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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 상

교합평면의 수직위치에 관한 연구

김 종 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양일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분

석하여 골격 요소와 교합평면의 수직고경의 관계를 알아보고 교합평면의

수직적 위치를 재조명하는 데 있다. 교정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교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합을 평가하는데 교합평면의 기

울기와 전치부 노출도를 이용하여 구치부의 수직위치를 유추할 수는 있

지만 두 항목이 서로 상충될 수 있고 교정치료의 안정성 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골성 고정원 (skeletal anchorage)을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없이 수직 고경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부

정교합의 정상화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상

교합자 군의 수직고경을 표준화하고 부정 교합 환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정상 교합자 군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가 보유하

고 있는 한국인 성인 정상 교합자 Database에 근거하여 숙련된 교정의

가 임상 검사,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 및 치아 모형 분석을 통해 정상

교합자로 분류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가 완료된 총 103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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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합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에 투사도를 작성하고 이를 V-ceph

(Osstem, Seoul, Kore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41개 측정치를 계측하였

다. 교합평면의 수직위치는 SN plane에서 상악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

두까지의 거리로 정하고 각 측정치를 PCB (posterior cranial base)로 나

눈 비율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을

시행하여 다른 골격 및 치성 수직 패턴을 나타내는 변수들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채택된 17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시행하여 최종 회귀 모델을 획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ODI, facial height ratio, facial axis, SN-GoMe,

ramus height, Gonial angle (upper / lower), anterior / posterior cranial

base, S-palatal plane ratio, N- palatal plane ratio, Or-palatal plane

ratio, Ptm-palatal plane ratio, Porion-palatal plane ratio, U6-palatal

plane ratio, U1-palatal plane ratio, Ar-palatal plane ratio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26, r<-0.26, p<.01; r>+0.20,

r<-0.20, p<.05, two-tailed). 이 중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회귀 모델을 도

출하였으며 S-palatal plane ratio, N-palatal plane ratio 두 개의 측정치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2=0.880, p<.01).

이번 연구의 결과는 비수술 교정치료에 있어 상악 대구치의 함입 및

정출 이동의 범위를 설정해주는데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다른 골격

성 부정교합자 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주요어 : 교합평면, 수직고경,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 S-palatal plane

ratio, N-palatal plane ratio

학 번 : 2010-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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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ntroduction)

교합평면 (occlusal plan)은 대다수의 치의학 분야에서 치료 계획 수립

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료이다. 교합평면은 출생 시 무치악 상태

에서 악골이 발육되는 시기를 거쳐 형성된다.1) 이후 혼합치열기, 영구치

열기를 거치면서 치아의 형태, 위치 및 악궁과의 조화, 주변조직, 습관

등에 의해 교합이 변하고 이에 따라 교합평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2),3),4)

교합평면에 대한 연구는 측두하악장애5)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보철6), 교정7), 구강외과8)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교합평면의 수직고경 (vertical dimension) 설정은 보철의 총의치

(complete denture)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9),12) 그러나 아

직까지 수직고경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없고 이에

관련된 지식의 대부분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10) 따라서 수직고

경 측정 시 술자의 기술적 숙련도, 지식, 판단과 임상적 경험 등이 측정

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9) 수직 고경을 측정하는

방법은 특히 보철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6) 두부계측방

사선사진 분석을 이용한 골격 배열 (configuration)을 고려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10)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은 치과교정학 영역에 있어 진단과 치료계획수

립 및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는 자료이다. 측모두부계

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골격의 수직 및 수평 관계를 평가할 수도 있으

며 치아 배열 중 교합평면의 기울기 및 수직 관계를 평가할 수도 있

다.21) 최근 CT의 보급으로 교정 진단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

다.22),2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진단 도구인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은 적은 방사선 노출량, 진단 노하우의 축적, 진단의 단순성 등의 이

점으로 아직도 치과교정학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2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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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한 교합평면 진단에 있어 교합평면의 기

울기28)와 전치부 노출도29)는 오래 전부터 기준이 되어 왔다. 이 두 항목

을 조합하면 구치부의 수직위치까지 유추할 수는 있으나 전치부노출도와

교합평면이 주로 기여하는 부분은 서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치부

노출도는 심미성에 크게 기여하며 교합평면은 기능성에 주로 기여하기에

두 항목의 조합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진

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치료결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아직까지는 골격의 전체적인 수직패턴과 연

관하여 구치부 내지는 교합평면의 수직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고안되지

않은 실정이다.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는 악교정수술 (orthognathic surgery)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통해 교합평면의 정상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두개안면부 정상

화를 이룰 수 있다.8) 또한 골격의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 있어

서도 골성 고정원 (skeletal anchorage)을 이용함으로써 과거 알려진 치

아의 이동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으

며, 이때 수직 고경의 변화까지도 획득 가능하다.36) 이런 기술의 발전으

로 과거보다 더욱 정밀한 치료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악교정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정교합자의 치료를 주어진 골격

에 적합한 치아배열의 획득으로 간주하자면 만족할만한 개별화된 치료목

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상 범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과거 정상교합자에서 전반적인 골격 분석에 대해서

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34), 교합평면의 수직 위치에 대한 분

석은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7)

부정 교합을 가진 환자의 분석을 표준화된 두부 계측에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의 분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으며29) 정

상 교합자에서도 골격 관계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중요한 해부학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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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므로32),33) 치료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골격 관계를 단일하게

표준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만 하며 이

는 골격 및 교합평면을 포함한 치아 배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교합자의 표본 (sample)에서 골격 요소와

교합평면의 수직고경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결과를 개별화된 치료 목표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특히 상악제1대구치의 수직위치에 대해 이를

결정하는 골격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관련 요소를 통해 방정

식을 유도함으로써 정상교합자에서 구치부 교합평면의 위치를 표준화하

는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골격적 부정교합이 크지 않은 환자의

교정치료에 있어 구치부 교합평면을 재구성하는데 치료 목표수립의 가이

드라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Ⅱ. 문헌 조사 (Review of Literature)

1. Normal Occlusion

현재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정상교합자의 연구는 각 나라별

로 다양하게 존재한다.37) 그러나 대부분 전통적인 계측치를 이용하였으

며 교합평면 및 상악 치열의 수직적 위치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

며 주로 교합평면의 기울기, 전치부의 노출도 등에 지나지 않고 있다.

Baik HS 등33)은 정상 교합을 가진 한국 성인 (남성 30 여성 30명)의 3

차원 레이저 스캔 이미지를 이용해 측거점, 선, 각도, 직선거리 비율 등

을 얻었는데 남녀 간의 유의 한 차이는 nasofrontal angle (여성 147도,

남성 142도) 및 transverse nasal prominence (남성 112도, 여성 116도)

(p<.05)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평균 좌표값에 의해 만들어진 3D

facial model은 교정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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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데이터는, 안면부 영상 (facial image)의 3D 평가를 위한 유용

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33) Kim JY 등34)은 294개의 정상 교합자의 측

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 데이터를 전후방 및 수직 골격분석 (skeletal

measurement)에 따라 총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여기서 전후방은

FH-AB, ANB, SN-AB, APDI, Wits appraisal 에 의해서 수직은 PMA,

SN-MP, FMA, AB-MP, ODI 등에 의해 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2. Vertical dimension

J-D Orthlieb 등10)은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해 교합고경

(VDO, vertical dimension of occlusion)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악

골의 모양과 수직고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에 상당한 유의성

(r=0.691)을 발견했지만, 교합고경을 결정하는 마법 같은 (magic) 방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10) Humel MM 등38)은 안정성 문제로 후방 치아를 손

실한 경우 치아의 교합 지점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복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고 새로운 교합고경에 적응하는 기간

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자에게 임시 국소의치를 제작해 주고

전치부의 복원 전 적응 기간을 준 후 전치부 수복물을 제작 했을 때 임

시 국소의치의 안정성과 함께 이상적 기능과 심미적인 복원을 가능케 한

다고 하였다. Lin CH 등39)은 dolichofacial 환자의 비발치 교정 치료 시,

얼굴 길이의 수직 변화가 mesofacial 환자 비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조사하였는데 두 군 모두에서 Menton-to-ANS distance and facial

angle의 증가와 facial convexity 감소를 보였다. Dolichofacial 환자가 비

발치 교정 후 얼굴 길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반박하였고

얼굴의 수직 길이는 환경의 영향보다 유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였

다.

이렇듯 치열의 수직적인 위치를 안모 내지는 골격의 수직위치와 연관

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보다 구체적인 결

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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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성 고정원 (skeletal anchorage)

Park 등35)은 장기간의 치아 상실로 대합치가 정출된 경우 골성 고정원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조절된 방향의 힘이 주어지면 대합치의 함입

(intrusion)을 얻을 수 있어 대합치 치관의 길이를 줄이지 않고도 효과적

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합치 함입을 위한 기존의 교정 치료

는 복잡한 장치와 braket이 필요하지만, 이는 환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

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골성 고정원을 이용한 대상 치아의 순수한 함입은 시술이 간단하며

환자에게 편안하고 좋은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Chung-Chen Jane Yao 등40)은 미니 임플란트 (mini-implant)를 사

용하여 상악 대구치의 함입을 유도하는 경우 함입의 한계를 조사하기 위

해 3차원 (3D)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기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결

과 상악 대구치의 평균 함입량은 3~4mm 이며 잘 조절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최대 8mm 이상의 함입이 관찰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2명의 class

II 부정교합자들의 교합고경을 낮추고 개방교합을 교정했으며 하악의 반

시계방향 회전을 유도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long-term follow up)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안정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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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방법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

숙련된 교정의의 임상 검사 및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 및 치아 모형

분석을 통해 정상교합자로 분류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1) Skeletal and dental Class I 관계

(2) 상하악 제2대구치까지 모든 영구치의 맹출이 완료되어 있을 것

(3) 과잉치나 결손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

(4) 모든 영구치는 정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5) 상하악 치열에 있어 crowding 양이 1mm 이하일 것

(6) 측두하악관절 증상이 없을 것

(7) 눈에 띄는 안면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을 것

2. 연구 방법

(1) 샘플 수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성인 정상 교

합자 Database를 바탕으로 위 조건을 적용하여 총 103명의 정상 교합자

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1) 투사도 작성 및 계측

위의 정상교합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에 한 명의 연구자가 모든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의 투사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V-ceph (Osstem,

Seoul, Kore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림 1, 2의 계측점과 계측 기준

선을 바탕으로 41개 측정치를 계측하였다. 상악 제1대구치의 수직적인

위치를 정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상악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에서

S-N plane, FH plane, 그리고 Palatal plane 까지의 거리 등 세 가지의

수직 위치를 고려하였는데 이 중 교정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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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plane에서의 거리를 선택하였다. 또한 이를 전체 두개골 크기와 조

율 (calibration) 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길이 기준이 될 수 있는 PCB

(posterior cranial base)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였다.

(2) 통계처리

계측치 간의 영향을 관찰하고 관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 계측치

모두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을 시행하였

다. 여기서 채택된 17개의 변수를 이용하여(그림 3)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시행하여 최종 회귀 모델을 획득하였다. 이후 무

작위로 추출된 일부의 sample 에 대해 동일 계측 작업을 반복하여 신뢰

도 분석 (ICC, intraclass correlation)을 계산하여 검증하였다.

Ⅳ. 실험결과 (Results)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ODI, facial height ratio, facial axis,

SN-GoMe, ramus height, Gonial angle (upper / lower), anterior /

posterior cranial base, S-palatal plane ratio, N- palatal plane ratio,

Or-palatal plane ratio, Ptm-palatal plane ratio, Porion-palatal plane

ratio, U6-palatal plane ratio, U1-palatal plane ratio, Ar-palatal plane

ratio 등 그림 3에서 보이는 17개의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26, r<-0.26, p<.01; r>+0.20, r<-0.20,

p<.05, two-tailed). 이 중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회귀 모델을 도출하였으

며 표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즉, 상악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에서

S-N plane까지의 거리는 그림 5와 같이 Nasion에서 palatal plane까지의

거리비율, Sella에서 palatal plane 까지의 거리비율 등 두 개의 측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adjusted R2=0.780, 0.880,

p<.01).

또한 신뢰도 (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ICC (Intraclas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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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를 계산하였는데 해당 계측항목에 대해 0.923 ~ 0.988 범위의

계수를 산출할 수 있었으며 모든 계수에 대해 p<.01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는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결과임을 입증한다.

Ⅴ. 고찰 (Discussion)

1. PCB (posterior cranial base)에 대한 길이 비율

본 논문에서는 계측된 길이 값을 PCB의 길이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

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두개악안면 골격 크기의 개인차에

대해 계측치를 조율 (calibration) 하기 위함이다. 즉, 이는 일종의 길이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길이를 대표성을 가진 두 계

측점간의 거리로 나누어 비율로 평가하고자 함이다. 또한 anterior

cranial base (SN)의 길이, FH의 길이 등으로 나누지 않고 PCB에 대한

비율을 선택한 이유는 위 두 값은 수평 벡터의 성분이며 본 연구의 관심

방향은 수직 부분이기 때문이다. 두개안면골격의 선형 계측치에 대해 수

평성분의 계측치는 SN 길이로 나누어 비율로 평가하고 수직성분에 해당

하는 계측치는 길이로 나누어 비율로 평가함으로써 통일된 벡터 성분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개별화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상관분석 결과

상관분석 결과 각 계측치 간의 교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표 1과 같

이 교합평면의 위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 17개의 계측값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 중 그림 5에서 보이는 N-palatal plane ratio, S-palatal plane

ratio 두 항목이 최종 회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15개 항목이 회귀

분석에 사용되지 못한 이유를 고찰해 보았다.

(1) ODI (Overbite Depth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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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와 같이 교합평면의 위치와 ODI의 상관계수는 -0.284 (p<.01)

로 나타났다. ODI는 AB plane과 Mandibular plane이 이루는 각에

Palatal plane 과 FH plane이 이루는 각을 합한 값으로 ODI값이 낮을수

록 개방교합의 경향이 높아지고 클수록 과개교합의 경향이 커진다.42)

JW Freudenthaler 등의 연구에서는 개방교합, 정상교합, 과개교합 등에

ODI값의 변별 가능성을 81%라고 보고하였다.41) 이는 ODI 값이 개방교

합과 과개교합을 진단하는 데 유용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DI와 교합평면의 수직위치는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전 연구에 이용된 개방교합이나 과개교합의 구분 기준으로

전치부의 위치 관계가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대구치의 수직적 위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FHR (Facial height ratio)

표 1에서 교합평면의 수직위치와 FHR의 상관계수는 -0.294 (p<.01)로

나타났다. FHR은 Jarabak 분석의 하나로 Anterior facial height (N-Me)

에 대한 Posterior facial height (S-Ar)의 비율이다.44) Horn43)의 연구에

서 Facial height ratio는 수직고경의 과대나 부족을 진단하는 “alarm

signal"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FHR은 성장의 방향과 관련성을 나타내

는 지표로써 작을수록 상악골에 대한 하악골의 수직-시계방향 성장을

클수록 수평-반시계방향 성장을 의미한다.43) 본 연구에서 상악구치부의

수직위치와의 상관관계는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FHR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하악골의 계측점인 Me과 Ar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3) Facial axis ratio

표 1에서 교합평면의 수직위치와 Facial axis ratio (PCB에 대한 비율)

와의 상관계수는 -0.330 (p<.01)이다. Facial axis는 Ricketts 분석의 한

계측 값 (Ptm-Gn)으로 N-Ba plane과 이루는 각을 통해 하악의 성장방

향을 예측하는데 이용된다.29) Ricketts의 연구에서 이 각은 성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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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이 측정값 역시 하악에 위치하

는 계측점인 Gn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상악구치부의 수직위치와 강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SN-GoMe

교합평면의 수직위치와의 관련성은 상관계수 0.347 (p<.01)로 나타났다.

이는 Steiner 분석에서 사용된 SN-GoGn 값과 마찬가지로 하악전방부의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수직고경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Steiner의 연구에서 SN과 GoGn이 이루는 각을 통해 교합평면에 있는

치아의 위치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지만 골격요소의 다양성 때문에 온전

히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였다.45) SN-GoMe은 각으로 이루어진 값

으로 하악 전방부의 개방 정도 및 안면 전체의 수직양상 경향을 보여주

는 데 유용하지만 하악체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계측값이기에 상악 구치

부의 수직위치 내지는 교합평면의 수직위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무

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5) SNA

교합평면의 수직위치와의 상관관계는 -0.199 (p<.05)로 나타났다. SNA

는 상악골의 전후방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작을수록 상악골이 후방

위치하며 클수록 전방에 위치한다. 따라서 SNA는 교합평면의 수직적 위

치,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상악 구치부의 수직위치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6) 하악지의 길이 (Ramus height)

하악지의 길이는 교합평면의 위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

나 하악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상악 구치

부 및 교합평면의 수직위치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234, p<.05)



- 11 -

(7) Upper/Lower gonial angle

Gonial angle은 Jarabak 분석법의 하나로 하악골의 형태와 성장 방향을

나타낸다. 이 값이 증가하면 하악골 후방회전과 개방교합 경향을 보이고

감소하면 하악과두의 수직성장을 보인다.44) Upper angle과 Lower angle

로 나뉘는데 각각 하악지의 경사도와 하악체의 경사도를 의미한다. 이는

SN-GoGn 과 마찬가지로 하악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본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상악 구치부 및 교합 평면의 수직 위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

지는 못한다. (각각 r=0.334, 0.341, p<.01)

(8) Palatal Plane ratios

표 1에서 보이는 10~17번의 항목은 각 계측점에서 PP (palatal plane)

까지의 수직 거리를 PCB로 나눈 값이다. 상관계수가 0.6 이상으로 높게

나온 이유는 PP가 결정되면 PP에 대한 상악 대구치의 위치는 유의미하

게 결정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설을 하자면 두개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부터 결정된 위치에 구개평면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하게 형성된 PP로부터 측정한 상악 구치부의 수직위치가

큰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이 계측치 역시 두개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부터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S-PP ratio,

r=0.884, p<.01; N-PP ratio, r=0.822, p<.01).

3. 선형 회귀분석

최종 회귀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그림 5와 같이 S-Palatal plane ratio와

N-Palatal plane ratio이다. 표 2의 결과에서 Adjusted R2 값이 0.880을

보였으며 이는 제1대구치의 수직위치와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Cephalo-caudal gradient의 특성을 가지는 인간의 성장 발육에 있어

두개저의 발육이 완성되고 나서 구개부의 발육이 완성된다. 이후 교합평

면의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특히 상악 구치부의 구개평면을 기준으

로 하는 수직위치가 결정이 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큰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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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R2는 cephalo-caudal gradient방향의 영향이 구개평면에 대한

상악 구치부 수직위치에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골성 고정원의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된 현대 교정학에 있어 상악 구치

부의 수직적 이동을 치료 계획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악 구치부의 수직적 이동은 하악골의 수직적인 위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안모의 변화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에 있어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결과는 상악 구치부의 수직적인 위치가 그 상부구조인 두개의 구

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구개평면을 포함한 두개

부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악구치부

의 수직위치는 특정범위로 정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다.

Ⅵ. 결론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로 S to palatal plane ratio 와 N to palatal plane ratio

를 이용하여 상악 대구치의 수직적 위치 (SN to U6)를 설명할 수 있었

다. 이는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근골격계의 계측

항목을 이용하여 교합평면의 수직적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비수술 교정치료 중 골성 고정원을 이용한 상악 대

구치의 함입 및 정출 이동의 범위를 설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골격성 부정교합자

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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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Variables Coefficient Adjusted R2 P

N to palatal plane ratio 0.742 0.780 < .001

S to palatal plane ratio 0.686 0.880 < .001

N to palatal plane ratio: palatal plane에서 N까지의 수직거리 / posterior cranial base,

S to palatal plane ratio: palatal plane에서 S까지의 수직거리 / posterior cranial base.

Measuremen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

ODI -0.284 *
facial height ratio -0.294 *
facial axis (Ricketts) -0.330 *
SN-GoMe 0.347 *
SNA -0.199 **

ramus height 0.234 **
upper gonial angle 0.334 *
lower gonial angle -0.341 *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0.844 *
S to palatal plane ratio 0.822 *

N to palatal plane ratio 0.884 *
Or to palatal plane ratio 0.731 *
Ptmr to palatal plane ratio 0.659 *
Po to palatal plane ratio 0.616 *
U6 to palatal plane ratio 0.845 *

U1 to palatal plane ratio 0.703 *
Ar to palatal plane ratio 0.678 *

*: r>+0.26, r<-0.26, p<.01; **: r>+0.20, r<-0.20, p<.05,
two-tailed.

표 1.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결과

표 2. 선형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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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ephalometric landmarks. S(sella); N(nasion);

Or(orbitale); Po(porion); Ar(articulare); Ba(basion);

Ptm(pterygomaxillaty fissure); Go (gonion); Me(menton);

ANS(anterior nasal spine); PNS(psterior nasal spine);

A(A point); B(B point); U1(상악중절치의 절단연); U6(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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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N, sella-nasion; FH, porion-orbitale; PP, palatal

plane(ANS-PNS); OP, occlusal plane; MP, mandibular

plane(Go-Me); PCB, posterior crani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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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계측 항목(상관분석결과 17개 항목). (A) 각 측정값(degree): 1. ODI(overbite depth

indicator); 2. upper gonial angle; 3. lower gonial angle; 4. SNA; 5. SN-GoMe. (B) 길이 측정값

(mm): 1. Facial height ratio [(S-Go/N-Me)×100, %]; 2. PCB(posterior canial base length); 3.

Facial axis (Ricketts); 4. Ramus height. (C) Palatal plane까지의 수직거리(mm): 1. Po to

PP(paltal plane); 2. Ar to PP; 3. S to PP; 4. Ptm to PP; 5. Or to PP; 6. N to PP; 7. U6 to PP;

8. U1 to PP.



- 23 -

SN

PCB

U6

FH

PP

1

2

3

그림 4. 교합평면의 수직위치; 1. SN-U6: 상악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에서 각각 SN plane 까지의 거리, 2. FH-U6:

FH plane까지의 거리, 3. PP-U6: Palatal Plane까지의 거리,

해당 길이의 측정값은 PCB로 나눈 비율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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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회귀 모델에 포함된 계측. S-palatal plane ratio(S

to PP/ PCB, ratio), N-palatal plane ratio(N to PP/PCB,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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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phalometric analysis of

the vertical position of occlusal

plane in Koreans with normal

occlusion

Jong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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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phalometric analysis is used to do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and to evaluate treatment outcome in the area of 

orthodontics. The canting of occlusal plane and anterior exposure has

long been based on vertical position of occlusal plane. However, these

two factors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may affect the

stability of the treatment.

Recently, wide range of tooth movement and changes of vertical

dimension without orthognathic surgery become available by using a

skeletal anchorage. Treatment of the patients with no skeletal

malocclusion is a kind of compromised treatment making the patients’

condition fit into one of the normal status. Therefore, as orthodontists

can use more utilities like a skeletal anchorage device and chang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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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r range of vertical tooth movement, the treatment goal should be

planned more finely. Thu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vertical

dimension of normal occlusion and provide the methods of asse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keletal elements and the vertical dimension of the occlusal plane by

analyzing the cephalometric measurement of Koreans with normal

occlusion.

The normal samples were selected adults who classified as normal

occlusion by clinical examination and analysis of radiograph and

dental models by experienced orthodontists.; (1) skeletal and dental

Class I relationship, (2) full eruption of upper and lower second

molars, (3) no missing and supernumerary teeth, (4) no permanent

tooth of abnormal shape, (5) less than 1mm of the amount of

crowding in upper and lower dentition, (6) no symptom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and (7) no distinguishable facial

asymmetry. Tracing of cephalogram and cephalometric analysis

(V-ceph software, Osstem, Seoul, Korea) were performed by one

examiner for total 103 samples. 41 measurements were used in this

study and all of the vertical linear measurements including the

vertical position of upper first molar were divided by posterior cranial

base (PCB).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und 17 variables to be

presumably related with vertical position of upper first molar. Then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stepwise insertion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most related variables.

17 variables were ODI, facial height ratio, facial axis, SN-GoMe,

ramus height, Gonial angle (upper / lower), anterior / posterior cranial

base, S-palatal plane ratio, N-palatal plane ratio, Or-pala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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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Ptm-palatal plane ratio, Porion-palatal plane ratio, U6-palatal

plane ratio, U1-palatal plane ratio, and Ar-palatal plane ratio.

(r>+0.26, r<-0.26, p<.01; r>+0.20, r<-0.20, p<.05, two-tailed). Linear

derived a regression model with two variables: S-palatal plane ratio

and N-palatal plane ratio. These two measur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vertical position of upper fist molar (adjusted R2 = 0.880,

p<.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vertical position of upper

first molar was related with the vertical position and cant of palatal

plane. In other words, the vertical position of occlusal plane was

thought to be predetermined by the anatomical structure of higher

level. The results can set the vertical range of tooth movement

acceptable for a given skeletal frame.

………………………………………………………………………………

keywords : occlusal plane, vertical dimension, S-palatal plane

ratio, N-palatal plan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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