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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3-Dimensionalscanninganalysisofsofttissueremodelingafter

BSSROinmandibularprognathism patient

악교정 수술 후의 연조직 변화에 한 측 이를 기반으로 한 연조직

측 소 트웨어의 개발은 지난 몇 년 간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하지만,연조직 변화량의 정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회귀 상을 방지하고 유의미한 치 안정성을 가

진 것으로 보고된 의도 인 원심골편 후방골 제술을 포함한 SSRO 술식을

시행한 환자들을 상으로 안모의 3차원 스캔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악교

정 수술 후의 경조직 변화량에 한 연조직 변화량을 분석하 다.

2014년 5월부터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제 3 부정교합

을 주소로 악교정수술을 진행한 환자 22명을 상으로 하 다.각 환자들은

수술 과 수술 후 6개월에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정모 두부규격방사선

사진 3차원 안모 사진(Morpheus3D scanner,Morpheus3D,Seoul,

Korea)을 촬 하 고, 이 게 촬 된 데이터는 Morpheus 3D dental

solution(Morpheus3D,Seoul,Korea)을 이용하여 경조직에 한 연조직의 변

화량을 시기별로 측정하 다.

평균 으로 pointA'/pointA,Ls/Is,Li/Ii,pointB'/pointB,Pog'/Pog의

변화량 비는 각각 0.89:1,0.81:1,0.98:1,0.97:1,0.93:1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안모의 3차원 인 스캔 분석을 통해서 경조직의 변화량 연조

직 변화량을 측정하 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와 같은 결과는 악교정

수술에 있어 더 나은 심미 안모를 얻기 한 정확한 측에 도움을 것

으로 기 되며,향후 악교정수술 시 안모의 3차원 진단 수술계획에 도

움을 수 있는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BSSRO,distalcutting,3-dimensionalscanninganalysis,softtissue

학번:201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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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 말하기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 인 문제로 악교정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

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특히 하악 돌증을 주소로 가진 환자의 경우 교정치료

만으로는 심미 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악교정 수술이 우

선 으로 고려되고 있다.악교정 수술 치료계획을 수립 시에는 악간 계,다시 말

하면 상악골과 하악골의 이동량에 기 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이 경우 골 이

동량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량이 개인과 부 에 따라 차이가 다양하므로 최선의 안

모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악교정 수술의 선택을 통해 심미 인 개선을 얻고자 하

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경조직의 변화보다 연조직 변화의 정도에 큰 상 계를 가

진다.

이러한 이유로 악교정 수술 내에서 경조직의 이동에 한 연조직의 변화에 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특히 하악 돌증 환자에 한 악교정 수술 후 연조직의 변

화에 한 연구는 Fromm,Hersey,Robinson,Lines등 여러 학자에 의하여 보고되

었다.문제는 경조직의 이동에 해 연조직이 정확하게 1:1의 비율로 변화하지 않

는다는 사실이다. 한,그 값은 계측 의 치에 따라 다양한 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다. 를 들어,이 의 연구에 따르면,계측 Li(Labrale

inferius)에서는 경조직의 이동에 한 연조직의 변화 비율이 작게는 0.81:1에서 많

게는 1.07:1까지 분포하 고, 다른 계측 인 Pog(Pogonion)에서는 작게는

0.74:1,많게는 1.28:1까지 분포하 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는 개인과 그 부

에 따라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고,이를 측하기 한 많은 시

도가 있어 왔다.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로그램의 발 으로 악교정 수술 후의 연

조직 변화에 한 측 이를 기반으로 한 연조직 측 소 트웨어의 개발이 지

속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후 상되는

안모의 변화를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보여 으로써,술자의 수술 계획 수립에 도움

을 주고,환자의 치료 방법 선택에 도움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기존의 컴퓨터 로그램을 통한 연조직 측 소 트웨어가 2차원 인 방사선 사진

을 토 로 데이터를 산출하여 3차원 진단 분석에 제약을 가져왔음에 반해,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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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기술의 발 으로 연조직의 3차원 채득 (3-dimensionalscanning) 분석

이 가능해졌다.연조직의 3차원 채득은 기존의 2차원 채득에 비해 크기,거리,

길이,각도 등의 왜곡의 발생 정도가 매우 낮고,좌우 구조물간 첩이 없다는 장

을 가진다.

가장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조직의 3차원 채득 방법은 3차원 CT

(3-dimensionalcomputedtomography)를 사용하는 방법이다.하지만,기존의 1mm

slicecut을 통한 3차원 CT 상은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진단 분석에 측정 오류

를 가져올 수 있다.Morpheus3D scanner Morpheus3D DentalSolution

(Morpheus3DCo.,Seoul,Korea)는 간단하면서도 정 한 촬 을 통해 3차원 연조직

데이터를 채득하고,측모 두부계측 방사선사진과 정모 두부계측 방사선사진을 첩

하는 방식으로 의 측정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로그램을 제시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귀 상을 방지하고 유의미한 치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의도 인 원심골편 후방골 제술을 포함한 SSRO 술식을 시행한 환자들을

상으로 Morpheus3Dscanner Morpheus3D DentalSolution(Morpheus3D Co.,

Seoul,Korea)을 활용한 안모의 3차원 스캔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후

의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량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악교정 수술 시 더

나은 심미 안모를 얻기 한 치료계획의 수립 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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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방법

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2014년 5월부터 제 3 부정교합을 주소로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구

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교정치료와 악교정 수술을 진행한 환자 22명을 상으로

하 다.22명의 환자들은 모두 악교정 수술 이 에 교정치료를 시행하 다.(남성

11명,여성 11명,나이 범 18세~45세,평균 나이 24세) 한,22명의 환자들은 모

두 수술방법으로 원심골편 후방골 제술이 포함된 양측성 하악지 시상분할 골 단

술(BSSRO) LeFortI골 단술이 시행되었다.환자들에 따라 선택 으로 추가

인 이부성형술이 진행되었다.환자들은 모두 동일한 구강악안면 외과의에 의해 악

교정 수술이 진행되었다.

각 환자들은 악교정 수술 1개월 이내(T1)와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이내(T2)에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그리고 3차원 안모 사진을

촬 하 다.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과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모두 서울 학

교 치과병원 구강방사선과의 cephalometer를 이용하여 촬 되었고,촬 조건은 FH

평면(FrankfurtHorizontalplane)이 지평면과 평행인 상태에서 심교합 에서 진

행되었다.3차원 안모 사진은 Morpheus3D scanner(Morpheus3D Co.,Seoul,

Korea) 로그램을 이용하여 촬 되었다.이 게 촬 된 데이터는 Morpheus3D

dentalsolution(Morpheus3D,Seoul,Korea)을 이용하여 경조직에 한 연조직의 변

화량을 시기별로 측정하 다.

연구방법

[1]3-dimensionalfacialscanning& superimposition

본 연구에서 22명의 환자들은 악교정 수술 1개월 이내(T1)와 수술 후 6개월

이내(T2)에 3차원 안모 사진을 촬 하 다.3차원 안모 사진을 촬 하기 해

Morpheus3D scanner(Morpheus3D Co.,Seoul,Korea)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Morpheus3Dscanner는 원으로 인체에 무해한 백색의 LED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 4 -

채득한다.환자는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촬 할

때와 마찬가지로 FH 평면(FrankfurtHorizontalplane)이 지평면과 평행인 상태에

서 심교합 에서 3차원 안모 사진을 촬 하 다[Figure1].환자는 세 번의 서

로 다른 수평각에서 사진(정면,좌측 45도,우측 45도)을 촬 하게 된다.사진촬

시간으로는 약 0.8 가 소요되었고,촬 오차는 0.1mm 이내이다.

세 개의 촬 된 사진 데이터는 Facemaker1.0(Morpheus3DCo.,Seoul,Korea)

로그램으로 송되어진다.Facemaker1.0(Morpheus3DCo.,Seoul,Korea)

로그램은 좌,우측 외측 안각(lateralcanthus),비익의 외측 변연(lateraledgeof

alaofnose),그리고 구각부(oralcommissure)를 기 으로 설정하여 세 개의 사진

데이터를 하나의 3차원 안모 사진으로 재구성되었다.

Facemaker1.0(Morpheus3DCo.,Seoul,Korea) 로그램을 통해 통합된 3차

원 안모 사진과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그리고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Morpheus3Ddentalsolution(Morpheus3DCo.,Seoul,Korea) 로그램 내에서

첩되었다[Figure2].22명의 환자 모두의 악교정 수술 1개월 이내(T1)와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이내(T2)의 자료 각각에 해 의 첩 과정이 진행되었다.

[2]Referencelinesandcephalometriclandmarks

Morpheus3Ddentalsolution(Morpheus3D,Seoul,Korea) 로그램을 이용하여 3

차원 입체 상의 측면 상에서 12개의 계측 과 2개의 기 선(Table1)을 지정하

다.7개의 경조직 계측 은 첩된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기 으로 지정되

었고,5개의 연조직 계측 은 첩된 3차원 안모 사진을 기 으로 지정되었다.

계측 기 선은 Burstone& Legan의 Cephalometricanalysismethod for

orthognathicsurgery(COGS)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되었다.이 연구에 따르

면,기 평면의 설정과 좌표계의 성립을 해 Sella와 Nasion을 이은 선을 Nasion

을 심으로 7°상방회 시킨 선을 수평기 선 (Horizontalreferenceline)으로 정

의하 다. 한,수평기 선 (Horizontalreferenceline)에 수직이고 Sella를 통과하

는 평면을 수직기 선 (Verticalreferenceline)으로 정의하 다[Figure3].

경조직의 이동에 한 연조직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하여,5개의 경조직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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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응되는 5개의 연조직 계측 을 지정하 다.5개의 경조직 계측 은 각

각 pointA,Incisorsuperius(Is),Incisorinferius(Ii),pointB,Pogonion(Pog)이

고,그에 응되는 5개의 연조직 계측 은 각각 softtissuepointA (pointA'),

Labralesuperius(Ls),Labraleinferius(Li),softtissuepointB (pointB'),soft

tissuepogonion(Pog')이다.

[3]Cephalometricmeasurements

각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과 수술 후의 기 선으로부터 경조직의 거리 연조직

의 거리를 측정하기 하여 Morpheus3D dentalsolution(Morpheus3D,Seoul,

Korea) 로그램을 이용해 각각의 경조직 계측 연조직 계측 으로부터

Verticalreferenceline까지의 거리를 distance함수로 정의하고(Table2),측정하

다[Figure4].

환자의 악교정 수술 1개월 이내(T1)와 수술 후 6개월 이내(T2)의 첩된 안모

자료 각각에 하여 Morpheus3Ddentalsolution(Morpheus3D,Seoul,Korea) 로

그램으로 거리가 측정이 되었고,측정된 값은 MicrosoftExcel 로그램으로 송출하

여 장하 다.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과 수술 후의 경조직 변화량 연조직 변화량을 측정하기

하여 각각의 T1에서의 거리와 T2에서의 거리의 차이를 difference함수로 정의하

고(Table2),그 값을 MicrosoftExcel 로그램에 송출되어 장된 거리 데이터

MicrosoftExcel 로그램의 함수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량의 비율을 측정하기

하여 경조직의 변화량에 한 연조직의 변화량의 비를 ratio함수로 정의하 고

(Table 2),그 값을 Microsoft Excel 로그램에 장된 변화량 데이터

MicrosoftExcel 로그램의 함수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4]Statisticanalysis

설정된 계측항목 데이터들에 하여 SPSSver.22software(SPSS,Chicago,Il,

USA) 로그램을 통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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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2명의 환자 각각에 해 T1과 T2간의 경조직의 이동량 연조직의 변화량을

계측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 다(Table3). 한,각각의 계측 의 변화량 간의 상

계 그 유의성을 측정하 다(Table4).

ratio함수를 이용한 계산에서,pointA의 이동량에 한 softtissuepointA의 변

화량의 비율은 0.89의 평균값을 가지고,0.08의 표 편차를 나타냈다.

Incisorsuperius의 이동량에 한 Labralesuperius의 변화량의 비율은 0.81의 평균

값을 가지고,0.19의 표 편차를 나타냈다.

Incisorinferius의 이동량에 한 Labraleinferius의 변화량의 비율은 평균값으로

0.98이 나타났고,0.09의 표 편차를 나타냈다.

PointB의 이동량에 한 softtissuepointB의 변화량의 비율은 0.97의 평균값과

0.05의 표 편차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pogonion의 이동량에 한 softtissuepogonion의 변화량의 비율은 평균

값으로 0.93,표 편차 값으로 0.10을 가졌다.

22명의 환자 각각에 한 5개의 경조직 계측 과 5개의 연조직 계측 의 이동량

간의 상 성을 Pearsoncoefficient을 통해 측정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 다.

softtissuepointA의 변화량은 pointA의 변화량과 0.984의 높은 상 성을 가졌고,

p<0.05로 유의성을 가졌다.한편,softtissuepointA의 변화량은 pointA을 제외한

다른 계측 과는 p>0.05로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Labralesuperius의 변화량은 Incisorsuperius의 변화량과 0.933의 상 성을 나타냈

고,p<0.05로 유의성을 가졌다.하지만,Labralesuperius의 변화량은 Incisorsuperius

외에도 softtissueBpoint,Bpoint,Labraleinferius,그리고 Incisorinferius와도 유

의한 상 계를 보 다.

Labraleinferius의 변화량은 Incisorinferius의 변화량에 해 0.996의 높은 상 성과

함께 p<0.05로 유의성을 가졌다.하지만,Labrale inferius의 변화량도 Labrale

superius의 변화량과 마찬가지로 Inicisorinferius외에도 softtissueB point,B

point,Labralesuperius,Incisorsuperius,pogonion,그리고 softtissuepogonion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SofttissuepointB의 변화량은 pointB의 변화량과 0.995의 상 성을 가지고,

p<0.05로 유의성을 가졌다.softtissuepointB의 변화량은 Labraleinferius,Inc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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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ius,pogonion,softtissuepogonion과 높은 유의성을 가졌고,Labralesuperius,

Incisorsuperius와는 유의성을 가졌지만,그 값은 앞의 4개의 계측 에 비해서는

낮았다.

Softtissuepogonion의 변화량은 pogonion과 0.992의 상 성 p<0.05로 유의성을

가졌다.Softtissuepogonion의 변화량은 SofttissueB point,B point,Labrale

inferius그리고 Incisorinferius의 변화량과 유의성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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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악교정 수술 1개월 이내(T1)와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이내(T2)간의 경조직

의 이동량과 연조직의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

량의 비율은 0.81에서 0.98사이의 값을 가졌다. 한, 반 으로 연조직 계측 에

서의 변화량은 응되는 경조직 계측 에서의 이동량과 큰 상 계 높은 유의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ointA의 이동에 따른 softtissuepointA의 변화량은 평균 으로 0.89의 비율을

가졌는데,하악 돌증을 가진 환자의 양악 악교정 수술을 진행한 다른 종 의 연구

에 따르면,Chew(2005)는 그 비율을 0.6으로 계산하 고,Becker(2014)는 0.66,그

리고 Jensen(1992)는 0.83으로 계산하 다.이 값은 반 으로 이번 연구의 값들에

비해 작았다(Table5).

Incisorsuperius의 이동에 따른 Labralesuperius의 변화량은 0.81로 나타났는데,이

값은 Altug-Atac(2008)이 측정한 0.5와 Chew(2005)에 의해 계산된 0.73보다는 큰

값이었으나,Jenson(1992)와 Becker(2014)가 측정한 0.88,0.98보다는 작은 값이었

다.Incisorsuperius의 이동에 따른 Labralesuperius의 변화량은 다른 계측 들과

비교시 연구자들에 따른 값의 편차가 크다(Table5).

Incisor inferius의 이동에 따른 Labrale inferius의 변화량의 비율에 해

Jensen(1992)는 이 비율을 1.00으로,Mobarak(2001)은 이 비율을 1.02로,그리고

Becker(2014)는 0.87로 측정하 는데,연구 결과인 0.98과 비교 시 유사한 값이 나

왔다고 할 수 있다(Table5).

pointB의 이동에 따른 softtissuepointB의 변화량은 Jensen(1992)와 Kim(2010)

은 0.89로 계산하여 연구결과인 0.97에 비하여 약간 작은 값으로 나타났고,

Chew(2005)는 1.01,Mobarak(2001)은 1.08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비하여 약간 큰

값으로 나타났다(Table5).

마지막으로 pogonion의 이동에 따른 softtissuepogonion의 변화량은 연구결과로

0.93의 변화량이 측정되었다. 종 의 연구에 따르면, Chew(2005)가 0.84,

Kim(2010)이 0.88,Mobarak(2001)이 1.04의 값을 제시하 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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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에 치한 계측 인 pointA,softtissuepointA,Incisorsuperius,Labrale

superius의 변화량과 련된 연구는 하악에 치한 계측 인 pointB,softtissue

pointB,Incisorinferius,Labraleinferius,pogonion,softtissuepogonion과 련된

연구보다 그 수가 었다.이는 주로 경조직의 변화에 한 연조직의 이동량의

측정이 하악에 국한되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조직 계측 의 이동량에 한 다른 계측 의 변화량의 추세를 상 계수

유의성 검정을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softtissuepointA는 pointA를 제외한

다른 계측 과의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이는 softtissuepointA의 변화량은

pointA의 이동량에만 의존함을 의미한다.Labralesuperius는 pointA를 제외한

다른 경조직 계측 의 이동량에 유의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Labraleinferius,softtissuepointB,softtissuepogonion은 각각의 응되는

경조직 계측 인 Incisorinferius,pointB,pogonion뿐만 아니라 다른 하악의

경조직 계측 과도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Morpheus3Ddentalsolution(Morpheus3D,Seoul,Korea) 로그램을

통해 3차원 안모를 채득하여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와 첩하여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량을 더

정 하게 측정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논문의 결과는 향후 악교정 수술 시

3차원 안모 분석을 진행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방향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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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Definition

Horizontal reference line (HRL) 7 degrees from sella-nasion line

Vertical reference line (VRL)
Line perpendicular to horizontal reference line 

intersecting sella

Nasion (N)

The junction of the frontonasal suture at the most 

posterior point on the curve at the bridge of the 

nose.

Sella (S)
The center of the pituitary fossa of the sphenoid 

bone determined by inspection. 

point A
The most posterior on the curve of the maxilla 

between the anterior nasal spine and supradentale.

Incisor superius (Is)
The midpoint of incisal edge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Incisor inferius (Ii)
The midpoint of incisal edge of mandibular central 

incisor

point B

The point most posterior to ad line from 

infradentale to pogonion on the anterior surface of 

the symphysial outline of the mandible.

Pogonion (Pog)
The most anterior point on the contour of the 

bony chin

Soft tissue point A (point A')
Greatest concavity between Subnasale and labrale 

superius

Labrale Superius (Ls) The most anterior point of the upper lip 

Labrale Inferius (Li) The most anterior point of the lower lip 

Soft tissue point B (point B')
The most posterior on the curve of the maxilla 

between the anterior nasal spine and supradentale.

Soft tissue pogonion (Pog')
Greatest concavity between labrale inferius and 

soft tissue pogonion

Table1.Cephalometriclandmarkused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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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finition

Distance

distance A distance from point A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Is distance from Incisor superius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Ii distance from Incisor inferius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B distance from point B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Pog distance from Pogonion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A' distance from soft tissue point A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Ls distance from Labrale superius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Li distance from Labrale inferius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B' distance from soft tissue point B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stance Pog' distance from soft tissue Pogonion to vertical reference line

Difference

A(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A at T1 and distance A at T2

Is(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Is at T1 and distance Is at T2

Ii(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Ii at T1 and distance Ii at T2

B(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B at T1 and distance B at T2

Pog(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Pog at T1 and distance Pog at T2

A'(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A' at T1 and distance A' at T2

Ls(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Ls at T1 and distance Ls at T2

Li(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Li at T1 and distance Li at T2

B'(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B' at T1 and distance B' at T2

Pog'(T1-T2) Difference between distance Pog' at T1 and distance Pog' at T2

Table2.Cephalometricmeasurementsused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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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A'/A The ratio between A'(T1-T2) and A(T1-T2)

Ls/Is The ratio between Ls(T1-T2) and Is(T1-T2)

Li/Ii The ratio between Li(T1-T2) and Ii(T1-T2)

B'/B The ratio between B'(T1-T2) and B(T1-T2)

Pog'/Pog The ratio between Pog'(T1-T2) and Pog(T1-T2)

Ratio Average Standard Deviation

A'/A 0.89 0.08

Ls/Is 0.81 0.19

Li/Ii 0.98 0.09

B'/B 0.97 0.05

Pog'/Pog 0.93 0.10

Table3.Theratiobetweenhardtissueandsofttissuemovement(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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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Ls Is Li Ii B' B Pog' Pog

A' 1

A
0.984

*
1

Ls 0.449 0.447 1

Is 0.411 0.438
0.933

*
1

Li 0.373 0.399
0.571

*

0.685

*
1

Ii 0.368 0.392
0.587

*

0.689

*

0.996

*
1

B' 0.464 0.510
0.549

*

0.656

*

0.962

*

0.956

*
1

B 0.473 0.515
0.577

*

0.674

*

0.954

*

0.951

*

0.995

*
1

Pog' 0.356 0.398 0.437 0.516
0.866

*

0.869

*

0.936

*

0.939

*
1

Pog 0.352 0.388 0.483
0.557

*

0.874

*

0.879

*

0.938

*

0.946

*

0.992

*
1

Table4.CoefficientsofSimplecorrelationbetweenhardandsofttissuechanges.

SPSS ver.22 software (SPSS,Chicago,Il,USA) 로그램을 통해 Pearson

coefficient 유의성 검증이 수행되었다.

*표시는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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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A Ls/Is Li/Ii B’/B Pog’/Pog

Becker(2014) 58 0.66 0.88 0.87 0.69 0.74

Ingervall(1995) 29 . . 1.07 0.88 1.06

Jensen(1992) 17 0.83 0.98 1.00 0.89 1.26

Chew(2005) 34 0.60 0.73 0.84 1.01 0.85

Morabak(2001) 80 . . 1.02 1.08 1.04

Kim(2010) 33 . . 0.81 0.89 0.88

My research 22 0.89 0.81 0.98 0.97 0.93

Table5.Comparisonoftheratiobetweensofttissuechangetohardtissue

movementwithotherresearches.

Mandibularprognathism patient를 상으로 bimaxillarysurgery를 수행한 논문을

기 으로 하 다.

.:notmeasured

N:Numberof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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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dimensionalscanningwithMorpheus3Dscanner

Morpheus3Dscanner(MorpheusCo.,SeoulKorea)를 통해 3차원 안모 데이터를 채

득한다.환자는 세 번의 서로 다른 수평각에서 사진(정면,좌측 45도,우측 45도)을

촬 한뒤 이를 첩하는 과정을 통해 3차원 안모 데이터를 가져온다.

의 사진은 MorpheusCo.(Seoul,Korea)의 사진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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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Superimpositionandtracingofpatientdata

환자의 cephalograph와 3차원 안모데이터를 첩시켰다. 첩시킨 데이터를 토 로

측면에서 연조직 계측 과 경조직 계측 을 지정하 고,이를 통한 계산을

Morpheus3Ddentalsolution(MorpheusCo.,Seoul,Korea) 로그램 내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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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Referencelinesandcephalometriclandmarks

BurstoneandLegan에 의해 개발된 CephalometricanalysismethodforOrthoGnathic

Surgery방식에 따른 기 선과 계측 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기 선 계측 은 다음과 같다.

HRL:Horizontalreferenceline

VRL:Verticalreferenceline

N,nasion;S,sella;A,pointA;Is,incisorsuperius;Ii,incisorinferius;B,point

B;Pog,pogonion;A’,softtissuepointA;Ls,labralesuperius;Li,labrale

inferius;B’,softtissuepointB;Pog’,softtissuepo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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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DistancemeasurementusingMorpheus3Ddentalsolution

Morpheus3Ddentalsolution(MorpheusCo.,Seoul,Korea) 로그램 내에서 각각의

경조직 계측 연조직 계측 으로부터 Verticalreferenceline까지의 거리를

distance함수로 정의하고,그 값을 계측하여 아래의 데이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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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imensionalscanninganalysisof

softtissueremodelingafterBSSRO

inmandibularprognathism patient

HosungJoo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ofDentistry

SeoulNationalUniversity

Introduction:Thesatisfactionoforthognathicsurgeryisunderthecontrolof

softtissue,notthehardtissue.Buttheresponseofapatient’sfacialsofttissue

doesnotreflecttheexactmovementsoftheunderlyingskeletalstructuresina

1:1ratio.Recently,3-dimensionalcomputerimaginghasreceivedconsiderable

attentionasameansofpredictingresultsoforthognathicsurgery.Thepurposeof

thisstudyistoassessthesofttissuechangetohardtissuemovementafter

mandibularsetbacksurgeryinprognathicpatientswith3-dimensionalscanning

analysisbyMorpheussoftware(Morpheus3DCo.,Seoul,Korea),andtousethe

resultforbasicdatafor3-dimensionalfacialdiagnosisandtreatmentplanfor

orthognathicsurgery.

MaterialsandMethods:Twenty-twopatientswithmandibularprognathism

treatedsinceMay,2014werestudied.Allundergonepre-surgicalorthodontic

treatmentandorthognathicsurgerywithLeFortIosteotomy,bilateralsagittal

splitramusosteotomywithdistalostectomy.3-dimensionalfacialprofile,lateral

cephalographandPA cephalographwastakenbeforetheorthogna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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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T1)and6monthaftertheorthognathicsurgery(T2).Referencelineand

cephalometriclandmarksfrom CephalometricanalysismethodforOrthoGnathic

Surgery(COGS)developedbyBurstoneandLeganwasusedinthisstudy.

Horizontalreferencelinewasdrawn7degreesfrom Sella-Nasionline.Vertical

referencelinewasdefinedperpendiculartohorizontalreferencelinewith

intersectingSella.Inordertocalculatesofttissuechangetohardtissue

movement,PointA,Incisorsuperius(Is),Incisorinferius(Ii),PointBand

Pogonion(Pog)waschosenashardtissuelandmark.Softtissuelandmarkis

chosentocorrespondhardtissuelandmark;SofttissuepointA(pointA’),

Labralesuperius(Ls),Labraleinferius(Li),SofttissuepointB(pointB’)andSoft

tissuepogonion(Pog’).Superimposition,tracinganddatacalculatingwasdonein

Morpheussoftware(Morpheus3DCo.,Seoul,Korea).Statisticanalysiswasdonein

SPSSver.22software(SPSS,Chicago,Il,USA).

Results:Cephalometricmeasurementsshow thatthesofttissuechangetohard

tissuemovementratiowas0.89atpointA’/pointA,0.81atLs/Is,0.98atLi/Ii,

0.97atpointB’/pointB,and0.93atPog’/Pog.Pearsoncoefficientisshownthat

themovementofpointA’isdependentonlyonthechangeofpointA,whereas

LabralesuperiusisdependentonIs,IiandpointB.ThemovementofLi,point

B’andPog’aredependentnotonlycorrespondinghardtissuemovementbut

othermandibularhardlandmarks.

Conclusions:Withtheuseof3-dimensionalsanninganalysis,softtissuechange

wascalculatedandpredictedbyhardtissuemovementsinmandibleprognathism

patients.Theresultcanbeusedforbasicdatawith3-dimensionalfacial

diagnosisandtreatmentplanfororthognathicsurgery.

keywords:BSSRO,distalcutting,3-dimensionalscanninganalysis,softtissue

Studentnumber:201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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