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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환자의 안모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촬영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술 전, 후 3차원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채득한 3차원 안모를 이용하여 가상 수술을 통해 수

술의 예후를 예측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만, 실제 수술결과와 가상 수술

결과 사이의 차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악교정 수술 전, 후 경조직 계측점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 계측점의 이동을 분석해 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 수술

결과와 실제 수술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3D 스캐너를 이용한

악교정수술의 치료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방 법

2015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제 3급 부

정교합을 주소로 악교정수술을 진행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환자들은 수술 전 1개월과 수술 후 6개월에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및 3차원적 안모 사진(Morpheus3D scanner,

Morpheus3D, Seoul, Korea)을 촬영하였고,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는

Morpheus 3D dental solution(Morpheus3D,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경조직에 대한 연조직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가상 수술을 시행

하였다.

3. 결 과

수술 전과 실제 수술 후 point A'/point A, Ls/Is, Li/Ii, point

B'/point B, Pog'/Pog의 변화량의 비율은 각각 0.83, 0.85, 0.92, 1.01,



0.91로 나타났다. 가상수술 결과 point A'/point A, Ls/Is, Li/Ii, point

B'/point B, Pog'/Pog의 비율은 각각 0.68, 0.41, 1.01, 0.77, 0.83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가상수술과 실제 수술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나,

수술 후 전체적인 안모의 변화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주요어: prognathism, 3-dimensional scan, soft tissue analysis, surgery 

simulation

학번: 2013-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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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악교정 수술은 양악의 불균형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골격의 차이

와 연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해진다.1 악교정 수술의 두 가

지 목표는 양악 간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과 심미적인 안모의 회복이

다. 수술 전, 후의 안모의 변화는 환자의 수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하다.2

그러므로 술자는 수술 전 진단과 계획 시 술 후 기능적 교합의 회복뿐만

아니라 수술 후 연조직의 변화와 적응을 고려하여야 한다.3

이러한 요구에 따라 악교정 수술에서 경조직의 이동에 대한 연조직

의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간편한 연구방법 중 하나는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연조직의 윤곽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

지만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으로 분석하는 방법의 단점은 연조직의 3차원

적인 이동이 아닌 평면에서의 이동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비대칭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조직 분석을 위한 여러 방

법이 개발되었는데, Anthropometry, photography, streophotogrammetry,

photo-cephalometry, Moire topography등이 있다.4,5,6 하지만 이러한 연

구방법들의 한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좋지 않은 재현성, 또는 데이

터 처리 과정에서의 오차가 있다.4 최근에 사용되어왔던 연조직의 3차원

적 채득 방법은 3차원 CT(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이 있

다. 하지만 CT영상은 1mm 간격의 이미지 채득을 통해 재구성 되어 진

단 및 분석에 사용되기에 낮은 해상도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 들어 3D 스캐너가 연조직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D 스캐너를 이용한 3D 스캔은 photogrammetry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해상도를 통해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3D 안면 데이터를 제공한다. 3D

스캐너는 2D cephalometry에 의해 분석할 수 없었던 전면의 분석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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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3D 스캐너로 촬영된 이미지는 다각도로 회전시

켜 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변형시켜 수술의 효과를 예상

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정 기술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골격적 변화가 만드는 연

조직 윤곽의 변화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경조직의 이동에 대

해 연조직이 1:1의 비율로 이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

따라 연조직의 변화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전의 연구

에 따르면, 윗입술의 이동 량은 연구에 따라 0.81:1에서 1.07:1까지 분포

하였으며, Pogonion의 경우 0.74:1에서 1.28:1까지 작지 않은 범위의 결과

가 보고되어 왔다.7-12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3차원적으로 얻은 환자의 안모

를 통해 가상으로 수술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단계에서 환자의 3차원적 안모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

으며, 환자의 기대감와 수술의 결과와의 간극을 감소시켜 환자의 만족도

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

상 수술 결과와 실제 수술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가상수술을 통한 수술계획의 수립은 쉽지 않았다.

3D 스캐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3D 스캐너는 신뢰

할 수 있으며 재현성 있는 채득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가상 수

술을 통한 예측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이고 부정확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악교정 수술을 한 3급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연조

직 계측점의 변화의 분석을 통해 실제 수술 결과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악교정 수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술 후 예측 값과의 차이를 분석, 비교

하여 향후 3D 스캐너를 이용한 악교정수술의 치료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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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5년 2월부터 제 3급 부정교합을 주소로 서울대학교 치

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악교정 수술을 진행한 하악전돌증 환

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명의 환자들은 모두 악교정 수술 이전에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다. (평균 나이 26.4세, 남성 8명, 여성 12명, 나이

범위 19세~43세) 또한, 20명의 환자들은 모두 Le Fort I 골절단술과 함께

시상분할 골절단술(BSSRO)이 시행되었다. 이부성형술 및 관골성형술을

받은 환자, 또한 선천적 악안면 기형 병력이 있거나 전신적인 질환이 있

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동일한 구강악안면 외과의에 의해

악교정 수술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1] Imaging methods

각 환자들은 악교정 수술 전 1개월 이내(T0)와 악교정 수술 후 6개

월 이내(T1)에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그

리고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안모 사진을 촬영하였다. 측모 두부규격방사

선사진과 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FH 평면(Frankfurt Horizontal

plane)과 지평면이 평행인 상태에서 중심교합위에서 촬영되었다. 3D 스

캐너를 이용한 촬영은 FH 평면(Frankfurt Horizontal Plane)이 지평면과

평행인 상태에서 중심교합위인 상태에서 정면과 좌측 45도, 우측 45도,

총 3장의 3차원 안모를 촬영하였으며, Face Maker 프로그램

1.0(Morpheus 3D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좌, 우측 안각(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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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hus), 비익의 외측 변연(lateral edge of ala of nose), 그리고 구각부

(oral commisure)를 기준점으로 3개의 이미지를 재구성 하였다(Figure

1). 3D 촬영의 신뢰성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도와 정확성 시험을 시행하

였다. 테스트는 3명의 성인으로 하였으며, 1명의 촬영자가 2번씩 촬영을

하여 계측점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촬영한 3차

원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계측점의 위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2mm 이내의 촬영 오차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차원 측정 시스템

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수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Reference lines and cephalometric landmarks

채득한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12개의 계측점과 2개의 기준선을

지정하였다(Table 1). Sella와 Nasion을 이은 선을 Nasion을 상방으로

7도 회전시킨 선을 수평기준선(Horizontal reference line) 으로,

수평기준선에 수직이고 Sella를 통과하는 직선을 수직기준선(Vertical

reference line)으로 정하였다(Figure 2).

채득한 측모 방사선사진과 안모 데이터에서 각각 7개의 경조직 계

측점과 5개의 연조직 계측점을 계측하였다(Table 1). 경조직 이동에 대

한 연조직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조직 계측점 point A, Incisor

superius (Is), Incisor inferius (Ii), point B, Pogonion (Pog)을 설정하였

고, 연조직 계측점 soft tissue point A (point A'), Upper lip (Ul),

Lower lip (Ll), soft tissue point B (point B'), soft tissue pogonion

(Pog')을 설정하였다.

[3] Measurement and simulation

Morpheus 3D dental solution(Morpheus3D, Seoul, Korea) 프로그램

을 이용해 각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T0)과 수술 후 6 개월(T1)의 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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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경조직 계측점들의 수평기준선과 수직기준선으로

부터의 거리와 ANS-PNS의 연장선과 Go-Me의 연장선, 상악 전치와 하

악 전치의 F-H 평면에 대한 각도를 측정하였다(Table 2).

악교정 수술 전(T0)의 환자의 측모 두부방사선사진과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득한 안모를 일치시켰다. 수술 전(T0)과 수술 후 6개월(T1)

사이에 경조직 계측점 간의 거리 변화와 각도 변화에 의거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상 수술을 하여 시뮬레이션 된 3차원적 안모를

얻었다(Figure 3). 소프트웨어에서의 연조직 이동비율은 내장되어 있는

기본 값을 이용하였다(Table 3).

환자의 가상 수술 후(T2)의 3차원적 안모 변화에 대하여 Morpheus

3D dental solution(Morpheus3D, Seoul, Korea) 프로그램으로 계측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실제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량와

시뮬레이션 상의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량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경조직-연조직의 각각의 대응되는 계측점은 point A-point A’,

Incisor superius-Upper lip, Incisor inferius-Lower lip, point B-point

B’, Pogonion-Pogonion’로, 상기 계측점 간의 이동 비율을 측정하였다.

[4] Statistic analysis

설정된 계측항목 데이터들에 대하여 SPSS ver.22 software (SPSS,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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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명의 환자 각각에 대해 T0과 T1, 그리고 T0와 T2 간의 경조직의

이동량에 대한 연조직의 이동량을 계측하여 그 비율을 계산, 평균과 분

산을 구하였다(Table 4). 실제 수술 결과(T0-T1)와 시뮬레이션 한 결과

(T0-T2)에서의 비율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Table 5).

실제 수술 결과, point A의 이동량에 대한 soft tissue point A의 변

화량의 비율은 0.83의 평균값을 가지고, 0.22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Incisor superius의 이동량에 대한 Upper lip의 변화량의 비율은 0.85의

평균값을 가지고, 0.31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Incisor inferius의 이동량

에 대한 Lower lip의 변화량의 비율은 평균값으로 0.93이 나타났고, 0.25

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Point B의 이동량에 대한 soft tissue point B

의 변화량의 비율은 1.01의 평균값과 0.22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마지

막으로 pogonion의 이동량에 대한 soft tissue pogonion의 변화량의 비율

은 평균값으로 0.91, 표준편차 값으로 0.22을 가졌다.

가상 수술 결과, point A의 이동량에 대한 soft tissue point A의 변

화량의 비율은 0.68의 평균값을 가지고, 0.42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Incisor superius의 이동량에 대한 Upper lip의 변화량의 비율은 0.41의

평균값을 가지고, 0.29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Incisor inferius의 이동량

에 대한 Lower lip의 변화량의 비율은 평균값으로 1.01이 나타났고, 0.41

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Point B의 이동량에 대한 soft tissue point B

의 변화량의 비율은 0.78의 평균값과 0.42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마지

막으로 pogonion의 이동량에 대한 soft tissue pogonion의 변화량의 비율

은 평균값으로 0.83, 표준편차 값으로 0.24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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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환자 각각에 대해 실제 수술 결과 경조직에 대한 연조직의

이동 비율과 가상 수술 결과 경조직에 대한 연조직의 이동 비율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량 사이의 상관성을 Pearson coefficient를 계산

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_H/A_H의 비율은 상관계수 0.607의 상관

성과 p-value 0.007의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Ls_H/Is_H의 비율은 상

관계수 0.495의 상관성과 p-value 0.037의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Li_H/Ii_H의 비율은 상관계수 0.590의 상관성과 p-value 0.010의 유의성

을 가지고 있었다. B'_H/B_H의 비율은 상관계수 0.554의 상관성과

p-value 0.017의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Pog'_H/Pog_H의 비율은 상관

계수 0.544의 상관성과 p-value 0.019의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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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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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경조직의 이동량과 연조직의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경조직의 이동

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량의 비율은 계측점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point

B의 경우 경조직 이동에 대한 연조직 이동의 비율이 1.01로 경조직의 이

동과 연조직의 이동이 평균적으로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

었으며, 다른 계측점들인 point A, Incisor superius, Incisor inferius,

Pogonion에 대응되는 연조직의 이동 비율은 0.78에서 0.93으로 경조직의

이동에 비해 연조직의 이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oint A의 이동에 따른 soft tissue point A의 변화량의 비율은 평균

적으로 0.83였으며 분산은 0.22이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point A의

이동에 대한 point A’의 이동의 비율은 Chew(2005)는 0.6, Becker(2014)

는 0.66, 그리고 Jensen(1992)는 0.83으로 보고되었다.

Incisor superius의 이동에 따른 Upper lip의 변화량은 0.85로 측정되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Chew(2005)에 의해 보고된 0.73,

Altug-Atac(2008)에 의해 보고된 0.5보다는 큰 값이었지만, Becker(2014)

와 Jenson(1992)가 측정한 0.98, 0.88보다는 작은 값이었다. Incisor

superius의 이동에 따른 Upper lip의 변화량은 다른 계측점들과 비교시

분산이 0.31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고 있었다.

Incisor inferius의 이동에 따른 Lower lip의 변화량의 비율은 0.93,

분산은 0.25로 측정되었다. 이는 Jensen(1992)의 연구에서 보고된 1.00과

Mobarak(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1.02보다는 작은 결과였다.

Becker(2014)의 연구에서는 0.87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값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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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B의 이동에 따른 soft tissue point B의 변화량의 비율은 평균

1.01, 분산 0.22로 평균적으로는 1:1의 비율로 움직이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Jensen(1992)와 Kim(2010)은 0.89로, Chew(2005)는 1.01,

Mobarak(2001)은 1.08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이전 연구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ogonion의 이동에 따른 soft tissue pogonion의 변화량은 평균적으

로로 0.91의 변화량이 측정되었다. Chew(2005)가 0.84, Kim(2010)이

0.88, Mobarak(2001)이 1.04의 값을 보고하였다.

실제 수술결과와 실제 수술 결과 경조직의 이동을 대입하여 가상수

술 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point A의 이동에 대한 soft tissue poin

A의 이동 비율은 실제 수술에서 0.83, 가상수술에서는 0.68로 측정되어

서 가상수술 시 연조직의 이동량이 실제 수술 시 이동량보다 작은 것으

로 측정되었다. 또한 Incisor superius와 upper lip의 이동 비율도 0.85과

0.41로 실제 이동량보다 가상 수술 시의 비율이 절반 이하였다. Incisor

inferius와 lower lip의 이동비율은 0.93과 1.01 로 가상수술 시 실제수술

보다 연조직의 이동량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point B의 이

동에 대한 soft tissue point B의 경우 실제 수술 시 1.01, 가상수술 시

0.77, pogonion의 경우 실제 수술 시 0.91, 가상수술 시 0.83의 비율로 가

상수술 시 연조직 이동량이 실제 수술 결과에 비해 작았다. 실제 수술

결과와 가상수술 결과와의 Pearson coefficient analysis 결과 0.495에서

0.607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 0.558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p<0.05)

본 연구 결과, 실제 수술 결과와 가상수술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조직을 이용하여 가상수술 하였을 경우 연조직의 변화가 시뮬레이션

된 안모에 비해 실제 수술 시 후방으로 더 이동할 것이라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수술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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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상 수술을

할 경우 실제 수술 시 계측점의 이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

었지만, 술 후 전체적인 인상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상수술의 경우 Morpheus 3D dental

solution(Morpheus3D, Seoul, Korea)에 설정되어있는 값을 통하여 시행

하였다. 상기 소프트웨어에서 가상수술을 시행할 때, 3차원 안모 채득 시

환자가 취한 자연두부위치(natural head position)을 기준으로 경조직 이

동에 대한 연조직 이동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데

이터를 더 정밀히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각 연구에서 설정된 수평 및 수

직 기준선에 맞추어 이동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정되어있는

비율도 그에 맞추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더욱 정밀한 소프트

웨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정확한 안모의 예측과 더불

어 3D CT를 이용한 가상 수술 또한 도입하여 예후 예측에 있어서 정확

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킨다면 구강악안면외과의의 양악 수술 계획 수립

및 수술에 있어 3D 스캐너를 이용한 안모 채득 및 가상 수술은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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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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ephalometric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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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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ncePog'
distance from soft tissue Pogonion to vertical 

reference line

Angle

U1 to FH 

plane
angle between upper incisor and FHｐlane

L1 to FH 

plane 
angle between lower incisor and FH plane

ANS-PNS to 

FH plane
angle between hard palate and FH plane

Me-Go to FH 

plane

angle between Mandible border extension and FH 

plane

Table 2. Cephalometric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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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

nt
Setback Superior Inferior

Maxilla
Pronasale 30 0 20 0
Subnasale 30 30 20 20

soft. A point 30 30 20 20

LabraleSuperius 50 60 30 15
StomionSuperiu

s
50 60 30 15

Mandible
LabraleSuperius 0 20 0 0

LabraleInferius 85 90 100 100

Soft. B point 100 90 100 100

Soft. Pogonion 100 90 100 100

Soft. Gnathion 100 90 100 100

Soft. Menton 100 90 100 100
Symphysis

LabraleInferius 60 75 100 100

Soft. Pogonion 10 10 10 10
Chin

Soft. Pogonion 80 90 60 60

Soft. Menton 100 100 90 100

Table 3. The default ratio between hard tissue and soft tissue

movement in Morpheus 3D den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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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ery results(T1) Simulation results(T2)

Mean Stdev Mean Stdev

A'_H/A_H 0.83 0.22 0.68 0.42

Ls_H/Is_H 0.85 0.31 0.41 0.29

Li_H/Ii_H 0.93 0.25 1.01 0.41

B'_H/B_H 1.01 0.22 0.77 0.42

Pog'_H/Pog_H 0.91 0.22 0.83 0.2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A'_H/A_H 0.607 .007

Ls_H/Is_H 0.495 .037

Li_H/Ii_H 0.590 .010

B'_H/B_H 0.554 .017

Pog'_H/Pog_H 0.544 .019

Table 4. The ratio between hard tissue and soft tissue movement

(N=20)

Table 5. Coefficients of simple correlation between surgery results

and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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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rson coefficient 및 유의성 검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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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A Ul/Is 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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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gery results)
20 0.83 0.85 0.92 1.01 0.91

My research

(Simulated results)
20 0.68 0.41 1.01 0.77 0.83

Table 6. Comparison of the ratio between soft tissue change to hard

tissue movement with other researches.

*: Included the papers subjected to mandibular prognathism patient 

underwent bimaxillary surgery.

-: not measured

N: Number of patients

Prognathism Orthognathic surgery for the intended for one patient to

patient took aim at a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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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3-dimensional scanning with Morpheus3D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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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ference lines and cephalometric landmarks

HRL: Horizontal reference line

VRL: Vertical reference line

N, nasion; S, sella; A, point A; Is, incisor superius; Ii, incisor inferius;

B, point B; Pog, pogonion; A’, soft tissue point A; Ls, labrale

superius; Li, labrale inferius; B’, soft tissue point B; Pog’, soft tissue

po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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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cedure of Surgery Simulation



- 22 -

Abstract

Analysis of soft tissue changes following hard tissue 

changes of prognathism patients after orthognathic surgery 

using 3-dimensional scanning system

(Directed by Professor Myung-jin Kim)

Semin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Recently, 3-dimensional computer imaging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means of predicting results of orthognathic 

surgery. With 3-dimensional scanner, taking patient's 3-dimensional facial 

profile made possible. Along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ccuracy and 

reliability of 3-D scanner became acceptable. Also, with 3-dimensional facial 

profile, maxillofacial surgeons can easily simulate orthognatic surgery and 

predict prognosis of patient. However, it has been controversial to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between surgery simulation and actual surgery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oft tissue change to hard 

tissue movement after mandibular setback surgery in prognathic patients 

and to assess real surgery results and simulated surgery results.

Materials and Methods: Twenty patients with mandibular prognathism 

treated since May, 2015 were studied. All undergone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and orthognathic surgery with Le Fort I oste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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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3-dimensional facial profile, lateral 

cephalograph and PA cephalograph was taken before the orthognathic 

surgery(T0) and 6 month after the orthognathic surgery(T1).

    In order to calculate soft tissue change to hard tissue movement, Point 

A, Incisor superius(Is), Incisor inferius(Ii), Point B and Pogonion(Pog) was 

chosen as hard tissue landmark. Soft tissue landmark is chosen to 

correspond hard tissue landmark; Soft tissue point A(point A’), Labrale 

superius(Ls), Labrale inferius(Li), Soft tissue point B(point B’) and Soft tissue 

pogonion(Pog’). According to actual hard tissue change, Surgery simulation 

is done in Morpheus 3D dental solution(Morpheus3D Co., Seoul, Korea). 

Statistic analysis was done in SPSS ver.22 software (SPSS, Chicago, Il, USA).

Results: Cephalometric measurements show that the soft tissue change to 

hard tissue movement ratio was 0.83 at point A’/point A, 0.85 at Ls/Is, 0.92 

at Li/Ii, 1.01 at point B’/point B, and 0.91 at Pog’/Pog.  At surgery 

simulation, soft tissue change to hard tissue movement ratio was 0.68 at 

point A’/point A, 0.41 at Ls/Is, 1.01 at Li/Ii, 0.77 at point B’/point B, and 

0.83 at Pog’/Pog. Pearson coefficient between surgery results and simulated 

results was range to 0.50 to 0.61. 

conclus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accurate prediction. However, 

predicting prognosis of 3-dimensional facial prognosis can be acceptable. In 

the future, accurate surgery simulation can be done with software 

development. The result can be used for basic data with 3-dimensional 

facial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for orthognathic surgery.

Key words: prognathism, 3-dimensional scan, soft tissue analysis, surgery 

simulation

Student number: 2013-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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