있도록 Kim 등17의 방법에 따
라 동공위치 지시기(Pupil Position Marker)를, 그리
고 정모 두부방사선사진과 정면 얼굴사진 촬영 시
같은 두부 자세에서 영상을 채득할 수 있도록 Kim
과 Hwang16의 방법에 따라 두부자세재현기(Head
Posture Aligner)를 사용하였다. 먼저 물방울 수평계
(Precision Torpedo Level, Johnson Level & Tool
Manufacturing Co, USA)가 부착된 두부자세재현기
를 연구대상자의 얼굴 좌측면에 부착한 후 거울 앞
1.5 m 지점에 서서 거울 속의 눈동자를 보도록 지
시한 후 물방울 수평계를 0으로 조정하여 두부자세
를 입력하였다. 두부방사선규격사진 촬영기(PM2002
CC Proline, Planmeca, Finland)의 두부고정대에 대상
자를 위치시키고 좌우측 외이도에 ear rod를 위치시
켜 두부의 수평회전을 고정하는 한편 두부자세재현
기 내의 물방울수평계가 0이 되도록 두부의 수직회
전 정도를 조정하였다. 아울러 동공위치지시기 내
의 좌우 동공표시점을 대상자의 동공과 맞도록 조
정한 후 방사선원과 ear rod 축간 거리 150 cm, ear
rod 축과 필름간 거리 15 cm, 10 mA, 75 - 85 KVp,
노출 시간은 1.6초의 조건으로 정모 두부방사선규
격사진을 촬영하였다. 한편 차후 방사선사진에 나
온 불투과상을 이용하여 기준선 작성에 사용하기
18
위하여 Hwang 등 의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귀에
삽입되는 좌우 ear rod의 끝에 metal ball marker를
부착한 후 촬영하였다.
정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을 촬영한 후에는, 방사
선사진 조사부를 제거하고 100 mm macrolens와 함
께 치과전용 카메라(Dental Eye III, Yashica, Japan)를
장착한 두부방사선규격사진 촬영장치의 두부 고정
대에 연구대상자를 위치시키고, 방사선사진 촬영
시와 마찬가지로 좌우측 외이도에 ear rod를 위치시
켜 두부의 수평회전을 고정하는 한편 두부자세재현
기 내의 물방울수평계가 0이 되도록 대상자의 두부
의 수직회전 정도를 조정한 후 정면 얼굴사진을 촬
영하였다. 방사선사진과 얼굴사진 촬영 시 모두에
서, 두부의 수직회전 정도는 두부자세재현기에 의
해 얻어진 자세를 택하는 반면, 치아는 중심교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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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and summary of orthognathic surgery performed
Subject Sex
KSM

F

Age

Surgery*

Year-Month
21-0

Mn, 8.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Chin deviation†
Before
Rt 2.0

After
Rt 1.5

Zygoma, Rt 4.0 Lt 3.0 augmentation
KSG

F

22-4

Mn, Rt 8.0 Lt 3.0 setback; Both angle reduction Lt angle corticotomy Lt 5.0

0

KIH

F

21-1

Mn, 10.0 setback; Genio, AP 3.0 reduction

Lt 5.0

Lt 4.0

KYS

M

23-6

Mn, Rt 6.0 Lt 2.0 setback; Both angle contouring

Lt 4.0

Lt 1.0

KWS

M

25-9

Mn, Rt 6.5 Lt 5.0 setback

Lt 5.0

Lt 3.5

KKY

F

21-10

Mn, Rt 9.0 Lt 6.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AP 3.0 reduction Lt 2.0

0

KDH

M

27-0

Mn, Rt 11.5 Lt 8.5 setback; Paranasal augmentation

Lt 3.0

Lt 1.5

KMK

F

21-10

Mn, Rt 6.5 Lt 7.5 setback

Rt 2.0

Rt 0.5

KMJ

F

20-10

Mn, Rt 6.5 Lt 10.5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Rt 7.0

0

KBJ

M

25-10

Mn, Rt 8.0 Lt 12.0 setback; Genio, AP 3.0 advancement;

Rt 2.0

Rt 1.0

Both angle contouring
KBW

M

27-3

Mn, Rt 13.0 Lt 17.0 setback; Genio, Vt 4.0 reduction

Rt 5.0

0

KYS

F

18-8

Mn, Rt 7.0 Lt 6.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Rt 1.5

0

KYL

F

22-6

Mn, Rt 15.5 Lt 13.5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Lt 3.5

0

KJH

M

34-0

Mn, Rt 2.0 Lt 13.0 setback

Rt 11.0 0

KCW

M

23-5

Mn, 14.5 setback; Genio, Vt 6.0 reduction

Lt 0.5

Lt 0.5

KPM

M

25-3

Mn, Rt 5.0 Lt 12.0 setback

Rt 6.0

Rt 1.0

KHC

M

35-1

Mn, Rt 15.5 Lt 4.5 setback; Genio, AP 3.0 reduction

Lt 6.0

Rt 1.0

NHG

M

26-4

Mn, Rt 4.0 setback

Lt 5.0

0

PSA

F

26-6

Mn, Rt 9.0 Lt 6.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Lt 2.0

0

PJS

M

26-3

Mn, Rt 7.5 Lt 5.5 setback

Lt 1.0

Rt 2.0

SHN

F

24-7

Mn, Rt 4.0 Lt 9.5 setback; Both angle contouring

Rt 6.0

Rt 1.5

SHS

M

29-8

Mn, Rt 11.5 Lt 10.5 setback; Genio, Vt 5.0 AP 5.0 reduction

Lt 1.0

0

SJS

M

24-6

Mn, Rt 9.5 Lt 13.5 setback; Lt angle corticotomy

Rt 1.5

0

YBH

F

27-8

Mn, Rt 2.5 Lt 7.0 setback

Lt 5.0

Lt 2.0

SKC

M

24-9

Mn, Rt 10.5 Lt 8.0 setback; Genio, Vt 4.0 reduction

Lt 2.0

0

YHJ

F

19-4

Mn, Rt 7.0 Lt 10.0 setback

Rt 3.5

0

LGH

M

24-3

Mn, Rt 1.0 Lt 6.0 setback; Lt angle augmentation

Rt 8.0

Rt 3.0

LGH

M

26-11

Mn, Rt 6.5 Lt 7.5 setback; Genio, Vt 6.0 AP 4.0 advancement

Lt 2.0

Lt 2.0

LNR

F

18-5

Mn, Rt 11.5 Lt 11.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Rt 1.5

Rt 1.5

Both angle conto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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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ubject Sex

Age

Chin deviation†

Surgery*

Year-Month

Before

After

LSN

F

18-10

Mn, Rt 4.5 Lt 12.5 setback

Rt 6.0

Lt 1.0

LYH

M

33-4

Mn, Rt 1.0 Lt 6.0 setback

Rt 3.0

Lt 0.5

LJH

F

28-10

Mn, Rt 8.5 Lt 8.0 setback; Genio, Vt 5.0 reduction

Lt 0.5

Lt 0.5

LHJ

M

24-1

Mn, Rt 5.0 Lt 12.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Rt 4.0

Rt 1.5

JWS

M

22-9

Mn, Rt 14.5 Lt 5.5 setback; Genio, Vt 5.0 reduction AP 5.0 advancement Lt 10.0 Lt 4.0

JGT

M

23-6

Mn, Rt 8.5 Lt 5.5 setback; Both angle 5.0 reduction

Lt 4.0

Lt 2.0

JMS

M

28-0

Mn, Rt 6.0 Lt 7.0 setback

Rt 2.0

Rt 1.0

JMY

F

24-11

Mn, Rt 6.0 Lt 8.0 setback; Genio, AP 4.0 advancement; Both malar

Lt 1.0

Rt 2.0

reduction
JSK

M

25-10

Mn, Rt 7.0 Lt 4.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Lt 8.0

Lt 1.0

JSM

F

28-0

Mn, Rt 10.0 Lt 5.0 setback

Lt 3.5

Lt 0.5

JHJ

F

21-10

Mn, Rt 7.5 Lt 3.0 setback

Lt 7.0

Lt 2.0

CYR

F

19-4

Mn, Rt 7.0 Lt 5.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Lt 3.5

Lt 1.0

CCJ

M

30-6

Mn, Rt 11.5 Lt 5.0 setback; Genio, Vt 5.0 reduction AP 3.0 advancement Lt 6.0

Lt 2.0

HYK

F

26-6

Mn, Rt 7.0 Lt 3.0 setback; Genio, AP 4.0 reduction

Lt 2.5

0

HSW

M

25-6

Mn, Rt 8.0 Lt 2.0 setback; Genio, Vt 3.0 reduction

Lt 8.0

Lt 1.0

HEA

F

19-3

Mn, Rt 9.5 Lt 8.0 setback; Genio, Vt 5.0 reduction AP 3.0 advancement Rt 1.0

Rt 3.0

*

The number in the surgery column indicates the amount of operation (unit; mm);

†

The degree of chin deviation

before and after surgery is expressed as the angle formed by Cg-ANS and ANS-Me lines (unit: o). Mn, mandible;
Genio, genioplasty; Vt, vertical; AP, anteroposterior; Rt, right; Lt, left.

로 교합된 상태로 그리고 입술은 이완된 상태에서 자
료를 채득하였다.

투사도 작성 및 계측점의 변화량 측정
술전 및 수술 후에 촬영된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위에 아세테이트지를 부착하고 Fig 1, Table 2와 같
은 계측점을 이용하여 투사도를 작성하였다. 방사
선사진에 투영된 좌우 ear rod ball marker를 이용하
여 수평기준선을 작도하고 이에 직각이면서 Cg를
지나는 수선을 수직기준선으로 작도하였다. 얼굴사
진의 경우 현상된 슬라이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JPEG 화일로 저장한 후 이를 Image Analyzer (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USA)에 입력하였다. 방
사선사진상에 나타난 좌우 동공점간 거리와 얼굴사
진상의 동공점 위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확대율을
고려한 얼굴사진의 calibration을 시행한 후 Fig 2,

Table 3과 같은 계측점을 설정하고 좌우 동공점을
연결한 선을 수평기준선으로 그리고 이의 수직 이
등분선을 수직기준선으로 작도하였다.
술전 및 술후 방사선사진 투사도 그리고 술전 및
술후 얼굴사진에서 각각 수평기준선을 X축으로 하
고 수직기준선을 Y축으로 하여 각 계측점들의 술전
위치에서 술후 위치로의 수평 및 수직 변화량을 방
향과 함께 표시하였다. 수평변화량은 Δh, 수직변화
량은 Δv로 표시하였으며, 수평변화량의 경우 술후
계측점이 술전에 비해 비대칭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를 (＋)로, 수직변화량의 경우에는 하방
으로 이동한 경우를 (＋)로, 그 반대방향인 경우를
각각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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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Fig 1. Cephalometric landmarks to represent hard tissue change. Detailed description of landmarks is in
Table 2.

술전 및 술후 투사도에서 각 경조직 계측점의 경
조직 수평변화량(Δh), 수직변화량(Δv)을, 술전 및
술후 얼굴사진에서 연조직 계측점의 수평변화량(Δ
h), 수직변화량(Δv)을 각각 산출한 후 경조직 계측
점 변화량과 연조직 계측점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평변화량과 수직변화량을 구
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조직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을 연
조직 계측점별로 찾고 이들간의 1：1 평균변화율
(mean ratio)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연조직 계측점에
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경조직 계측점을 선택한 후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에 대한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량 비율을 수평과 수직을 구분하여 산출하였
다.
모든 경조직점의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변화를

Table 2. Description of frontal cephalometric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Landmark

Name

Definition

Cg

Crista galli

Mid point of crista galli

ANS

Anterior nasal spine

Tip of anterior nasal spine

Jdev

Jugal process (dev)

Intersection of jugal process with maxillary tuberosity (deviated side)

Jctl

Jugal process (ctl)

Intersection of jugal process with maxillary tuberosity (contralateral side)

U6dev

Upper first molar (dev) Most buccal point on the crown of upper first molar (deviated side)

U6ctl

Upper first molar (ctl) Most buccal point on the crown of upper first molar (contralateral side)

L6dev

Lower first molar (dev) Most buccal point on the crown of lower first molar (deviated side)

L6ctl

Lower first molar (ctl) Most buccal point on the crown of lower first molar (contralateral side)

U1

Upper incisors

Mid point between upper central incisors at the level of incisor edges

L1

Lower incisors

Mid point between lower central incisors at the level of incisor edges

Ardev

Articulare (dev)

Intersection of ascending ramus with the contour of mastoid process
(deviated side)

Arctl

Articulare (ctl)

Intersection of ascending ramus with the contour of mastoid process
(contralateral side)

Godev

Gonion (dev)

The most lateral and inferior point at the angle of the mandible (deviated side)

Goctl

Gonion (ctl)

The most lateral and inferior point at the angle of the mandible (contralateral side)

Agdev

Antegonion (dev)

The deepest point in the antegonial notch (deviated side)

Agctl

Antegonion (ctl)

The deepest point in the antegonial notch (contralateral side)

Me

Menton

Point on inferior border of symphysis directly inferior to mental protub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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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위하여 각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을 종
속변수로 하고 수평과 수직변화량 관계없이 모든
경조직 계측점 변화량을 독립변수로 한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조직 계측점별로 수평방
향과 수직방향의 회귀방정식을 구하였다.

연구성적

Fig 2. Photometric landmarks to represent soft tissue
change. Detailed description of landmarks is in
Table 3.

술전, 술후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
관관계를 수평변화량과 수직변화량을 구분하여 산
출한 결과 Table 4와 5의 결과를 얻었다. 수평변화
량의 경우 연조직 변화량과 가장 많은 경우에서 유
의한 상관성을 보인 경조직 계측점은 L6dev, Me, 그
리고 L1으로 각각 5개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유의성
을 보여 이들 계측점의 변화가 연조직 수평변화량
예측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
편 Arctl, Ardev, Goctl, Godev, Agctl, Agdev은 소수의 연조
직 계측항목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L6ctl은
어느 항목과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수평

Table 3. Description of photometric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Landmark

Definition

Name

Pdev

Preaurale (dev)

Intersection of cheek contour with ear lobe on the deviated side

Pctl

Preaurale (ctl)

Intersection of cheek contour with ear lobe on the contralateral side

Pn

Pronasale

The most prominent point on the nose

Aldev

Alare (dev)

The most lateral point of the contour of nose (deviated side)

Alctl

Alare (ctl)

The most lateral point of the contour of nose (contralateral side)

Sn

Subnasale

The most inferior point on the outline of the middle area of nose

UL

Upper lip

The superior point of the vermilion border of the middle area of upper lip

LL

Lower lip

The inferior point of the vermilion border of the middle area of lower lip

Chdev

Cheilion (dev)

The most lateral point of the vermilion border of the lip on the deviated side

Chctl

Cheilion (ctl)

The most lateral point of the vermilion border of the lip on
the contalateral side

Go'dev

Soft tissue gonion (dev) The most lateral and inferior point of the outline of the deviated cheek

Go'ctl

Soft tissue gonion (ctl)

The most lateral and inferior point of the outline of the contalateral cheek

GMdev

GM (dev)

The bulkiest point of lower mandibular outline between gonion and

GMctl

GM (ctl)

The bulkiest point of lower mandibular outline between gonion and menton

Me′

Soft tissue menton

The most inferior point of the prominence of the chin in middle area

menton of the deviated side
of the contalatera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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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ard tissue change and soft tissue change in the horizontal direction

Δh Pdev Δh Pctl Δh UL Δh LL

Δh Chdev Δh Chctl Δh Go'dev Δh Go'ctl Δh GMdev Δh GMctl Δh Me'

Δh L6dev

0.199

0.155

0.145

0.641

0.293

0.253

0.368*

0.131

0.491†

0.468† 0.658†

Δh L6ctl

0.113

0.043

0.214

0.193

0.269

0.145

0.090

0.064

0.112

0.279

Δh L1

0.272

0.118

0.003

0.776†

0.337*

0.271

0.299

0.183

0.466†

0.491† 0.809†

Δh Ardev

0.002

0.360*

-0.104

0.173

0.072

0.038

0.309*

0.289

0.412†

0.065

0.121

Δh Arctl

-0.268

Δh Godev -0.073

†

0.429
0.111

0.103
†

0.445

†

*

0.278

0.183

0.029

0.154

-0.003

0.364

0.250

-0.073

0.080

-0.015

-0.094

-0.173

0.103

0.178

0.098

-0.066

-0.229

*

Δh Goctl -0.037

0.024

0.375

0.035

0.020

0.128

-0.069

0.209

0.060

0.227

0.050

Δh Agdev

0.144

0.358*

0.008

-0.152

0.009

0.154

0.114

0.025

-0.008

-0.186

0.175

*

0.011

0.226

0.031

0.040

Δh Agctl -0.164
Δh Me
*

p < 0.05;

0.209

0.107

0.311

0.100

0.082
†

0.696

0.026
†

0.407

0.198
0.206

-0.077
0.231

*

0.356

0.190

†

0.414

†

0.483

0.782†

†

p < 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ard tissue change and soft tissue change in the vertical direction

Δv Pdev Δv Pctl Δv UL Δv LL Δv Chdev Δv Chctl Δv Go'dev Δv Go'ctl Δv GMdev Δv GMctl Δv Me'
Δv L6dev

0.241

0.258

0.093

0.142

0.152

-0.006

0.262

0.243

0.545†

0.475†

0.583†

Δv L6ctl

0.410†

0.358*

0.108

0.221

0.161

0.005

0.367*

0.426†

0.536†

0.550†

0.580†

Δv L1

0.302*

0.248

0.148

0.328*

0.158

0.010

0.281

0.293

0.597†

0.497†

0.594†

Δv Ardev

0.037

-0.050

0.010

-0.062

0.171

0.095

0.036

0.019

-0.074

-0.070

-0.085

Δv Arctl

0.024

-0.007

-0.127

-0.120

0.021

0.022

-0.095

-0.011

-0.233

-0.142

-0.179

Δv Godev -0.143

-0.129

0.019

0.208

0.196

0.062

0.123

0.027

0.188

0.102

0.103

0.160

0.056

0.288

0.355*

0.133

0.342*

0.382*

0.317*

0.363*

0.283

*

Δv Goctl

0.251

†

Δv Agdev

0.179

0.140

0.152

0.231

0.292

0.081

0.241

0.206

0.412

0.345

0.243

Δv Agctl

0.460†

0.456†

0.037

0.131

0.211

0.039

0.467†

0.510†

0.407†

0.543†

0.289

†

†

Δv Me
*

p < 0.05;

0.125

0.038

0.108

0.237

0.011

0.248

0.212

0.648

0.580

0.729†

†

p < 0.01.

방향의 연조직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계측
점임을 나타내었다 (Table 4).
수직변화량의 경우 경조직 계측점 중 L6ctl, L1,
Goctl, Agctl이 5 - 7개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그리고
Me와 L6dev이 3개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각각 유의
한 상관성을 보여 연조직 수직변화량 예측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Arctl, Ardev,
Godev은 어느 항목과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
아 수직방향의 연조직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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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는 계측점임을 나타내었다.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
고 있는 Go과 Ag을 비교한 결과 Go보다 Ag이 편위
측과 반대측 모두에서 보다 많은 연조직 계측항목
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6의
경우 편위측과 반대측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
었는데 수평변화의 경우에는 편위측인 L6dev이 많은
연조직 계측점과 상관성을 보인 반면, 수직변화에
서는 반대측인 L6ctl이 편위측 L6dev보다 많은 연조
직 계측항목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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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평변화에서는 편위측 경조직 계측점이 반대측
계측점과 같거나 약간 더 많은 상관성을 보인 반면
수직변화에서는 반대측 계측점이 편위측보다 보다
많은 상관성을 보여 수평변화와 수직변화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Table 5).
연조직 계측점별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경조직 계
측점을 선택하여 1：1 mean ratio를 산출한 결과
Table 6과 7의 결과를 얻었다. 수평변화에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경조직 계측점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각각 선택한 결과 LL 한 항목에서만 바로 하방에
있는 경조직이 선택된 반면 나머지 연조직은 다른
부위의 경조직 변화와 짝을 이루어 1：1 mean ratio
산출 의미가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L1은 5
개의 연조직 계측 항목과 짝을 이루어 수평방향의
연조직 변화 예측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조직 계측점임을 보여주었다. 바로 하방의 경조

Table 6. Mean ratio between soft tissue and hard tissue change in the horizontal direction
Mean change (mm)

Mean ratio

Correlation

Δh Pdev / Δh L1

0.405 / 3.221

0.126

0.272

Δh Pctl / Δh Arctl

0.191 / 0.093

2.054

0.429†

Δh UL / Δh Godev

0.422 / 1.802

0.234

0.445†

Δh LL / Δh L1

1.869 / 3.221

0.580

0.776†

Δh Chdev / Δh Me

0.767 / 4.023

0.191

0.407†

Δh Chctl / Δh L1

1.586 / 3.221

0.492

0.271

Δh Go’dev / Δh L6dev

1.077 / 2.209

0.488

0.368*

Δh Go’ctl / Δh Arctl

1.519 / 0.093

16.333

0.364*

Δh GMdev / Δh L6dev

2.871 / 2.209

1.300

0.491†

Δh GMctl / Δh L1

3.282 / 3.221

1.019

0.491†

Δh Me’ / Δh L1

4.561 / 3.221

1.416

0.809†

*

p < 0.05;

†

p < 0.01.

Table 7. Mean ratio between soft tissue and hard tissue change in the vertical direction
Mean change (mm)

Mean ratio

Correlation

Δv Pdev / Δv Agctl

1.578 / 0.744

2.121

0.460†

Δv Pctl / Δv Agctl

1.115 / 0.744

1.499

0.456†

Δv UL / Δv Agdev

0.021 / 0.826

0.025

0.152

Δv LL / Δv L1

0.232 / -2.477

-0.094

0.328*

Δv Chdev / Δv Goctl

0.659 / 0.081

8.136

0.355*

Δv Chctl / Δv Goctl

-0.013 / 0.081

-0.160

0.133

Δv Go'dev / Δv Agctl

0.009 / 0.744

0.012

0.467†

Δv Go'ctl / Δv Agctl

-0.196 / 0.744

-0.263

0.510†

Δv GMdev / Δv Me

-1.380 / -3.279

0.421

0.648†

Δv GMctl / Δv Me
Δv Me' / Δv Me

-2.406 / -3.279
-2.106 / -3.279

0.734
0.642

0.580†
0.729†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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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L1과 짝을 이룬 LL의 경우 mean ratio는 0.580
으로 나타나 경조직의 수평변화에 대하여 하순 부
위 연조직은 58% 정도만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 (Table 6).
수직적 변화의 경우에도 LL과 Me' 두 항목만 바
로 하방의 경조직 계측점과 짝을 이루고 나머지는
직하방이 아닌 다른 부위의 경조직 계측점과 짝을
이루어 1：1 mean ratio의 사용이 유용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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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였다. 수직변화의 경우 Me이 GMctl, GMdev,
Me' 등 3개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짝을 이루는데 사
용되어 연조직 수직변화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측점임을 보여주었다. Me'의 경우 하부
경조직 계측점의 이동량에 따른 상부 연조직 계측
점의 변화를 나타내는 mean ratio값이 0.642를 보여
경조직의 수직적 변화에 대하여 연조직은 64% 정
도만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Table 7).

Table 8.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horizontal change of soft tissue points
Equation

R2

Δh Pdev

-

Δh Pctl

0.71ㆍΔhArctl + 0.13

0.184

Δh UL

0.16ㆍΔhGodev + 0.12ㆍΔhGoctl + 0.11ㆍΔvArctl - 0.03

0.437

Δh LL

0.65ㆍΔhL1 - 0.22

0.602

Δh Chdev

0.23ㆍΔhMe - 0.16

0.166

Δh Chctl

-

Δh Go'dev

0.54ㆍΔhArdev + 1.03

0.096

Δh Go'ctl

0.82ㆍΔhArctl + 1.44

0.133

Δh GMdev

0.99ㆍΔhL1 + 1.26ㆍΔhArdev - 0.35ㆍΔvArdev + 0.09

0.483

Δh GMctl

1.07ㆍΔhL1 - 0.15

0.241

Δh Me'

0.89ㆍΔhL1 - 0.37ㆍΔhAgdev - 0.45ㆍΔvL6ctl +

0.819

-

-

0.32ㆍΔvAgctl - 0.16ㆍΔvArdev + 0.34ㆍΔhMe + 0.76

Table 9.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vertical change of soft tissue points
Equation

260

R2

Δv Pdev

0.90ㆍΔvAgctl - 0.18ㆍΔvGodev + 1.26

0.335

Δv Pctl

0.78ㆍΔvAgctl - 0.16ㆍΔvGodev + 0.83

0.321

Δv UL

-

Δv LL

0.19ㆍΔvL1 + 0.72

0.107

Δv Chdev

0.27ㆍΔvGoctl + 0.64

0.126

Δv Chctl

-

Δv Go'dev

0.41ㆍΔvAgctl + 0.29ㆍΔhGodev + 0.39ㆍΔhL6ctl -1.40

0.402

Δv Go'ctl

0.76ㆍΔvAgctl + 0.62ㆍΔhL6ctl - 1.67

0.349

Δv GMdev

0.43ㆍΔvMe + 0.50ㆍΔvAgdev + 0.25ㆍΔhGodev - 0.84

0.586

Δv GMctl

0.35ㆍΔvMe + 0.49ㆍΔvAgctl - 0.27ㆍΔhMe - 0.53

0.542

Δv Me'

0.47ㆍΔvMe + 0.36ㆍΔvL6dev - 0.35

0.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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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을 산출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8과 9의 결
2
과를 얻었다. R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계측점은 수
평변화의 경우 Me', 수직변화의 경우 GMdev와 Me'
으로 나타나 Me'이 수술 후 반응을 가장 정확히 예
측할 수 있는 연조직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선택
된 경조직변화 변수를 연조직 계측점별로 살펴본
결과 연조직의 수평방향 변화 예측에 경조직의 수
직변화가 사용되고, 연조직의 수직방향 변화 예측
에 경조직의 수평변화도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아
울러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예측이 불가한 경우도
2
있는 등 전반적으로 R 값이 낮은 양상을 나타내었
다 (Tables 8 and 9).

고찰
술전, 술후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평변화량의 경우 연조직
변화량과 가장 많은 경우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
인 경조직 계측점은 L6dev, Me 그리고 L1으로 각각
5개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유의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계측점의 변화를 통하여 연조직의 수평변화량
예측이 상당부분 가능하므로 임상에서 model surgery나 paper surgery를 통하여 L6dev, Me 그리고 L1
의 이동만 잘 계획하면 비교적 많은 부분의 연조직
수평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편위측이든 반대측이든 Ar, Go, Ag은 소수의 연조
직 계측항목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L6ctl는
어느 항목과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수평
방향의 연조직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계측
점임을 나타내었다. 수평방향의 연조직변화 예측에
는 L6dev, Me, L1이 큰 방향을 미치므로 경조직 수술
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연조직 반응 예측을 위해
서는 하악전치, 이부, 그리고 편위측 하악 제1대구
치의 수평이동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직변화량의 경우 L6ctl, L1, Goctl, Agctl이 5 - 7개
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그리고 Me과 L6dev이 3개의
연조직 계측항목과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이
들 계측점이 연조직 수직변화량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로 인접하여 위치
하고 있는 Go과 Ag을 살펴본 결과 Go보다 Ag이 편
위측과 반대측 모두에서 보다 많은 연조직 계측항
목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조직 계측점 설정 시 Go보다 Ag에서 수직
방향의 설정오차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Go은 측모 두부방사선사진 상에서 하악골의 하연
과 하악 상행지의 측면에 의해 형성되는 각을 이등
분하는 선이 하악골의 윤곽과 만나는 점으로 정의
되는데 이러한 정의는 정모 두부방사선사진에 그대
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정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는
Go이 하악 우각부에서 상행지 윤곽의 최하측방점
으로 바뀌어 사용되어왔으며 이러한 정의의 모호함
으로 인해 조사자간 또는 조사자내 재현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Major 등19은 정모 두부방
사선사진상 계측점 설정 오차에 관한 연구에서 Go
20
의 오차가 매우 큼을 보고한 바 있으며, Legrell 등
은 이러한 오차로 Go은 정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
사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Go은
수직방향의 오차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Ag의 경우 Antegonial notch의 최상방점이라는 정의
를 고려 시 수직방향의 계측점 선정오차가 Go보다
적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보다 많은 상관성에 기여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조직 계측점별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경조직
계측점을 선택한 결과 바로 하방의 계측점이 선택
된 경우는 수평방향의 경우 11개 연조직 계측점 중
LL 한 항목에서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은 멀리
떨어진 부위의 경조직 계측항목과 짝을 이루어 정
면 연조직 변화 예측 시에는 1：1 mean ratio 산출
의미가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임상에서 수술계
획을 수립 시 경조직 이동을 paper surgery로 시행하
고 이에 따른 연조직 변화는 직하방 경조직과의
1：1 mean ratio 데이터를 이용하여 술후 예상되는
연조직 윤곽을 완성하는 반면 정면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
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선택한 결과 수평변화의 경
우 하악 전치(L1)가 수직변화의 경우 경조직 menton
이 각각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나 수술 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연조직 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하악 전치의 수평이동 그리고 menton의 수직이동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바로 하방에
있는 경조직 계측점과 짝을 이룬 수평방향의 하악
전치와 수직방향의 연조직 menton의 1：1 mean ratio을 살펴보면 각각 0.580, 0.642로 나타나 경조직
이동에 대해 연조직은 수평방향이든 수직방향이든
60% 내외로 이동함을, 즉 100% 따라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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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을 산출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R2값이 가장 크
게 나타난 계측점은 수평변화와 수직변화 모두에서
Me'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대칭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이부인 것을 고려 시 Me'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
과로 생각된다. 한편 UL, LL의 경우 수평변화 예측
은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 수직변화 예측에서는
cheilion을 포함하여 매우 작은 값을 보이거나 회귀
방정식 산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
악전돌자의 경우 상하순의 위치가 전치부 반대교합
에 의해 불규칙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그
리고 수술로 인한 상하순의 수직변화량이 0.02 또는
0.23 mm로 미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
다. 아울러, 비록 설명력은 낮게 나왔으나 변화량
자체가 미미하므로 수술 후 연조직 변화 예측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악교정수술 후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 술전 자료는 수술 직전
에 채득하면 되는 반면 술후 자료 채득시기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었다. 수술로 인한 종창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정확한 연조
직 변화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연조직 변화가 없는
시점을 술후 자료 채득시기로 할 것을 검토하였었
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수술 후 한
달째 석고모형을 포함한 술후 자료를 채득하여 그
시점에서 수술 결과를 평가하고 차후 교정치료계획
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 시 이 시기 자료로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임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하여 술후 자료 채득시기를 술후 한 달째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수술이 아닌 2차 감염
등 기타 이유에 의해 종창이 있는 경우는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한 증례도 해당되지 않았다.
한편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방정식은 연조
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바 소위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수술로 경조직 이동
시 술후 연조직 반응을 미리 예측해보는 이미지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임상에 사용되고 있
는 반면 모두 측면이미지 뿐이어서 안면비대칭 등
정면 이미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애로
가 있어 왔다. 주요 연조직 계측점별로 수평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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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산출한 본 연
구결과는 정면 이미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임상에서
안면비대칭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하악골 악교정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및 술
후에 정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과 얼굴사진을 각각
촬영한 후, 술전 및 술후의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연
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수평 및 수직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한 후 연조직 변화와 경조직 변화의 상관
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조직 계측점 변화
에 대한 연조직 계측점 변화량인 1：1 mean ratio을
구하는 한편, 모든 경조직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조직 변화와 경조직 변화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에서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1：1 mean ratio 산출을 위하여 서로 상관성이 가
장 높은 경조직 계측점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선
택한 결과 직하방에 있는 경조직보다는 다소 멀
리 떨어져 있는 경조직 계측점이 선택되는 경우
가 많이 나타났다.
3.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을 연
조직 계측점별로 선택한 결과 수평변화의 경우
하악전치가, 수직변화의 경우 경조직 menton이
각각 많이 선택되었다.
4. 경조직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산출
한 결과 연조직 수평변화 예측에 경조직 수직변
화도 사용되고 연조직 수직변화 예측에 경조직
수평변화도 사용되었다.
5. 연조직 변화 예측을 위한 회귀방정식 산출결과
수평과 수직변화 모두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방정식은 연조직 menton에서 나타났다.
경조직 변화를 이용하여 정면 사진에서 연조직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본 연구결과 하부 경조직 계
측점과 상부 연조직 계측점의 비율을 이용하는 1：
1 mean ratio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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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자의 하악골 악교정수술 후 정면 연조직 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조직 변화 예측은 임상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면 이미지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
요함을 시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산출된 회귀방
정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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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frontal soft tissue changes after mandibular
surgery in facial asymmetry individuals
a

b

Hyeon-Shik Hwang, DDS, MSD, PhD, Jessica J. Lee, DDS, Chung Hyon Hwang, DMD, MPH,
d
e
Hak-Hee Choi, DDS, MSD, Hoi-Jeong Lim, MS, PhD

c

Objective: To aid the development of a frontal image simulating program, we evaluated the soft tissue frontal
changes in relationship to movement of hard tissue with orthognathic surgery of facial asymmetry patients.
Methods: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frontal cephalograms and frontal view photographs of 45 mandibular
surgery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were obtained in a standardized manner. Vertical and horizontal changes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were measured from cephalograms and photographs, respectively. Soft tissue
change in result to hard tissue change was then analyzed. Results: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weak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Hard tissue points that were picked for 1：1 mean ratio
with soft tissue poin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evance. For each soft tissue change, regressive equation
was formulat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equation for soft tissue Menton was most reliable in predicting changes.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hard tissue changes were used together in prediction of
vertical or horizontal soft tissue change.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computerized image simulation
using regression analysis may be of help for prediction of soft tissue change, while 1：1 mean ratio method is
not useful. (Korean J Orthod 2008;38(4):252-264)

Key words: Prediction of soft tissue change, Frontal cephalogram, Frontal photo, Facial asymmetry,
Ima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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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3D CT를 이용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 상악 매복 견치
위치 정보의 유용성 평가
a

b

c

김혜정 ㆍ박효상 ㆍ권오원

3D CT를 이용하여 파노라마에서 얻어진 상악 매복 견치 위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악 견치 매복을
주소로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3D CT에서의 매복 견치의 위치를 평가하
였다. 대상은 25명(남자 7명, 여자 18명)으로 평균 나이는 10.9세(범위 : 8.2 - 15.7세)이며, 35개의 상악 매복 견치
증례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확대되어 촬영되므로 3D CT의 계측치보다
상악 견치의 tooth length, crown width, vertical distance 그리고 lateral shift값에서 큰 값을 가졌다. 단,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파노라마에서 더 작은 값으로 계측되었다. 둘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 상악 견치가 구개측으
로 매복된 경우,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3D CT보다 작게 측정되고 vertical distance는 더 크게 측정되었다.
셋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상악 매복 견치의 tooth length, crown width 그리고 순측으로 매복된 경우 상악 견치
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3D CT와 근접된 계측치를 가졌다. 또한 CT와 비교하였을 때, 치근 흡수 정도 평가
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감수성은 33.3%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협측 매복견치의
위치는 실제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나 구개측 매복의 경우 3D CT보다 더 높게, 각도는 더 작게 나타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어 CT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치교정지 2008;38(4):265-274)
주요 단어: 상악 매복 견치, 파노라마, 3D CT

서론
상악 견치는 전체 인구의 1 - 2%에서 매복을 보
이는데, 이것은 제3대구치 다음으로 높은 빈도에 해
당한다.1-4 일반적으로 상악 견치의 구개측 매복이
순측 매복에 비하여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며, 매복
5,6
의 85%에 해당한다는 보고도 있다. 상악 견치의
매복은 외부 환경의 방해(environmental disturbances),7
치배의 비정상적인 위치와 상악 측절치의 적절한
8,9
10
유도의 부재, 그리고 전신적인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비교적 높은 발생빈도로 인해 매복된 상악 견치를
치료하는 것은 교정 치료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 왔
a

b

c

전공의, 교수, 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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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채택일: 2008년 5월 25일.

다. 매복 견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시행되
지 않으면 인접치의 치근 흡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
해 동통이 야기될 수 있으며, 매복된 견치에서 낭종
이 발생하기도 하며, 주위 조직의 감염을 유발할 수
도 있다. 상악 매복 견치를 치열궁 내로 배열하는
것은 적절한 교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심미성을
11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Becker와 Chaushu12에 따르면 성인(평균 나이:
28.8 ± 8.6세)에서 상악 매복 견치를 교정적으로 견
인할 경우 69.5%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이에 반하
여 나이가 어린 집단(평균 나이: 13.7 ± 1.3세)에서
는 100%의 성공률을 나타내므로 상악 견치의 견인
은 나이에 의하여 예후가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상악 견치가 매복된 경우, 이를 조기에 진
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매복된 견치의 위치를 평가하는 진단
자료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다. 그러나, 파노라
마는 3차원의 영상을 2차원적 평면으로 나타내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악 매복 견치의 장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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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tooth length), 치관 폭경(crown width), 교합평면
에 대한 상악 매복 견치의 장축이 이루는 각(angulation to occlusal plane), 교합평면에 대한 상악 견치
치관첨의 수직 높이(vertical distance), 그리고 정중
시상면에 대한 상악 견치 치관첨의 수직 거리
(lateral shift) 등의 위치 정보들이 실제와 다르게 발
현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CT)은 견치의 위
치를 3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파노라마에 비
하여 보다 유용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poor 등13은 CT scan에서 얻은 백악질과 피질골의
두께를 실제 표본에서 측정한 두께와 비교하여 CT
의 해상능력을 평가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선형 계
측의 오차범위가 ± 0.1 mm로 측정되었다. 즉 CT의
계측치가 실제와 상당히 근접하므로 CT의 영상은
선형 계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CT는 방사선 노출의 문제와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임상에서 이용할 수 없
는 제한성을 가진다.
따라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의 상 왜곡 정
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파노라마 사진만으
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전산화 단층 촬영의 사진과
비교하여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파노
라마 방사선 사진 계측치의 유용성을 평가하여 임상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재료
상악 견치의 매복을 주소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경북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와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신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다수의 매복치를 가지는 증례는 제
외하였으며, 교정 치료가 행하여진 바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임상적인 검진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
진과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25명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10.9세(범위: 8.2 15.7세)이며, 이 중 남자는 7명(평균 나이: 10.9세,
범위: 8.5 - 14.5세), 여자는 18명(평균 나이: 10.9세,
범위: 8.2 - 15.7세)이었다. 좌우 모두에서 견치의 매
복을 보이는 경우는 각기 다른 증례로 간주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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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증례에서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및 전산화 단층 촬영
상악 견치의 매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모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였는데, 파노라마
촬영 기계는 Orthophos 3Ⓡ (Sirona, Bensheim, Germany)
를 이용하였다.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좌우 확대율
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움직임을 제한하였
고, 방사선 사진에서 좌우 하악 제1대구치 치관의
근원심 폭경의 차이가 20%를 넘는 경우는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은 IproⓇ (GE, Wisconsin, USA)
로 촬영되었고, slice thickness는 1 mm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의 상악 매복 견치 위치
계측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0.003 inch acetate tracing
paper와 0.3 mm auto-pencil을 사용하여 상악 매복
견치와 인접한 주위 조직(상악 중절치, 상악 제1대
구치, 전비극(ANS))을 투사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한 계측 항목은 Gavel과 Dermaut14의
연구와 유사하며, Fig 1과 같다.
교합 평면(occlusal plane)은 상악 우측 중절치 혹
은 좌측 중절치 절단연의 중점과 동일악의 제1대구
치의 근심 협측 교두를 연결한 선으로 정의하였고,
정중 시상면(midsagittal plane)은 전비극에서 방사선
사진의 수평선에 대하여 수직선을 내려 설정하였
다. 이전의 연구15에서는 상하악 전치의 치간 접촉
점을 연결하여 중심선으로 이용한 바 있었으나, 이
것은 전치부의 치열과 연관된 것이므로 골격적인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비극을 이용하였다.
선형 계측의 경우 digital caliper를 이용하여 0.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고, 각도 계측은 각도기를
이용하여 0.1o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계측은 모두
한 명의 실험자에 의하여 행해졌는데, 모든 불빛이
차단된 곳에서 각 계측 항목은 2번씩 측정되었고
평균값을 취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의 계측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DICOM 3.0 file로 전환되어 IBM 호환기종의 컴퓨
터에 저장하였고, V WorkTM 4.0 프로그램(Cybermed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매복된 상악 견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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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 3차원적으로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Fig 2). 그리고 매복된 상악 견치와 인접한 상악 중
절치, 그리고 상악 제1대구치를 추출(3D segmentation)하는 작업을 통해 Fig 3과 같은 영상을 얻었다.
추출된 상에서 3차원적인 계측이 이루어지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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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항목은 2번씩 측정되었고 평균값을 취하였다.
길이는 0.01 mm까지, 각도는 0.01o까지 측정하였으
며, 계측 항목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와 동일
하다.
계측 항목 중, 각도는 3차원적으로 상악 매복 견
치가 이루는 각을 측정하기 위해 3가지 기준 평면
을 설정하였다. 먼저 교합평면은 상악 중절치 절단
연의 중점과 동일악의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
와 근심 설측 교두를 연결하여 설정하고, 매복 견치
의 장축에 대한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을 측정
하였다 (Fig 4, A). 전비극을 통과하면서 3D CT의
view vector인 평면을 정중 시상평면으로 잡아 angulation to midsagittal plane (정중 시상면에 대한 상악
매복 견치의 장축이 이루는 각)을 구하였다 (Fig 4,

Fig 1. Panoramic measurements. A, tooth length; B,
crown width; C, angulation related to the occlusal
plane; D, vertical distance related to the occlusal plane;
E, lateral shift related to the midsagittal plane.

Fig 2.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 of impacted canine from CT scanning.

Fig 3. Three dimensional segmented image of impacted canine.

Fig 4. Angular measurements at reconstructed image from CT scanning. A, Angulation of impacted canine to occlusal
plane; B, angulation of impacted canine to midsagittal plane; C, angulation of impacted canine to coron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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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중 시상면에 수직이면서 상악 중절치의 절단
연을 지나는 평면을 관상면으로 잡고, angulation to
coronal plane (관상면에 대한 상악 매복 견치의 장
축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다 (Fig 4, C).
매복 견치로 인한 인접치의 치근 흡수 여부는 CT
의 각 절단면을 관찰하여 평가하였으며, 흡수가 야
기된 부위를 각각 근심, 원심, 협측, 구개측으로 세
분하여 분류하였다.

오차 검증
계측치의 신뢰성 검사를 위하여 3주 후, 10장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그에 해당하는 CT의 영상
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동일인이 재투사하여 재계측
하였다. 동일한 증례에 대하여 2번씩 계측이 이루어
졌으며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분석한 결과 어떤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Dahlberg 분석법16에 의한 method error 값
은 파노라마에서는 선형 계측과 각형 계측이 각각
o
o
0.2 mm와 0.2 였고, 3D CT에서는 0.2 mm와 0.3 로
측정되었다.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각 계측 자료들은 SAS (version 8.02)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파노라마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과 3D CT에서 설정한 3가지
기준평면인 occlusal plane midsagittal plane, coronal
plane과 상악 매복 견치의 장축이 이루는 angulation
간의 상관성 검사(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파노라마와 3D CT에서 측정한 각 계측항목들의 평
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paired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파노라마에서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의 변화에 따른 tooth length와 crown
width의 변화량 간의 상관성 검사도 시행하였다. 상

악 견치의 순측 또는 구개측 매복 위치에 따른, 파
노라마와 3D CT의 계측항목들 간의 유의성은 t-test
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성적
파노라마에서의 견치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과 3D CT에서의 3가지 각도 간의 상관성을 비
교한 결과, 파노라마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에
대한 3D CT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유의하
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r = 0.89, p = 0.0001)를 보였
고, angulation to midsagittal plane은 유의하게 강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 = -0.84, p = 0.0001), angulation to coronal plane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파노라마와 3D CT에서의 상악 매복 견치의 크기
및 위치 비교
파노라마와 3D CT에서의 상악 매복 견치 크기
및 위치를 평가한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파노라마에서의 계측치가 3D CT
에서의 계측치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지만, 나
머지 계측항목은 파노라마에서의 계측치가 3D CT에
서의 계측치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Table 1).

파노라마에서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의
변화에 따른 tooth length와 crown width의 변화
파노라마에서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의 변
화에 따른 tooth length와 crown width의 변화를 비교
한 결과,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이 커질수록 파
노라마와 3D CT에서의 tooth length 차이(ΔTooth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using paired t-test
Variable
Tooth length (mm)
Crown width (mm)

Panoramic X-ray

3D CT

Mean ± SD

Mean ± SD

24.76 ± 3.64

22.54 ± 2.04

p value
0.0001

9.74 ± 0.97

9.05 ± 0.86

0.0023

Angulation to occlusal plane (o)

48.70 ± 19.26

53.53 ± 16.32

0.0030

Vertical distance (mm)

16.47 ± 4.46

11.41 ± 4.01

0.0001

8.37 ± 4.92

7.42 ± 3.98

0.0034

Lateral shift (mm)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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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파
노라마와 3D CT에서의 crown width 차이(ΔCrown
width)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tooth length
와 crown width 항목 모두 파노라마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

되었으며, 이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Tooth
length는 순측 매복인 경우 계측값 차이가 평균 2.22
mm이며 구개측 매복인 경우 평균 2.18 mm로 측정
되었고, crown width는 순측 매복과 구개측 매복에
서 각각 0.90 mm와 0.23 mm로 측정되었으며, lateral
shift는 순측 매복과 구개측 매복에서 0.97 mm와
0.90 mm로 측정되었는데, 세 항목들은 모두 통계적
인 유의성이 없었다.

상악 견치의 매복 위치에 따른 파노라마상 위치 정
보의 변화 (Table 3)

상악 매복 견치로 야기되는 인접치 치근 흡수

파노라마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견치가
순측으로 매복된 경우 3D CT와의 계측값 차이가
평균 -1.78o이나, 구개측 매복인 경우에는 -11.49o로
측정되어 구개측 매복인 경우에 angulation이 더 작
게 측정되었다. 파노라마의 vertical distance는 순측
매복인 경우 3D CT와의 계측값 차이가 평균 4.47
mm이며, 구개측 매복인 경우 평균 6.35 mm여서 구
개측 매복이 순측 매복에 비하여 더 큰 값으로 측정

3D CT에서 치근 흡수가 발견되는 경우의 33.3%
에서만 파노라마에서 치근 흡수를 발견할 수 있었
다. 3D CT에서 35개의 증례 중 27증례에서 치근흡
수가 발견되었는데, 상악 측절치는 22개의 증례에
서, 상악 중절치는 8개의 증례에서 각각 흡수가 나
타났다. 치아의 치근단 1/3 부위에서 치근 흡수가

Table 2. Differences in tooth length and crown width measurements according to angulation to occlusal plane for
panoramic radiography (unit: mm)
Variable

Mean ± SD

Min

Max

Correlation analysis of angulation
on panoramic radiography

Significance

ΔTooth length

2.21 ± 2.76

-3.01

8.75

-0.18784

NS

ΔCrown width

0.69 ± 1.24

-1.90

3.60

0.25441

NS

NS, not significant; Δtooth length, difference of tooth length; Δcrown width, difference of crown width betwee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Min, minimum; Max, maximum.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 between tooth length, crown width, angulation, vertical distance and lateral shift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according to position of canine impaction using paired t-test
Variable

Labial impaction (n = 24)

Palatal impaction (n = 11)

Mean ± SD

Mean ± SD

2.22 ± 2.71

2.18 ± 3.04

0.9644

ΔTooth length (mm)
ΔCrown width (mm)

p value

0.90 ± 1.26

0.23 ± 1.10

0.1344

-1.78 ± 6.77

-11.49 ± 9.73

0.0017

ΔVertical distance (mm)

4.47 ± 1.62

6.35 ± 1.95

0.0052

ΔLateral shift (mm)

0.97 ± 1.97

0.90 ± 1.33

0.9217

ΔAngulation to occlusal plane (o)

Δtooth length, difference between tooth length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Δcrown width, difference
between crown width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Δangulation to occlusal plane, difference between
angulation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at 3D CT; Δvertical distance, difference between vertical distance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Δlateral shift, difference between lateral shift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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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root resorption detection rate between 3D CT and panoramic radiography according to impacted position (unit: case)
Labial impaction (n = 18)

Root
resorption
area
Buccal

3D CT
9

Palatal impaction (n = 9)

Panoramic

Panoramic

radiography

detection rate (%)

2

22.2

Disto-buccal

6

2

25.0

Mesio-buccal

2

2

100.0

Distal

2

1

50.0

Disto-palatal

2

2

100.0

3D CT

5

Panoramic

Panoramic

radiography

detection rate(%)

1

20.0

Mesial

1

0

0

Palatal

2

0

0

Apex

1

0

0

일어난 경우는 상악 측절치의 경우 15개 증례, 상악
중절치의 경우 7개 증례에서 나타났으며, 중간 1/3
부위에서는 상악 측절치는 7개 증례, 상악 중절치는
1개 증례에서 관찰되어, 측절치와 중절치 모두에서
치근단 1/3 부위가 빈번한 치근 흡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악 측절치에서는 치근의 협측 흡수가 치근
흡수 증례의 36.4%, 원심 협측과 원심 구개측 흡수
는 각각 18.2%에서 나타났고, 상악 중절치에서는
원심 협측과 원심 구개측 흡수가 각각 37.5%에서
관찰되었다.
견치의 매복 위치에 따른 인접치 치근의 흡수 부
위는 순측 매복된 18증례에서 협측이 9개, 원심 협
측이 6개, 근심 협측과 원심, 원심 구개측이 각각 2
개씩 나타났고, 구개측 매복된 9증례에서는 원심 구
개측이 5개, 구개측이 2개, 근심측이 1개로 나타났
다 (Table 4).
3D CT에서 치근 흡수가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파노라마에서의 관찰 유무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Table 4), 견치가 순측으로 매복된 경우에는 3D CT
상 협측에서 치근 흡수를 보이는 9증례 중 7증례에
서 치근 흡수가 관찰되지 않았고, 원심 협측에서 치
근 흡수를 보이는 6증례에서도 4증례가 파노라마에
서 관찰되지 않았다. 원심측 흡수를 보이는 경우에
는 2증례 중 1증례에서 치근흡수가 확인되지 않았
으며, 근심 협측과 원심 구개측에서 흡수를 보이는
2증례의 경우에는 2증례 모두에서 파노라마에서도
치근 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견치가 구개측으로
매복된 경우는 원심 구개측에서 흡수를 보이는 5개
의 증례 중 1증례만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치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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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인지할 수 있었고, 근심과 구개측, 치근단 부
위에서 흡수가 일어난 증례에서는 파노라마 사진에
서 흡수를 관찰할 수가 없었다.

고찰
상악 견치의 매복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복 견치의 교정적 견인은 나이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되므로 조기 검진이 필수적이
다.12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견치가 매복된
방향과 기울어진 정도 등 인접 주위 조직과의 상관
관계를 알 수 있고, 견치를 교정적으로 견인하는 치
료 과정 중에서 성공적인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
진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파노라마와 3D CT에서의 계측치를 비교해보면,
파노라마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을 제외한 계
측치는 3D CT에서의 계측치보다 큰 값을 보였다.
파노라마에서 관찰되는 매복 견치의 tooth length와
crown width는 실제 견치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vertical distance도 실제보다 더 높이 위치하는 것으
로 나타나므로 견치를 치열궁 내로 견인할 경우 위
치 판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Lateral shift 정도도
실제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교합 평면에 대한 견치의 angulation은 실제
보다 작은 값으로 측정되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
진만으로 견치의 위치를 평가하는 경우 기울어짐을
과장하여 치료에 임할 수도 있다.
Ⓡ
본 연구에 사용된 Orthophos 3 는 1.25배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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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gnification rate of panoramic radiography
Magnification

Tooth

Crown

rate

length

width

Mean ± SD

1.10 ± 0.12

1.08 ± 0.14

Angulation to occlusal plane
L

P

0.94 ± 0.21

0.79 ± 0.28

Vertical distance
L

P

Lateral
shift

1.42 ± 0.23 2.27 ± 1.84 1.24 ± 0.65

L, Labial impaction; P, palatal impaction.

율을 가지고 있는데, 파노라마의 angulation을 제외
한 계측치는 3D CT에서의 계측치보다 큰 값을 보
였다 (p ＜ 0.05). 파노라마와 3D CT 값을 비교하여
각각의 계측 항목에 대한 파노라마의 확대율을 산
출하면 (Table 5), tooth length는 1.10배, crown width
는 1.08배, lateral shift는 1.24배로 계산되었다. 견치
의 매복 위치에 따라 계측치의 차이를 보이는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순측 매복일 때 0.94배, 구
개측 매복일 때 0.79배였고, vertical distance는 순측
매복과 구개측 매복에서 각각 1.42배와 2.27배의 확
대율을 나타내었다. Tooth length, crown width와 순
측 매복인 경우의 angulation은 비교적 3D CT와 근
접된 계측치를 가지지만, lateral shift, vertical distance와 구개측 매복인 경우의 angulation 값은 3D
CT의 계측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파노라마 촬영 기계에서 제시한 확대율
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시된 확대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견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매복 위치에 따른 각 계측 항목의 유의성을 비교
한 결과, 상악 매복 견치의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구개측으로 매복된 경우 3D CT보다 파노라
마상에서 더 작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Δano
gulation = -11.49 ). 반대로 순측 매복인 경우에는
3D CT와 파노라마의 계측값 차이가 작으므로(Δangulation = -1.78o), 견치가 순측으로 매복된 증례는
파노라마의 정보를 별다른 보정 없이 치료에 이용
할 수 있다. Vertical distance는 구개측 매복의 경우
3D CT에 비하여 파노라마에서 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p = 0.0052), 이것은 파노라마 방
사선 사진 평가 시에 구개측으로 매복된 견치의 치
관첨은 실제보다 교합평면에 대해 더 높이 위치한
14
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Gavel과 Dermaut 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
진에서 구개측에 위치하는 피사체는, 순측의 피사
체와 비교하였을 때 수직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므
로17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Tooth

length는 매복 위치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crown width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매복위
치가 계측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Lateral shift는 구개측 매복 시 더 작게 측정되었으
나,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순측 매복 24개 증례와 구개측 매복 11개 증례를 대
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구개측 매복 증례 수
가 작은 한계성을 가지므로, 보다 많은 증례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복 견치로 인한 인접치의 치근 흡수 양상을 조
사한 Otto18의 연구에 의하면, 단층 촬영을 이용한
경우 치근단 방사선사진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 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견되
었다고 하였다. Ericson과 Kurol19,20은 CT를 이용하
면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보다 치근 흡수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50% 정도 더 높았으며, 치근단 방
사선 사진은 감수성이 68%로 측정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감수성이 33.3%로 나타나,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파노라마에서 인접치의 치근
흡수 발견율이 50% 이하이므로, 상악 매복 견치를
견인할 때 파노라마만으로 치근 흡수 상태를 판단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도
3D CT에 비해 감수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파노
라마 방사선 사진보다 10% 정도 치근 흡수 발견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므로19,20 이를 적절히 이용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치근 흡수 부위에 따른 파노라마의 치근 흡수 평
가 정도를 조사한 경우 Table 4와 같은 결론을 얻었
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견치가 순측으로
매복된 경우, 인접치 치근의 순측만 흡수가 일어난
9개의 증례 중 2증례에서만 치근 흡수가 관찰되었
다(22.2%). 근심 혹은 원심측이 동시에 이환되어 흡
수가 일어난 12개의 증례에서는 7증례(58.3%)에서
치근 흡수가 관찰되었으므로, 인접치의 치근 흡수
가 근심과 원심측까지 이환되었을 때 파노라마에서
인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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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측 매복 증례에서는 인접치 치근의 구개측만 흡
수가 일어난 2증례에서는 파노라마에서 치근흡수
가 인지되지 않았고(0%), 근심과 원심이 이환된 6
증례에서는 1증례(16.7%)에서 치근 흡수 양상을 관
찰할 수 있었다. Ericson과 Kurol19에 의하면 인접치
치근 흡수가 일어나는 부위는 대부분 치근의 순측
면(42%)과 구개측면(40%)이므로,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에서 치근의 흡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파노라마에서 상악 매
복 견치 치관이 인접치 치근에 근접된 경우, 인접치
치근 흡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빠른 치료
를 통해 매복 견치를 견인하고, 주기적으로 파노라
마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여 견인 상태를 평가하며,
방사선의 조사 각도를 달리 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
을 채득하여 인접치 치근 흡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론
3D CT를 이용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얻
어진 상악 매복 견치 위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상악 견치 매복을 주소로 경북대학교병
원 치과교정과와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
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3D CT에서의 매복 견
치의 위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인접치 치근 흡수 정
도의 평가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감수성
을 평가하였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10.9세(범위:
8.2 - 15.7세)이고, 총 25명 중 남자는 7명(평균 나이:
10.9세, 범위: 8.5 - 14.5세), 여자는 18명(평균 나이:
10.9세, 범위: 8.2 - 15.7세)이었으며, 35개의 상악 매
복 견치 증례에서 분석하였다.
1.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확대되어 촬영되므로
3D CT의 계측치보다 상악 견치의 tooth length,
crown width, vertical distance 그리고 lateral shift
값에서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내었다. 단,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파노라마에서 더 작은
값으로 계측되었다.
2.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상악 매복 견치의
tooth length와 crown width는 교합 평면에 대한
angulation이 커짐에 따라 유의성 있는 변화 양상
을 보이지 않았다.
3.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상악 견치가 구개측
으로 매복된 경우, 순측에 비하여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3D CT보다 작게 측정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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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distance는 더 크게 측정되었다. 이외의
다른 계측치는 견치의 매복위치에 따라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4.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을 감안하였을
때 매복 견치의 tooth length, crown width 그리고
순측 매복 증례에서 angulation to occlusal plane은
3D CT와 근접된 계측치를 가진다.
5. CT와 비교하였을 때, 치근 흡수 정도 평가에 대
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감수성은 33.3%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상악 견치의 매복 위치와 인
접치 치근 흡수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
따라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순측으로 매복된
증례에서 매복 견치의 경사도(angulation to occlusal
plane)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치관의 크기(crown
width)와 치아의 길이(tooth length)도 3D CT보다 크
게 나타나지만 근접한 계측값을 가지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교합 평면에 대
한 견치 치관첨의 높이(vertical distance)와 정중 시
상면에 대한 견치의 변위 정도(lateral shift), 구개측
으로 매복된 증례에서의 견치의 경사도는 CT 계측
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견치의 위치 평가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접치 치근 흡수에 대한
평가는 파노라마에서의 감수성이 33.3%로 측정되
어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치
근 흡수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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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potency of panoramic radiography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maxillary impacted canines using 3D CT
a

b

c

Hye-Jung Kim, DDS, MSD, Hyo-Sang Park, DDS, MSD, PhD, Oh-Won Kwon, DDS, MSD, PhD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tency of panoramic radiography for the detection of maxillary impacted canines. Methods: Twenty-five patients were selected, comprised of 7 males (mean age: 10.9
years, range: 8.5 - 14.5 years) and 18 females (mean age: 10.9 years, range: 8.2 - 15.7 years). In total, thirty-five
maxillary impacted canines were estimated. The position of the canine and root resorption of adjacent teeth were
evaluated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3D CT. Results: Except for angulation to the occlusal plane, the other
parameters, such as tooth length, crown width, vertical distance and lateral shift showed larger values on panoramic radiography compared to 3D CT. In palatally impacted cases, the angulation of canine was smaller, and
the vertical distance to the occlusal place was larger on panoramic radiography than 3D CT. For labially impacted
canines, tooth length, crown width, and angulation to the occlusal plane were similar for the two methods. The
sensitivity for detecting root resorption on panoramic radiography was calculated as being 33.3% of 3D CT.
Conclusions: The position of labially impacted canines can be effectively estimated using panoramic radiography,
but palatally impacted canines need further investigation such as 3D CT for proper diagnosis. (Korean J Orthod
2008;38(4):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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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브라켓 부착 시 레이저를 이용한 포세린 표면처리 효과
a

b

안경미 ㆍ손동석

본 연구는 포세린 표면에 CO2 레이저를 조사하여 세라믹 브라켓을 부착 후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산부식처리
및 샌드블라스트 등의 일반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레이저 표면처리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시행되었다. 90개의 포세린(8 × 8 × 4 mm) 시편을 제작하여 각각 10개씩 9개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C)으로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글레이즈 표면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군은 인산 처리군(OFA), 인산과 silane 처리군(OFA + S),
샌드블라스팅 처리군(SB), 샌드블라스팅과 silane 처리군(SB + S), 레이저 처리군(L), 레이저와 silane 처리군(L + S),
불산 처리군(HFA), 불산과 silane 처리군(HFA + S)으로 분류하였다.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
고 그 파절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불산과 silane을 동시에 처리한 군에서 가장 높은 값(13.92 ± 1.92 MPa)을 보였
으며, 측정값은 SB + S (10.16 ± 1.27 MPa), HFA (10.09 ± 1.07 MPa), L + S (8.25 ± 1.24 MPa), L (7.86 ± 0.96
MPa), OFA + S (7.22 ± 1.09 MPa), SB (3.41 ± 0.37 MPa), OFA (2.81 ± 0.37 MPa), 대조군(2.46 ± 1.36 MPa)
순이었다. 브라켓 부착 시 치과용 레이저를 이용한 포세린의 표면처리 결과 전단결합강도의 값은 임상적으로 받아들
여질 만한 수치를 보였으며 레이저와 silane을 동시에 처리한 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이상의 연구결과는 포세린 표면에 세라믹 브라켓 부착 시 2-watt의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처리를 하는
방법은 시간절약의 관점에서 임상적으로 표면 전처리의 적절한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치교정지
2008;38(4):275-282)
주요 단어: CO2 레이저, 포세린, 표면처리, 전단결합강도

서론
최근 들어 성인 교정치료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정기간 동안의 심미적인 요구
역시 증가하면서 금속 브라켓의 단점인 심미성을
해결하기 위한 세라믹 브라켓이 소개되어 널리 사
1-4
용되고 있다. 많은 교정의들이 세라믹 브라켓을
사용하며 그 효율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정 환자들은 고정성 가공 의치
등의 보철물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인 산부식 방법
으로 포세린 표면처리 후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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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당히 낮은 결합 강도를 보여 임상에서 사용하
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1-6 포세린
표면에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하는 것은 글레이즈
표면과 접착 레진의 물리적 성질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버나 aluminum oxide 입자
를 이용한 미세부식을 통해서 글레이즈 표면을 거
칠게 형성하거나 silane이라 불리는 coupling agent를
사용하여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산부식
(인산 혹은 불산)을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하는 등의
다양한 표면처리방법이 제시되고 있다.1,5-10
Wolf 등11은 브라켓 부착 시 silane으로 표면처리
를 하는 경우 높은 결합강도를 보이나, 브라켓 제거
시 응집파절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인산을 이용한 산부식이나 샌드
블라스팅은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접착강도
를 제공하지 못하나, 불산을 이용한 산부식 처리는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치의 접착강도를 보여주
5,6
12
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Saraç 등 은 alum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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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를 이용한 샌드블라스팅이 불산보다 더 효과
적임을 보여주었다. Barbosa 등4은 교정용 산부식제
로 불산을 환자 구강 내에 사용 시 산에 의한 화상
의 위험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Silane coupling agent의 사용에 관한 여러 연구에
서는 이 재료를 사용하여 포세린 표면과 브라켓 간
1-4
6
에 접착강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Kocadereli 등
은 포세린 표면에 세라믹 브라켓을 부착 시 silane의
사용으로 인장 결합강도가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고
하였다.
1960년대에 Maiman13에 의해 루비레이저가 발명
된 이후로 치과 영역에서 레이저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CO2와 Nd:YAG laser는 치과 영역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레이저이
며,14,15 교정 영역에서는 브라켓 접착을 위한 에나멜
의 표면처리, 접착 레진의 광중합, 교정용 브라켓
특히, 세라믹 브라켓의 제거 등 연구가 다양하게 시
도되고 있다.16-18
CO2 레이저는 방출 파장이 포세린에 거의 흡수
되기 때문에 포세린 표면처리에 가장 적합하다. 이
는 Focused CO2 레이저가 포세린 표면에 전도되는
과정 중에 조개 모양의 표면이 형성되며 이것이 복
합 레진과 포세린 사이의 기계적 유지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20
그러나 단지 브라켓 부착 시 레이저를 이용한 포
세린 표면처리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19
이번 연구에서는 포세린 표면에 세라믹 브라켓 접
착 시 레이저 조사를 통해 포세린 표면처리를 시행
하는 것과 그 외의 다른 보편적인 방법과 비교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재료
본 연구의 연구재료로 90개의 글레이즈 포세린
표본(Vita VMK feldspathic porcelain, Vita Zahnfabric
H. Rauter, Bad Säckingen, Germany)을 8 × 8 × 4 mm
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교정
2
용 브라켓은 표면적이 10.8 mm 의 상악 우측 중절
치 세라믹 브라켓(Clarity, 3M Unitek, Monrovia,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Transbond XT (3M Unitek,
Monrovia, CA, USA)를 사용하여 브라켓을 접착 후
40초간 Optilux 402 (KERR, Orange, CA, USA)를 사
용하여 중합하였다. 접착된 포세린 표본은 37o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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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에서 24시간 저장하였다. 레이저에 의한 표
면처리군은 치과용 CO2 레이저(Nova pulse LX20SP, Luxar, Bothell, WA,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

시편제작
90개의 포세린 표본을 제작하여 무작위로 80개의
실험군과 10개의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실험군은
표본 10개씩 8군으로 세분화하였고 편평한 포세린
의 글레이즈 표면을 위로 향하게 노출하여 자가중
합 레진을 포맷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교정용 브
2
라켓은 표면적이 10.8 mm 의 상악 우측 중절치 브
라켓(Clarity, 3M Unitek, Monrovia, CA, USA)을 사
용하였다. 브라켓을 부착하기 전에 각각의 표본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치면 세마제로 세마 및 세
척 후 표면처리 전에 건조하였다. 실험군은 포세린
표면의 글레이즈 층을 다이아몬드 버(SHOF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대조군은 표면은 글
레이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자현미경 분석
포세린 표면에 CO2 레이저 조사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superpulse mode (15 msec, 2 Hz)로 변환
후, 각각 10 W, 5 W, 3 W, 2 W로 설정하여 20초간
레이저 조사 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SEM)으로 관
찰하였다.
표본들의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 결과 10 W로 조
사된 포세린 표면은 높은 파워 설정에 따른 열효과
의 결과로 매끄러운 글레이즈 표면을 보여주었으
나, 5 W, 3 W, 2 W의 경우 분화구 양상의 불규칙한
표면을 나타내었다 (Fig 1). 이는 기계적 유지력을
제공하지만, 2 W를 제외한 나머지는 포세린 표면에
균열을 형성하였다. 포세린 표면의 균열은 포세린
파절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10 W,
5 W 그리고 3 W의 파워 조건은 포세린 표면처리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2 W 파워 값을 설정하
여 실험하였다.
포세린 표본의 표면처리
대조군은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글레이즈
층을 그대로 보존하여 브라켓을 부착하였다. 실험
군은 표면 처리 과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부군으로 나누고 표면처리과정을 거친 후 광중합형
접착 레진을 사용하여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브라

Vol. 38, No. 4, 2008. Korean J Orthod

세라믹 브라켓 부착 시 표면처리 효과

Fig 1. SEM photograghs of laser-treated porcelain surfaces. A, 10 W (X 200); B, 5 W (X 500); C, 3 W (X 500); D,
2 W (X 500).

켓을 부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군으로 나누었다.
인산 처리군(OFA): 37% 인산을 1분간 적용하고
20초간 증류수로 세척 후 에어 시린지로 건조하였
다.
인산 처리 및 Silane 처리군(OFA + S): 인산으로
표면처리 후 silane coupling agent (Ultradent porcelain
silane, Ultradent Products, South Jordan, UT, USA)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표면처리를 시행하였다.
불산 처리군(HFA): 9.6% 불산겔을 1분간 적용 후
증류수로 20초간 세척을 하고 에어 시린지로 건조
하였다.
불산 처리 및 Silane 처리군(HFA + S): 불산으로
표면처리 후 silane을 도포하였다.
샌드블라스팅군(SB): 5 mm 거리에서 5초간 80
psi에서 50-micron aluminum oxide (Micro-etcher II,
Danville Engineering, San Ramon, CA, USA)로 샌드

블라스팅하였다. 이후, 표본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
하기 위해 압축 공기를 사용하였다.
샌드블라스팅 및 Silane 처리군(SB + S): 샌드블
라스팅 후 silane을 적용하였다.
레이저 처리군(L): 2-watt power로 설정된 superpulse mode의 CO2 레이저(15 msec, 2 Hz)가 표본에
20초간 조사되었다.
레이저 처리 및 Silane 처리군(L + S): 레이저 표
면처리 후 silane을 사용하여 순차적 표면처리를 시
행하였다.

전단결합강도 측정 및 파절양상 관찰
전단결합강도의 측정을 위하여 전단응력 시험용
지그에 힘 적용 방향과 평행하게 포세린과 브라켓
표면을 위치시키고 시편을 고정시켰다. 포세린-브
라켓의 계면에 만능 시험기(Instron 6002, In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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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Wycombe, UK)를 사용하여 브라켓 탈락이 발
생할 때까지 분당 1 mm의 cross-head speed로 포세
린 표면에 평행하게 브라켓 위에 하중을 가하여 접
착이 파절되는 순간의 최고하중을 측정하였다. 전
단결합강도는 브라켓 표면적당 최대부하로 나누어
MPa로 계산되었다 (Table 1).

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1-way ANOVA 및 그룹간
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Tukey test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5%에서 사후 검정하였다.

연구성적
전단결합강도

통계처리
총 1개의 대조군과 8개의 실험군의 전단결합강도
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ANOVA tests (p ＜
0.05)를 사용하였다. 각각 표면 처리된 포세린 표면
에 교정용 브라켓이 접착될 때 형성된 평균 전단결
합강도를 측정하여 Table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평균 전단결합강도는 아무런 표면처리를 시행하
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2.46 ± 1.36 MPa, 8개의 실
험군에서는 불산 처리와 silane을 동시에 시행한 군
(HFA + S)에서 최고 전단강도(13.92 ± 1.94 MPa)를
보여주었고, SB + S (10.16 ± 1.27 MPa), HFA (10.09
± 1.07 MPa), L + S (8.25 ± 1.24 MPa), L (7.86 ±
0.96 MPa), OFA + S (7.22 ± 1.09 MPa), SB (3.41 ±
0.37 MPa), OFA (2.81 ± 0.37 MPa), 대조군(2.46 ±
1.36 MPa) 순으로 나타났다. 레이저(L)군은 인산
(OFA)군 및 샌드블라스팅(SB)군에 비해 현저히 높
은 값을 보여주었고,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였다
(p ＜ 0.001). Silane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표면처
리한 군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한 군을
제외하고 silane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높은 전
단결합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1).

SPSS 14.0 프로그램(SPS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각 실험군에서 전단결합강도의 평균과 표

Table 1. Measured values of shear bond strength of
each group
Groups

No

Mean ± SD (Mpa)

OFA

10

2.81 ± 0.37

OFA + S

10

7.22 ± 1.09

SB

10

3.41 ± 0.37

SB + S

10

10.16 ± 1.27

HFA

10

10.09 ± 1.07

HFA + S

10

13.92 ± 1.94

L

10

7.86 ± 0.96

L + S

10

8.25 ± 1.24

C

10

2.46 ± 1.36

OFA, orthophosphoric acid; SB, sandblasting; HFA,
hydrofluoric acid; L, laser etch; C, control group
(glazed surface); S, silane;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Bond failure patterns (unit: case)
Groups

Adhesive failure

Mixed failure

Cohesive failure

Total

OFA

8

2

-

10

OFA + S

-

3

7

10

SB

8

2

-

10

SB + S

-

1

9

10

HFA

8

2

-

10

HFA + S

-

-

10

10

L

8

2

-

10

L + S

7

3

-

10

10

-

-

10

C

OFA, orthophosphoric acid; SB, sandblasting; HFA, hydrofluoric acid; L, laser etch; C, control group (glazed surface);
S, silane.

278

Vol. 38, No. 4, 2008. Korean J Orthod

세라믹 브라켓 부착 시 표면처리 효과

16-18

접착파절패턴
접착파절패턴을 살펴본 결과 silane을 처리한 군
은 대부분 응집파절(cohesive failure)양상을 나타내
었으나, silane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계면파절
(adhesive failure)양상을 보여주었다. 레이저와 silane
을 함께 사용한 군(L + S)에서 10예 중 7예의 계면
파절과 3예에서의 복합파절을, 단지 레이저만 처리
한 군(L)은 10예 중 8예에서의 계면파절과 2예에서
의 복합파절(mixed failure)양상을 보여주었다. 대조
군은 모두 계면파절양상을 보였다 (Table 2).

고찰
포세린 표면에 브라켓을 접착하는 것은 항상 관
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성인 교정치료 환자들
이 증가하면서 포세린 수복물 표면에 브라켓을 부
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또한 사실이다. 교정치료
시 브라켓이 탈락되면 교정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치아 이동이 발생하
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빈번한 브라켓
의 재부착으로 포세린 표면에 손상 또한 야기될 수
있다. 여러 선학들의 연구에서 에나멜 표면에 교정
용 브라켓을 접착하는 것에 관한 많은 보고가 있었
다. 그러나 성인 교정 환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
정의사들의 에나멜 외의 표면에 브라켓을 접착하는
것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임상적으로 교정력과 저작력에 견딜 수 있는 포
세린 표면과 브라켓 간의 접착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왔다.1-6 몇몇 학자들
은 포세린 표면에 글레이즈 층을 제거하는 것이 표
면적을 증가시켜서 화학적, 기계적 결합력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포세린과 복합 레진 사이의 결합강
도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하였
1,2,24,25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 글레이즈는 포세
다.
린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서 균열 방지를 줄
일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안전성의 이유로 삭제에
의한 글레이즈 층을 제거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26,28 글레이즈층을 제거할 때에는 포세
린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린스톤이 아닌 샌드
블라스트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7
이전의 많은 논문에서 레이저 조사 시 에나멜 표

포
면의 효과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왔으나,
세린 표면에 대한 레이저 조사의 효과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Akova 등5은 브라켓 부착
전 레이저를 이용한 포세린 표면처리를 시행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할 만한 값을 얻었으며, 이 술식을
브라켓 접착 시 포세린 표면 전처리의 적절한 대안
으로 추천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었다.
임상적으로 수용할 만한 교정용 브라켓의 접착강
29
도가 6 MPa 이상이지만, 높은 결합강도가 임상적
으로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나치
게 높은 접착강도는 브라켓 제거 시 세라믹 브라켓
의 파절, 포세린 표면의 파절 및 균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urmond 등30은 포세린과 접착
레진 사이의 결합 강도가 13 MPa 이상이 되면 응집
파절양상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브라켓을
제거하는 동안 포세린 파절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계면파절이 선호된다. 본 연구결과, 불산과 silane을
동시에 처리한 군(HFA + S)에서는 100%의 응집파
절양상을 나타내었다. 레이저와 silane을 동시에 처
리한 군(L + S)을 제외한 모든 silane군에서 응집파
절양상을 보였으며, 레이저 처리군(L, L + S)은
100%로 계면파절양상을 나타내었다. 레이저와 silane을 동시에 처리한 군(L + S)에서는 silane의 화학
적 활성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silanol
형성을 위해서는 표세린 표면에 흡수되어 결합 에
너지와 젖음성을 감소시키는 알칼리성 수분층을 산
성화시킬 수 있는 산이 필요하나 레이저 에칭의 경
우 산이 배제되기 때문이다.32
샌드블라스팅, 인산으로 표면처리 시, 다른 표면
처리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3.41
± 0.37 MPa, 2.81 ± 0.37 MPa) silane 처리 후에는 급
격히 그 값이 증가하였다(10.16 ± 1.27 MPa, 7.22 ±
1.09 MPa). 또한 불산으로 산부식 처리한 군(HFA)
은 silane 처리하지 않은 군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었으며, 이것은 이전 연구 및 본 실험과 일치하는
4-6,31
결과였다.
불산과 silane을 동시에 시행한 군
(HFA + S)은 모든 실험군 중 가장 큰 값을 보여주
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Barbosa 등4은 지나친
결합 강도는 브라켓 제거 시 브라켓의 파절 및 포세
린 파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천되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 + S군을 제외한 HFA군과 silane
군은 대부분 응집파절을 보였으며, 대조군 및 다른
실험군은 상당수가 계면파절을 보였다.

279

안경미, 손동석

Superpulse mode의 2watt-CO2 레이저로 표면 처리
한 그룹은 브라켓 접착을 위한 적절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고(7.86 ± 0.96 MPa), 역시 샌드블라스팅
(SB), 인산(OFA)에 의한 산부식 처리 및 대조군에
비해 더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좀 더 큰 결합강
도를 위해 레이저와 silane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이 추천될 수 있으나,5 다른 군에 비해 silane 처리
후 그 값이 작게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Silane은 치과용 포세린과 복합 레진 사이에 화학
적 연결 고리를 제공하고 분자의 유기질 부분은 포
세린 표면 젖음성을 증가시켜 더 강한 미세기계적
결합을 제공한다. Kocadereli 등6은 세라믹 브라켓과
포세린 표면 사이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
합강도를 얻기 위해 silane의 사용을 추천함을 보고
하였다.
불산에 의한 산부식은 포세린 표면의 crystalline
을 용해시키고 glossy phase를 형성하여, 이것이 표
면적을 증가시키므로 포세린과 레진 사이의 결합력
을 증가시켜주며 불산은 silane과 반응하여 화학적
활성형태인 silanol을 형성, 포세린 표면과의 결합력
을 증가시킨다.9,31 따라서 포세린 표면에 불산 처리
및 silane을 도포 후에 측정한 접착강도는 다른 어떤
군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였다 (p ＜ 0.001).
레이저가 치아표면에 조사될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치수 손상인데, 생
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치수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치수 손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5,21,22 Zach와
21
Cohen 은 외부 열이 치아에 전달되어 치수 내 온도
가 1.8oC 증가했을 때 어떤 치수 손상도 보이지 않
았음을 명시하였고, Akova 등5의 연구에서 2-watt
superpulse CO2 레이저를 20초간 포세린 표면에 조
사했을 때 치수내강 온도가 0.2oC 상승하였고 이는
치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교정용
접착을 위해 레이저 사용 시, 치수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레이저가 미래에 가격적인 문제가 절충되어
해결된다면 시간 절약 관점에서 브라켓 접착 시, 임
상가들의 치료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
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
다.

280

대치교정지 38권 4호, 2008년

결론
포세린 표본을 포맷하여 만든 90개의 시편에 다
양한 표면처리를 시행하여 세라믹 브라켓을 부착하
였다. 대조군의 경우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글레이즈 상태를 유지하여 브라켓을 부착하였고 실
험군은 8종류의 다른 표면 처리 후 브라켓을 부착
하였다. 만능 시험기를 이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파절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측정된 전단결합강도는 HFA + S (13.92 ± 1.94
MPa), SB + S (10.16 ± 1.27 MPa), HFA (10.09 ±
1.07 MPa), L + S (8.25 ± 1.24 MPa), L (7.86 ±
0.96 MPa), OFA + S (7.22 ± 1.09 MPa), SB (3.41
± 0.37 MPa), OFA (2.81 ± 0.37 MPa), C (2.46 ±
1.36 MPa) 순이었다.
2. Silane을 추가로 처리한 모든 군에서 전보다 인장
결합강도가 증가하였다.
3. 레이저군은 인산 처리군 및 샌드블라스팅군에 비
해 현저히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레이저와 silane을 함께 처리한 군보다는 낮은 값
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4. 접착파절은 대조군은 레진과 포세린 표면에서 일
어났으며 silane을 처리한 군은 대부분 응집파절
양상을 나타내었고, 그 반면에 silane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계면파절양상을 보여주었다. 레이
저군과 레이저와 silane을 함께 처리한 군은 대부
분 계면파절을 보였고, 소수 복합파절양상을 나
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교정용 브라켓의 접착 시, 레이저
를 이용한 포세린 표면처리는 교정용 브라켓과 포
세린 표면 간의 적절한 결합강도를 제공하고, silane
적용 시 결합강도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포세린 표면에 브라켓의 결합강도를 증가시키
기 위해서 레이저 표면처리는 사용 가능한 치료 대
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차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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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using laser for ceramic bracket bonding of
porcelain surfaces
a

b

Kyung-Mi An, DDS, MSD , Dong-Seok Sohn, DDS, MSD, Ph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sing laser for ceramic bracket bonding of
porcelain surfaces and to compare it with conventional treatment of porcelain surfaces. Methods: Ninety feldspathic porcelain specimens were divided into 9 groups of 10, with each group having different surface treatments performed. Surface treatment groups were orthophosphoric acid, orthophosphoric acid with silane, hydrofluoric acid, hydrofluoric acid with silane, sandblasted, sandblasted with silane, laser etched, laser etched with
silane, and glazed surface served as a control group. In the laser etched groups, the specimens were irradiated
with 2-watt superpulse carbon dioxide (CO2) laser for 20 seconds. Ceramic brackets were bonded with light-cure
o
composite resin and all specimens were stored in water at 37 C for 24 hours. Shear bond strength was determined in megapascals (MPa) by shear test at 1 mm/minute crosshead speed and the failure pattern was
asses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ne-way ANOVA and tukey test were used. Results: Statistic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he HFA + S group showed the highest mean shear bond
strength (13.92 ± 1.94 MPa). This was followed by SB + S (10.16 ± 1.27 MPa), HFA (10.09 ± 1.07 MPa), L
+ S (8.25 ± 1.24 MPa), L (7.86 ± 0.96 MPa), OFS + S (7.22 ± 1.09 MPa), SB (3.41 ± 0.37 MPa), OFA (2.81
± 0.37 MPa), G (2,46 ± 1.36 MPa). Bond failure patterns of HFA and silane groups, except L + S, were cohesive
modes in porcelain while adhesive failure was observed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rest of the groups.
Conclusions : A 2-watt superpulse CO2 laser etching of porcelain surfaces can provide a satisfactory result for
porcelain surface treatment for ceramic bracket bonding. Laser irradiation may be an alternative conditioning
method for the treatment of porcelain surfaces. (Korean J Orthod 2008;38(4):275-282)

Key words: CO 2 laser, Porcelain, Surface treatment, Shear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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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교정수술을 받은 III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전, 후의 하악치열궁 변화
a

b

c

d

남형진 ㆍ손우성 ㆍ박수병 ․김성식

본 연구는 악교정수술을 받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전, 후의 하악치열궁 변화를 관찰하고, 이들이 초진
시의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 및 석고모형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자로 진단받은 31명(남자 14명, 여자 17명, 평균 21.8 ± 3.3세)을 대상으로 치료 전, 악교정수술 전, 악교정수술 후
채득한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과 치료 전, 후의 석고모형을 계측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
과 Mn-LMMC, Mn-LIE, Mn-MnOcc는 술전교정치료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전의 계측치와 치료
후 변화된 계측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치열궁공간부족(ALD)은 ICW, IPW1의 변화량과 순상관관계(r = 0.492, 0.615)
를 보였으며, 치열궁장경(arch length)의 변화량과도 순상관관계(r = 0.641)를 보였다. 그러나 Spee 만곡은 전치부
치축 각도 변화와 치열궁 폭경 및 장경 등 각각의 변화량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술전교정 후 Arch length, IPW1의 변화량은 치료 전의 계측치로 각각 64.0%, 75.8%를 설명할 수 있었
다. 이상의 연구에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전, 후의 변화량과 치료 전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 및 석고모
형 간에 관련성이 있었고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술전교정치료의 목표 설정과 악교정수술
결과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치교정지 2008;38(4):283-298)
주요 단어: III급 부정교합의 수술 교정, 치성보상, 하악치열궁

서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고 심미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면서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는 최근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1-3 악교정수술 시의 교정치료는
외과적인 수정을 제한하는 치성보상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치성보상이란 골격적인 부조화가 존재
할 때 좋은 안모와 기능 교합을 유지하고자 절치의
경사도와 수직적 위치가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된
4
다. 악교정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대체적으로 상악골 열성장과 하악
골 과성장이 주된 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하악 치열
a

전공의, b교수, c교수, d부교수,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교신저자: 손우성.
부산시 서구 구덕로 305 부산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
051-240-7443; e-mail, wsson@pusan.ac.kr.
원고접수일: 2008년 1월 3일 / 원고최종수정일: 2008년 6월 20일 /
원고채택일: 2008년 6월 23일.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경우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치성보상 기전에 의
해 설측으로 경사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5 악교정
수술 시 외과의는 술전교정 완료 시의 절치의 위치
를 바탕으로 치아가 서로 맞물리도록 맞추므로 하
악절치의 수직적인 위치가 수술 후 안면의 고경을
결정하며 절치의 전후방적인 위치는 수술 시 악골
6
간 전후방 이동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교정의로서 악교정수술에 의한 적절한 측모와 심
미성 획득을 위해서는 치료 시작 전에 치료 후의 절
7
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8
Steiner 는 NA line과 NB line을 기준으로 상하악절
치의 이상적 위치와 경사도를 제시하였고, Arnett
9
등 은 상하악 제1대구치 교두와 상하악 절치의 절
단을 연결한 각각의 평면에 대한 상하악절치의 각
도를 기준으로 상하악절치의 이상적인 목표치를 제
시하였으나, 골격과 치열의 특성에 따라서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경우 치성보상으로 하악궁에 총생과 Spee 만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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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생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 아니면 공간의 확보, 교합면 평탄화, 설측 경사
된 치아의 조절을 위해 비발치 확장배열을 고려한
10
다. Yang 은 하악전돌증 환자의 경우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시 하악절치의 위치를 결정할 때
하악결합의 형태에 따른 치아이동의 한계가 존재한
11
12
다고 주장하였고, Handelman 과 Wehrbein 등 도 하
악이부에서 절치의 전후방이동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치아이동은 골소실과 치주조직
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심
미성을 획득하고 치주조직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하게 될 하악절치의 위치를 각 환
자에 맞게 예측하고, 이동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치
료계획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Hwang과 Kwon13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술전교정의 예측치와 실측치의 비교에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술 전 교정 전 예측의 정확성이 낮다고
했다. Kim 등14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증례에서 개개의 치아의
이동의 한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초진 시 술전교
정치료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측모두부방사선 규
격사진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석고모형을 함께 이
용하여 하악 치열궁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는 미
흡하였다. 본 연구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치
료 전, 후 하악치열궁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들이 초
진 시의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 및 석고모형의
계측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
떤 항목이 하악치열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술전교정치료의 목표 수립 및 악교정수술
결과의 예측에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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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구순, 구개열 및 기타 두개 안면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파절이나 우식 등에 의해 치
관이 소실되거나 선천적 기형치아 및 결손치아가
있는 경우, 하악치열에 공간과잉이 존재하는 경우
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치료 전, 악교정수술
전, 악교정수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채
득한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과 치료 전, 후의 하
악석고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방법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의 투사 및 계측항목의 설정
모든 채득된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의 투사도
는 아세테이트지 상에서 작성되었고 각도는 0.1o까
지, 길이는 디지털 캘리퍼(Absolute Digimatic, Mitutoyo,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0.01 mm까지 계
측하였다. 모든 투사도의 작성과 자료입력은 판독
자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
루어졌다. 본 연구에 이용한 하악과 관련된 계측점
과 계측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계측점 및 계측 평면 (Fig 1)
1. S (Sella)

연구방법
연구대상
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 교정과에 내원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로 진단받은 후 술전교정치
료를 하고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악골의 Le Fort I
수술과 하악지시상분할골절단술 혹은 하악지시상
분할골절단술만을 시행한 환자 31명(남자 14명, 여
자 17명, 평균 21.8 ± 3.3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이 중 상악 소구치 발치는 18명, 상악 비발
치는 13명이었다. 안면비대칭이 심하여 악교정수술
시 하악골 후퇴량이 좌우 3 mm 이상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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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s of lateral cephalometric films. 1, S
(sella); 2, Na (nasion); 3, Or (orbitale); 4, Po (porion);
5, A (point A); 6, B (point B); 7, Me (menton); 8, Go
(gonion); 9, LIE (lower incisor edge); 10, LIRA (lower incisor root apex); 11, LMMC (lower molar mesio-buccal
c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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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 (Nasion)
3. Or (Orbitale)
4. Po (Porion)
5. A point
6. B point (supramentale)
7. Me (Menton)
8. Go (Gonion)
9. LIE (Lower incisor edge)
10. LIRA (Lower incisor root apex)
11. LMMC (Lower molar mesio-buccal cusp)
12. SN plane (S점과 Na점을 연결한 평면)
13. FH plane (Or점과 Po점을 연결한 평면)
14. MnOcc plane (하악 절치 절단연과 하악 제1대
구치 근심협측교두정을 연결한 평면)9
15. Mn plane (Me점과 Go점을 연결한 평면)
2) 계측항목 (Figs 2 and 3)
골격 계측 항목
1. ∠SNA (SN plane과 Na-A point line 사이의 각)
2. ∠SNB (SN plane과 Na-B point line 사이의 각)
3. ∠ANB (∠SNA − ∠SNB)

Fig 2. Angular measurement of lateral cephalometric
films. 1, SNA (SN plane to NA plane); 2, SNB (SN
plane to NB plane); 3, ANB (NA plane to NB plane);
4, SN-Mn (SN plane to mandibular plane); 5, FH-Mn
(FH plane to mandibular plane); 6, IMPA (lower incisor
to mandibular plane); 7, FH-LI (FH plane to lower incisor); 8, SN-MnOcc (SN plane to mandibular occlusal
plane); 9, Mn-MnOcc (mandibular plane to mandibular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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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SN-Mn (SN plane과 Mn plane 사이의 각)
∠FH-Mn (FH plane과 Mn plane 사이의 각)
AFH (Na점과 Po점 사이의 거리)
PFH (S점과 Go점 사이의 거리)
PFH/AFH (AFH에 대한 PFH의 비율)

치아 계측 항목
1. ∠IMPA (LIE와 LIRA를 연결한 선과 Mn plane
사이의 각 중 후방에 위치한 각)
2. ∠FH-LI (LIE와 LIRA를 연결한 선과 FH plane
사이의 각 중 후방에 위치한 각)
3. Mn-LMMC (Mn plane과 LMMC 사이의 수직
거리)
4. Mn-LIE (Mn plane과 LIE 사이의 수직 거리)
교합평면 계측 항목
1. ∠SN-MnOcc (SN plane과 MnOcc plane 사이의 각)
2. ∠Mn-MnOcc (Mn plane과 MnOcc plane 사이의 각)

석고모형 계측
치료 전, 후의 하악석고모형을 이용하여 다음 항
목을 계측하였고 모든 계측 및 자료 입력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Fig 3. Linear measurement of lateral cephalometric
films. 1, AFH (anterior facial height); 2, PFH (posterior
facial height); 3, Mn-LMMC (vertical distance between
mandibular plane to lower molar mesio-buccal cusp); 4,
Mn-LIE (vertical distance between mandibular plane to
lower incisal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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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of
curve of Spee. A, Dental
surveyor to allow measurement of angulation
and inclination of each
tooth and curve of Spee.
B, surgical-orthodontic model calipers to measure
curve of Spee.

1) 치열궁 공간 부족(arch length discrepancy, ALD)
0.01 mm 단위의 디지털 캘리퍼를 이용하여 제3
구치를 제외한 모든 하악 영구치의 근원심 폭경을
교합면과 평행하고 치아의 장축에 직각으로 계측한
후 합하여 요구공간(required space)으로 하고, 구치
부는 중심구, 전치부는 절단연을 지나게 하여 제2대
구치 원심면에서 반대측 제2대구치 원심면까지의
치열궁 길이를 계측하여 가용 공간(available space)
으로 한 후 그 차이를 공간 부조화의 양(arch length
15
discrepancy)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Little 에 의해 제
시된 방법으로 전치부에서 각 인접치아 간의 접촉점
사이의 5개의 수평거리를 합산하여 Irregularity index를
계산하였다.
2) Curve of Spee
16
정확한 측정을 위해 Shannon과 Nanda 의 연구에
근거하여 하악석고모형을 치과용 서베이어의 금속
판에 좌, 우측 제2대구치의 원심협측 교두정과 양측
하악중절치의 절단연의 중점이 같은 평면에 오도록
장착했다 (Fig 4, A). 0.01 mm 단위의 디지털 캘리퍼
(수술교정모델측정기, 자인메드, 서울, 한국)를 이용
하여 제2대구치의 원심협측교두에 맞춰 원점조절을
한 후 교합평면에 대한 교두의 수직 높이를 측정하였
다 (Fig 4, B). 이 중 가장 큰 값을 curve of Spee 값으로
하였으며 좌, 우측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3) 치열궁 폭경 및 장경(Arch width and arch length)
치열궁 폭경을 측정하기 위해 하악견치부터 제2
대구치까지 교두간 거리를 측정하였다. 견치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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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t-up model gauge.

구치는 협측 교두정, 제1, 2대구치는 근심협측 교두
정간 거리를 측정하였고 교두정이 교모 등으로 닳
았을 경우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두정을
사용하였다. 치열궁 장경은 양측 하악중절치 절단
연의 중점에서 양측 제2대구치 원심면을 연결한 선
에 이르는 수직거리로 측정하였다.
1. ICW (Inter-canine arch width): 견치간 폭경
2. IPW1 (Inter-1st premolar arch width): 제1소구치
간 폭경
3. IPW2 (Inter-2nd premolar arch width): 제2소구
치간 폭경
4. IMW1 (Inter-1st molar width): 제1대구치간 폭경
5. IMW2 (Inter-2nd molar width): 제2대구치간 폭경
6. AL (Arch length): 치열궁 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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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values and comparison of cephalometric
measurements

Table 1. Continued
Measurement

Measurement

Group

Mean ± SD

Significance

o

Skeletal angular ( )
SNA

SNB

ANB

SN-Mn

FH-Mn

79.24a

3.45

T1

79.40a

3.14

T2

80.43b

4.15

T0

83.58a

3.75

T1

a

3.50

T2

b

79.30

3.66

T0

-3.35a

3.50

T1

-4.07a

3.55

T2

1.13b

3.44

83.47

T0

39.75

6.52

T1

39.77

6.15

T2

42.52

5.82

T0

32.16

5.86

T1

31.85

5.72

T2

34.54

5.00

T0

144.96

10.43

T1

145.33

9.71

T2

142.37

9.25

PFH

T0

90.01

7.46

T1

90.79

7.25

PFH/AFH

T2

87.21

8.76

T0

0.62

0.04

T1

0.63

0.04

T2

0.61

0.05

*
Mn-MnOcc
†

T0

78.52a

7.62

T1

b

89.03

8.31

T2

83.45c

7.22

T0

a

†

69.60

7.18

T1

59.18b

8.00

T2

b

8.05

62.26

Dental linear (mm)
Mn-LMMC

Mn-LIE

T0

38.09

3.52

T1

38.54

3.61

T2

36.64

3.80

T0

47.73

4.35

T1

48.90

4.14

T2

49.00

3.86

T0

19.28

13.26

T1

18.25

5.12

T2

15.94

4.85

T0

a

22.91

4.62

T1

21.28a

4.20

T2

26.31b

4.73

†

SD, standard deviation; Positive values indicate decrease between the groups; negative values, increase; * p
＜ 0.05;

†

p ＜ 0.001;

a,b ,c

T he sam e supers-

cripts indicat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dicated groups (p ＞ 0.05).

Dental angular ( )

FH-LI

Significance

Pretreatment (T0), Presurgical (T1), Postsurgical (T2).

o

IMPA

Mean ± SD

Occlusal angular (o)
SN-MnOcc

T0

Skeletal linear (mm)
AFH

Group

†

*

4) 근원심경사(angulation)와 협설측경사(inclination)
Bae와 Son17, Kim 등14의 연구에 근거하여 하악중
절치부터 제2대구치의 순면에 연필로 FACC (facial
axis of clinical crown)와 FA point (facial axis point)를
표시하였다. 좌, 우측 중절치와 좌, 우측 제1대구치
의 FA point를 연결한 Andrews' plane이 지평면과
평행하도록 서베이어의 모형 고정대에 장착한 후
셋업 모형 측정기(set-up model gauge, IV-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Andrews' plane에 대한 해당치아
의 근원심경사(angulation)와 협설측경사(inclination)을
측정하였다 (Fig 5). 근원심경사(angulation)와 협설
측경사(inclination)의 평균 변화량에서 양(+)의 부호
는 치료 후 수치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내므로 angulation의 경우에는 임상치관의 원심경사, inclination
의 경우에는 임상치관의 설측경사를 의미하며, 음
(-)의 부호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통계분석
이상에서 얻은 각 계측항목을 SPSS for Windows
ver 12.0 (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과 석고모형의 각각의
계측항목의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15개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동일인에 의해 2
주 후에 시행되었다. Paired t-test를 통하여 검사자 내
18
의 신뢰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Dahlberg의 함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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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method error를 구했다(   




 ,



Se는 측정된 method error, D는 두 계측치간 차이, N
은 두 번 계측한 개수를 뜻한다). 그 결과 각각의 계
측항목에 대해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치료 전, 악교정수술 전, 악교정수술 후의 측모두
부방사선 규격사진의 계측항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test와 사후 검정으로 Scheffe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치료 전과 후의 석고모형의 계측항
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
고, 치료 전과 술전교정 후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
진 및 석고모형의 계측치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시행하
였다. 또한 술전교정에 의한 각각의 계측치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
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치료 전의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 및 석고모형의 계측항목에 따라 술전교정
에 의한 각 계측치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예측
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측모
두부방사선 규격사진 중 선 계측항목을 110% 확대
율을 적용하여 실계측치로 변환하였다.

이(p ＞ 0.05)를 보이지 않았다. Mn-LMMC, Mn-LIE,
Mn-MnOcc는 술전교정 후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이지 않았으나, Mn-MnOcc는 악교정수술 후 유의
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Table 1, Fig 6).

치료 전, 후의 석고모형의 계측항목의 비교
ICW, IMW1, #31, #34, #44, #47 치아의 근원심경
사(angulation), #36, #47 치아의 협설측경사(inclination)를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Tables 2 - 4 and Figs 7 and 8). 모든
부위에서 치열궁 폭경이 증가하였고, 평균 변화량
은 제1소구치에서 가장 컸으며 제1대구치에서 가장
작았다. 또한 치열궁 장경도 증가하였다. 근원심경사
(angulation)의 경우 치료 후에 전치는 임상치관의
근심경사를, 구치는 원심경사를 보였으며, 협설측경
사(inclination)의 경우 모든 치아가 순, 협측경사를
보였다.

연구성적
치료 전, 악교정수술 전, 악교정수술 후의 측모두부
방사선 규격사진의 계측항목의 비교
SNB와 IMPA, FH-LI, Mn-MnOcc 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IMPA는 술전교정 후
증가하였고 악교정수술 후 감소하였다. FH-LI는 술
전교정 후 감소하였으나, 악교정수술 후 유의한 차

Fig 6. Comparison of cephalometric measurements. Pretx,
pretreatment; presurg, presurgical; postsurg, postsurgical.

Table 2. Mean values and comparison between before treatment model and after treatment model in arch length
discrepancy and curve of Spee of mandible (paired t-test)
Measurement

Group

Mean

ALD (mm)

Before treatment

-3.40

2.19

After treatment

-0.05

0.20

Before treatment

5.09

2.90

After treatment

0.63

0.85

Before treatment

1.68

0.61

After treatment

0.82

0.40

II (mm)
COS (mm)

±

SD

Difference (before-after)
Mean

Significance

-3.35

*

4.45

*

0.86

*

ALD, arch length discrepancy; II, irregularity index; COS, curve of Spee; SD, standard deviation;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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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values and comparison between before treatment model and after treatment model in arch width and
arch length of mandible (paired t-test)
Measurement
Arch width (mm)
ICW
IPW1
IPW2
IMW1
IMW2
Arch length (mm)

Group

Mean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27.22
27.73
34.34
37.03
41.55
43.54
47.87
48.28
53.52
54.98
42.79
45.79

±

SD

2.49
1.80
3.04
1.95
3.45
1.75
2.74
2.26
3.61
3.52
3.50
3.07

Difference (before-after)
Mean

Rate (%)

Significance

-0.52

-1.90

-2.69

-7.84

†

-1.99

-4.78

†

-0.41

-0.86

-1.46

-2.72

*

-2.99

-7.00

†

ICW, inter-canine arch width; IPW1, inter-1st premolar arch width; IPW2, inter-2nd premolar arch width; IMW1,
st
nd
inter-1 molar arch width; IMW2, inter-2 molar arch width; SD, standard deviation; Positive values indicate decrease
*
†
between the groups; negative values, increase; Rate, (before - after)/before × 100; p ＜ 0.01; p ＜ 0.001.

Table 4. Comparison between before treatment model and after treatment model in angulation and inclination of
mandibular teeth (paired t-test)
Difference (before-after)
o

Tooth number
Mean
31
32
33
34
35
36
37
41
42
43
44
45
46
47

Inclination (o)

Angulation ( )

-2.10
-4.79
-3.60
1.61
3.06
3.45
2.84
-1.18
-2.50
-2.76
1.53
2.48
2.95
0.02

±

SD
4.00
5.51
5.15
4.65
4.83
5.23
4.86
3.95
4.11
6.57
4.76
5.73
4.24
5.81

Significance
†
‡
†

†
†
†

†

*
*
†

Mean
-10.11
-9.35
-3.55
-5.82
-3.66
0.42
-3.21
-9.45
-8.79
-4.39
-9.02
-4.45
2.94
-2.48

±

SD

Significance

7.07
6.89
5.86
7.11
7.72
6.12
5.84
7.85
6.76
5.94
7.74
8.82
7.75
7.52

‡
‡
†
‡

*
†
‡
‡
‡
‡
†

*

SD, standard deviation; Tooth No., tooth number (FDI system); Positive angulation values indicate distal tipping of
clinical crown; negative values, mesial tipping; Positive inclination values indicate lingual tipping of the clinical crown;
*
†
‡
negative values, labial tipping;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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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과 술전교정 후 계측치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
수평 및 수직골격계측항목과 술전교정에 의한 각
각의 계측항목의 변화량 사이에서는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Table 5).
공간부조화의 양인 ALD은 폭경의 변화량인 ICW,
IPW1과 순상관관계(r = 0.492, p ＜ 0.01; r = 0.615,
p ＜ 0.001)를 보였으며, AL의 변화량과는 순상관관
계(r = 0.641, p ＜ 0.001)가 나타났다. COS는 각각의
변화량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ICW, IPW1,
IPW2 등은 AL의 변화량과 순상관관계(r = 0.537,
0.540, 0.429, p ＜ 0.05)를 보였다. 또한 견치간 폭경
과 제1대구치간 폭경의 차이인 ICW-IMW1은 IMW1
의 변화량과 역상관관계(r = -0.576, p ＜ 0.01)를 보
였다. 모든 하악치아의 협설측경사(inclination)는

Fig 7. Mean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in arch width and arch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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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W2의 변화량과 순상관관계(p ＜ 0.05)를 보였다
(Tables 6 - 8).

술전교정에 의한 각각의 계측치 변화량 간의 상관
관계
ALD의 변화량은 ICW, IPW1, AL의 변화량과 순
상관관계 (p ＜ 0.01)를 보였다. AL의 변화량은
ICW, IPW1, IPW2의 변화량과는 순상관관계 (p ＜
0.05)를 보였으나, IMW1, IMW2의 변화량과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치료 전의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및 석고모형의 계
측항목과 술전교정에 의한 각각의 계측항목의 변화
량 간의 회귀분석
다중선형회귀모형에서 단계적 선택법(stepwise procedure)을 사용하여 각각의 계측항목의 변화량을 예
측하기 위해 반응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
명변수를 찾아냈다. 각각의 계측항목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치료 전의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및 석고모형의 계측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화량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특히 술 전 교정 치료
목표 설정과 상관있는 AL, IPW1의 변화량과 치료
전 계측항목 간의 선형식을 얻었는데, AL= -0.770
＋ 0.465 × ALD ＋ 0.131 × #31 (Inclination) - 0.074 ×
2
#32 (Inclination)(수정결정계수 R = 0.640, p ＜
0.001), IPW1 = -16.862 ＋ 0.852 × IPW1 - 0.352 × AL
(수정결정계수 R2 = 0.758, p ＜ 0.001)로 나타났다.

Fig 8. (A) Difference in angul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Positive angulation values indicate distal tipping of clinical crown; negative values, mesial tipping. (B) Difference in inclin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Positive inclination values indicate lingual tipping of clinical crown; negative values, labial t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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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etween pretreatment cephalometric measurements and each change
(pretreatment to presurgical, n = 31)
ΔPretxPresurg IMPA FH-LI

ALD

II

COS

ICW

IPW1

IPW2

IMW1

IMW2

AL

Pretx
SNB

0.063

0.013

0.217

-0.284

0.008

-0.201

0.117

-0.155

-0.178

-0.005

0.031

SN-Mn

-0.033

-0.048

-0.209

0.203

0.083

0.083

-0.212

-0.024

0.090

-0.036

-0.054

FH-Mn

-0.023

-0.033

-0.216

0.211

0.063

0.089

-0.271

-0.109

0.087

-0.011

-0.075

0.184

-0.249

-0.018

0.022

0.256

0.227

-0.055

0.143

0.057

-0.172

0.140

AFH
PFH

0.129

-0.132

0.090

-0.053

0.248

0.212

0.165

0.229

0.018

-0.101

0.135

-0.037

0.100

0.123

-0.081

0.022

0.013

0.252

0.113

-0.039

0.062

0.018

IMPA

0.236

-0.199

0.060

0.065

0.107

0.145

0.101

0.346

-0.070

-0.185

0.328

FH-LI

-0.275

0.271

0.072

-0.183

-0.173

-0.211

0.079

-0.307

0.027

0.217

-0.280

Mn-LMMC

0.073

-0.094

0.013

0.143

0.083

0.125

-0.038

0.098

0.089

0.090

0.088

Mn-LIE

0.143

-0.181

0.084

0.098

0.194

0.128

-0.050

0.041

-0.209

-0.190

0.231

PFH/AFH

*

SN-MnOcc

0.258

-0.297

-0.219

0.035

0.460

0.050

-0.156

0.333

0.042

-0.173

0.007

Mn-MnOcc

-0.181

0.152

0.154

-0.156

0.250

0.047

0.105

0.016

-0.299

-0.255

-0.041

*

p ＜ 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etween pretreatment model measurements and each change (pretreatment
to presurgical, n = 31)
ΔPretxPresurg IMPA

FH-LI

ALD

II

COS

ICW

IPW1

IPW2

IMW1

IMW2

AL

0.492†

0.615‡

0.287

0.287

0.197

0.641‡

-0.509† -0.347

-0.438*

-0.088

-0.595‡

-0.067

0.331

-0.076

-0.351

0.132

Pretx
ALD
II
COS

0.351

-0.329

-0.312

0.283

0.996‡ -0.635‡ -0.198
-0.765‡

0.958‡ -0.045
‡

-0.425*

0.009

-0.007

0.007

-0.241

0.839

0.170

ICW

-0.016

0.005

0.387*

-0.171

0.156

0.707‡

0.212

0.365*

0.015

-0.036

0.537†

IPW1

0.241

-0.206

0.015

0.425*

0.775‡

0.507†

0.170

-0.028

0.540†

‡

0.265

-0.234

0.429*

Arch width
0.587† -0.413*

*

†

*

IPW2

0.242

-0.217

0.273

-0.309

0.450

0.471

0.437

0.870

IMW1

0.124

-0.103

0.202

-0.310

0.271

0.376*

0.294

0.490†

0.571

0.204

0.247

IMW2

-0.102

0.118

0.158

-0.214

0.230

0.261

0.170

0.276

0.442*

0.346

0.070

ICW-IMW1

-0.144

0.111

0.154

0.160

-0.133

0.275

-0.104

-0.164

Arch length

0.205

-0.187

0.116

0.043

0.130

0.110

-0.054

0.084

*

p ＜ 0.05;

†

p ＜ 0.01;

‡

-0.576† -0.245

0.249

-0.253

0.486†

-0.189

p ＜ 0.001.

고찰
술전 교정치료의 주된 목적은 총생과 교두간섭의

해소 및 Spee 만곡의 평탄화를 포함하여 상하악의
치성보상을 해소하고 상하악치열궁의 조화를 확립
하여 술 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1,2,19,20 두개안
21-25
면골격형태의 치성보상 과 경조직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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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etween pretreatment model measurements (angulation) and each change
(pretreatment to presurgical, n = 31)
ΔPretxPresurg IMPA

FH-LI

ALD

II

COS

ICW

IPW1

-0.106
-0.284
0.050
0.129
0.177
0.068
-0.464†
-0.147
-0.435*
0.207

0.342
0.505†
-0.152
-0.395*
-0.190
0.001
0.460†
0.303
0.116
-0.277

-0.283
-0.359*
0.337
0.044
0.061
-0.173
-0.445*
-0.054
-0.076
0.437*

IPW2

IMW1

IMW2

AL

-0.106
0.143
-0.017
0.421*
0.233
0.438*
0.068
-0.155
0.008

0.243
0.368*
-0.082
-0.029
0.021
0.027
0.097
0.064
-0.063

0.358*
0.262
0.343
0.596‡ 0.506† 0.198
-0.014
-0.131 -0.194
-0.252
0.002 -0.117
-0.134
0.009
0.104
0.056
0.157
0.137
0.380*
0.208
0.186
0.075
0.071
0.125
0.329
0.280
0.417*

0.118
-0.140
-0.037
-0.466†
-0.071
-0.006
-0.025
0.143
0.168

-0.021
0.149
0.048
0.336
0.233

-0.091
0.136
0.206
0.210
-0.175

-0.012
-0.408*
-0.150
-0.120
-0.068

-0.038 -0.155
0.023 -0.292
0.125 -0.115
0.054
0.198
0.234
0.105

Pretx
Angulation
31
32
33
34
35
36
37
41
42
43
44
45
46
47

0.134
0.306
-0.075
-0.137
-0.174
-0.076
0.476†
0.120
0.450*
-0.235
-0.256
-0.109
0.094
0.234

0.201
0.037
-0.124
-0.221

†

-0.353
-0.101
0.125
0.231

Tooth number (FDI system). *p ＜ 0.05;

0.482
0.254
-0.138
-0.183
†

p ＜ 0.01;

-0.012
-0.091
-0.120
-0.018
-0.233

-0.210
-0.143
0.090
0.041
-0.017

0.283
0.274
-0.099
-0.025
-0.052
0.048
0.376*
-0.007
0.125

‡

p ＜ 0.001.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etween pretreatment model measurements (inclination) and each change
(pretreatment to presurgical, n = 31)
ΔPretxPresurg

IMPA

FH-LI

ALD

II

COS

ICW

IPW1

IPW2

IMW1

-0.112
-0.282
0.056
-0.279
-0.197
-0.335
-0.289
-0.043
-0.192
-0.032
-0.289
-0.163
-0.184
-0.157

0.242
0.303
0.304
0.031
0.412*
0.192
0.155
0.284
0.226
0.080
0.075
0.281
-0.089
0.192

0.280
0.383*
0.438*
0.368*
0.313
0.280
0.142
0.274
0.373*
0.275
0.279
0.395*
0.385*
0.138

0.172
0.334
0.027
0.694‡
0.330
0.351
0.380*
0.219
0.214
0.250
0.591‡
0.334
0.302
0.175

0.456*
0.599‡
0.368*
0.530†
0.811‡
0.518†
0.459†
0.458†
0.499†
0.359*
0.504†
0.743‡
0.438*
0.394*

-0.071
0.053
-0.052
0.132
0.461†
0.661‡
0.480†
-0.040
0.025
0.121
0.109
0.167
0.264
0.271

IMW2

AL

Pretx
Inclination
31
32
33
34
35
36
37
41
42
43
44
45
46
47

0.309
0.272
-0.044
0.339
0.250
0.295
0.099
0.258
0.099
0.169
0.176
0.179
-0.038
0.009

-0.316
-0.236
0.031
-0.307
-0.204
-0.252
-0.046
-0.236
-0.059
-0.143
-0.110
-0.130
0.117
0.054

0.119
0.356*
-0.009
0.357*
0.170
0.201
0.329
0.095
0.236
0.055
0.256
0.107
0.185
0.022

*
Tooth number (FDI system).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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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

p ＜ 0.001.

-0.344
-0.274
-0.308
-0.198
-0.101
0.145
0.265
-0.263
-0.262
-0.057
-0.189
-0.345
0.095
0.168

0.533†
0.374*
0.323
0.433*
0.225
0.183
0.173
0.471†
0.363*
0.343
0.343
0.251
0.25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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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etween each change of measurements (pretreatment to presurgical, n = 31)
IMPA
IMPA
FH-LI
ALD
II
COS
ICW
IPW1
IPW2
IMW1
IMW1
AL
*

1.000
-0.978‡
0.337
-0.259
-0.011
0.047
0.273
0.217
0.169
-0.119
0.486†

p ＜ 0.05;

†

FH-LI

ALD

1.000
-0.317
1.000
‡
0.230 -0.664
0.020 -0.188
†
-0.110
0.498
‡
-0.256
0.630
-0.200
0.301
-0.122
0.281
0.140
0.166
-0.504† 0.638‡

p ＜ 0.01;

‡

II

COS

ICW

IPW1

IPW2

1.000
-0.134
-0.384*
-0.492†
-0.363*
*
-0.402
0.057
-0.511†

1.000
0.006
-0.206
0.333
-0.070
*
-0.373
-0.127

1.000
0.484†
0.503†
0.220
-0.142
0.571†

1.000
0.552†
0.311
-0.021
0.466†

1.000
0.424*
-0.220
0.375*

IMW1

1.000
0.515†
0.226

IMW2

1.000
-0.054

AL

1.000

p ＜ 0.001.

연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26-28는 많이 이루어져 술
전교정 및 악교정수술의 치료 계획 수립에 많은 도
움이 되고 있다. 술전교정치료는 이러한 치성보상
과 악교정수술에 해당하는 경조직 변화를 연결하여
심미적인 연조직 변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과정
이다. 치아의 교합을 배제한 악교정수술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악교정수술량은 술전교정 후의 치아의 배
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Capelozza Filho
29
등 은 하악전돌자에서 하악골의 후방이동량과 치성
보상의 해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Yang30은 술전교정치료에서 전치부의 순, 설측 치축
을 부적절하게 변동시키게 되면 수술 시 부적절한
위치로 하악이 이동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측모
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최근 경제적 여건의 발전과
더불어 심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치료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초진 시에 악교
정수술이 계획된 환자의 수술 후 변화를 정확하게
26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심미성 향
상을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술전교
정치료에 의한 실제적인 치아의 위치변화의 예측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예측은 초진
시의 진단 자료에 근거를 두게 되므로 초진 시의 측
모두부방사선사진 및 석고모형과 술전교정치료 후
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치아의 위
치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료 전, 후의 하악 치열의 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축 변경 시의 기준평면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에서 SN plane, FH plane, 구
개평면, 하악평면, 교합평면 등을 사용하였다. Yang30

은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의 경우 술전교정
치료 과정의 치축 변화는 기존의 기준평면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수술이 개입되게 되면 수술에 의해 기
준평면이 영향을 받으므로 교합평면을 기준평면으
로 설정해야 절치 치축에 대한 경사도가 수술 시 골
절단면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된다고 하였
고, Arnett 등9은 상하악 교합평면을 기준평면으로
설정하여 절치의 치축각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셋
업 모형 측정기를 사용하여 석고모형에서의 개개의
치아의 근원심경사와 협설측경사를 측정하고 공간
부조화양, 치열궁 폭경 및 장경 등을 측정하여, 절
치 이외의 치아에 대해서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는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의 한계를 보완
하고자 하였다.14,17,31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남녀에
서 골격의 크기에 성별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별에 의한 측
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과 석고모형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Table 10).
치료 후 하악치열궁 폭경과 장경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제1소구치간 폭경의 변화가 가장
컸으며 견치간 폭경과 제1대구치간 폭경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소구치부에서 치성보상이 많이 일
어나고 제1대구치는 치성보상이 다른 치아보다 적
게 일어난다는 Lee와 Son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따라서 치료 전의 견치간 폭경과 제1대구치간
폭경을 참고하여 치료 후 하악 치열궁의 형태를 예
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개 치아의 근원심경사(angulation)의 경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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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exual differences of pretreatment cephalometric and model measurements
Male
Mean ± SD

Female

Signifi-

Mean ± SD cance

Pretreatment cephalometric measurements
SNB
83.73
3.47
83.44 4.07
SN-Mn
39.14
6.43
40.24 6.74
FH-Mn
31.28
6.81
32.88 5.04
AFH
149.58 10.39 141.15 9.04
PFH
95.36
6.91
85.60 4.46
PFH/AFH
0.63
0.04
0.60 0.04
IMPA
78.72
8.94
78.34 6.61
FH-LI
70.61
8.82
68.75 5.62
Mn-LMMC
38.62
3.83
36.83 2.75
Mn-LIE
49.22
4.15
46.49 4.22
SN-MnOcc
20.69
4.48
18.11 7.00
Mn-MnOcc
23.28
4.75
22.60 4.63
Pretreatment model measurements
ALD
-3.58
1.96
-3.25 2.40
II
5.42
3.09
4.80 2.79
COS
1.86
0.57
1.53 0.60
ICW
27.07
2.85
27.32 2.22
IPW1
35.14
2.89
33.67 3.08
IPW2
43.02
3.65
40.34 2.81
IMW1
49.10
2.65
46.84 2.42
IMW2
55.15
3.95
52.17 2.72
Arch length
42.89
3.82
42.71 3.32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후 전치부는 임상치관이 근심경사되는 경향을 보였
고 제1소구치 후방의 구치부는 원심경사되는 경향
을 보였다. 협설측경사(inclination)의 경우 모든 치아
가 임상치관의 순협측경사를 보였다. 이러한 평균
변화량은 전형적으로 치성보상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초진 시 존재하던 총생과 Spee 만곡
이 해소되는 과정이 모두 전치부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악치열 전체로 분산됨을 의미한다. 또한
상악의 소구치 발치군과 비발치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14과 Lee
31
등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술전교정 완료 시의
모형은 근원심경사(angulation)와 협설측경사(inclination)를 측정하는 순협면이 브라켓에 의해 측정할
수 없었으므로 술전교정 완료 시의 모형은 연구자
료로 이용하지 못했다. 물론 술후교정은 치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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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치아의 위치를 변화시켰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19 그러나 Willmot와
Moss32는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연구에서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자의 하악수술 후 하악절치는 술전교정
후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FH plane에 대한 절치 치축 각도가 악교정수술 후
에도 술전교정 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술후교정에 의해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술
전 교정치료의 목표에 근거하여 하악의 치료 후의
모형과 술전교정 완료 시의 모형이 유사하다고 가
정하였다. 실제로 Bae와 Son17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상의 하악절치 치축의
치료 전과 술전교정 후간 변화는 모형의 치료 전,
후 #31, 41의 inclination의 변화의 평균값과 비슷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진 시의 측모두부방사선사
진 및 석고모형과 술전교정에 의한 변화량 간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공간부조화의 양인 ALD은 폭경의 변화량인 ICW,
IPW1과 AL의 변화량과 순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ALD의 절대값이 클수록 하악절치의 순측경사가
많이 나타나고 치열궁 폭경과 장경도 많이 증가함
을 의미하며 치열궁 폭경의 증감은 제2소구치 후방
보다는 제1소구치 전방에서 더욱 많이 증가됨을 의
미한다. 또한 견치간 폭경과 제1대구치간 폭경의 차
이인 ICW-IMW1은 IMW1의 변화량과 역상관관계
를 보였는데, 이는 치료 전의 견치간 폭경과 제1대
구치간 폭경간의 차이가 클수록 제1대구치의 변화
량은 작음을 의미하여 하악 치열궁의 폭경을 변화
시킬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lQabandi 등33은 하악절치의 전방경사는 총생의
해소 및 견치간 폭경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
하였고, Braun과 Hnat34은 견치간 폭경의 변화와 치
열궁 장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는 이와 같은 연구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견치간
폭경이 치열궁 장경과 역상관관계를 이루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AL의 변화량은 ICW, IPW1,
IPW2의 변화량과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앞
의 연구가 총생의 정도가 유사한 조건하에서 견치
간 폭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악궁 형태를 변형시킨
것에 기인하고 본 연구는 총생의 정도가 달랐기 때
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AL의 변화량은 제1대구치
후방의 폭경 변화인 IMW1, IMW2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AL의 변화량은 후방부 보다는 제2소
구치 전방의 폭경 변화량과 관련이 큼을 의미한다.
Hemley35에 의하면 Spee 만곡은 하악구치부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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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사되고 하악견치가 원심경사되며 사이의 소구
치가 하방에 위치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Spee
만곡을 해소하기 위해 Strang과 Thompson36은 하악
구치부의 원심경사와 소구치의 정출 및 전치의 함
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Chung 등37과 AlQabandi 등33
은 Spee 만곡의 감소와 하악절치의 전방경사와 관
련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Spee 만곡
과 전치부 치축 각도 변화와 치열궁 폭경 및 장경
등 각각의 변화량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Spee 만곡이 술전교정치료에
의해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악 절치와 하악 구치부 수직 길이 변화는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하악교합평면이 변하
지 않고 소구치부의 정출로 Spee 만곡이 평탄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17
Bae와 Son 은 셋업 모형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
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의 계측치들을 진단용 모형
에서의 계측치와 서로 연계시켜 분석하고 임상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료 전에 측
모두부방사선사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편한
셋업 모형 측정기를 사용하여 모형을 계측함으로써
치료 시의 변화량을 더욱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 전의 계측값을 바탕으로 하악절치의
전방 경사 이동량과 장경 변화량 및 폭경 확장량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를 찾기 위해 본 연구에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술전교정
치료 목표 설정과 상관있는 AL, IPW1의 변화량과
치료 전 계측항목간의 선형식을 얻었는데, AL =
-0.770 ＋ 0.465 × ALD ＋ 0.131 × #31 (Inclination)
-0.074 × #32 (Inclination)(수정결정계수 R2 = 0.640,
p ＜ 0.001), IPW1 = -16.862 ＋ 0.852 × IPW1 0.352 × AL (수정결정계수 R2 = 0.758, p ＜ 0.001)
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선형식은 임상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술전교정치료에 의한 변
화를 예상하여 술전교정치료의 목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치성보상의 해소와 하악골 수술량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술전 교정에 의한 치아
의 변화량을 예상하지 못하면 악교정수술 시 부족
하거나 과도한 골격이동을 하게 되어 심미성이 손
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아의 이동 예측은 심미
성 향상에 중요하다.29 치료 전 하악 총생의 양이 적
어서 회귀식을 통하여 하악전치의 전방경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II급 고무줄을 사용하거나13 miniscrew와 MEAW (multi-loop edgewise archwire)를 사

악교정수술을 받은 III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전, 후의 하악치열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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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하악전치의 전방경사를 도모하여 하악 전
치부 치성보상을 해소할 수 있다. Handelman11과
Wehrbein 등12은 하악이부에서 절치의 전후방이동
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치아이동은
골소실과 치주조직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치료 전 하악 총생의 양이 과도하여
많은 양의 전방이동이 예상되면 하악 제2소구치를
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13 또한 많은 양의 하
악절치의 전방이동으로 정상 수평피개에 맞춰 악교
정수술로 하악을 후방이동할 경우 하악이부의 과도
한 후방이동으로 심미적 안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하악이부성형술을 수술 직
전이 아니라 치아배열 초기부터 예상할 수 있다.
Bailey 등39은 상하악 폭경 문제가 있어 상악의 폭경
을 교정적으로 확장할 경우 재발 및 안정성의 이유
로 술전교정 초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폭경
은 상하악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므로 하악의 폭경 또한 변화를 예상하여 상악과 조
화를 이루도록 치료 초기부터 폭경 조절에 유의해
야 한다.
악교정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의 치열궁 변화에
비해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치열궁 변화는
치료 초기 골격적 부조화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골격적 부조화가 심할수록 하악
의 치아가 설측으로 경사되는 경향이 크며 이는 치
성 보상 해소 시에 확장의 여력을 더욱 크게 한다.
또한 악교정수술을 통하여 골격적인 위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폭경의 조절이 좀 더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 후의 하악치열궁변화를
관찰하고 치료 전의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 및
석고모형의 계측치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과 석고모형을 연계
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하악치열궁변화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러나 치아이동이 II급 고무줄의 사용 유무와 다양한
브라켓의 사용 등 치료역학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하악치열의 변화는 발치와 비발치군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치아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조절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개개인의 골격 특성과 안모
의 특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히 악교
정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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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

본 연구는 악교정수술을 받은 골격성 III급 부정
교합자의 치료 전, 후의 하악치열궁의 변화를 관찰
하고 이들이 초진 시의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
및 석고모형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로 진단받은
31명(남자 14명, 여자 17명, 평균 21.8±3.3세)을 대상
으로 치료 전, 악교정수술 전, 악교정수술 후 채득
한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과 치료 전, 후 하악석
고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
8.
9.

10.

11.

1. Mn-LMMC, Mn-LIE, Mn-MnOcc는 술전교정치료
에 의한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이지 않았다.
2. ALD은 ICW, IPW1의 변화량과 순상관관계(r =
0.492, p ＜ 0.01; r = 0.615, p ＜ 0.001)를 보였으
며 AL의 변화량과도 순상관관계(r = 0.641, p ＜
0.001)를 보였다.
3. Spee 만곡은 전치부 치축 각도 변화와 치열궁 폭
경 및 장경 등 각각의 변화량과는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4. 술전교정 후 Arch length, IPW1의 변화량은 치료
전의 계측치로 각각 64.0%, 75.8%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전, 후의 변화량과 치료 전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
진 및 석고모형의 계측치 간에 관련성이 있었고, 이
것을 적용하면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계획
을 수립할 때 치료 전의 계측치를 이용하여 더욱 정
밀한 술전교정치료의 목표 설정과 악교정수술 결과
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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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mandibular dental arch during surgical-orthodontic
treatment in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individuals
a

b

Hyung-Jin Nam, DDS, MSD, Woo-Sung Son, DDS, MSD, PhD,
c
d
Soo-Byung Park, DDS, MSD, PhD, Seong-Sik Kim, DDS, MSD, Ph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mandibular dental arch from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and orthognathic surgery,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treatment records and changes of mandibular dental arch in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individuals. Methods: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and mandibular study models of 31 adults with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were
taken and measured. All measurements were evaluated statistically by ANOVA, Scheffe's Post Hoc, and paired
t-tes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evaluated.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n-LMMC, Mn-LIE,
Mn-MnOcc was detected between pretreatment and presurgical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low correlations were demonstrated between the initial arch length discrepancy (ALD) and change in ICW, IPW1 (r = 0.492,
0.615) and change in arch length (r = 0.641). No association was seen between the initial depth of curve of
Spee and change in mandibular incisor angle and arch width or arch lengt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mount of change for arch length and IPW1 could be explained by 64.0% and 75.8% of the pretreatment
variables respectively.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orthognathic surgery results can be predictable by
measuring the pretreatment records. (Korean J Orthod 2008;38(4):283-298)

Key words: Class III surgical-orthodontics, Dental decompensation, Lower dental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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