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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두부와 경추, 몸통의 연결된 근골격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느 한 부분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다

른 부분에도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

열궁의 비대칭과 정중면 상의 악골의 비대칭, 척추의 측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환자의 교정치료 전 상악 진단모형을 촬영한 사진 상에서 정중

구개봉합을 대칭축으로 동명치간 위치의 차이를 중절치부터 제1대

구치까지 더한 값으로 상악궁의 비대칭정도(∆)를 정의하여 구하

였다.

교정치료 전 Posteroanterior cephalogram 상에서 Cg와 ANS를

연결하는 Facial midline에 대한 상·하악골의 비대칭 정도 및 경추

의 변위량을 각각 2가지 수치로 측정하였다. 상악골의 비대칭 정

도는 양측 Jugular point를 연결한 직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 및 양측 상악 제1대구치의 치경부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로 측정하였다.

하악골의 비대칭 정도는 양측 Antegonial notch를 연결한 직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 및 ANS-Menton을 연결한 직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로 측정하였다. 경추의 변위량은 제1

경추 양측 내측면의 중점과 제4경추 외측면의 함요부의 중점을 연

결한 직선과 Facial midline이 이루는 각도 및 Odontoid process의

첨점과 제4경추 하연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이 Facial midline과 이

루는 각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악교정 수술 전 Chest PA x-ray 사진에서 Cobb’s angle을 측정

하여 경추 및 흉추부위의 측만정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계측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15의 C# 언어를 이용하

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5번씩 계측하여 평균값

을 분석에 사용했다.

치열궁의 비대칭과 악골의 비대칭, 척추의 측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cs 23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했

다. 각각의 측정값에 대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계산했다. 상악궁

비대칭 정도(∆)의 크기를 중앙값 10을 기준으로 표본을 상악궁

대칭군과 비대칭군으로 분류하여 각 측정값을 독립 t-test로 비교

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했다.

상악 치열궁의 비대칭 정도와 경추 및 흉추 부위의 만곡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악 치열궁

비대칭군과 대칭군 사이에 경추 및 흉추 부위의 만곡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열궁과 악골, 악골과 경추의 변위량은 각각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Menton의 변위량으로 측정한 안면 비

대칭 정도는 척추의 만곡(경추의 변위)과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

(r=0.354, p<0.05)를 보였다.

주요어 : Dental arch asymmetry, Facial asymmetry,

Cervicothoracic spine scoliosis, Cobb’s angle

학 번 : 2013-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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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두부의 직립은 두경부의 골과 근육 그리고 치아 교합간의 조절된 긴장

에 의해 얻어진다고 알려져 있다.1) 안면의 비대칭이 있는 환자는

Menton의 변위를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머리 위치를 보이는 경

향을 보이는 등 생리적인 두부의 위치에 악골의 비대칭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왔다.2) 이와 같은 보상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두

부와 경추, 몸통의 연결된 근골격계 상에서 경추가 두부와 몸통의 중재

자로서 역할을 하여 전체가 기능 및 해부학적으로 상호 연관된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3)

상·하악골 간에 비대칭이 있을 때 치아는 보상적으로 경사되어 기능

교합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치성적인 원인의 치열궁 비대칭은 두

개안면구조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교정치료의 주된 적응증이

기도 하다. 특히 교차교합과 같은 수평적 부정교합은 하악의 측방으로의

기능적 편위를 야기하고 하악의 비대칭적 성장과 비대칭적 근활성을 유

도하게 된다.1) 한 예로, 실험적으로 교차교합을 유발한 동물 연구에서

두개안면구조와 악관절의 구조, 근육 기능에 높은 정도의 비대칭성이 나

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4,5) 뿐만 아니라, 구강과 경부는 신경해부학적으

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교합은 경부의 자세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삼차신경의 구심성 신경이 신체의 자세 조절에 역할을 하

는 듯하며, 삼차신경 하악 가지의 편측성 마취 시에 자세의 조절이 변경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1,6)

나쁜 자세가 악안면 발달의 이상과 부정교합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오

래 전부터 있어 왔다. Robin은 설하수증 환자들을 연구하던 중에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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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가 나쁜데다가 대부분 Angle 분류 Ⅱ급 1류 부정교합을 보이는 것

을 발견하여 자세가 교합에 영향을 준다고 처음 제안하였다.7) Solow와

Tallgren은 성인 남성에서 수직적 악간관계는 척주에 대한 두부의 위치

와 관련되며, 시상면상 악간관계는 두개안면각의 크기와 약한 상관관계

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여 두경부의 자세, 체위와 안면골 형태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밝혔다.8)

관상면(coronal plane)상에서 척추가 10도 이상 기울어진 것을 측만증

(scoliosis)이라 하며, 선천적 기형이나 근신경계의 질환 이외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척추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

라 한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유전적 요소와 호르몬적, 신경학적, 생화

학적, 생체역학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 되며, 측만증의 가

장 흔한 형태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9) 척추 측만증 환자들의 분석에

서, 편측성 Ⅱ급 부정교합과 편측성 구치부 교차교합의 빈도가 증가하고,

정중선의 편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후방적 비대칭성을 나

타내는 부정교합 양상 역시 더 많이 나타났다.1,10,11,12) 이처럼 부정교합과

척추 만곡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아직 충

분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1) 특히, 척추의 측만은

주로 경추보다는 흉추와 요추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석

하는 척추의 범위를 흉추부위까지 확장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

다.1,13)

이처럼 교합과 안면골의 형태, 두부의 위치, 척추의 만곡이 상호 연관

되어 있다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합적 문제 즉, 상악궁

의 비대칭정도에서 시작하여 악골의 비대칭, 경추의 변위, 경추-흉추 부

위의 측만도를 계측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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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들로 했다. 악교

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수술 전에 찍는 Chest PA

x-ray 사진을 흉추부위의 측만도 계측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사경

(muscular torticollis), 반안면왜소증(hemifacial microsomia)과 같이 악골

의 발육 이상에 의해 악골과 척추의 변형이 나타나는 질환을 겪는 환자

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결손, 매복 등 치아의 문제와 구순구개열 등의

질환으로 인해 치열궁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와 브릿지와 같은 보철

수복, 소아교정 등을 통해 치열궁을 대칭적으로 회복시킨 경우도 제외했

다. 총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연령은 23.8세(표준편차 6.5

세)였고 남성 23명, 여성 29명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은 골격성 Ⅱ급 부정

교합으로 진단된 환자 13명,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환자 39

명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 방법

(1) 사진 계측 프로그램 제작

Microsoft Visual Studio 2015의 C# 언어를 이용하여, 사진을 화면 상



- 4 -

에 표시한 후 계측점의 좌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 및 각도를 계

산한 후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사진 계측에 이용했

다. 프로그램의 코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2) 상악 치열궁 비대칭 분석

환자들의 교정치료 전 진단모형 상에서 상악 치열궁의 비대칭성을 측

정한다. 여러 연구에서 치열궁의 비대칭 정도를 수치화하는 다양한 방법

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Thomas J. Maurice는 치열궁의 비대칭 정도를

정중구개봉합에 대한 각 치아의 비대칭 정도로 계산하여, 각 치아에 대

해 수평적 비대칭( )와 전후방적 비대칭( )을 계산했다

(그림 1).14)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따라 각 치아의 정중구개봉합을 대칭축으로

한 수평적, 전후방적 악궁 내 거리 차이( , )로 비대칭

값을 계산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하나의 수치로 한 환자의 악궁 비대

칭성을 나타내기 위해 중절치부터 제1대구치까지의 비대칭 값을 모두 더

하여 악궁의 수평적 비대칭 값 과 전후방적 비대칭 값 를 정의했

다.

수평적 비대칭 값  
  





전후방적 비대칭 값  
  





그리고, 각 치아의 악궁 내 정중구개봉합에 대한 이차원적 비대칭정도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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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치부터 제1대구치까지의 값을 합산하여 한 환자의 악궁 비대칭값

를 정의했다.

악궁 비대칭값  
 





수평 위치의 기준선은 정중구개평면으로, 전후방적 위치의 기준선은

두 중절치의 근심절단 선각(mesioincisal line angle)의 중점을 지나며 정

중구개평면에 수직인 선으로 잡았다. 각 치아들의 위치는 중절치와 측절

치는 절단연의 중점, 견치는 교두정, 소구치, 대구치는 중심와로 계측했

다.

교합평면 상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Bernklau plate를 사용했다.

Bernklau plate는 2개의 금속 막대와 눈금(2mm 간격)이 새겨진 plate로

서 교정 진단모형 분석에 사용된다. 2개의 금속 막대를 plate 중앙에 삽

입하여 모형 상에 올려놓아서 교합평면을 가시화할 수 있다. plate의 중

심선을 상악 모형상의 정중구개봉합 위에 위치시키고 plate에 수직한 방

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악궁의 비대칭을 계산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측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졌다(그림 2).

1. 정중구개봉합 위의 2개의 점을 찍어 사진 상에 정중구개평면을 표

시한다.

2. 양측 중절치의 근심절단 선각의 중점을 찍어 원점으로 삼는다.

3. 양측 중절치부터 제1대구치까지 해당 계측점을 찍어 위치를 얻는다.

4. Bernklau plate 상의 격자점을 찍어서 사진 상의 거리를 실제 거리

(2mm)에 대응시키고 악궁의 비대칭값(  )를 계산한다.

5. 각 환자 당 5번 계측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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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악골의 비대칭 정도 및 경추의 변위량 분석

환자들의 치료 전 Posteroanterior(PA) cephalogram 상에서 정중면상

악골의 비대칭 정도 및 경추의 변위량을 각각 2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안면의 비대칭은 대부분 두개골 하방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안면의

중심 기준선을 Crista galli와 Anterior nasal spine을 연결한 선을 facial

midline으로 정의하여 사용했다.15)

PA cephalogram 상에서 총 15개의 계측점을 찍었다(표 1, 그림 3). 계

측점을 바탕으로 상악골의 비대칭을 나타내는 값 Mx_JP, Mx_6Cer과 하

악골의 비대칭을 나타내는 값 Mn_AG, Mn_Me, 경추의 변위량을 나타내

는 값 CER1, CER2의 6가지 항목을 정의하여 측정했다(표 2). 한 환자에

대해 5회의 계측을 시행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다.

상악골의 비대칭성은 Mx_JP, Mx_6Cer의 두 값으로 측정했다. Mx_JP

는 좌우측 Jugular point(상악골의 malar process의 가장 깊은 점)를 연

결한 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로 정의했으며,

Mx_6Cer은 상악 좌우측 제1대구치의 치경부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과 facial midline이 이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로 정의했

다(그림 4).

하악에서는 좌우측 Antegonion(Antegonial notch의 가장 깊은 점)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 Mn_AG와 하악 하연의 중앙에 위치하는

Menton과 ANS를 연결한 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 Mn_Me로

하악골의 비대칭성을 측정했다(그림 5).

경추의 변위량은 제1경추 위치에서 제4경추까지 연결한 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로 측정했다.15) 제1경추 양측 내측면의 중점과 제4

경추 양측 외측면의 함요부의 중점을 이은 직선을 cervical line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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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치돌기(Odontoid process)의 첨점과 제4경추 하연의 중점을 연결

한 직선을 cervical spine line으로 정의하여 cervical line과 facial

midline이 이루는 각도 CER1와, cervical spine line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 CER2를 측정했다(그림 6).

(4) 척추 측만도의 측정

경추, 흉추부위의 측만 정도를 환자의 수술 전 Chest PA X-ray 사진

상에서 Cobb’s angle로 측정하였다. Cobb’s angle 측정은 척추의 곡률을

측정하는 표준적 방법으로, 척추의 측만에서의 첨점(apex; 환자의 수직

축에서 가장 벗어난 척추체)을 찾은 후, 상부에서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

의 상연과 하부에서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의 하연 사이의 각도로 정의되

는 값이다(그림 7).16) Cobb’s angle 값이 10도 보다 큰 경우를 임상적으

로 척추 측만증이라 정의한다.17)

Chest PA X-ray 사진 상에서 Cobb’s angle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

루어졌다(그림 8). 가장 먼저, 경추-흉추 부위에서 첨점을 찾는다. 첨점

윗부분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의 상연 위의 두 점을 찍어 직선을

얻고, 첨점 아랫부분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의 하연 위의 두 점을

찍어 직선을 얻은 후,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여 Cobb’s angle

을 구하였다. 각 환자 당 5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했다.

(5) 통계분석

IBM SPSS statics 23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했다. 상악 치열궁

의 비대칭 정도와 상악골과 하악골의 비대칭, 경추 및 흉추의 측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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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했다.

표본을 상악 치열궁 비대칭 값(∆)을 10 기준으로 상악궁 대칭군(∆

<10)과 비대칭군(∆≥10)으로 분류하여 각 계측치의 평균을 독립 t-test

로 비교하였다. 수평적,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성의 영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 수평적,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 값(∆x, ∆y)에 대해서도 7을 기준

으로 대칭군과 비대칭군을 나누어 독립 t-test를 시행했다. 상악궁에 대

한 대칭군과 비대칭군의 분류에서 기준 값의 설정은 임의로 표본을 절반

정도로 나누는 값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전의 연구를 참고하여 Facial

midline에 대해 ANS-Me가 이루는 각도(Mn_Me)를 4° 기준으로 환자군

을 안면대칭군(Mn_Me<4°)과 안면 비대칭군(Mn_Me≥4°)을 분류하였

다.18) Cobb’s angle 10° 기준으로 경추-흉추 측만군과 비측만군으로 분

류하여 각각 독립 t-test를 시행하여 계측 값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비교했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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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상관분석

(1) 상악골 비대칭

① 상악궁의 비대칭정도(∆)와 상악골의 비대칭 정도(Mx_6Cer, Mx_JP)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각 r=0.312, r=0.317, p<0.05). 상악

궁의 수평적 비대칭(∆x)는 상악골 비대칭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상악궁의 전후방적 비대칭(∆y)는 상악골 비대칭

정도(Mx_6Cer, Mx_JP)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31,

p<0.05).

② 상악골 비대칭 정도는 Mx_JP, Mx_6Cer의 두 가지 값으로 측정되었

다. 두 계측 값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581, p<0.01).

(2) 하악골 비대칭

① 상악궁의 비대칭(∆)과 하악골 비대칭 정도 간(Mn_AG, Mn_Me)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x)는 하악골 비대칭(Mn_M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12, p<0.05).

② 상악 제1대구치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으로 측정한 상악골 비대

칭 정도(Mx_6Cer)와 Antegonion로 측정한 하악골 비대칭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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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_AG)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316, p<0.05).

③ 하악골 비대칭의 두 계측 값(Mn_AG, Mn_Me)은 서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r=0.318, p<0.05).

(3) 경추의 변위량

① 상악궁의 비대칭정도(∆)와 경추의 변위량은 유의한 상관관계 보이지

않았다.

② 상악골 비대칭정도와 경추의 변위량은 유의한 상관관계 보이지 않았

다.

③ 하악골 비대칭 정도(Mn_Me)와 경추의 변위량은(CER1, CER2)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각 r=0.317, r=0.354, p<0.05).

④ 경추 변위량의 두 가지 측정값(CER1, CER2)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8874, p<0.01).

(4) 척추 측만도(Cobb’s angle)

경추와 흉추 부위의 측만도를 나타내는 Cobb’s angle은 상악 치열궁의

비대칭정도, 상악골의 비대칭정도, 하악골의 비대칭정도, PA

cephalogram 상의 경추의 측만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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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t-test를 이용한 평균 분석

(1) 상악궁 대칭군과 비대칭군의 비교

상악궁 비대칭 값(∆)의 크기를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은 경우를 상

악궁 대칭군(n=23)으로, 큰 경우를 상악궁 비대칭군(n=29)으로 나누어

상악골의 비대칭성, 하악골의 비대칭성, 경추의 변위량, 척추의 측만 정

도를 나타내는 수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는 독립 t-test를 시행했다(표

3).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 값(∆x)의 크기를 7을 기준으로 수평적 상악

궁 대칭군(n=28),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군(n=24)으로 나누어 각 측정값

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독립 t-test를 시행했다(표 4). 마찬가지로, 상악

궁의 전후방적 비대칭값(∆y)의 크기를 7을 기준으로 전후방적 상악궁

대칭군(n=29),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군(n=23)으로 나누어 독립t-test를

시행했다(표 5).

상악궁 대칭군과 비대칭군 간에 각 측정값들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값(∆x)을 이용한 비교에서, 두 그룹 간에 각

측정값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직적 상악궁 비대칭값

(∆y)을 이용한 비교에서 상악골의 비대칭값(Mx_6Cer, Mx_JP)은 두 그

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2) 안면 비대칭과 척추 만곡도의 관계

안면비대칭이 없는 군(Facial midline에 대해 ANS-Me가 이루는 각도

가 4° 미만인 경우, n=31), 안면비대칭이 있는 군(4° 이상인 군, n=21)로

나누어 독립 t-test를 시행한 결과, Cobb’s angle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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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p<0.05)(표 6). 이는 앞선 연구에서 안면비대칭의 정도를 Menton을

기준으로 한 하악골의 측방 변위 정도로 보고, facial midline에 대해

Cg-Me를 잇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4°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Cobb’s angle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인 것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8) 본 연구에서는 ANS-Me를 잇는 선과 facial

midline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한 차이가 있으나, Cg대신에 ANS를 기준

으로 할 때에 측방 변위가 더 큰 각도를 갖기 때문에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의 효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 이를 선택했다.

(3) 경추-흉추의 비측만군과 측만군의 비교

임상적으로 Cobb’s angle의 크기가 10도 보다 큰 경우, 척추측만증으

로 분류된다.17) 경추-흉추 부위에서 Cobb’s angle값이 10보다 큰 경우를

경추-흉추 측만군(n=11)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측만군(n=41)으로 나누

어 각 측정값들을 비교했다(표 7). 경추-흉추 부위의 측만증이 있는 그

룹에서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성(∆x)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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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측정 오차

측정의 오차(Method error;ME)는 Dahlberg의 공식(1960)으로 계산했

다.19)

  





  






(, 는 표본 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측정값에 해당한다.)

상악궁의 계측 시에, 사진 촬영 방향이 교합평면에서 기울어지면서 측

정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Bernklau plate를 사용하여 그 오차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매번의 측정에서 사진 상의 길이를 실제 크기로 변환시키기

위해 Bernklau plate 상의 한 눈금의 크기를 2mm에 대응시키는 눈금 조

정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측정에는 치아의 계측점을 표시하는 데

서 오는 오차와 눈금 조정 과정의 오차가 합해져서 나타났다. 사진들의

눈금 조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PA cephalogram에서는 Antegonial notch가 좌우측에서 형태 차이가

있는 등 골 자체의 형태적 변이로 인해, 양측 Antegonion을 연결한 선이

facial midline과 이루는 각도가 하악골의 비대칭 정도를 잘 나타내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Cobb’s angle의 측정에서는 측만이 심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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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대부분으로, 같은 환자에 대해 가장 휘어진 첨점(apex)을 찾는 것

이 매 측정에서 차이가 나는 어려움이 있었다.

2. 상악궁 비대칭과 상·하악골 비대칭과의 관계

상악골 비대칭 정도(Mx_6Cer, Mx_JP)는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x)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상악궁 비대칭(∆)과 상악궁

의 전후방적 비대칭(∆y)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이는 편측성 교차교합, 정중선의 편위와 같은 수평적(transverse) 악궁

비대칭이 정중면 상의 악골 비대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x)이 정중면 상 상악골 비대칭과 더 상

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에 반대되는 결과이다.1,20)

마찬가지로, 수평적 상악궁 대칭군과 비대칭군의 비교에서는 상악골

비대칭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전후방적 상악궁 대칭군과 비

대칭군의 비교에서 상악골 비대칭 값(Mx_6Cer, Mx_JP)은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런 결과를 정중면 상 상악골 비대칭에

는 수평적보다 전후방적 악궁의 비대칭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측정에서의 오차에 기인하는 결과일수도 있다.

하악골과의 관련성을 볼 때,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x)만이 하악골

비대칭(Mn_Me)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12,

p<0.05). 이것은 수평적 악궁 비대칭이 정중면 상의 악골 비대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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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악골의 비대칭과 하악골의 비대칭

상악 제1대구치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으로 측정한 상악골 비대칭

정도(Mx_6Cer)와 Antegonion의 위치로 측정한 하악골 비대칭 정도

(Mn_AG)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316, p<0.05).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악골과 하악골이 치아의 교합을 매개로 연관되어 있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경추 변위량

경추의 변위량은 상악골의 비대칭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하악골 비대칭 정도(Mn_Me)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354, p<0.05). 이는 Me의 변위를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머

리 위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에 부합하는 결과였다.2)

5. 경추-흉추 부위의 측만도 (Cobb’s angle)

경추-흉추 부위에서 측정한 Cobb’s angle은 다른 측정값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Me의 변위량 4°를 기준으로 한 안면

대칭군과 비대칭군 간에 Cobb’s angle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경추-흉추부 측만군과 비측만군의 t-test에서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값

(∆x)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측만도가 다른 측정값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경추

와 흉추의 측만이 교합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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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추

-흉추부 측만군과 비측만군의 비교에서 나타난 상악궁의 수평적 비대칭

값(∆x)에 유의한 차이는 정중선의 편위, 교차교합과 같은 수평적으로 비

대칭적인 교합과 척추의 측만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부합하는 결과였다.10,21)

6. 한계

Natural head posture(NHP)는 긴장을 푼 상태에서 먼 곳이나 거울을

응시할 때 얻어지는 표준화되고 재현 가능한 자세로, 생리적인 두부의

위치를 나타내어 두부의 직립에 관한 연구에서 의미를 가진다.22) PA

cephalogram에서는 양쪽 외이도에 ear rod를 삽입하여 두부의 위치를

고정시킨 후 촬영하기 때문에 환자의 NHP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로 인

해 본 연구는 생리적인 자세의 경추의 변위량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며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NHP 상에서 촬영한 PA cephalogram이

필요하다.

또, 본 연구에서는 Chest PA x-ray를 이용하여 척추의 측만을 경추와

흉추 부위에서만 측정했으나 실제로 척추 측만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척추 전체를 포함하는 기립 전후방 방사선사진이 필요하다. 전 척추 측

면 방사선 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척추 전만증(spinal lordosis)이 악골

의 비대칭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으며, 정중면 상에서의 연구

가 필요하다.23)

연구 대상의 선정에서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척추측만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무

시한 채 악궁과 악골의 비대칭과 척추 측만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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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원인 요소들을 모두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본 연

구의 한계가 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 표본을 분류하여 비

교할 때 대칭군과 비대칭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역시 이번 연

구의 한계이다. 또한 본 연구는 Chest PA x-ray를 분석하기 위해 악교

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환

자 13명,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 39명에 대해 시행되었다. 골격성 Ⅲ

급 부정교합 환자들에서는 하악골의 측방적인 비대칭성이 증가한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24) 이들의 특징적인 근골격계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향된 표본 선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7. 추가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를 받기 전의 진단모형과 PA cephalogram과

악교정 수술 전 Chest PA x-ray가 계측에 사용되었다. 악교정 수술과

치열 교정 치료가 끝난 후의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경추, 흉추의 전만

정도를 비교하여 치열궁 교정과 안면 비대칭의 교정이 척추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정치료로 교합이 개선되면서 목이 보다 바로 서고 자세가 개선되었

다는 보고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일 뿐으로 일반화되기 어려우

며, 악교정 수술 후 sagittal plane상에서 head posture에 유의미한 변화

가 없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25,26,27) 본 연구에서도 상악 치열궁의 비대

칭성과 경추-흉추의 만곡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아 교정치료를 통한 척추 측만증의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였다.



- 18 -

Ⅴ. 결론

1. 상악 치열궁의 비대칭성(정중구개봉합에 대한 좌우측 치아의 위치 차

이로 측정)과 경추-흉추의 만곡도(Cobb’s angle로 측정)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악 치열궁 비대칭군과

대칭군 사이에 경추-흉추 만곡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치열과 악골, 악골과 경추의 변위량은 각각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안면비대칭(Me의 변위)은 척추의 만곡(경추의 변위)과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r=0.354, p<0.0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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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점

Cg Crista galli

ANS Anterior nasal spine

AGR Antegonion (Right)

AGL Antegonion (Left)

Me Menton

JPR Jugular point (Right)

JPL Jugular point (Left)

6CerR 상악 제1대구치의 치경부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 (Right)

6CerL 상악 제1대구치의 치경부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 (Left)

Od Odontoid process의 첨점

at_R Atlas 내면의 오목한 점 (Right)

at_L Atlas 내면의 오목한 점 (Left)

C4 제 4경추 하연의 중점

C4_R C4 외측면의 오목한 점 (Right)

C4_L C4 외측면의 오목한 점 (Right)

표 1. PA cephalogram 상 계측점 목록

측정 항목

상악골

비대칭

Mx_JP
Facial midline과 양측 Jugular point를 이루는 선이 이

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

Mx_6Cer

Facial midline과 양측 상악 제1대구치 치경부가 협측 치

조골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

하악골

비대칭

Mn_AG
Facial midline과 양측 Antegonion을 연결한 선이 이루

는 각도

Mn_Me Facial midline과 ANS-Me를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

경추

변위량

CER1

Facial midline과 cervical spine line(odontoipd process

의 첨점과 제 4경추 하연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

CER2

Facial midline과 cervical line(제1경추 양측 내측면의 중

점과 제4경추 양측 외측면 함요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 이루는 각도

표 2. PA cephalogram 계측을 통한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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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 ∆x ∆y
Mx

_6Cer

Mx_J

P

Mn_A

G

Mn_

Me
CER1 CER2

Cobb’s

angle

∆ - 0.691** 0.948** 0.312* 0.317* 0.038 0.080 -0.060 -0.020 0.056

∆x 0.691** - 0.434** 0.167 0.243 0.050 0.312* 0.097 0.198 0.132

∆y 0.948** 0.434** - 0.331* 0.300* 0.032 -0.039 -0.110 -0.104 0.024

Mx

_6Cer
0.312* 0.167 0.331* - 0.581** 0.316* 0.160 0.129 0.052 -0.117

Mx_JP 0.317* 0.243 0.300* 0.581** - 0.088 -0.119 0.003 0.057 -0.005

Mn_AG 0.038 0.050 0.032 0.316* 0.088 - 0.318* 0.055 -0.016 0.158

Mn_Me 0.080 0.312* -0.039 0.160 -0.119 0.318* - 0.317* 0.354* -0.231

CER1 -0.060 0.097 -0.110 0.129 0.003 0.055 0.317* - 0.874** 0.004

CER2 -0.020 0.198 -0.104 0.052 0.057 -0.016 0.354* 0.874** - 0.000

Cobb’s

angle
0.056 0.132 0.024 -0.117 -0.005 0.158 -0.231 0.004 0.000 -

표 3. 10가지 측정값에 대한 Correlation matrices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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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상악궁 대칭군

(n=23)

상악궁 비대칭군

(n=29) t-test p value

Mean SD Mean SD

Mx_6Cer 1.19 0.89 1.60 1.02 -1.507 0.138

Mx_JP 1.12 0.56 1.54 0.93 -1.926 0.060

Mn_AG 2.05 1.69 2.12 1.25 -0.159 0.875

Mn_Me 4.18 3.13 4.20 3.43 -0.022 0.983

CER1 2.82 2.26 3.05 1.86 -0.401 0.690

CER2 2.87 2.20 3.36 2.15 -0.811 0.421

Cobb’s angle 8.10 3.48 8.77 2.55 -0.808 0.423

표 4. 상악궁 대칭군과 상악궁 비대칭군 간 측정값들의 비교

측정값

수평적 상악궁

대칭군 (n=28)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군 (n=24) t-test p value

Mean SD Mean SD

Mx_6Cer 1.20 0.82 1.68 1.09 -1.822 0.074

Mx_JP 1.20 0.62 1.53 0.96 -1.505 0.139

Mn_AG 2.04 1.61 2.15 1.27 -0.287 0.775

Mn_Me 3.44 2.62 5.07 3.76 -1,781 0.082

CER1 2.82 2.31 3.09 1.69 -0.470 0.640

CER2 2.87 2.31 3.45 1.99 -0.963 0.340

Cobb’s angle 8.51 3.20 8.42 2.78 0.109 0.913

표 5. 수평적 상악궁 대칭군과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군 간 측정값들의 비교

측정값

전후방적 상악궁 대칭군

(n=29)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군 (n=23) t-test p value

Mean SD Mean SD

Mx_6Cer 1.15 0.72 1.76 1.16 -2.189 0.035*

Mx_JP 1.14 0.70 1.62 0.88 -2.171 0.035*

Mn_AG 1.93 1.46 2.29 1.44 -0.869 0.389

Mn_Me 4.47 0.65 3.85 2.98 0.676 0.502

CER1 3.03 2.29 2.84 1.70 0.348 0.729

CER2 3.29 2.42 2.95 1.82 0.567 0.573

Cobb’s angle 8.11 3.18 8.93 2.72 -0.989 0.327

표 6. 전후방적 상악궁 대칭군과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군 간 측정값들의 비교

(* p<0.05)



- 25 -

측정값

안면 대칭군

(n=31)

안면 비대칭군

(n=21) t-test p value

Mean SD Mean SD

상악궁 비대칭(∆) 11.6 5.66 11.02 4.51 0.381 0.705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x) 6.60 2.33 7.06 2.58 -0.674 0.504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y)
8.24 5.65 6.97 4.36 0.867 0.390

상악골 비대칭(6Cer) 1.33 1.00 1.56 0.95 -0.8282 0.412

상악골 비대칭(JP) 1.44 0.97 1.21 0.47 1.098 0.278

하악골 비대칭(AG) 1.79 1.36 2.53 1.50 -1.867 0.068

경추 변위량 (CER1) 2.56 2.03 3.52 1.92 -1.716 0.092

경추 변위량 (CER2) 2.71 2.19 3.78 2.00 -1.796 0.078

Cobb’s angle 9.31 3.15 7.23 2.26 2.611 0.012*

표 7. 안면 대칭군과 안면 비대칭군 간 측정값들의 비교

(* p<0.05)

측정값

경추-흉추

비측만군 (n=41)

경추-흉추

측만군 (n=11) t-test p value

Mean SD Mean SD

상악궁 비대칭(∆) 11.2 5.11 12.1 5.66 -0.513 0.610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x) 6.44 2.33 8.08 2.41 -2.068 0.044*

전후방적 상악궁

비대칭(∆y)
7.77 5.11 7.57 5.61 0.109 0.914

상악골 비대칭(6Cer) 1.42 0.89 1.41 1.32 0.034 0.973

상악골 비대칭(JP) 1.36 0.80 1.30 0.88 0.223 0.825

하악골 비대칭(AG) 1.99 1.44 2.46 1.47 -0.966 0.339

하악골 비대칭(Me) 4.21 3.40 4.15 2.85 0.051 0.959

경추 변위량 (CER1) 2.69 2.02 3.92 1.80 -1.824 0.074

경추 변위량 (CER2) 2.91 2.10 4.01 2.27 -1.513 0.136

표 8. 경추-흉추 비측만군과 측만군 간 측정값들의 비교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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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값 측정 오차

진단모형 분석

상악궁 비대칭(∆) 3.37

수평적 상악궁 비대칭(∆x) 1.58

수직적 상악궁 비대칭(∆y) 3.28

PA cephalogram 분석

상악골 비대칭(JP) 0.93°

상악골 비대칭(6Cer) 0.65°

하악골 비대칭(AG) 1.09°

하악골 비대칭(Me) 1.60°

경추 비대칭(CER1) 0.77°

경추 비대칭(CER2) 0.73°

Chest PA 분석 Cobb’s angle 2.81°

표 9. 각 측정에서의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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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측 제1소구치의 기준선으로부터의 위치(,

)와 좌측 제1소구치의 기준선으로부터의 위치(,

)를 측정한 후 수평거리의 차이  와 전후

방적 거리 차이 를 각각 제1소구치의 악궁

내 비대칭도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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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석고모형에 Bernlau plate를 위치시켜 교합평면을 확인하고,

plate에 수직 방향으로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각 치아의 위치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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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A cephalogram 상 계측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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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악골 비대칭(Mx_JP, Mx_6Cer)의 측정

빨간선 : Cg와 ANS를 연결한 facial midline(1)

파란선 : 양측 Jugular point를 연결한 선(2)

노란선 : 양측 상악 제1대구치 치경부가 협측 치조골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3)

선(1), (2)가 이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를 Mx_JP,

선(1), (3)이 이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를 Mx_6Cer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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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악골 비대칭(Mn_AG, Mn_Me)의 측정

빨간선 : Cg와 ANS를 연결한 facial midline(1)

파란선 : 양측 Antegonion을 연결한 선(2)

노란선 : ANS와 Menton을 연결한 선(3)

선(1)과 (2)가 이루는 각도와 90도의 차이를 Mn_AG로 정의하고

선(1)과 (3)이 이루는 각도를 Mn_Me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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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추 변위량(CER1, CER2)의 측정

빨간선 : Cg와 ANS를 연결한 Facial midline

파란선 : odontiod process의 첨점과 제4경추 inferior endplate의

중점을 연결한 cervical spine line

노란선 : 제1경추 양측 내측면의 중점과 제4경추 양측 외측면의

함요부의 중점을 이은 cervical line

facial midline과 cervical spine line이 이루는 각도를 CER1,

facial midline과 cervical line이 이루는 각도를 CER2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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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bb’s angle 측정의 도식도

환자의 수직축에서 가장 벗어난 척추

체를 찾은 후, 그 상부에서 가장 기울

어진 척추체의 상연과 하부에서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의 하연 사이의 각도

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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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hest PA X-ray 사진 상 Cobb’s angle의 측정

(A) : 환자의 경추-흉추 부위에서 측만의 첨점을 수직축에서 가장 벗어난 척추

체로 찾는다. 첨점 상부에서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의 상연 상의 두 점을

찍어 직선(1)을 얻고, 첨점 하부에서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의 하연 상의

두 점을 찍어 직선(2)를 얻는다.

(B) : Cobb’s angle은 두 직선(1),(2)가 이루는 각도 혹은 각 직선에 수직인 직선

이 이루는 각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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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상악궁 비대칭 계측 프로그램

// 계측 순서

// 0: incisal edge의 중점

// 1 : palatine raphe point1

// 2 : palatine raphe point 2

// 3,4,5,6,7,8 : #11~16

// 9,10,11,12,13,14 : #21~26

//15,16 ; calibration

using System;

using System.Drawing;

using System.Windows.Forms;

using Excel = Microsoft.Office.Interop.Excel;

using System.Runtime.InteropServices;

namespace dentition

{

public partial class Form1 : Form

{

private Button btn1; //이미지 불러오는 버튼

private Button btn2; //계측결과 엑셀파일 저장 버튼

private PictureBox pic;

private int[,] P = new int[20, 2];

private int i = 0;

private double cal_1,cal_2,cal_3,cal_4,cal_5,cal_6,cal_7,cal_8,cal_9, cal_10,cal_11,cal_12,cal_13,cal_14;

public Form1()

{

InitializeComponent();

btn1 = new Button() { Parent = this, Text = "Load Image" };

btn1.SetBounds(this.ClientRectangle.Width - 90, this.ClientRectangle.Height - 25, 90, 25);

pic = new PictureBox()

{

Parent = this,

SizeMode = PictureBoxSizeMode.AutoSize,

};

pic.SetBounds(0, 0, this.ClientRectangle.Width - 90, this.ClientRectangle.Height - 25);

Panel panel2 = new Panel() { Parent = this, AutoScroll = true };

panel2.SetBounds(0, 0, this.ClientRectangle.Width - 90, this.ClientRectangle.Height - 25);

panel2.Controls.Add(pic);

btn2 = new Button() { Parent = this, Text = "Save Results" };

btn2.SetBounds(this.ClientRectangle.Width, this.ClientRectangle.Height - 25, 90, 25);

btn1.Click += new EventHandler(btn1_Click);

btn2.Click += new EventHandler(btn2_Click);

pic.MouseClick += new MouseEventHandler(pic_Mouse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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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Image = new Bitmap(pic.Width, pic.Height);

}

// 이미지 불러오기

private void btn1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using (OpenFileDialog file = new OpenFileDialog())

{

file.Filter = "JPEG|*.jpg";

file.Multiselect = false;

file.InitialDirectory = Environment.GetFolderPath(Environment.SpecialFolder.MyPictures);

if (file.ShowDialog() == DialogResult.OK)

{

pic.Image = Image.FromStream(file.OpenFile());

}

}

}

// 계측점 찍기

private void pic_MouseClick(object sender, MouseEventArgs e)

{

P[i, 0] = e.Location.X;

P[i, 1] = e.Location.Y;

MessageBox.Show(string.Format("P{0}의 좌표는 {1},{2}", i, P[i, 0], P[i, 1]));

this.Text = e.Location.ToString();

i++;

Graphics g = Graphics.FromImage(pic.Image);

Pen myPen = new Pen(Color.Red, 2);

Rectangle rect = new Rectangle(e.Location.X, e.Location.Y, 3, 3);

g.DrawRectangle(myPen, rect);

pic.Refresh();

}

//Excel 저장 및 계산

private void btn2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 Excel 설정

Excel.Application excelApp = null;

Excel.Workbook wb = null;

Excel.Worksheet ws = null;

try

{

//Excel 첫번째 워크시트 가져오기

excelApp = new Excel.Application();

wb = excelApp.Workbooks.Add();

ws = wb.Worksheets.get_Item(1) as Excel.Worksheet;

// 데이터 넣기

for (int r = 0; r < i; r++)

{

ws.Cells[r + 1, 1] = P[r, 0];

ws.Cells[r + 1, 2] = P[r, 1];

cal_1 = (P[r, 0] - P[2, 0]) * (P[2, 1] - P[1, 1]) - (P[2, 0] - P[1, 0]) * (P[r, 1] -

P[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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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_2 = Math.Abs(cal_1);

ws.Cells[r + 1, 3] = cal_2;

cal_3 = (P[2, 0] - P[1, 0])* (P[2, 0] - P[1, 0]) + (P[2, 1] - P[1, 1])* (P[2, 1] - P[1,

1]);

cal_4 = Math.Sqrt(cal_3);

cal_5 = (cal_2/cal_4); //pixel 단위

ws.Cells[r + 1, 4] = cal_5; //pixel 단위

cal_13 = (cal_5 / cal_12) * 2.0 ; //mm 단위

ws.Cells[r + 1, 5] = cal_13; // palatine raphe까지의 수직 거리 ***

cal_6 = ((P[r, 0] - P[0, 0]) * (P[2, 0] - P[1, 0]) + (P[r, 1] - P[0, 1]) * (P[2, 1] -

P[1, 1]));

cal_7 = Math.Abs(cal_6);

ws.Cells[r + 1, 6] = cal_7;

cal_8 = (P[2, 0] - P[1, 0])* (P[2, 0] - P[1, 0]) + (P[2, 1] - P[1, 1])*(P[2, 1] - P[1,

1]);

cal_9 = Math.Sqrt(cal_8);

cal_10 = (cal_7 / cal_9); //pixel 단위

ws.Cells[r + 1, 7] = cal_10; //pixel 단위

cal_14 = (cal_10 / cal_12) * 2.0; //mm단위

ws.Cells[r + 1, 8] = cal_14; // palatine raphe까지의 수평 거리 (incisal edge의 중점 기

준) ***

//calibration

cal_11 = (P[16, 0] - P[15, 0])*(P[16, 0] - P[15, 0]) + (P[16, 1] - P[15, 1])* (P[16, 1]

- P[15, 1]);

cal_12 = Math.Sqrt(cal_11);

}

// 엑셀파일 저장

wb.SaveAs(@"C:\Users\dentition.xls",Excel.XlFileFormat.xlWorkbookNormal);

wb.Close(true);

excelApp.Quit();

}

finally

{

// Clean up

ReleaseExcelObject(ws);

ReleaseExcelObject(wb);

ReleaseExcelObject(excelA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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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 cephalogram 상에서 상악골 비대칭, 하악골 비대칭, 경추 변

위량 계측 프로그램

//계측 순서

// 0 : Crista gali

// 1 : ANS

// 2 : Antegonial notch _ right

// 3 : Antegonial notch _ left

// 4 : Menton

// 5 : Jugular process _ right //Mx.6 cervical_right

// 6 : Jugular process _ Left //Mx.6 cervical_left

// 7 : midpoint of mandibular central incisor crown

// 8 : odontoid tip

// 9 : midpoint of C4 inferior endplate

//Excel 저장 및 계산

private void btn2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 Excel 설정

Excel.Application excelApp = null;

Excel.Workbook wb = null;

Excel.Worksheet ws = null;

try

{

excelApp = new Excel.Application();

wb = excelApp.Workbooks.Add();

ws = wb.Worksheets.get_Item(1) as Excel.Worksheet;

// 데이터 넣기

for (int r = 0; r < i; r++)

{

ws.Cells[r + 1, 1] = P[r, 0];

ws.Cells[r + 1, 2] = P[r, 1];

cal_1 = P[1, 1] - P[0, 1];

cal_2 = P[1, 0] - P[0, 0];

cal_3 = Math.Atan2(cal_1, cal_2); // Cg-ANS

cal_4 = P[3, 1] - P[2, 1];

cal_5 = P[3, 0] - P[2, 0];

cal_6 = Math.Atan2(cal_4, cal_5); //AGR-AGL

cal_7 = Math.Abs(cal_3 - cal_6) * (180d / Math.PI); // Cg-ANS와 AGR-AGL 사이

의 각도

ws.Cells[11, 1] = cal_7; // Cg-ANS와 AGR-AGL 사이의 각도

cal_8 = P[6, 1] - P[5, 1];

cal_9 = P[6, 0] - P[5, 0];

cal_10 = Math.Atan2(cal_8, cal_9); //Jugular process line

cal_11 = Math.Abs(cal_3 - cal_10) * (180d / Math.PI); //Cg-ANS와 JP사이의 각도

ws.Cells[12, 1] = cal_11;

cal_11 = P[1, 1] - P[7, 1];

cal_12 = P[1, 0] - P[7, 0];

cal_13 = Math.Atan2(cal_11, cal_12); //ANS - Me

cal_14 = Math.Abs(cal_3 - cal_13) * (180d / Math.PI); // Cg-ANS와 ANS-Me 사이

의 각도

ws.Cells[13, 1] = cal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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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bb’s angle 계측 프로그램

cal_15 = P[9, 1] - P[8, 1];

cal_16 = P[9, 0] - P[8, 0];

cal_17 = Math.Atan2(cal_15, cal_16); //odontoid tip - midpoint of C4

cal_18 = Math.Abs(cal_3 - cal_17) * (180d / Math.PI); // facial line-cervical spine

line 사이 각도

ws.Cells[14, 1] = cal_18;

}

// 엑셀파일 저장

wb.SaveAs(@"C:\Users\cephalogram.xls", Excel.XlFileFormat.xlWorkbookNormal);

wb.Close(true);

excelApp.Quit();

}

finally

{

// Clean up

ReleaseExcelObject(ws);

ReleaseExcelObject(wb);

ReleaseExcelObject(excelApp);

}

}

//계측 순서

// 0 : apex

// 1 : superior endplate point 1

// 2 : superior endplate point 2

// 3 : inferior endplate point 1

// 4 : inferior endplate point 2

//Excel 저장 및 계산

private void button1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 Excel 설정

Excel.Application excelApp = null;

Excel.Workbook wb = null;

Excel.Worksheet ws = null;

try

{

excelApp = new Excel.Application();

wb = excelApp.Workbooks.Add();

ws = wb.Worksheets.get_Item(1) as Excel.Worksheet;

// 데이터 넣기

for (int r = 0; r < i;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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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ells[r + 1, 1] = P[r, 0];

ws.Cells[r + 1, 2] = P[r, 1];

}

// 직선 12, 34가 이루는 각도(Cobb’s angle)를 계산한다.

cal_1 = (P[2, 1] - P[1, 1]);

cal_2 = (P[2, 0] - P[1, 0]);

cal_3 = Math.Atan2(cal_1, cal_2);

cal_4 = (P[4, 1] - P[3, 1]);

cal_5 = (P[4, 0] - P[3, 0]);

cal_6 = Math.Atan2(cal_4, cal_5);

cal_7 = Math.Abs(cal_3 - cal_6)*(180d/Math.PI); //Cobb's angle in

degree

ws.Cells[6, 3] = cal_7; // Cobb's angle 저장

wb.SaveAs(@"C:\Users\ChestPA.xls",

Excel.XlFileFormat.xlWorkbookNormal);

wb.Close(true);

excelApp.Quit();

}

finally

{

ReleaseExcelObject(ws);

ReleaseExcelObject(wb);

ReleaseExcelObject(excelA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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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symmetry of upper

dental arch and asymmetry of

jaws and cervicothoracic spine

scoliosis

Hyesoo Le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head, neck and body comprise the musculoskeletal system,

when one part has asymmetry, the others tend to compensate the

asymmetry. In this study, correlation between dental arch asymmetry,

asymmetry of jaws in coronal plane and cervicothoracic spine

scoliosis was analyzed. The sample consisted of 52 healthy adults (29

women, 23 men; mean age 23.8).

Upper dental arch asymmetry was measured as 2-dimensional

asymmetry in coordinates of each tooth using the midpalatal s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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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xis of symmetry from the dental cast prior to the orthodontic

treatment.

6 angular skeletal measurements(Mx_JP, Mx_6Cer, Mn_AG, Mn_Me,

CER1, CER2) were defined and determ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posteroanterior head cephalographs prior to the orthodontic treatment;

Mx_JP, Mx_6Cer for assessment of asymmetry of maxilla, Mn_AG,

Mn_Me for mandible, and CER1, CER2 for cervix. The degree of

scoliosis was measured as Cobb’s angle in the Chest PA x-ray.

Each measurement was made with a program coded in C# language

of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which read the coordinate of selected

point on a picture of screen. Each measurement was done in 5 times

and the average was analyzed. The correlations were calculated

by means of the Pearson tes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analyzed by means of an unpaired t-test with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5% using SPSS statics 23.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symmetry

of upper dental arch and cervicothoracic spinal scoliosis. And

upper dental arch symmetry group and asymmetry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bb’s angle. Asymmetry in

Dental arch and maxilla/mandible, mandible and cervical spinal

scoliosis showed low degree of correlation. Facial

asymmetry(measured as the angle between ANS-Me and facial

midline) and cervical spinal scoliosis showed low degree of

correlation(r=0.354, p<0.05).

keywords : Dental arch asymmetry, Facial asymmetry,

Cervicothoracic spine scoliosis, Cobb’s angle

Student Number : 2013-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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