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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siodistaltoothangulationtosegmental
occlusalplaneinpanoramicradiography

ChoongHyunYou D.D.S.,M.S.D.
DirectorJaeDukKim Ph.D.
Dept.ofDentistry,GraduateSchool,
ChosunUniversity

Thisstudywasperformed toevaluatethestabilityofthe
segmentalocclusalplaneandanatomicallineasthereference
line for measuring the mesiodistal tooth angulation in
panoramicradiographyandtodeterminethemeanangleand
therangeofthemesiodistaltoothangulationinKoreanwith
normalocclusions.
Twenty nine subjects(15 males, 14 females) having
untreated normalocclusion were selected. A totalof29
panoramicradiogramswere taken atnormalhead position
and then 10 imagesof5 subjectsselected wererepeatedly
taken with repositioning 2 times at each of the head
down(V-shaped occlusion) and up(horizontalocclusion) for
evaluation ofstability ofadopted reference lines by using
PM2002CC (Planmeca,Finland).The images were tr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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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adoptionoftwotestreferencelinesandthelongaxesof
theteeth.Themesialanglesformed byeach referenceline
andthelongaxesoftheteethweremeasuredandanalyzed.

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1.With anatomicalreference line,the mesiodistaltooth
angulationsofthemolarsshowedthesignificantdifference
byover5degree betweenthenormalandeachchanged
headposition.

2.With segmented occlusal reference line, the changed
amounts of mesiodistal tooth angulations by the two
changedheadpositionswere lessthan1degree.

3.The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mesiodistal tooth angulations to
segmentalocclusalreferencelineonpanoramicradiography
weredetermined.

It would appear that mesiodistal tooth angulations to
segmentalocclusalplaneasreferencelineinpanogramsare
predictableasstandardsofnormalocclusionsandusefulfor
evaluationoftootharrangementbetweenadjacent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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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정상교합을 이루는 조건중의 하나는 치아들이 공간적으로 3평면에
대해 바르게 위치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교정치료를 통하여 미리
정립된 두부계측학적 기준 및 교합기준에 근접시켜 나가는 것이다.1과
거 적절한 치축 경사를 얻기 위하여2 또한 발치공간에 인접된 치아의
치근평행과 전치의 심미적배열을 위하여3교정용 브라켓 슬롯에 각도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1972년 Andrews4가 치아를 이상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치아의

적절한 근원심경사와 순설경사가 필수적임을 언급한 이래,교정용브라켓
에 inandout,tip,torque를 미리 부여하는 straightwire브라켓
을 개발함으로써5,6 wirebending을 최소화하며 치아이동을 효율적으
로 할 수 있게 되었다.Mayoral(1982)7도 적절한 치축경사는 긴밀한
콘택트 포인트와 함께 교합력의 분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Jarabak(1972)8과 Hatasaka(1976)9는 교정적발치를 한 경우 치근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치부위가 다시 벌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와같이 적절한 치축경사와 치근의 평행성(parallelism)은 치
아가 적절한 교합기능과 절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안정된 교정
치료결과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3,7-11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은 임상평가와 더불어 교정치료 전,교정치료 중,
그리고 교정치료 후 치근의 평행성과 근원심치아경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었다.7.12.13Mayoral7은 발치증례에서 치료후 치근평행성을
연구하면서 치근의 올바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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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Hauck(1970)14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악골의 하연
을 기준선으로 치아 이동과 치근의 치축경사를 평가하고 파노라마방사
선사진이 치아의 평행성에 대한 장기적 평가에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Tronje등(1981)15,16도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여러 형태의 왜곡
을 연구하며 협설 경사도가 각의 왜곡(angulardistortion)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ämfores와 Welander(1974)17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초점층에서 벗어난 물체의 경우 각의 왜곡이 나타나며 Phillip과
Hurst(1978)18는 평행성 오차가 교합면 경사(cant)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Lucchesi등(1988)12은 아크릴 모델에 식립된 와이어
의 근원심경사각을 평가함에 있어 구내교합필름이 파노라마방사선사진
보다 더 정확하였다고 하였다.Mckee등(2001)19는 치아모형과 두개
골을 이용한 실험에서 파노라마방사선촬영시 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라
치아의 근원심경사각의 왜곡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Mckee 등
(2002)20도 치아모형에 재현된 치아의 근원심경사를 4종의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장치로 촬영하여 측정한 결과 실제 각도와 차이를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다.
치아의 근원심경사도를 측정한 방법으로 Wheeler21는 개개치아를

protractor내에 위치시키고 교합면이 바닥에 평행하게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각 치아의 협설 및 근원심경사도를 측정하였다.그 이후 주로
석고 모형상에서 Andrews4가 제시한 기준선을 적용하여 치관의 근원심
경사도를 측정하였다.국내에서는 이 등(1998)22이 석고모형을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정상 교합자 치관의 치
축경사(angulation)와 치관경사각(inclination),inandout,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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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각 등을 측정 보고하였다.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직접 치아의
근원심경사도를 측정한 연구는 극히 희박하여 Ursi등(1990)13이 좌우
안와 하연과 좌우 이공을 각각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한 치아의 근원심경
사도를 측정 보고하였을 뿐이다.
이와같이 파노라마방사선촬영시 두부위치에 따른 각의 왜곡 가능성을

극복하고 치아의 근원심경사도를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치아의 평행성을 위한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 치아근원심경사도의 기준도 마련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치아근원심경사도를 측정하되 과거
석고모형 상에서 Andrews가 제시하였던 기준선을 응용한 새로운 기준
선을 적용하여 측정된 값과 과거 측정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그 안정성을 평가하고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개
선된 방법을 이용한 상,하악 각 치아의 근원심경사도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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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대상 및 방법

1.연구대상

본 실험을 위해 선정된 교정치료와 보철치료를 받지 않았고 정상교합
을 가진 대학생중 남 15명,여 14명(범위 20-24세)총 29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2.연구방법

111)))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 촬촬촬영영영
PM2002CC 파노라마방사선촬영장치(Planmeca,Finland)를 이용

하여 연구대상 29명의 교합면이 바닥에 평행하고,정중면이 바닥에 수직
되며,좌우 치우침이 없게 두부를 고정하고,전치부가 가이드플라스틱을
물게 한 다음 통법에 의해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

222)))치치치아아아장장장축축축과과과 기기기준준준선선선의의의 설설설정정정
(1)치아 장축 설정
전치의 경우 절단부의 중점과 치근의 첨단을 잇는 선으로 결정하고

구치는 교합부에서 협측의 근원심교두사이의 구와 근원심치근의 이개부
를 잇는 선으로 결정하였다.
(2)치아의 근원심경사도 측정을 위한 기준선의 설정
기준선은 Ursi등13이 사용한 해부학적 기준선 과 Andrews가 사용

한 기준선4을 응용한 교합면 기준선의 두가지 기준선을 사용하였다.
i)해부학적 기준선(Fig.1);상악의 경우 좌우 안와 하연을 잇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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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악의 경우는 좌우 이공중심을 잇는 선을 기준선으로 하였다.각
기준선이 치아장축과 이루는 근심내각을 측정하여 각 치아의 근원심경
사각으로 하였다.

ii)구획별 교합면 기준선(Fig.2);먼저 전치의 절단면의 중점과 구치
의 교합면에서 교두의 최정점을 결정하고

1; 중절치의 절단 중점을 지나는 절단선을,
2,3; 측절치와 견치의 절단부 중점을 잇는 선을,
4,5; 제 1,2소구치의 교두의 최정점을 잇는 선을,
6,7; 제 1,2대구치의 교두 최정점을 잇는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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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기준선으로 하여 각 치아장축이 만나 이루는 근심내각을 근원심
경사각으로 결정하였다.

2.기준선의 안정성 평가

설정된 두 가지 기준선이 방사선 촬영시 두부위치의 변화에 대해 치아
근원심경사도 측정을 위해 안정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임의로 29
명중 5명을 선정하여 PM2002CC파노라마방사선촬영장치(Planmeca,
Finland)를 이용하여 정상위(normalocclusalcurve),고개를 숙인
두부 위치(V-shaped occlusalplane),고개를 위로 젖힌 두부위치
(horizontalocclusalplane)(Fig.3)등 3가지의 두부위치에서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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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이드플라스틱을 물게 하여 통법으로 촬영하였다.촬영된 파노라
마 방사선사진상모두에 모사지를 부착한 다음 5명의 두부위치를 달리한
각 3매 총 15매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각 치아들의 근원심경사
각을 측정하고 3위치에서 측정된 각도 간의 차를 구하고 비교하여 보
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선을 채택하였다.

3.치아근원심경사각 측정

안정성이 좋은 기준선을 채택하여 각 치아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통계
를 구한 다음 현재 석고 모형에서 측정되어 발표된 한국인의 평균 치아
근원심경사도와 외국인의 치아 근원심경사도를 비교하여 측정치의 관계
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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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측정오차 와 통계분석

측정오차를 결정하기 위해 두부위치를 달리하여 촬영된 15매의 파노
라마방사선사진중 임의의 1장을 택하여 측정자가 5회 모사하여 각 치
아의 근원심경사각을 5회 측정하여 측정오차범위는 0.42도에서 0.76
도였다.각 두부위치에서 측정된 평균의 차이에 대하여 Studentt검
증을 시행하였으며 두부위치를 달리한 영상에서 측정된 각의 평균과 정
상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의 측정치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통계학적
으로 p<0.05인 경우를 유의성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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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1.기준선의 안정성 평가

해부학적 기준선에 의해 측정된 치아근원심경사각은 Table1에서 와
같이 상악의 경우 이미 정상 두부위치와 고개를 숙인(V-shaped
occlusalplane)두부위치에서 구치부의 치아근원심 경사각간에 유의
한 측정차를 나타내었으며 구획별 교합면을 기준선으로 한 경우는 두가
지 두부위치에서 각 치아의 근원심경사각은 정상두부위치에서 측정된 값
과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해부학적 기준선 적용시 상하 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라 정상위보다 견치
에서 총 4.3도의 차를 나타내었으며 소구치부에서 6.3도 대구치부에서
는 9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정상과 상하 각각 두부위치의 변화에 대
하여는 대구치부에서 편측으로 5도 이상의 평균 치아근원심경사각 차이
를 나타냈다(Table2).상악대구치는 고개를 숙이면 각이 커지고 고개
를 위로 젖히면 각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하악 대구치는 고개를 위로
젖히면 각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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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verage, SD;standarddeviation,
*signifficantdifference(p<0.05) **highlysignifficantdifference(p<0.005)

구획별 교합면을 기준선을 적용한 경우 정상두부위치시와 비교하여 상
하 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라 모든 치아들은 1도 이하의 치아근원심각의
변화를 나타내어(Table3)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V-shape Normal Horizontal
Upperjaw Lowerjaw Upperjaw Lowerjaw Upperjaw Lowerjaw

tooth AV SD AV SD AV SD AV SD AV SD AV SD
1 89.13.1 89.62.2 88.4 4.1 90.6 3.6 89.5 5.7 92.8 1.8
2 90.31.8 87.34.4 89.8 2.7 88.1 4.8 89.5 0.7 88.5 6.4
3 89.81.4 80.56.5 87.9 2.8 82.2 5.9 85.5 0.7*85.0 7.1
4 90.24.0 *74.45.8 88.8 3.8 78.7 5.4 89.0 0.7*82.3 0.4
5 93.91.3 *68.45.2 92.1 1.9 72.2 3.2 88.0 0.7 73.5 3.5
6 98.82.4**65.13.7 95.6 2.3 70.4 3.5*89.8 5.3 71.4 4.8
7 *107.74.0*64.768.6102.4 6.7 70.2 6.9*98.8 3.2 68.3 2.5

tooth V-shape normal horizontal
1 -0.7 88.4 -1.1
2 -0.5 89.8 0.3
3 -1.9 87.9 2.4
4 -1.3 88.8 -0.2
5 -1.8 92.1 4.1
6 -3.1 95.6 5.9
7 -5.3 10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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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AV;average, p>0.05;nosignificantdifference

2.각 치아의 치아근원심경사각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구획별 교합면 기준선
에 대한 각 치아의 치아근원심경사각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및 최소값
을 구하였다(Table4).

Upperjaw Lowerjaw
tooth V-shape normalhorizontal V-shapenormalhorizontal
1 -0.2 93.7 0.4 -0.7 89.9 1.5
2 -1.7 91.3 -0.3 -0.7 83.9 1.5
3 -0.7 92.9 0.8 -0.2 87.6 0.5
4 -0.2 99.8 -1 -0.1 92.4 0.3
5 -0.1 99.0 0 -0.2 97.0 0
6 -1 101.0 -0.5 -0.4 95.8 -0.5
7 -0.4 93.2 0.75 -0.2 95.4 0.55
AV -0.76 0.02 -0.36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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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verage, SD;standarddeviation,
MAX;maximum value,MIN;minimum value

NormalOcclusion
Upperjaw Lowerjaw

Tooth AV SD MAX MIN        AV SD MAX MIN
1 93.7 4.0 97.0 87.0 89.9 1.9 93.0 88.0
2 91.3 4.9 97.8 85.5 83.9 6.8 93.0 77.5
3 92.9 4.5 100.0 89.0 87.6 6.0 98.0 83.0
4 99.8 3.8 102.0 95.5 92.4 4.8 100.0 88.0
5 99.0 3.2 103.0 95.5 97.0 2.9 100.0 93.0
6 101.0 4.0 108.0 98.0 95.8 6.2 107.0 91.5
7 93.2 3.7 98.0 89.1 95.4 7.6 106.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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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측정된 근원심경사각은 실제 각도와 차이를
나타내며20초점 층으로부터 물체가 벗어난 경우는 각의 왜곡이 나타나
고17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라 치아의 근원심경사각의 왜곡이 크게 나타
난다.19 이러한 결과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교합면이 경사를 이루
는 정도와 관계가 있다.18한편 Wyatt등(1995)23에 의하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45도 60도의 두 가지 두부계측사진에서 각의 측정의 정
확도에는 차이가 없었고,Stramotas등(2002)24도 교합면을 전방에
서 위로 8도까지 기울였을 때 교합면에 대한 핀의 각도와 각 구획당
서로에 대한 각의 측정에서 측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고개
의 젖힘없이 측면 경사시에는 10도 이하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지 않
았다고 하여 두부위치의 허용한계를 제시하였다.실제 임상에서 파노라
마방사선사진 촬영시 두부위치의 변화는 통법에 의하여 규격화될 수 있
으며 실측치와는 그 각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상에
서의 특징적인 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평행성을 고려한 계측
기준과 함께 근원심경사각을 측정한다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실험에서도 과거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사용하였던 상악골 및

하악골에 설정된 기준선13에 대하여 치아들의 근원심경사각을 측정한
결과 두부위치변화에 의해 교합면이 V자 모양으로 됨에 따라 상악 및
하악 구치부에서 정상 두부위치시 측정된 각에 비해 유의한 차
(p<0.05)를 나타냈으며 상악구치부에서 5도 이상의 각 왜곡이 나타났
다(Table1,2).이는 Mckee등(2001)19과 Stramotas등(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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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일치하며 Phillip과 Hurst(1978)18가 평행성 오차는 교
합면 경사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언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실제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장치는 두부 후방에서 약 -7도 정도의 경사
를 갖고 방사선이 조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경사가 있는 교합면을 기준선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석고모형의 교합면을 바닥에 놓고 교합면이 바닥과 이루는 선을 기준선
으로 택한 것에 착안하여 교합면을 기준선으로 응용하되 중절치는 그
절단면을 기준선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
인접치와의 평행성을 고려하였다.즉 소구치간 또는 대구치간 인접치
교두정을 잇는 선을 구획별 기준선으로 채택하여 치아의 근원심경사각
을 측정한 결과 두부위치를 상하로 젖힘에 관계없이 평균 1도 미만의
각 차이(Table3)를 나타내어 측정치의 안정성을 나타내었다.하악 전
치부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록 초점층 내에 위치하더라도 물고
있던 플라스틱가이드의 상이 중첩되어 절단면의 상이 흐림을 나타내어
모사하는데 오차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각 치아의 치아근원심경사각 측정을 위해 치아장축의 결정시 본 실험
에서는 Fig.3에서 보듯이 상악 견치와 상악 제 1,2소구치의 인접면
이 중첩된 상을 나타내어 치아의 장축을 결정이 어려웠다. 이는
Scarfe등25이 수 종의 파노라마 기계에서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 및 제
1대구치와 제 2대구치 사이는 거의 90°에 가까운 각도로 방사선 중심
선이 조사되지만 소구치와 견치는 원심쪽으로 경사져 조사된다는 보고
와 일치된 상이었다.이 경우 제 1,2소구치의 치아 장축은 치근첨과
치근관의 장축을 연결한 선으로 하였다.
정상적 두부위치의 사진상에서 해부학적 기준선에 의해 측정된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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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사각 과 새롭게 적용한 구획별 교합면을 기준으로하여 측정된 근원
심경사각 그리고 Wheeler21,Andrews4,그리고 Ursi등13의 실험에
서 Siemens사의 Orthopantomograph에 의해 촬영된 파노라마상에
서 측정된 근원심경사각을 비교하였다(Table5)

Ursi등13의 결과와 본 실험에서 해부학적 기준선을 적용한 측정치의
차이는 하악구치와 상악 제2 대구치에서 두드러지며(Table5)이는
Ursi등13의 경우에는 상하악이 교합된 상태로 촬영되었고 본 실험에서
는 다소 개구된 상태의 촬영되어 교합면 경사의 정도에 차이가 생긴 결
과로 생각되었다.그럼에도 두 측정치간에는 r=0.86의 높은 상관관계
를 보여 이를 뒷받침한다.

tooth Wheeler21 Andrews4 Ursi13 author 
(anatomic)

author
(occlusal)

upper 1 8 4 -1 -2 4 

   2 10 8 4 0 1 

   3 5 8 1 -2 3 

   4 9 3 1 -1 10 

   5 17 3 4 2 9 

   6 7 6 4 6 11 

   7 2 0 22 12 3 

lower 1 2 1 0 1 0 

   2 0 0 2 -2 -6 

   3 6 3 -4 -8 -2 

   4 6 1 -6 -11 2 

   5 9 2 -2 -18 7 

   6 10 2 -8 -20 6 

   7 14 3 -15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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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4가 보고한 치관근원심경사각과 본 실험에서 얻어진 치아의
근원심경사각간에는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r=-0.01,
0.15)본 실험에서 구획간 교합면을 기준선으로 하여 측정된 각 치아
간 근원심경사각과 Wheeler21의 해부학적 측정치 간에는 적은 상관성
(r=0.64)을 나타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두가지 기준선에 의한 측정치들은 교정치료 후

달성된 치아의 근원심경사각을 평가할 때 표준기준으로써의 의미를 갖
을 수 있으나 교정치료시 치아이동 후 변동된 각의 양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해부학적 기준선의 경우 변동치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인접치와의 평행성을 바탕으로 하여 각의 변화차를 평가할 수 있는 구
획된 교합면 기준선의 적용이 좀더 실제 이동각도에 대한 근사치를 반
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향후 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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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치아근원심경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획
별 교합면기준선을 개발 적용하고 과거 측정법과 비교하여 그 안정성을
평가하고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상하악 각 치아별 근원심경사도를 측정하
기 위해 연구대상 29명(남 15,여 14)에 대하여 PM2002CC파노라마
방사선촬영장치(Planmeca,Finland)를 이용하여 교합면이 바닥에 평
행하고 정중면이 바닥에 수직되며 좌우 치우침이 없게 하여 정상두부위
치로 하고 전치부가 가이드플라스틱을 물게 한 다음 통법에 의해 29매의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또한 두부위치의 변화에 대한 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임의 5명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젖힌 2두
부위치에서 10매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두개의 기준선과 치아장
축이 모사지에 모사되고 그들이 이룬 근심내각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해부학적 기준선 적용시,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라 정상위보다 대구치
부에서 5도 이상의 치아근원심경사각 차이(p<0.05)를 나타내었다.

2.구획별 교합면을 기준선으로 적용시,정상 두부위치시와 비교하여 상
하 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라 치아근원심경사각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3.한국인 정상 교합자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교합면기준선에 대
한 치아근원심경사각의 평균,표준편차,최대,최소값을 구하였다



-23-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구획별 교합면기준선은 치아의 근원심경사
각을 측정할 때 보다 안정적이며 한국인 정상 교합자에서의 평균값과 함
께 임상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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