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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영상을 이용한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의 형태학적 분석

중앙대학교병원 치과센터 치주과

김용건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는 악골의 외과적 술식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산화단층촬영

를 이용해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외과적 수술이 계획된 96명(남성 33명, 여성 63명, 연령범위 17 ~ 43세, 평균연령 24.6 ± 4.99세)의 환자를 대상으

로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영상에서 이공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 치근첨과의 거리

를 측정하였고, 하악관 전방고리는 치근첨에서의 거리, 협측 측방각도를 측정하였다.

이공의 위치는 하악 제2소구치 하방이 81례(46.0%)로 가장 많았으며, 하악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사이에 존재

하는 경우는 67례(38.0%)로, 하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19례(10.2%)로 나타났다. 이공

과 하악골 하연과의 평균거리는 12.20 ± 1.77 ㎜, 이공과 치근첨과의 평균거리는 5.16 ± 0.98 ㎜. 하악관 전방고리

의 평균 길이는 5.80 ± 2.00 ㎜로 나타났다. 하악관 전방고리에 대한 협측 각도는 47.7 ± 9.07˚로 나타났다. 치근첨

과 이공과의 거리는 파노라마 영상에서는 5.16 ± 0.98 ㎜로 나타났고, 전산화단층촬영영상에서는 6.2 ± 3.07 ㎜로

나타났다. 이공과 하악관의 평균거리는 5.39 ± 1.62 ㎜로 나타났다.

임플란트를 포함한 악골의 외과적 술식에서 이신경의 손상 및 외과적 외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수술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전산화단층촬

영 영상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찾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이공, 하악관 전방고리, 전산화단층촬영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1:27(3):317~326)

서 론

임플란트 매식술 등 악골에서 행하여지는 외

과적 시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의 선택 및 술 전 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

다. 술 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사

선영상촬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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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악관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며, 이 해부학

적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인지는 성공적

인 외과적 수술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

다.
6-14

고와 김등
15
은 하악관 전방고리는 하악관의 이

관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구조이며 이신경의 손

상이 유발될 수 있는 주요 구조이므로, 해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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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술 후 지각마비 또는 출혈

등의 합병증을 예방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고 하였다.

이공은 위치의 차이, 형태, 개수, 그리고 이공보

다 전방에 위치하는 전방고리의 존재유무 등 개

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6-19

건조하악골을 이용한 이공의 해부학적 위

치에 관한 연구에서 김등
20

,Wang등
14
은 하악 제2

소구치 치근단 하방에 주로 위치한다고 보고하

였다.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Mbajiorgu 등
21
은

Zimbabweans를 대상으로 한 하악골 연구에서

43.8%에서는 둥근(round)형태로 나타났고 56.3%

에서는 타원형(oval)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악골에서 많이 쓰이는 방사선영상은 구내 치근

단방사선영상, 교합방사선영상, 두부규격방사선

영상 및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등이 있으며
12,23,24-26

최근에는 전산화단층촬영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특수촬영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방사선영상에서 중첩되어 파악하기 어려운 부위

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임상적으로 이공의 위치를 확인하기위한 방사

선영상으로는 구내 치근단방사선영상,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및 전산화단층촬영법이 있다. 구내

치근단방사선영상의 경우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관찰부위가 제한적이고 촬영자의 숙련도

에 따라 영상의 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영상은 하악관의

주행방향 및 이공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

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고 촬영방법에 따라 상

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산화단층

촬영법을 이용한 영상은 다면영상재구성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시상면상, 관상면상, 횡단면상을

얻을 수 있어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적 영상으

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방사선영상에

서 관찰 할 수 없는 협, 설측 관계를 보다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하악관 및 이공의 위치 변화에 관한 조사는 많

이 이루어져 있으나, 하악관 전방고리의 변형에

대한 연구, 이공과 치근첨과의 위치, 하악관 전

방고리의 길이의 다양성 등을 전산화단층 방사

선영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내 치근단방사선영상이나

파노라마영상에서 파악하기 힘든 하악관 전방고

리의 길이, 하악관 전방고리의 발현율, 이공과

치근첨과의 거리, 이공의 위치 등을 전산화단층

촬영 방사선영상으로 평가하여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시술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중앙대학교병

원 치과센터에 내원한 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악 치아의 상실이 있거나 외과적 수술

로 인한 하악골의 변형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6명의 환자 중 남성은 33명

(34.4%), 여성은 66명(65.6%)이었다. 연령범위 1

7～43세였고, 평균 연령은 24.6 ± 4.99세였다.

2. 연구방법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를 분석하기 위해 파

노라마와 전산화단층촬영 장비인 Philips

brilliance iCT(Philips, Amsterdam, Nerthelands)를

사용하였고, 1 ㎜ 두께, 120 KV, 150mAs ST 8.29

초의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계측을 위한 프로

그램은 maro-view (Infinitt, Seoul, Korea)를 이용

하였고, cross-sectional view에서 측정하였다.

*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1) 이공의 존재 및 개수

2) 이공의 위치는 수평적, 수직적인 위치로 관찰

하였다. 수평적인 위치는 하악 제1소구치를

기준으로 후방으로 5가지로 분류하였고(Fig

1), 수직적 위치는 하악 하연에서 길이를 측정

하였다(Fig 2).

3) 치근첨과 이공까지의 거리는 이공이 치근면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영상을 이용한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의 형태학적 분석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7권 3호, 2011 319

Fig. 1. Location of the mental foramen

(anteroposterior)

Fig. 2. Distance of mental foramen and mandibular

inferior border

직하방에 있는 경우(A, C, E)에 측정하였다.

이공의 최상방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4) 하악관 전방고리의 길이는 이공의 최전방점

과 하악관의 최전방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단거리로 측정하였다. 파노라마 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만 측정하였다(Fig 3).

*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영상

1) 하악관 전방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관상단면

상을 이용하였다.

2) 치근첨에서 이공과 하악관과의 거리는 치근

첨에서 이공의 상연, 하악관의 상연을 기준으

로 측정하였다. (Fig 4)

Fig. 3. Length of anterior loop

Fig. 4. Angle of anterio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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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tion of the mental foramen in and

panoramic radiographs (anteroposterior)

3) 하악관 전방고리에 대한 하악관의 협측각도

는 파노라마영상에서 이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산화단층촬영의 관상단명상을 설정한 후 이

관의 전방고리를 연결한 선과 치아의 장축에

수직인 평면을 설정하여 두선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다(Fig 4).

Mental foramen (pano) Anterior loop (pano) Anterior loop (CT)

prevalence 176/192 (91.67%) 9/192 (4.69%) 166/192 (86.46%)

Table Ⅰ. The prevalence of determined mental foramen and anterior loop in CT images and panoramic

radiographs

Side
Location

A(%) B(%) C(%) D(%) E(%) Total

Right 2 (2.3%) 32 (36.8%) 42 (48.3%) 11 (12.6%) 0 87 (100%)

Left 7 (7.9%) 35 (39.3%) 39 (43.8%) 7 (7.9%) 1 (1.1%) 89 (100%)

Total 9 (5.1%) 67 (38.05%) 81 (46.05%) 19 (10.25%) 1 (0.55%) 176 (100%)

A: first premolar, B:first premolar ~ second premolar C: second premolar, D:second premolar~first molar E: first molar

Table Ⅱ. Location of the mental foramen in and panoramic radiographs (anteroposterior)

3. 통계분석

통계프로그램은 SPSS v18.0을 이용하였고, 파

노라마 영상과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측정한

치근첨과 이공과의 거리를 two simple t-test로 비

교분석 하였다.

결 과

1.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의 관찰

파노라마 영상에서 이공의 관찰결과 총 192부

위 중 176부위 (91.67%)에서 이공이 관찰되었다.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하악관 전방고리는

166부위 (86.46%)에서 관찰되었으나, 파노라마

영상에서는 9부위 (4.69%)에서만 관찰되었다

(Table Ⅰ).

2. 이공의 위치

이공의 수평적 위치는 총 176개의 이공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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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좌, 우 모두 하악 제2소구치 하방이 81례

(46.0%)로 가장 많았으며, 하악 제1소구치와 제2

소구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67례(38.0%)로,

하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에 존재하는

Mandible

border～MF
R.apex~MF

Distance(㎜) 12.20 ± 1.77 5.16 ± 0.98

MF: mental foramen

R.apex: root apex

Table Ⅲ. Location of the mental foramen in

panoramic radiographs (Mean ± SD)

Total

anterior loop Length(㎜) 5.80 ± 2.00

Buccal angle(°) 47.7 ± 9.07

Table Ⅳ. Length and angle of anterior loop in CT

images and panoramic radiographs

(Mean ± SD)

R~MF (pano) R~MF (CT)

Distance (㎜) 5.16 ± 0.98 6.2 ± 3.07 (p<0.05)

R~MF: Root apex ~ superior point of mental foramen

Table Ⅴ. Difference of panoramic radiograph and CT image (R~MF) (Mean ± SD)

A B A-B

Distance (㎜) 11.59 ± 3.79 6.2 ± 3.07 5.39 ± 1.62

A: Root apex ~ superior point of mental foramen

B: Root apex ~ superior point of mandibular canal

Table Ⅵ. Distance of mental foramen and mandibular canal (Mean ± SD)

경우는 19례(10.2%), 하악 제1소구치 부위에 존

재하는 경우는 9례(5.1%)로 나타났다. 하악 제1

대구치 후방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1례(0.55%)로

나타났다(Table Ⅱ, Fig 5). 이공과 하악골 하연과

의 평균거리는 12.20 ± 1.77 ㎜, 이공과 치근첨과

의 평균거리는 5.16 ± 0.98 ㎜로 나타났다(Table

Ⅲ).

3. 하악관 전방고리의 평균길이는 5.80 ± 2.00

㎜로 나타났으며, 하악관 전방고리의 평균

협측 각도는 47.7 ± 9.07˚로 나타났다

(Table Ⅳ).

4. 영상에 따른 치근첨에서 이공과의 거리 비교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근첨과 이공과의 거리는

5.16 ± 0.98 ㎜로 나타났고, 전산화단층촬영영상

에서는 6.2 ± 3.07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Ⅴ).

5. 이공과 하악관의 평균거리는 5.39 ± 1.62

㎜로 나타났다(Table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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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삼차신경의 하악 분지는 하악공으로 들어간

다. 하치조신경은 하악관에서 전방으로 진행하

고, 설측에서 협측 방향으로 횡으로 주행한다.
27

일반적으로 제 1대구치부위에서 협측과 설측의

중간에 위치한다
.28,29

하치조 신경은 보통 이신경

과 절치신경으로 나뉜다. 이신경은 견치와 절치

부의 인접조직까지 신경분포를 이룬다. 1%의 환

자에서 하악관이 상,하방으로 또는 내, 외측으로

분지된다.
30,31

이공은 해부학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위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왔다. 이공이 하나 이

상인 경우도 존재한다. Sawyer등
22
은 인종에 따

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부이공(accessory

mental foramina)의 존재빈도에 관해 연구한 결과

미국계 백인(American Whites)의 경우 1.4%, 아시

아계 인디안(Asian Indian)의 경우 1.5%, 미국계

흑인(African American)의 경우 5.7%, 나즈카 인

디안(pre-Coumbian Nazca Indian)의 경우 9.0%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공

이 두개인 경우가 아시아계의 두개골에서는

1.8% (N=110)로 나타났다.
32

이와 대조적으로 de

Freitas 등33은 총 1435개의 건조된 하악골에서 우

측은 0.06%, 좌측은 0.03%에서 이공이 관찰되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

이공을 가진 환자는 없었으며, 이공이 존재하지

않는 환자는 총 16명으로 전체에서 8.33%를 차

지하였다. 방사선영상에서 부이공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는 부이

공의 출현빈도가 적고, 크기도 이공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건조하

악골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공의 수직적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

적으로 하악관보다는 상방에 위치한다. Agthong

등32은 하악골의 정중부에서 28 ㎜ 떨어져 있으

며, 하악골의 하연에서 14～15 ㎜ 상방에 존재한

다고 하였다. 손과 최
34
는 이공이 치근단 하방에

존재하는 경우가 67%, 치근단에 접하는 경우가

25%, 치근단과 중첩되는 경우가 6%로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Neiva 등
35
은 정중선에서 27.6 ㎜

이며, 하악골의 하연에서 평균 12 ㎜에 위치한다

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준선에서 이공간의 거리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교정발치로 인한 치아상실

이나 하악골 하연의 grinding으로 인해 기준점이

상실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이공에서 하악골 하

연까지의 평균거리는 12.2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연구와 비슷하다.
35

치근첨에서 이공

의 최상방점과의 거리는 파노라마 영상에서는

평균 5.16 ㎜으로 나타났고, 전산화단층촬영 방

사선 영상에서는 치근첨 하방에 존재하는 경우

는 6.2 ㎜로 나타났다. 두 영상간의 편차는 통계

학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이는 파노라마 영

상에서 이공의 연(margin)을 관찰하는 것이 전산

화단층촬영 방사선영상보다 정확하지 않음을 뒷

받침한다.

이공의 수평적 위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

로 제2소구치 직하방에 위치한다. 이공의 위치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중국인

의 경우 제2소구치 하방에 많이 나타나나,

Caucasian인의 경우 소구치 사이에서 많이 나타

난다는 보고가 있다.35,36 일반적으론 견치 후방에

서 제1대구치 전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인의 경우에서는 하악 제 1소구치와

하악 제 2소구치 사이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다

고 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

등
20
은 이공이 제2소구치 부위에 가장 많이 관찰

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악 제2소구치 부위에 위치

한 경우(C)가 81례 (46.05%), 하악 소구치사이에

위치한 경우(B)가 67례 (38.05%)로 나타났다. 즉,

B와 C부위에서 84.1% 관찰되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와 유사하다.
20,35,36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근첨 하방에 이공이 존재

하는 경우, 치근첨에서 이공과의 평균거리가

5.16 ㎜으로 나타났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치근

면 하방에 존재하는 골의 높이가 최소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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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부분

의 소구치 부위에서 치아가 상실이 되었을 때 치

근단 주위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식립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악관의 전방 길이에 관한 연구에서 Solar등
37

은 5 ㎜로 보고한 바 있으며, 한국인의 사체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황등
38
은 5.0 ㎜로 보고하

였다. Kuzmanovic 등
39
은 사체 연구에서 27%에서

하악관의 전방 길이가 보이지 않았고, 파노라마

영상에서는 67%에서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관의 길이 측정을 이공

의 전방점에서 하악관의 전방연까지의 최단거리

로 측정하였다. 파노라마 영상을 이용한 결과

4.69%에서 하악관 전방고리가 관찰되었다. 평균

거리는 5.8 ㎜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

서와 유사하다.
39,40

이러한 사실은 이공 전방 5～

6 ㎜ 까지 신경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임플란트 식립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악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협, 설면적 고려를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관

상단면상을 많이 이용한다. 대부분의 치아는 설

측보다 협측으로 치아가 위치해 있으므로 임플

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매식체가 원래의 치아위

치보다 설측에 위치하게 된다. 즉 이공이 치근첨

에 가까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임플란트가 식립

되는 부위에 가용골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근첨에서 하악관까지의 거리가 치

근첨에서 이공까지 거리보다 5.39 ㎜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플란트 식립시 2 ㎜의 safty

margin을 고려하고, 이전 치아의 위치보다 약간

설측으로 식립하면 수직적으로 3～4 ㎜정도의

가용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악관 전방고리의 주행각에 관하여 황등
38
은

하악관이 측방 39.4˚로 주행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악관의 협측주행각도(측방각)가

47.7±9.07˚로 나타났다.

결 론

1. 이공은 하악 제2소구치 부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2. 파노라마 영상에서 하악관 전방고리는 4.69%

관찰되었다. 이는 하악관 전방고리의 관찰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영

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이번 연구에서는 하악관의 길이는 평균거리는

5.80 ± 2.00 ㎜로 임플란트 식립시 이공 전방

5~6 ㎜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공의 개수, 위치, 치근첨에

서의 거리, 협측각도에 관해 관찰하였으며 향후

이관의 크기, 주행형태, 모양 등에 대한 부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를 포함한 악골의 외과적

술식에서 이신경의 손상 및 외과적 외상의 위험

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수술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이공과 하악관 전방고리의 형태와 위치에 대

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전산화단층촬

영 방사선영상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찾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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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Mental Foramen and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Canal using Computed Tomography

Yong-Gun Kim

Department of Periodontics,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The mental foramen and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canal are important landmarks for mandibular surgical

proced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hape and position of the mental foramen and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canal on the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apply the results clinically.

CT images of 96 patients (33 male, 36 female, age range 17~43 years, mean 24.6 ± 4.99 years) were enrolle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osition of the mental foramen, as well as the distance from the root apices were measured. The

distance of the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canal to the root apices, and the buccal angle were measured.

The mental foramen was found mostly below the second premolar observed in 81 cases (46.0%),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remolars in 67 cases (38.0%), and between the second premolar and first molar in 19 cases (10.2%). The mean

distance between the mental foramen and the lower border of the mandible was 12.20 ± 1.77 ㎜, the mean distance between

the mental foramen and root apex was 5.16 ± 0.98 ㎜. The mean distance of the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canal

was 5.80 ± 2.00 ㎜. The buccal angle measured at 47.7 ± 9.07˚. The distance between the root apex and mental foramen

measured as 5.16±0.98 ㎜ on panoramic radiography, and 6.2 ± 3.07 ㎜ on CT. The mean distance between the mental

foramen and mandibular canal was 5.39 ± 1.62 ㎜.

When performing surgical procedures such as installing dental implants, it is important to minimize surgical trauma,

especially the risk of damage to the mental nerve. To optimize the surgical outcome, a careful assessment of the shape

and position of the mental foramen and the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canal must be made. CT images are useful

for finding such anatom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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