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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안면비대칭과 척추 측만증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박지영

본 연구의 목적은 안면비대칭환자에서 척추 측만증을 동반하는 환자의 비율을 알

아보고 비대칭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안면비대칭과 척추 측만증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안면 비대칭 양상과 척추 측만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고

안면비대칭이 척추 측만증의 기여 요인이 되는지 두 요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안면 비대칭의 여부는 모든 환자의 수술 전 전후방 두개방사선 사진에서 판단하

였다. 양측 Latero-orbitale point를 연결한 선을 수평 기준선(H-line)과 H-line에 수

직이면서 Crista Galli를 지나는 수직 기준선(V-midline)을 그린다. H-line과

V-midline이 만나는 점에서 방사선 사진상 radioacity가 증가하여 보이는 menton까

지 선을 그린다.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 선이 V-midline과 이루는 각도가 4

도 이상 차이 나는 환자를 안면비대칭으로 구분하였고,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에는 V-midline에서 menton까지 거리가 4 mm 이상인 환자를 안면비대칭으로 구

분하였다. 또한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 SNB

각을 측정하였다. 남자의 경우 74.91～85.53, 여자의 경우 74.20～81.82사이를

skeletal class I으로 구분하였고, 이 범위의 각도보다 작으면 class II, 크면 class III

로 구분하였다.

척추 측만 정도는 환자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Cobb's angle을 측정하여 구분

하였다. 안면비대칭의 유무와 안면비대칭 환자를 class I, II, III로 구분하여 각각의

군에서 척추 측만증의 발생 빈도를 확인하였다.



안면비대칭과 척추 측만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16.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t-test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또한 Class I, II, III 세 그룹과 Cobb's

angle, 안면비대칭 판단 기준인 길이와 각도 각각 세 항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서 one-way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안면비대칭을 각도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와 안면비대

칭이 있는 환자들 사이의 Cobb's angle의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class III 환자는 Cobb's

angle이 작게 나타나고 안면비대칭 측정의 기준이 되는 각도와 길이 모두 작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키워드 : 안면비대칭, 척추 측만증, Cobb's angle

학 번 : 201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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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안면비대칭은 악골 성장의 부조화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악골 성장 기

점에 다양한 요소가 관여되지만, 특히 두경부의 근골격계는 악골 성장과 상호 영양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면비대칭 환자는 비대칭을 보상하기 위하여 머리의

위치를 변화시켜 한쪽으로 경사진 위치를 잡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세는 척추

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의 변형은 척추 측만증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한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안면비대칭이나 어깨의 불균형, 부정교합 등에 관한 연구가 보

고 되어있다.1,2,3,4) 교정 장치를 한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와 악안면 상태는 관련

성이 있으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서 회전 궤도, 상악, 하악 평면과 측면의

부정교합이 발견되었다. Lippold 등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과 부정교합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약한 자세와 부정교합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 하지만 다른 연

구에서는 교합 요인과 자세 변경 사이에서 관련성이 발견 된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

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대조군의 부족,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고려하지 못함, 부적절한 연구 설계, 충분한 신뢰성의 부족과 사용 진

단 테스트의 유효성 결함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 불균형 또는 척추 만곡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비가역적이고 비싼 교합 또는 교정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5)

척추 측만증은 Galen에 의해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하나 혹은 둘 이

상의 척추가 옆으로 치우쳐 측방으로 편위되거나 회전이 일어난 것으로 정의된다.
6)

Bunnell은 Cobb 각이 10˚이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

정의하였다.7)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란 종양이나 염증, 신경학적 질환, 근육 질환, 중

추 신경이상, 척수 이상 등과 감별하여 이러한 원인을 배제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병명이다.
8)
특발성 측만증은 측만증의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측만증의 85%를 차

지한다.
8)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바는 없다. 현재 측만증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원적으로, 유전적, 생화학적,

성장, 신경 근육성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8) 정상적인 척추

는 관상면에서는 일직선으로 바르고 시상면에서는 이중 ‘S' 형 곡선 형태를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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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체간의 무게가 골반 위에 균형있게 놓이게 해준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척추의 균형이 깨지면 척추가 측면으로 휘는 측만증(scoliosis)이나

전후방으로 비정상 만곡을 보이는 후만증(kyphosis) 또는 전만증(lordosis) 등이 나

타날 수 있다.
8)

척추 측만증은 구조적 측만증과 비구조적 측만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

며, 구조적 측만증은 척추의 기형으로 인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태적 이상이

나타 것이고, 비구조적 또는 기능성 측만증은 척추자체는 정상이었는데 외부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된 자세에 의하거나 다리와 고

관절 이상이나 추간판 질환이나 종양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8)
. 그 외에도 구조적 또

는 기능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며 많은 경우

가 이에 속한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유전성이 있고 여자에게 호발하며, 10대 초

반에 발생해서 10대 중반의 성장기에 매우 심해지고 성장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 호흡 및 소화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해 몸체의 비대칭, 어깨의 기울어짐, 다리 길이 차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변형으로 교합이나 안면성장 및 안면 형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후

천적인 요인 중에서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 경추나 요추 등 척추가 비틀어져

서 안면 비대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척추의 휘어짐이 증가할수록 안면의 하악

전돌의 증가하고 하악의 전후방 크기가 더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9)

척추 측만증 등의 몸의 불균형적인 자세가 안면비대칭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10) 몸의 자세가 악안면 영역의 변형에 미치는 연구들에 의하면 몸의 자세 변화

에 따라 하악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등도의 몸체 비대칭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면비대칭 정도가 몸체 비대칭과 관련이 없다는 보

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척추의 측만정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Cobb’s andgle 등을 측정하지 않고 몸체의 틀어짐만을 알 수 있는 늑골 돌출만을

측정하여 안면비대칭과의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연구

로 측만증 환자의 안면비대칭의 유무를 임상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었으나 안면

비대칭의 유무를 시각적으로만 평가했고 계측을 통해 안면비대칭과 척추 측만증과

의 관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11)

안면비대칭의 원인은 반안면왜소증, 다발성 신경섬유종증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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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의 압력, 외상, 감염 등의 환경적 요인과 과두 과형성, 교합간섭, 습관 등의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같은 원인에 의한 비대칭의 경우라고 해도 발병

시기 근육의 보상, 성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10대 성장기

에 발생하고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
12)
안면비대칭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방사

선 사진, 안모 사진, 진단용 모델 등이 이용되며 방사선 사진을 통한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선 사진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정모 두부방사선 사진, 이하두정 방사선 사진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통상 정모 두부방사선 사진으로 비대칭 유무와 정도를 평가

한다.

안면비대칭 환자는 menton의 변위를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머리위치를

보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3) 이러한 머리위치는 안면비대칭을 보상하

려는 작용으로 척추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안면비대칭이 직

접적으로 척추 측만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면비대칭환자에서 척추 측만증을 동반하는 환자의 비율을 알아보고 비대

칭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안면비대칭과 척추 측만증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안면 비대칭 양상과 척추 측만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고 안면비대칭

이 척추 측만증의 기여 요인이 되는지 두 요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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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방문하여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악교정수술(Le Fort I, SSRO, genioplasty)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Posteroanterior(P-A) cephalometric radiograph와 흉부 X-ray 사진을 촬영한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 윤리 심사위원회에

서 허가를 받았다.

2. 연구방법

(1) 안면비대칭 분석

안면비대칭의 여부는 모든 환자의 수술 전의 Posteroanterior(P-A) cephalometric

radiograph에서 판단하였다. PA상에서 Sphenoid bone의 Greater wing과 Lateral

orbital rim이 만나는 양측의 Latero-orbitale point를 연결한 선을 수평 기준선

(H-line)으로 정하고, H-line에 수직이면서 Crista Galli를 지나는 수직 기준선

(V-midline)을 그린다. H-line과 V-midline이 만나는 점에서 하악의 menton까지 선

을 그린다.

안면비대칭은 각도와 길이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H-line과 V-midline이 만나는 점에서 하악의 menton까지 그린 선이

V-midline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4도 이상 차이가 나면 안면비대칭으로 구분하

였다.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V-midline에서 menton까지 거리가 4mm 이상 되

는 환자를 안면비대칭으로 구분하였다.
14)
(그림 1)

또한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lateral cephalo radiographic view에서

SNB각을 측정하였다. 남자의 경우 74.91～85.53, 여자의 경우 74.20～81.82사이15) 를

skeletal class I으로 구분하였고, 이 범위의 각도보다 작으면 class II, 크면 class III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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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추 측만증 분석

척추 측만 정도는 환자의 흉부 X-ray 사진에서 Cobb's angle을 측정하여 구분하

였다. 만곡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Cobb씨의 방법이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만곡의 끝 척추를 정한

다는 것이다. 끝 척추는 만곡의 상하에서 만곡의 요부를 향하여 가장 기울어진 척

추체로서, 연속된 2개의 척추체가 같은 정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첨부 추체에서 먼

것을 끝 척추로 결정한다.6) 휘어진 곡선에서 가장 높은 곳(apex)를 찾는다. 다음

apex위의 척추 중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를 찾아 superor endplate에서 평행선을

긋는다. 마찬가지로 apex 밑의 척추 중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를 찾고 그것의

inferior endplate에서 평행선을 긋는다. 두 수평선에서 수직으로 선을 긋고 교차점

에서의 각도를 측정한다. (그림 4)

PiViewSTAR soft program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 환자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

서 Cobb's angle을 측정하였다. Cobb's angle이 10도 이상은 척추 측만증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대상 환자들을 SNB 각도에 따라서 Class I, II, III로 구분하여 각각의

군에서 Cobb' angle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3) 통계분석

안면비대칭과 척추 측만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16.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안면비대칭 환자와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척추 측만증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으

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또한 Class I, II, III 세

그룹과 Cobb's angle, 안면비대칭 판단 기준인 길이와 각도 각각 세 항목과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서 one-way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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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환자들의 수술 전의 Posteroanterior(P-A) cephalometric radiograph에서 각도를

기준으로 안면비대칭 여부를 판단한 결과, 안면비대칭은 53명,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는 273명이였다.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안면비대칭은 172명, 안면비대

칭이 없는 환자는 154명이였다.

326명의 환자 중에서 22명의 환자에서 Cobb's angle이 10도 이상인 것을 관찰하

였다. 척추 측만증 환자 22명 중에서 각도를 기준으로 나눈 안면 비대칭 환자는 8

명, 길이를 기준으로 나눈 환자는 13명이였다.

안면비대칭환자와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Cobb's angle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test 분석결과 안면비대칭을 각도를 기준으로 한 결과 유의 수준이

0.026,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결과 유의수준은 0.638로 각도 기준으로 안면비대칭을

구분할 경우에는 안면비대칭과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척추 측만증의 기준인

Cobb's angle의 양상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길이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경우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ngle classification에 의한 그룹간의 비교를 해본 결과 Cobb's angle은 class I

환자에서 평균 3.78도, class II 환자에서는 평균 5.49도, class III에서는 3.45도였다.

Degree는 class I 환자에서 평균 2.40도, class II 환자에서는 평균 2.40도, class III

에서는 1.52도였고, distance는 class I 환자에서 평균 5.78 mm, class II 환자에서는

평균 5.47 mm, class III에서는 3.69 mm였다. SNB는 class I 환자에서 평균 80.00

도, class II 환자에서는 평균 71.17도, class III에서는 87.69도였다. Class III 환자는

Cobb's angle이 작게 나타나고 안면비대칭 측정의 기준이 되는 각도와 길이 모두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1) 안면비대칭을 각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안면비대칭 환자와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측정 각도와 Cobb angle의 양상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

지만 길이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Class I, II, III 세 그룹 중에서 Class III 그룹이 가장 작은 Cobb angle 평균값

을 나타내었고, 안면비대칭의 기준인 각도와 길이의 평균값도 가장 작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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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안면비대칭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상에서 대표적인 계측점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을 측정하였다. 많은 계측점 중에서

기준을 menton으로 설정한 이유는 시각적인 비대칭의 인지도는 위턱뼈의 비대칭정

도보다는 아래턱뼈의 비대칭 정도가 큰 영향을 주어 아래턱뼈의 menton point가 시

각적인 얼굴 비대칭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16)

정모 두부방사선 사진 상에서 다양한 계측점을 이용하여 몇 가지 기준선을 설정

하여 비교한 결과, 실제 두개골의 비대칭과 방사선 사진 상의 수직적 비대칭 측정

간에 상관관계가 크고, 계측점의 식별 오차가 적다면 정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 양

쪽 두개골의 계측점을 연결한 수평선은 안면의 수직적 비대칭의 분석에 적절한

reference line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17) 따라서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계측점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여 안면비대칭을 측정하는 것은 적합한 기준으

로 고려된다. 하지만 정모 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 시 환자에게 양측 귀에 ear rod를

끼고 강제로 머리를 ear rod에 맞춤에 따라 정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는 외이도를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안면비대칭을 평가하게 되어서 실제 환자가 가지는 머리 위

치에서의 안면비대칭을 재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ear rod가 자세를 기록하는 동안 머리와 목의 자세의 위치를 변화

시키고, ear rod를 사용했을 때의 method error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8) 또한 ear rod는 환자의 양측 external auditory meatus에

위치함으로써 머리의 lateral rotation을 막지만 수직적인 회전은 막지 못한다고 보

고되었다.19)

척추 측만증은 해부학적으로 인체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휘어지

고 회전 변형이 일어나 관상면 및 시상면에서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소실되는 3차

원적인 기형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만 8세에서 14

세 이전에 성장이 빠른 시기에 많이 발생하며, 남자보다 여자에게 3배에서 5배 정

도 많이 발생하며, 우측 흉부 만곡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관상면에서 측방으로 과도하게 굽는 경우이고, 후만증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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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의 시상면에서 정상 만곡이 소실되고 흉부의 후만곡이 더욱 증가하거나, 경부와

요부에서 후만 변형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척추의 형태 이상은 크게 나

누어 관상면(coronal section)에서의 이상인 척추 측만증과 시상면(sagittal section)

에서의 이상인 척추 후만증이 있다. 전만증은 척추가 전방으로 과도하게 굽는 경우

를 말하며, 후만증은 척추가 후방으로 과도하게 굽는 경우를 말한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obb's angle의 정도에

따른 분류 이외에 주 만곡과 부 만곡의 구조적 특징이나 만곡의 위치 및 수에 따라

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류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완벽한 분류는 아직

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는 Cobb's angle을 이용하여 척추 측만증을 측정할 때,

양측 pelvic bone이 다 나오는 Whole spine x-ray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는 흉부 X-ray를 이용하여 Cobb's angle을 측정하여 척추 측만증을 측정하였다. 흉

부 사진을 이용하여 측만증의 유병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요부 만곡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흉부 만곡은 비교적 잘 알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20) 이번 연구에서

척추 측만증으로 판단한 환자는 요부의 만곡은 제외하고 흉부에 척추 측만증이 있

는 환자들로 제한된다.

또한 환자의 방사선 촬영 시, 흉부 X-ray 사진은 환자의 자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오차와 이 사진을 바탕으로 Cobb's angle 측정시의 오차가 존재할 것으로 생

각된다. 척추 측만증 판단을 위해 Cobb's angle 측정 시 에도 내재하는 요인에 의

해 5도 가량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같은날 찍은 사진에서도 오전에 찍은

경우보다 오후에 찍은 사진에서 평균 5도의 증가를 보이며 촬영 자세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1)

Dawson 등은 환자의 촬영 자세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위치를 잡아주는 기

구를 만들어 측정한 결과 같은 날 촬영한 사진에서도 최고 6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으나 일반 촬영과 비교 시 에는 최고 17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측정자

내 오차가 같은 끝 척추를 사용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2.2~3.0도, 측정자간 오차는

4.5 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오차도 많이 보고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연속 촬영한 사진에서 5도 이내의 변화는 만곡의 증가로

인정하지 않고 측정 오차로 인정하고 있다. Carman 등은(1990) 만곡의 진행을 확인

하는데 95%의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려면 10도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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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따라서 보다 정확한 척추 측만증의 판단을 위해서는 Whole spine x-ray에서 척

추 측만증을 측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흉부 x-ray에서 2

차원적으로 분석한 척추 측만증에서 나아가 3차원적으로 전만증과 후만증을 포함한

척추 형태 이상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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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안면비대칭을 각도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와 안면비대

칭이 있는 환자들 사이의 Cobb's angle의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class III 환자는 다른 그

룹에 비해서 Cobb's angle이 작게 나타나고 안면비대칭 측정의 기준이 되는 각도와

길이 모두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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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부록

< 표 >

표 1. Analysis of facial asymmetry

　 Distance Degree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172 53

Patients without facial asymmetry 154 273

표 2. Analysis of scoliosis in facial asymmetry patients

　 facial asymmetry by
distance

facial asymmetry by
degree

Patients with scoliosis 13 8

표 3. Analysis by Skeletal classification

　 Skeletal
Classification N Average SD

Cobb's angle
(°)

Class I 166 3.78 5.01

Class II 50 5.49 5.01

Class III 110 3.45 3.7

Total 326 3.93 4.65

Degree
(°)

Class I 166 2.4 1.88

Class II 50 2.4 2.12

Class III 110 1.52 1.24

Total 326 2.09 1.78

Distance
(mm)

Class I 166 5.68 4.46

Class II 50 5.47 4.73

Class III 110 3.69 2.93

Total 326 4.97 4.15

SNB
(°)

Class I 166 80.01 2.9

Class II 50 71.17 3.57

Class III 110 87.69 4.04

Total 326 81.24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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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그림 1. 안면비대칭을 측정하는 방법

양측 Latero-orbitale point를 연결한 선을 수평 기준선

(H-line)과 H-line에 수직이면서 Crista Galli를 지나는

수직 기준선(V-midline)을 그린다. H-line과 V-midline

이 만나는 점에서 방사선 사진상 radioacity가 증가하

여 보이는 menton까지 선을 그린다. 이 선이

V-midline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한다. 이 각도가 4도

이상이면 안면비대칭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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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척추 측만증 측정 방법

콥스씨 측정법(Cobb's angle)은 만곡 중 가장 많

이 기울어져 있는 안쪽과 아래쪽의 척추뼈를 기준

으로 하여 측정한다. 첫번째로 휘어진 곡선에서

가장 높은 곳(apex)를 찾는다. 다음 apex위의 척

추 중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를 찾아 superor

endplate에서 평행선을 긋는다. 마찬가지로 apex

밑의 척추 중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를 찾고 그

것의 inferior endplate에서 평행선을 긋는다. 두

수평선에서 수직으로 선을 긋고 교차점에서의 각

도를 측정한다. 이 각도가 10
o
이상이면 척추 측만

증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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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안면비대칭 환자

그림 4. 각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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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안면비대칭 환자

그림 6.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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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면비대칭 환자의 척추 측만증 측정

그림 8. 안면비대칭이 없는 환자의 척추 측만증 측정



Abstract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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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asymmetry is known to occur in disharmony of growth of the jaw. A

variety of factors are involved in the growth starting point of the chin,

especially the musculoskeletal system of the head and neck is mutually affected

by growth of the jaw. Patient of facial asymmetry usually change the position

which to be inclined in one side to compensate for the asymmetry, these

position may affect the spine position. It was reported that facial asymmetry

patients had tendency to show inclined natural head position which a direction

to compensate for the displacement of menton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ese intentional compensate action of facial asymmetry patient could affect the

direction of the spine. However, there were not reported any studies that facial

asymmetry directly affects scolios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relevance of scoliosis and facial asymmetry by comparing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scoliosis in the facial asymmetry patients and

patients without asymmetry.

The presence of facial asymmetry was evaluated by all patients'

Posteroanterior (PA) cephalometric radiograph before the surgery. The horizontal

reference line (H-line) was determined by connecting two latero-orbitale point in

the PA. Vertical reference line (V-midline) was determined by the perpendicular

line to the H-line through the Crista Galli. After determining the two reference

lines, drawing the line from the point of V-midline and H-line meet to menton

of the lower jaw. Facial asymmetry were measured in two ways of angle and

length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angle, an angel was measured between



the line from the point which V-midline and H-line meet line to menton of the

lower and the V-midline.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4 degrees or more, it

is divided into facial asymmetry. On the basis of the length, the distance from

V-midline to the menton is more than 4mm, it was divided into facial

asymmetry patients. Also, we measured SNB angle in lateral cephalo

radiographic view of patients who have facial asymmetry. Patients, in the case

of men, from 74.91 to 85.53 and in case of women, from 74.20 to 81.82 are

divided into skeletal class I. If patient’s SNB angle is smaller than these ranges,

they are classified into class II and if patient’s SNB angle is larger than the

angle of these range, they are classified into class III. The degree of scoliosis

was classified by measuring the Cobb's angle in the patient’s chest X-ray. We

measured Cobb's angle in patients with no asymmetry and facial asymmetry

patients by using the PiView STAR soft program. If patient’s Cobb's angle was

more than 10 degree, they are classified into scoliosis. The presence of facial

asymmetry was determined and facial asymmetry patients were classified Class

I, II, and III then we confirmed the frequency of scoliosis in each group.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facial asymmetry and scoliosis we implement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SPSS 16.0 based on the measured data. We used

an independent t-test to compare the pattern of cobb's angle in patients with no

facial asymmetry and facial asymmetry patient. We determin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ich is less than a 0.05 p value. Also, we used one-way

ANOVA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I, II, III three groups and

Cobb's angle, degree and distance which is facial asymmetry criteria,

respectively.

The patterns of scoliosis in groups of patients with and without facial

asymmetr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lso, class III patients presented the

smallest Cobb's angle and the smallest tendency of facial asymmetry regarding

both criteria of length and angle.

Keywords : Facial asymmetry, Scoliosis, Cobb's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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