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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마  정모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작형태에 따른 

안면비 칭에 한 연구 

원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이유미․김재창

  최근에 안모에 심이 증가하면서 안모비 칭에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모 비 칭 평가에는 고가의 

3차원 인 상이 많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역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비교  렴한 노라마방사선 사진과 

정모방사선 사진을 이용하 다.  

  안모 비 칭에 한 골격 인 평가를 하고자 본 연구에 지원한 상자 에 특이할만한 신 질환자나 특이한 교합을 지닌 

상을 제외한 35명을 택하여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정모 방사선 사진을 촬 하 으며, 작 형태와 안모 비 칭을 인지하

는 정도를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의 좌우측 비교에서 하악의 수직  측정 항목인 Co-Go(p<0.05), C0-Ag(p<0.05)에서 하악각 측정 

항목에서는 Co-Go-Ag(p<0.05), Go-Me-Ag(p<0.01) 유의한 차이를 보 다.

2. 노라마방사선 사진에서 작측에 따른 평가에서는 하악의 수직  길이측정치에서 우측 작자는 Co-Ag(p<0.01) 좌측 

작측에서는 Co-Go(p<0.05)에서 유의성을 보 다.

3. 정모 방사선사진 상의 좌우측 안모비 칭 비교에서는 Cg-Go(p<0.01), 우측 작자에서는 Co-Ag(p<0.01) 좌측 작자에

서는 Cg-Go(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 안모비 칭이 있다고 인지하는 군에서 하악의 수직  측정 항목인 Co-Go(p<0.05)에서 유의성을, 하악각의 측정항목인 

Co-Si-Cr(p<0.05), Go-Me-Ag(p<0.05)에서 유의성을 보 다. 안모가 좌측이 더 길다고 인지하는 군에서는  

Go-Ag(p<0.05)의 수평  계측 항목이 우측이 더 길었으며, 우측안모가 길다고 인지하는 군에서는 Co-Go(p<0.05)와 

Co-Ag(p<0.01)의 하악의 수직  측정치에서 유의성을 보 다.

주제어: 안모비 칭, 하악의 수직 측정치, 작측

1)I. 서    론

  사회의 반 인 성향에 있어 심미에 한 심이 

날로 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활 수 이 향

상되고 사회으로 수 이 증가하고, 경제 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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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해지는 등의 여러 요인에 미루어 볼 때 더욱 증

가하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취학, 취업이나 기타 여러 

사인에 따라 안모비 칭을 비롯한 심미  이유로 성

형외과등을 찾는 걸음이 잦아지고 있으며 역시 치과

에 내원하는 환자 에서도 단지 심미  이유만인 경

우도 있으며 다른 주소와 더불어 부가 으로 안면비

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에 띠는 안

모 비정상, 즉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

에 내원하 으나, 재에 이르러서는 비 칭이 심하

지 않은 경우에 환자자신의 기 에서는 한 사유

로 생각하며 내원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1,2)
. 이러

한 비 칭이 심하지 않으며 문가가 아니면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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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비 칭에 해서도 심이 증가함에 따라 

선천  는 후천 으로 래되는 안모 비 칭에 

한 처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외모에 한 지

한 심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정 한 안모 비 칭

을 유발하는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1-3)

  안모비 칭을 진단하기 해서는 다양한 기본 인 

그리고 부가 인 자료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임상검

사, 방사선 사진, 진단용 석고 모형, 안모사진 등의 여

러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보다 정 한 진단을 요한다
4,5)
.

  안모 비 칭을 평가하기 한 방사선사진은 노

라마방사선 사진, 측모 두부 사진, 후 방 두부 방사

선 사진, 이하정 두부 방사선 사진등이 이용되어 왔다
7,8,11,21).

  치과 역의 방사선 분야에서 노라마 방사선 사

진, 측모규격두부 방사선사진등은 비교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차원 입체 상이나 자기공

명 상등의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9,10,13,14). 그러나 

아직은 3차원 입체 상은 경제 으로 부담이 가며 

악교정술을 포함한 외과  술식이 필요한 경우나 외

상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요하는 등의 보다 실 으

로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경향을 지닌다. 

이미 리 사용되는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더불어 

비교  쉽고 간단하며 안모 비 칭을 분석하기에 용

이한 정모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안모 비 칭을 평

가하며 안모 비 칭과 이에 작 습 이 안모 비 칭

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하고자한다

  노라마방사선사진은 상악안면 골격, 상부 경추, 

악 , 상하악, 이공, 이  내이. sella turcica등의 

구조물을 보이며15)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비교  

방사선 조사량이 으며 촬  기법이 쉽고 환자에게 

용함에 비교  수월하여 리 사용 되나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그 상이 왜곡될수 있고 무엇보다 확

되어 나타나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16-19)

.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더불어 안면 비 칭을 평

가하기 하여 정모두부방사선 사진이 이용되고 있

으며 정상인에서 부 별 비 칭의 평가, 안면 사진을 

이용한 비 칭 정도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어왔

다20,21). 

  과거에는 심각한 안면 비 칭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소한 안면 비

칭, 즉 악교정 수술이나 교정처치를 요하지 않는 안

면 비 칭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외모에 

극심한 심이 증가하는  실정에 미루어 보아 향후 

사소한 안면 비 칭으로 인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증

가하리라 여겨지며, 다른 이유로 내원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안면비 칭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안면 비 칭은 선천 , 후천 인 여러 요소들로 인

해 래되며, 이에 자는 노라마방사선 사진과 정

모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작 습 에 따라 골격학

으로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 지원한 상자 에 특이할 만한 신 

병력이나 비정상 인 교합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35명을 택하 다. 이들 연구 상자들에게는 본 연구

에 하여 설명하 으며, 실험시 주의사항에 해서

도 숙지하도록 하여 동의를 얻었다. 

  상자의 평균 나이는 29.09 ± 5.10세 으며, 여자 

24명(평균나이 24.26 ± 2.62), 남자 11명(34.64 ± 5.10)

이었다.

2. 연구방법

1) 임상검사  편측 작자의 분류

  모든 상자는 임상검사와 측두하악 기능검사

를 실시하 고, 안모비 칭과 편측 작에 하여 자

신이 인지하는 바를 설문지를 통해 기입하도록 하

다. 

2) 정모두부방사선, 측모두부방사선, 노라마 촬

  방사선 사진은 PromMax Cephalostat with 

Dimax3 촬 장치(Planmeca Co. Finland, 촬 조건 

68 kv, 9 mA, 16 sec)를 이용하여 정모두부방사선사

진,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 하 다. 노라마 사

진 촬 시에는 13 mm 진 블럭을 치부에 물리고 

촬 하 다. 

  본 논문에 사용된 landmark와 reference pont, 

reference line은 아래와 같다(Fig.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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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성명 나이

다음은 당신의 작패턴에 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동그라미( O )를 해 주세요

1. 주로 질기고 단단한 음식물을 어느정도 좋아하십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함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매우 좋아함

(빵, 아이스크림 등)   (껌, 오징어 등)

0------------1------------2------------3 

2. 당신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작을 하십니까? 

양측으로 같이 한다 한쪽으로만 작한다 

0------------1------------2------------3 

3. 편측 작을 한다면 주로 작하는 쪽은 어느쪽입니까?

주로 오른쪽 오른쪽이 편함    왼쪽이 편함 주로 왼쪽

0------------1------------2------------3 

4. 만약 편측 작을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0) 반 편 치아의 통증    1) 반 편 턱 이나 근육의 통증

2) 교합이상-잘 안씹 서    3) 명확하지 않지만 습 으로

5. 만약 편측 작을 한다면 언제부터 했다고 생각합니까?

 1년 이내 5년 10년 10년 이상

0------------1------------2------------3 

6. 작, 하품  입을 크게 벌릴 때 악 부 에서 동통을 느끼거나 소리가 납니까?

0) 아니다 1) 소리만 난다

2) 통증이 있다 3) 소리와 통증이 있다. 

7. 본인의 얼굴에서 안모비 칭(얼굴의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매우 그 다

0------------1------------2------------3 

8. 안모비 칭이 있다면 어느쪽 얼굴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오른쪽 왼쪽

0------------1

9. 안모비 칭이 있다면 아래턱은 어느쪽으로 편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른쪽 왼쪽

0------------1

10. 당신은 오른손잡이이거나 왼손잡이, 혹은 양손을 쓰십니까?

오른손 왼손 양손

0------------1------------2

11. 우측으로 1분간 껌을 씹어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작하셨나요? 다음은 좌측입니다

우측(   ) 좌측(   )

12. 어느쪽이 더 잘 씹히는 느낌이었나요? 

오른쪽 왼쪽

0------------1

2, 3 문항에 변동이 있다면 X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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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ne and point 

Definition of cephalometric reference points and reference plane 

parameter Definition

Cg The center of crista galli

GWSO
Greater wing superior orbit - intersection of the superior border of the greaer wing of the spenoid bone and 

orbital out line 

Co Condylion -the highest point of Condyle

ANS Anterior Nasal spine

Go Gonion -the most lateral point of mandibular angle

Ag Antegonion - deepest point on curvature of the antegonial notch

Me Menton - midpoint on the inferior border of mental protuberance

MS Midsagittal plane - plane connecting Co and ANS

Definition of reference points of panorama

Landmarks Definition

Co Condylion -the highest point of Condyle

Cr The highest points of Coronoid process

Si The deepest points of mandibular notch

Go Gonion -the most lateral point of mandibular angle

Ag Antegonion - deepest point on curvature of the antegonial notch

Me Menton - midpoint on the inferior border of mental protuberance

Fig. 1. Reference point and plane for cephalometrics

Cg(Crist galli), Co(Condylion)

GWSO(Greater wing superior orbit)

ANS(Anterior Nasal Spine)

Go(Gonion), Ag(Antegonion)

Me(Menton)

MS plane(Mid sagittal plane)

Fig. 2. Reference points for panorama

Co(codylion)

Si(Mandibular notch)

Cr(Coronoid process)

GGo(Gonion)

Ag(Antegonion)

Me(Menton)

Ⅲ. 연구 결과

  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Co-Go와 Co-Ag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노라마 계측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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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s and determiation of the +,- 

value (L11, L12, L15, L16, A7)

L11 Distance from Ag to MS plane(left) 

- Distance from Ag to MS plane(right) 

L12 Distance from tangent line Ag to MS 

plane(left) 

- Distance tangent line from Ag to MS 

plane(right) 

L14 Distance from Go to MS plane(left)

L15 Distance from Go to MS plane(right) 

- Distance from Go to MS plane(left)

L16 Distance from tangent line Go to MS 

plane(left) 

- Distance tangent line from Go to MS 

plane(right) 

A7 Angle between MS plane and ANS-Me

Co-Si-Ag와 Go-Me-Ag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수직 계측선에서의 차

이를 보여 좌우측의 하악 수직  길이에 우측이 더 

길었다(Table 1). 

  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우측 작자는 하악

의 수직  길이측정항목에서는 Co-Ag계측치에서 우

측이 유의하게 길었으며, 하악각을 측정하는 Co-Go- 

Ag에서 유의성을 보 다(Table 2). 좌측 작자의 

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Co-Go에서 유의성을 보

여 우측이 더 길었으며 Go-Me-Ag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Table 3).

Right Left p

Co-Go 484.97 ± 48.76 472.03 ± 49.84 *

Co-Ag 617.34 ± 38.97 605.34 ± 44.46 *

Go-Ag 205.63 ± 93.18 199.86 ± 93.80 N.S

Co-Go-Ag 128.30 ±  7.19 130.78 ±  8.74 *

Co-Si-Cr  90.74 ±  9.74  87.93 ±  9.87 NS

Go-Me-Ag   4.11 ±  1.96   4.99 ±  1.97 **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1.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rements     (n=35, mean±SD)

Right Left p -value

Co-Go 479.55 ± 40.95 471.32 ± 47.47 N.S

Co-Ag 614.09 ±  36.22 599.50 ± 37.82 **

Go-Ag 216.18 ± 113.68 201.09 ± 117.24 N.S

Co-Go-Ag 128.59 ± 6.01 130.89 ±  7.78 *

Co-Si-Cr  91.64 ± 10.11  88.39 ±  9.04 N.S

Go-Me-Ag   4.16 ± 1.67   4.83 ±  2.13 N.S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2.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

rements in Right side chewing group

(n=22 mean±SD)

Right Left p -value

Co-Go 494.15 ± 60.46 473.23 ± 55.61 *

Co-Ag 622.85 ± 44.22 615.23 ± 54.13 N.S

Go-Ag 187.77 ± 37.91 197.77 ± 29.43 N.S

Co-Go-Ag 127.81 ± 9.11 130.60 ± 10.51 N.S

Co-Si-Cr  89.21 ±  9.26  87.17 ± 11.48 N.S

Go-Me-Ag   4.02 ±  2.45   5.28 ± 1.72 *

N.S:not significant, *:p<0.05

Table 3.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

rements in Left side chewing group

(n=13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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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Left p-value

Co-Go 479.11 ± 40.85 471.91 ± 45.92 N.S

Co-Ag 524.43 ± 50.89 516.46 ± 49.80 N.S

Cg-Go 865.34 ± 50.10 875.89 ± 53.10 **

Cg-Ag 877.17 ± 49.17 885.23 ± 52.81 N.S

MS-Ag 382.00 ± 89.79 376.26 ± 91.29 N.S

MS-Go 426.00 ± 31.47 420.77 ± 31.70 N.S

MS-GWSO 349.77 ± 22.93 351.91 ± 23.70 N.S

MS-CO 445.49 ± 28.28 438.60 ± 30.32 N.S

Co-Go-Me 119.76 ± 11.09 117.66 ±  7.71 N.S

Co-Ag-Me 122.40 ± 6.57 121.29 ±  7.65 N.S

GWSO-Ag-Me 112.55 ± 6.05 112.41 ±  6.64 N.S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4. Comparison of both side cephalometric 

measurements           (n=35 mean±SD)

. 

Right Left p-value

Co-Go 477.00 ± 36.93 472.00 ± 35.14 N.S

Co-Ag 534.00 ± 49.43 516.73 ± 40.67 **

Cg-Go 860.73 ± 49.66 869.77 ± 49.05 N.S

Cg-Ag 875.41 ± 49.51 880.45 ± 49.74 N.S

MS-Ag 368.23 ± 26.67 366.05 ± 29.02 N.S

MS-Go 427.68 ± 29.97 422.45 ± 34.93 N.S

MS-GWSO 350.82 ± 26.27 351.05 ± 25.71 N.S

MS-CO 447.09 ± 22.85 444.00 ± 31.80 N.S

Co-Go-Me 117.95 ±  8.69 117.86 ±  8.47 N.S

Co-Ag-Me 122.00 ±  7.52 120.95 ±  8.81 N.S

GWSO-Ag-Me 111.87 ±  7.13 111.62 ±  7.63 N.S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5. Comparison of both side Cephalometric 

measurements in Right side chewing group 

(n=22 mean±SD)

  정모 방사선 사진상에서 좌우측 비교는 Cg-Go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다른 계측치는 모두 유의

성이 없어 골격학 으로 좌우측이 차이가 없음을 보

여주었다(Table 4).

  우측 작자에서 Co-Ag에서 유의성을 보여 좌측

보다 우측이 더 길음을 보 으며 다른 계측치는 좌우

측에 차이가 없었다(Table 5). 좌측 작자에서 

Cg-Go에서 유의성을 보여 좌측이 더 길었으며 다른 

계측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6).

  안모가 비교  칭 이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군

의 노라마방사선 사진상에서 Co-Ag에서 우측이 

더 길은 결과를 보 으며 안모비 칭이 있다고 인지

하는 군에서 하악의 수직  측정 항목인 Co-Go에서 

유의성을, 하악각의 항목에서는 Co-Si-Cr, 

Go-Me-Ag에서 유의성을 보 다(Table 7, 8).

  안모가 좌측이 더 길다고 인지하는 군에서는 

Go-Ag의 하악의 수평  계측 항목에서 우측이 더 길

었으며, 안모가 우측이 길다고 인지하는 군에서는 하

악의 수직  측정치인 Co-Go와 Co-Ag에서 유의성

을 보 다(Table 9, 10).

Right Left p-value

Co-Go 482.69 ±  48.15 471.77 ±  61.76 N.S

Co-Ag 508.23 ±  51.10 516.00 ±  64.28 N.S

Cg-Go 873.15 ±  51.89 886.23 ±  59.95 *

Cg-Ag 880.15 ±  50.44 893.31 ±  58.81 N.S

MS-Ag 405.31 ± 143.74 393.54 ± 147.06 N.S

MS-Go 423.15 ±  34.93 417.92 ±  26.41 N.S

MS-GWSO 348.00 ±  16.61 353.38 ±  20.76 N.S

MS-CO 442.77 ±  36.59 429.46 ±  26.28 N.S

Co-Go-Me 122.82 ±  14.16 117.32 ±   6.51 N.S

Co-Ag-Me 123.08 ±  4.77 121.87 ±   5.42 N.S

GWSO-Ag-Me 113.72 ±   3.49 113.73 ±   4.45 N.S

N.S:not significant, *:p<0.05

Table 6. Comparison of both side Cephalometric 

measurements in Left side chewing group

(n=13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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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Left p

Co-Go 471.70 ±  44.77 460.60 ±  62.68 N.S

Co-Ag 607.20 ±  41.93 589.90 ±  55.83 *

Go-Ag 234.50 ± 162.97 226.30 ± 168.15 N.S

Co-Go-Ag 130.20 ±   3.93 130.61 ±   6.56 N.S

Co-Si-Cr 87.95 ±  10.30  88.47 ±  11.98 N.S

Go-Me-Ag 4.30 ±   1.31   4.76 ±   1.89 N.S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7.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

rements in facial symmetry self cognitive 

group                    (n=10, mean±SD)

Right Left p

Co-Go 490.28 ± 50.14 476.60 ± 44.39  *

Co-Ag 621.40 ± 37.85 611.52 ± 38.64 N.S

Go-Ag 194.08 ± 43.06 189.28 ± 38.12 N.S

Co-Go-Ag 127.54 ±  8.09 130.85 ±  9.59 N.S

Co-Si-Cr  91.86 ±  9.48  87.72 ±  9.16 **

Go-Me-Ag   4.04 ±  2.19   5.09 ±  2.04 **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8.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rements in facial asymmetry self 

cognitive group       (n=25, mean±SD)

Right Left p-value

Co-Go 489.14 ± 43.36 486.57 ±  31.61 N.S

Co-Ag 644.29 ± 48.05 630.86 ±  37.70 N.S

Go-Ag 284.43 ± 181.74 264.57 ± 192.00 *

Co-Go-Ag 127.82 ±   6.03 129.71 ±  11.02 N.S

Co-Si-Cr  88.29 ±   8.09  85.94 ±   8.14 N.S

Go-Me-Ag   4.22 ±   1.78   5.21 ±   1.91 N.S

N.S:not significant, *:p<0.05 

Table 9.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rements in left facial length longer 

than right self cognitive group

(n=7 mean±SD)

Right Left p

Co-Go 486.78 ± 48.00 466.89 ± 51.41 *

Co-Ag 614.72 ± 35.72 594.44 ± 49.52 **

Go-Ag 191.39 ± 36.69 186.28 ± 36.17 N.S

Co-Go-Ag 127.74 ± 5.59 128.93 ±  5.80 N.S

Co-Si-Cr  92.42 ± 10.04  90.36 ± 10.67 N.S

Go-Me-Ag   4.18 ±  1.45   4.68 ±  1.80 N.S

N.S:not significant, *:p<0.05

Table 10. Comparison of both side panoramic 

measurements in right facial length longer 

than left self cognitive group

(n=18 mean±SD)

      panorama

PA cephalograph

Co-Go Co-Ag

Rt. Lt. Rt. Lt. 

Co-Go

Co-Ag  

Rt.

Lt

Rt.

Lt

0.656

***

0.502

**

0.723

***

0.764

***

**:p<0.01 ***:p<0.001

Table 11. correlation on vertical measurement of 

panorama and PA cephalograph.

Ⅳ. 총   고찰

   사회에 있어 사회 생활의 증가, 인과의 

이 증가하며 한 자기 만족을 해서도 외모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에 내원하는 다양한 이유 에 

많은 비율이 심미에 한 것이며 여기에는 치아나 그 

주  조직에 한 것도 있으며, 안모에 한 것도 포

함된다.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한 

시 에서는 안모 비 칭에 한 연구는 계속 연구 되

어야 할 것이다.

  안모 비 칭은 선천 , 는 후천 으로 형성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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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후천 으로 안모비 칭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작 패턴이 미치는 향에 해

서도 간과할 수 없다23,26,27). 턱 환자에서는 편측 

작자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근거
23)

에 미루어 보

아 작패턴과의 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야 한다. 작패턴과 안모비 칭에 한 연구도 지

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더구

나 식습 의 변화 등에 따른 안모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해서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면비 칭에 한 연구는 방사선 사진  

사진 쵤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노라마 

사진,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 으로 보면 안

모 비 칭에 한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며 여기에 

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구강 안면 동통과의 계가 한 연구는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노라마 사진은 상의 왜곡이 큰 것이 문제이며 

특히 수평 인 평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연구들

이 있으며 수직 인 수치만이 의미가 있다고 하 다
8,16). 그러나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상하악 교합, 치

조골, 하악 과두와 하악와 그리고 과두 하악와 복합체

상의 계 등의 골격 인 평가에는 유용하다. 정모 방

사선 사진은 안면 비 칭에 가장 많이 이용 되어 있

으며 과거에는 주로 안면 기형이나 안면이나 악골 골

에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안모 비 칭을 평가

하기 하여 치과의 여러 분야에서 그 유용성이 증가

하고 있다. 

  정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한국인의 평균 인 안

모 평균비율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22) 

방사선 사진과 안모사진을 이용한 하악 비 칭의 평

가에 한 연구에서는 이21)의 연구에서는 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하악 비 칭은 턱의 변이라고 언

하 으며 비 칭의 정확한 기 을 설정하는 것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 하 다. 

  작습 에 따른 안면골격형태에 한 정27)의 연구

에서는 정모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양측 작군의 좌우측, 편측 작군의 작측과 비

작측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정

모 방사선 사진의 좌우측 비교에서 Cg-Go 측정항목

을 제외한 나머지 계측치에서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측두하악 장애 환자와 조군을 비교한 정등2의 연

구에서 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과두 수직 비

칭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측두하악 장애 환자

에게 있어 하악과두 평가가 필요하다는것을 이미 보

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하악의 수직 계측치에서 

차이를 보여 하악과두 평가의 요성에 해 다시 한

번 언 할 수 있겠다. 

  한 홍등28)의 연구에서는 원 장애군이 퇴행

성장애군과 근육 장애군에 비해 유의한 안면 비 칭

을 보 으며 최등23)의 연구에서는 정모 방사선 사진

을 이용하여 측두하악 장애 환자군에서 조군에 비

하여 정  시상면에 하여 하악정  편 가 

하게 나타났으며 한 하악크기에서도 양측의 비

칭이 더 함을 언 하 다.

  안모 비 칭에 한 연구에서 최근에는 3차원 인 

상의 산단층사진과 자기 공면 상등을 이용하여 

다각 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9,10,14),. 안면 비 칭 

평가시에 경조직외에 연조직 계층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29). 황등31)의 연구에서는 

측모방사선 사진과 정모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산

출한 우각부 폭경보정치가 고가의 3차원 CT 상으로 

얻은 기 치와 다르지 않음을 규명함으로써 시간

으로나 경제 으로 부담이 되는 3차원CT 상에 비하

여 정모 방사선사진과 측모방사선 사진 분석이 유용

함을 나타내었다 안등30)은 3차원 상 계측 기 치에 

한 연구를 하 으며 환자에게서 일률 으로 사용

하기보다는 정모방사선 사진 분석으로 안면비 칭의 

정량  평가 후에 필요시에 고가의 3차원 상 채득을 

할 것을 추천하 다. 여러 연구3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경제 으로 부담이 되는 3차원 상을 일률 으

로 하기 보다는 일단 정모두부장사선사진과 측모 방

사선 사진, 노라마방사선사진 분석을 통하여 반드

시 필요한 경우에 시행함이 유리 할 것이다. 

Ⅴ. 결    론

  안모 비 칭에 한 골격 인 평가를 하고자 본 연

구에 지원한 상자 에 특이할만한 신 질환자나 

특이한 교합을 지닌 상을 제외한 35명을 택하여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정모 방사선 사진을 촬 하

으며, 작 형태와 안모 비 칭을 인지하는 정도를 설

문지 형식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의 좌우측 비교에서 하악

의 수직  측정 항목인 Co-Go(p<0.05), C0-Ag 

(p<0.05)에서 하악각 측정 항목에서는 Co-Go-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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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Go-Me-Ag(p<0.01) 유의한 차이를 보

다.

2. 노라마방사선 사진에서 작측에 따른 평가에서

는 하악의 수직  길이측정치에서 우측 작자는 

Co-Ag(p<0.01) 좌측 작측에서는 Co-Go 

(p<0.05)에서 유의성을 보 다.

3. 정모 방사선사진 상의 좌우측 안모비 칭 비교에

서는 Cg-Go(p<0.01), 우측 작자에서는 Co-Ag 

(p<0.01) 좌측 작자에서는 Cg-Go(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 안모비 칭이 있다고 인지하는 군에서 하악의 수

직  측정 항목인 Co-Go(p<0.05)에서 유의성을, 

하악각의 측정항목인 Co-Si-Cr(p<0.05), Go-Me- 

Ag(p<0.05)에서 유의성을 보 다. 안모가 좌측이 

더 길다고 인지하는 군에서는 Go-Ag(p<0.05)의 

수평  계측 항목이 우측이 더 길었으며, 우측안모

가 길다고 인지하는 군에서는 Co-Go(p<0.05)와 

Co-Ag(p<0.01)의 하악의 수직  측정치에서 유의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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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acial Asymmetry and Masticatory Pattern Using Panorama 

and PA Cephalograph.

You-Mee Lee, D.D.S.,M.S.D.,Ph.D., Jae-Chang Kim, D.D.S.,M.S.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re are significant increasing facial asymmetry using 3-dimensional imaging. This 

study use panorama view and PA cephalograph that were low in price and make good use in dentistry. 

For this study, 35 persons without remarkable malocclusion were selected, they had panorama view and PA cephalograph, 

make written questionnaire about facial asymmetry cognition and masticatory pattern. 

Data obtained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by the SPSS Windows program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t and Lt. on Co-Go, Co-Ag, Co-Go-Ag, Go-Me- Ag. 

2. In panorama view,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t. and Lt Co-Ag that chewing right side, Rt. and Lt. 

Co-Go that chewing left side, 

3. In PA cephalograph view,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Rt. and Lt. Cg-Go, Rt. and Lt. Co-Ag that chewing 

right side, Rt. and Lt. Cg-Go that chewing left side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Rt. and Lt. Co-Go, CO-si-CR, go-ME-Ag that cogniting facial asymmetry. 

Key words: Facial asymmetry, Vertical measurements of mandible, Masticator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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