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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관자뼈(관골, temporal bone). 그림 6-2. 관자뼈의 방사선 해부학.

각 관자뼈(관골, temporal bone)는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6-1).

∙비늘부분(인부, squamous portion)

∙바위부분(암양부, petrous portion)

관자뼈의 비늘부분은 크고 편평하여 두개골의 측벽을 형성한다. 

관자뼈의 바위부분은 관자뼈의 아랫부분을 담당하는 불규칙한 뼈

이다.

관자뼈의 관절

관자뼈는 상방으로 마루뼈(두정골, parietal bone)와 비늘마

루봉합(비늘두정봉합, squamoparietal suture)에서 관절을 이

룬다. 하방으로는 아래턱 과두와 관절와에서 관절을 이룬다. 관

자뼈의 광 돌기는 광 뼈(관골, zygomatic bone)와 광 관자

봉합(관골측두봉합, zygomaticotemporal suture)에서 관절을 

이룬다.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주로 관찰되는 관자뼈의 부분은 

바위부분의 두개내 표면이다. 이는 끝점이 후상방을 가리키는 삼

각형의 방사선 불투과성 영역으로 나타난다. 삼각형에서 전상방

의 방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나타나는 면은 중간머리뼈우묵의 후

하방 경계를 나타낸다. 이 방사선 불투과성 선은 전방으로 관자뼈 

바위부분의 두개내 표면과 나비뼈 큰날개까지 이어진다. 수직선

으로 나타나는 삼각형의 다른 면은 뒤머리뼈우묵의 전방 경계를 

나타낸다. 

관자뼈의 방사선 해부학(그림 6-2)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자

뼈의 주요 부분은 바위부분의 두개내 표면이다. 이는 끝점이 후상

방을 가리키는 삼각형의 방사선 불투과성 영역으로 나타난다. 삼

각형에서 전상방의 방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나타나는 면은 중간

머리뼈우묵의 후하방 경계를 나타낸다. 이 방사선 불투과성 선은 

전방으로 관자뼈 바위부분의 두개내 표면으로 이어진다. 수직선

으로 나타나는 삼각형의 다른 면은 뒤머리뼈우묵의 전방 경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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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뼈의 두부방사선계측점(지표)

관자뼈의 두부방사선계측점은 해부학적 기원이며 다음과 같다

(표 6-1).

표 6-1. 관자뼈에 관련된 두부방사선계측점

두부방사선계측점 약어 유형 유래

Porion Po 양측성 해부학적 

Zygomatic arch Zyg 양측성 해부학적 

Mastoidale Ma 양측성 해부학적 

Porion

약어

Po: Porion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자 P 다

음 소문자 o가 뒤따르고 알파벳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기

록한다.

정의 

Porion은 외이도의 최상방점이다[동일한 높이에 있는 턱관절

와(TMJ fossa)의 상방 경계가 프랑크포르트 평면의 구성을 체

할 수 있다].

Arne Bjork에 따르면
두부측정기(cephalometer)의 금속 막 의 날개에 의해 위치

된 바깥 귀구멍의 상연의 중점. 이것이 두부방사선계측 기준점

이다.1

William B Downs에 따르면
외이도 연조직의 상연에서 최상방점이다.2

LB Higley에 따르면
왼쪽 외이도 천정의 최상방점이다.3

Robert E Moyers에 따르면
귀봉(ear rod)의 상단은 외이도를 가린다.4

 

B Holly Broadbent에 따르면
바깥 귀구멍 상연의 점인 두 개의 porion과 좌측 orbitale가 프

랑크포르트 수평면을 결정한다.5

 

Leslie G Farkas에 따르면
Porion(연조직)은 피부 귀길(cutaneous auditory meatus)의 

상연의 최상방점이다.6

유형

Porion(그림 6-3A~D)은 양측성,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

이다.

유래

Porion은 해부학적 기원의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이다.

의의(제20장 참조)

1. Porion은 프랑크포르트 수평면 설정 시 기준점 중 하나로 사

용되며 다음과 같은 각도를 사용하는 수평적 성장 양상 평가

에 사용된다.

∙프랑크포르트 평면-하악평면각(Go-Me)

∙프랑크포르트 평면-구개평면각(ANS-PNS)

∙프랑크포르트 평면-교합평면(APOcc-PPOcc)

2. 또한 Porion은 각도 설정 시 기준점 중 하나로 사용되며, 프

랑크포르트 평면-상악 전치의 장축을 사용하여 상악 전치의 

토크를 평가한다.

Zygomatic arch

약어

Zyg: 광 활(관골궁, zygomatic arch)은 영어 알파벳을 사용

하여 축약되며 문자 Z 다음 소문자 y, g가 뒤따르고 알파벳 사이

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정의

Robert M Ricketts에 따르면
Zygomatic arch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광 활의 중심이다.7

 

유형

Zygomatic arch는 양측성, 경조직 계측점이다.

 

유래

Zygomatic arch는 해부학적 기원의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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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A,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porion. B,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porion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C, 그래픽 도해에서의 porion. 

D, 그래픽 도해에서의 porion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C D

Mastiodale

약어

Ms: Mastiodale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자 M 

다음 소문자 s가 뒤따르고 알파벳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정의

Viken sassouni에 따르면
Mastiodale는 꼭지돌기(유양돌기, mastoid process) 윤곽의 

최하방점이다.8

유형

Mastiodale(그림 6-4A, B)는 양측성 두부방사선계측점이다.

유래

Mastiodale는 해부학적 기원의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이다.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mastiodale의 트레이싱

관자뼈와 머리뼈바닥 사이에 위치한 꼭지돌기를 트레이싱한다. 

전후방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꼭지돌기의 최하방점이 mastio-

dale 점이다. 해부학에서 배운 바와 같이 꼭지돌기는 어린 시절에

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져 전후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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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A, 전후방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mastiodale. B, 전후방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mastiodale를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부방사선계측사진과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쉽게 볼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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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나비뼈(접형골, sphenoid bone).

그림 7-2.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나비뼈의 방사선 해부학.

나비뼈(접형골, sphenoid bone)(그림 7-1)는 머리뼈바닥에 있

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마뼈, 관자뼈 및 뒤통수뼈 사이의 

쐐기 모양이다. 이는 몸통, 몸통으로부터 좌 ․ 우로 분리되는 한 쌍

의 큰날개 및 작은날개, 몸통과 큰날개의 접합부로부터 내려오는 

두 개의 날개돌기(익상돌기, pterygoid process)로 구성된다.

나비뼈의 두부방사선계측점(지표)

나비뼈에서 관찰되는 두부방사선계측점은 다음과 같다(표 7-1).

표 7-1. 나비뼈에 관련된 두부방사선계측점(지표)

두부방사선계측점 약어 유형 유래

Dorsum of sella Sp 편측성 해부학적

Floor of sella Si 편측성 해부학적

Clinoidale Cl 양측성 해부학적

Spheno-occipital synchondrosis SOS 편측성 해부학적

Pterygoid point Pt 양측성 해부학적

Sella S 편측성 해부학적

Sella entrance Se 편측성 해부학적

Sphenoethmoidal point SE 편측성 해부학적

Foramen spinosum point Fsp 양측성 해부학적

Pterygomaxillary fissure Ptm 양측성 해부학적

나비뼈의 방사선 해부학(그림 7-2)
이마뼈, 벌집뼈, 나비뼈는 방사선 투과성 선으로 나타나는 이

마나비벌집봉합(frontosphenoethmoidal suture)에서 만난다. 

이마나비벌집봉합에서는 방사선 불투과성의 두 선인 하나의 수

직선과 하나의 수평선이 관찰된다. 방사선 불투과성의 수직선은 

나비뼈 몸통의 전방 경계를 나타내며 수평선은 나비뼈 몸통의 상

방 표면인 나비뼈평면(접형골평면, planum sphenoidale)을 나

타낸다.

수직선은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전방으로는 상악결절

(maxillary tuberosity)의 방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후방으로는 

나비뼈 날개돌기 전면부의 방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경계지어지는 

뒤집어진 눈물방울 형태의 방사선 투과상 영역인 날개위턱틈새의 

중심에서 끝난다. Sella turcica는 내측으로는 sella 내측면의 방

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하방으로는 sella 바닥의 방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전상방으로는 앞침 돌기의 방사선 불투과성 곡선으로, 

후상방으로는 뒤침 돌기 후방 경계의 방사선 불투과성 선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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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A,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sella의 등쪽. B,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sella의 등쪽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C, 그래픽 도해에

서의 sella의 등쪽. D, 그래픽 도해에서의 sella의 등쪽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C D

둘러싸인 타원형의 방사선 투과성 영역으로 나타난다.

Sella turcica의 중심은 sella로 정의되고 영어 알파벳 문자 

S를 사용하여 축약되며, sella turcica의 입구 중앙 지점(mid- 

entrance point)은 sella-entrance(Se)이다. Sella 바닥의 방사선 

불투과성 곡선의 최하방점은 Si(sella의 바닥)이고, sella turcica

의 내측 연장선 상의 최후방점은 sella의 등쪽이다. 앞침 돌기의 

최상방점은 clenoidale(Cl)이다.

Sella의 등쪽 

약어

Sp: Sella의 등쪽(dorsum of sella)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자 S 다음 소문자 p가 뒤따르고 알파벳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정의

Sella의 등쪽은 sella turcica 또는 뇌하수체 오목의 내측 윤곽

의 최후방점이다.

Viken Sassouni에 따르면
Sella turcica의 내측 윤곽의 최후방점이다.1

유형

Sella의 등쪽(그림 7-3A~D)은 편측성, 경조직 두부방사선계

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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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A,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sella의 바닥쪽. B,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sella의 바닥쪽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C, 그래픽 

도해에서의 sella의 바닥쪽. D, 그래픽 도해에서의 sella의 바닥쪽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C D

유래

Sella의 등쪽은 해부학적 기원의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

이다.

Sella의 바닥쪽

약어

Si: Sella의 바닥쪽(floor of sella)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자 S 다음 소문자 i가 뒤따르고 알파벳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정의

Sella의 바닥쪽은 sella turcica 또는 뇌하수체 오목의 내측 윤

곽의 최하방점이다.

유형

Sella의 바닥쪽(그림 7-4A~D)은 편측성, 경조직 두부방사선

계측점이다.

유래

Sella의 바닥쪽은 해부학적 기원의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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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A,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clinoidale. B,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clinoidale를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C, 그래픽 도해에서의 

clinoidale. D, 그래픽 도해에서의 clinoidale를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C D

Clinoidale

약어

Cl: Clinoidale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자 C 

다음 소문자 l로 표시된다.1

정의

Clinoidale는 앞침 돌기의 최상방점이다.

Viken Sassouni에 따르면
앞침 돌기의 최상방점이다.1

유형

Clinoidale(그림 7-5A~D)는 편측성,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

점이다.

나비뒤통수연골결합 

약어

SOS: 나비뒤통수연골결합(spheno-occipital synchond-

rosis)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자 S, O, S로 표시

하고 알파벳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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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A,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나비뒤통수연골결합. B,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나비뒤통수연골결합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C, 그래픽 도해에서의 나비뒤통수연골결합. D, 그래픽 도해에서의 나비뒤통수연골결합을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C D

정의

Opisthion은 큰구멍(foramen magnum)의 후방 경계이다.

Arne Bjork에 따르면
Opisthion은 뒤통수구멍(후두공, occipital foramen)의 후방 

경계이다.2

TM Graber에 따르면
Opisthion은 큰구멍의 후방 경계의 최후방점이다.3

유형

나비뒤통수연골결합(그림 7-6A~D)은 편측성, 경조직 두부방

사선계측점이다.

유래

나비뒤통수연골결합은 편측성, 해부학적, 경조직 두부방사선

계측점이다.

의의(제20장 참조)

나비뒤통수연골결합은 성장기 아동에서 머리뼈바닥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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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A,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pterygoid point. B,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pterygoid point를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C, 그래픽 

도해에서의 pterygoid point. D, 그래픽 도해에서의 pterygoid point를 보여주는 확대된 이미지.

A B

C D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나비뒤통수연골결합의 트레

이싱

SOS의 트레이싱은 골화 전에는 매우 쉽지만 골화 후에는 매우 

어렵다. 

Pterygoid point

약어

Pt: Pterygoid point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축약되며 문

자 P 다음 소문자 t가 뒤따르고 알파벳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적으

로 기록한다.

정의

Robert M Ricketts에 따르면 pterygoid point는 원형 구멍

(foramen rotundum)의 하방 테두리이며 나비뼈의 위치를 나타

낸다. 날개입천장오목(pterygopalatine fossa) 윤곽에서 최후방

점이다.4

유형

Pterygoid point(그림 7-7A~D)는 양측성, 경조직 두부방사선

계측점이다.

유래

Pterygoid point는 양측성, 경조직 두부방사선계측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