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o y e r s  분석법에 의한 한국인 정상교합 성인의 
악안면 두개 골격 형태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 치 과대학 교정 학교실 

손 신 영  • 이 기 수

목 차

I. 서 론
ᄑ.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in. 연구성적 

총괄 및 고찰
V.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I . 서 론

두부X— 선규격사진은 두개안면의 형태 및 성 
장 발육과 이의 예측, 진단과 치료방침수립, 치료 
결과의 평가에 사용된다. 1948년 Downs가 두부Xᅳ 
선규격사진을 이용하여 개인의 측모의 조화와 균 
형을 평가할 수 있는 측모형태 분석법을 소개한 
이래, 여러가지의 수많은 분석법1-u)이 보고되어 
왔다. 이것들은 두개안면 골격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 계측항목을 고안하고, 정상교합자의 표준치 
를 산출한 후, 증례의 계측치가 표준치로부터 벗 
어난 상태를 분석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게 한 것이다.

Enlow13>는 대부분의 두개 안면골이 독립적 단 
위로 성장하지 않으며, 주어진 해부학적 형태와 
패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부위가 성 
장하면 이에 비교되는 특정 부위가 같은 방향으 
로 성장 또는 전위하여야한다고 하였으며, Wylie 

a는 악안면 형태의 이상이 악안면 구성 성분의 크 
기나 형태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발 
생한다고 하여, 두개악안면 형태의 분석에서 각 
부위의 절대크기보다는 상대적인 크기와 이에 의

한 전체적인 ᅵ조화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초기의 분석법들1’3̂ 은  주로 각도 계측법을 위 
주로 하였으나, Cobcn51, Sassouni61, Enlow81, Di Paolo 

«»는 비율적 선계측을, Wyliea와 McNamara™는 절 
대치 선계측을 통하여 두개안면골격 양태 및 상 
호 관계를 파악 하였다. Moyers121 분석법은 Downs 

n, Tweed4', Enlow8', McNamara111 분석법 등 기존의 
분석법을 집약한 것으로, 두개안면에서 연령에 따 
라 생물학적 변화가 비교적 적은 계측점12，M>을 선 
정하여 안모 패턴의 계측奋 통한 두개 안면골 형 
태의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Enlow81 의 대 
응부 분석법을 활용하여 두개안면부의 상대적인 
조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두개안면 골격양태에 관한 여러 인종의 표준치 
에 관한 연구1̂ > 및 비교 연구24-2"가 있었으며, 여 
러 가지 분석법에 의한 한국인 표준치에 대하여 
여러 선학들의 연구 보고2"해가 있었으나 Moyers 

분석법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수려한 안모의 한국인 성인 년녀 정 
상교합자의 두개안면골격을 Moyers 분석법에 의 
한 기본형태분석, 수직분석 및 측모윤곽분석을 하 
여 치과 교정학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표준치를 
구하고, 남녀 성차#  구명하며, 문헌에 발표된 북 
미 백인의 계측치와 비교하여 인종간의 두개안면 
골격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n.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18세에서 26세에 이르는 한 
국인 성인 남녀 정상교합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측모두부X—선규격사진이었으며, 남자 대상군은 
41명, 여자 대상군은 31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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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21.9세와 20,0세이었다.

연구 대상은 수려 한 측모를 가진 정상교합자를 
선정하였으며, 교정이나 보칠 치료의 경험이 없고, 

치아의 결손, crowding이나 spacing이 없이 치열이 
양호하며, 중심 교합위에서 이부에 근육 긴장을 
보이지 않고, 하악 안정위에서 상하악 구순이 무 
리없이 접촉되 며 Ricketts의 Esthctic line을 벗어 
나 전방돌출되어있지 않은 양호한 측모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상교합자로 하였다.

두부Xᅳ선규격사진의 계측을 위하여 0.003" 두 
께 의 Acetate지에 X—선 상을 tracing한 투사도 위 
°))서 Moyers 방법에 따라 계측점과 기본 평면을 
설정하였으며，설정된 계측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Basion(Ba) ： 정중시상면에서 fotamen magnum 

의 전방 경계 중 최후하방점.

2. Sphenoethmoidal point(SE) ： 두개 저 와 접 형 골 
great wing shadow와의 교차점.

3. Frontomaxillatv nasal suture(FMN): 상악골이 
비골, 전두골과 마주하는 봉합부 중 최상방점.

4. Superior prosthion(SPr) ： 상악 치제 상의 최전 
하방점.

5. Subspinale(point A ): ANS와 SPr 사이의 최후 
방점.

6. Infradentale(Id) ： 하악 치제 상의 최전상방점.

7. Supramentale(point B )： Pogonion과 Id 사이의 
최.후방점

8. Pogonion(Pog) ： bony chin의 형태 중 최전방

9. Nasion(Na) ： nose bridge의 굴곡 상에서 전두 
비골 봉합부의 최전방점.

10. Menton (Me) ： bony chin 의 symphysis 윤곽 중 
최하방점.

11. Condylion(Co) ： 하악 과두 상에서 최후상방점.

12. Sphenooccipital point (SO): Co 를 지나며 SE— 

Ptm 연장선에 평행한 평면과 SE—FMN 연장 
선의 교차점.

13. Pterygomaxillaty fissure (Ptm) ： 구개면을 향한 
양측성 의 reverse tearᅳdrop 형 태 의 radiolucencv 

중 최하방점.

14. Anterior nasal spine(ANS): 구개 수준에서 상

악골의 최전방점.

15. Posterior nasal spine(PNS) .： 시상면에서 경구 

개 상의 최후방점.

이상의 계측점을 이용한 기본적인 평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PM vertical plane： SE로부터 하방으로 maxillary 

tuberosity를 따라 Ptm을 지나는 평면.

2. upper maxillary plane： SE와 FMN을 지나는 평 

면.

3. palatal plane: ANS와 PNS를 잇는 평면.

4. occlusal plane(functionaI, FOP): 제1대구치 교
합 접촉점과 제1소구치 교합 접촉점을 지나는 

가상선.

5. mandibular plane: 하악날 하연의 접선.

6. So vertical piancCo를 지나며 PM vertical 

평면과 평행한 평면.

7. Facial plane： Na와 Pog을 잇는 평면.

이상의 계측점과 평면을 이용하여, Moyet:sla와 

Enlow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기본형태 분석, 수 

직분석, 측모윤곽분석을 시 행하였다.

1) 기본 형태 분석(Basic morphologic analysis) 

두개 안면 골격의 기본 형태를 나타내는 6개 항

목에 대한 각도 계측을 시행하였다(Fig. 1).

1. 두개저각(cranial base)： Ba-SE-FMN이 이루는 

각.

2. 상악각(cranial base-maxilla) ： Ba-SE-A이 이루 

는 각.

3. 수평 하악각(horizontal cranial base-mandible): 

Ba-SE-Me이 이루는 각.

4. 수직 하악각(vertical cranial base-mandible) ： Ba- 

SE와 하악하연평면이 이루는 각.

5. 상하악각 (muxilla-mandibk): 하악하연평면과 

A-B평면이 이루는 각.

6. 골격성 측모각(skeletal profile) ： FMN-A-B이 

이루는 각，

2) 수직 분석(Vertical analysis)

안면의 수평, 수직 성장의 조화는 균형있는 안 

모를 이루게 하므로, 수평적 관계의 분석외에 수 

직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준 

평면 (PM vertical plane)에 대한 4개의 선정된 두



개안면 평면의 각도(Fig.2)와 안면 고경(Fig.3)을 
계측하고, 안면 고경비를 산출하였으며 계측항목 
은 다음과 같다. 

각도 계측항목 
1. Upper maxillary평면각(cranial base) ： PM verti

cal plane(PMV)과 uppcrtnaxillay 평면(SE-FMN) 

이 이루는 전상방각.

2. 구개평면각(maxilla): PMV와 구개평면(palatal 

plane)이 이루는 전상방각.

3. 교합평면각 (occlusal): PMV 와 기능교합평면 
(funtional occlusal plane)이 이루는 전상방각.

4. 하악하연평면각(mandible): PMV와 하악하연 
평면 (mandibular plane) 이 이루는 전상방각. 

안면 고경 계측항목
1. Anterior total facial height (ATFH)facial plane 

상에서 upper maxillary plane(SE-FMN) 과 man- 

dibular plane간의 거리.

2. Posterior total facial height (PTFH) t PMV상에 
서 upper maxillary plane과 mandibular plane간의
거리.

3. Anterior upper facial hcight( AUFH): facial plane 

상에 서 upper maxillary plane과 palatal plane간의 
거리.

4. Anterior lower facial heignt(ALFH): facial plane 

상에서 palatal plane과 mandibular plane간의 거 
리.

5. Posterior upper facial height(PUFH): "PMV상에 
서 upper maxillary plane과palatal pkne간의 거리.

6. Posterior lower facial height(PLFH): PMV상에 
서 palatal plane과 mandibular plane간의 거 리.

7. Anterior maxillary height( AMXH) • facial plane 

상에 서 palatal plane과 occlusal plane간의 거 리.

8. Anteciof mandibular height (AMNH): facial plane 

상에서 occlsal plane과 mandibulat plane간의 거 
리.

9. Posterior maxillary height(PMXH) ： PMV상에 
서 palatal plane과 occlusal plane간의 거리.

10. Posterior mandibular height(PMNH) ： PMV상 
에서 occlusal plane과 mandibular plane간의 거

안면 고경비 항목
1. ATFH /  PTFH

2. ALFH /  ATFH

3. PMNH /  PTFH

3) 측 모  윤 곽  분 석  

이 분석 방법은 Enlow61 의 대응부 분석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하악의 상호 조화관계, 두개 안 

면의 치아 치조 골격의 측모윤곽을 평가하기 위 

한 것이며, 계측항목은 다음과 같다(Fig. 4).

1‘ Maxillary skeletal effective length(B-2): 기능교 
합병면과 평행한 선상에서 A점에서 PMV까지 
의 거리.

2. Mandibular skeletal effective length(B-5): 기능
교합평면과 평행한 선 상에서 B점에서 PMV까 

지의 거리.

J . Maxillary dentoalveolar effective length(B-l): 

기능교합평면과 평행한 선상에서 SPr에서 P M V

까지의 거리.

4. Mandibular dentoalveolar effective length(B-4): 

기능교합평면과 평행한 선상에서 Id에서 PMV 

까지의 거리.

5. Posterior cranial base effective length(B-3): SO 

에서 SE까지의 거리.

6. Ramus depth(B-6): 기능교합평면상에서 하악 

지의 전후 길이.

7. Maxillary to mandibular skeletal unit ratio： (B- 

2+B-3) /  (B-5+B-6)

8. Maxillary to mandibular dental unit ratio： (B-l) /

(B-4)

9. Anterior cranial base length: SE-FMN과 SᅳNa 

각각의 거리.

이상의 계측 항목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치, 표준편차 및 최대치와 최소치를 산출하고 Stu- 

dent’s t-test로 남녀 성차를 검정하였다. 타인종과 

의 비교 자료12>로서 문헌에 발표된 북미 백인 남 

자의 계측치와 본 연구의 한국인 남자 표준치와 

상호 비교하여 인종간의 상이성을 검토하였다.



Morphologic Analysis

1, Ba-SE-FMN 2. Ba-SE-A
3. Ba-SE-Me 4. Ba-SE/mandibular plane

5. mandibular plane/A〜B 6. FMN-A-B

Fig 2. lines and measurements of Vertical 
Analysis

1. PM V/upper maxillary plane

2. PM V/palatal plane
3. PMV/occlusal plane
4. PMV/mandibular plane

B-l
B-4

： PMV-SPr 
PMV-Id,

depth on FOP.

B-2 ： PMV-A, B-3 ： SO-SK, 
B-5 ： PMV-B, B-6 ,* r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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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연구 성적

한국인 정상교합자

성인 남녀의 기본형태분석에 관한 6개 항목의 

계측치에 대하여 평균치, 표준편차 및 최소치와 

최대치를 산출하였다(Tabic 1). 두개저각(Ba-SE- 

FMN), 상악각(SE-FMN-A), 수평 하악각(Ba-SE- 

Me), 수직하악각(Ba-SE/ mand. plane), 상하악 

각(mand, plane /  AᅳB) 및 골격성측모각(FMN- 

A-B)의 남녀 계측치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으며, 

이는 악안면 두개의 기본형태가 남녀사이에 상이 

함이 없음을 시사하였다.

남녀 정상교합자의 수직분석에 대한 표준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수직분석에서 upper maxil- 

lary평면각(PMV /  SE-FMN), 구개 평 면각(PMV /  

palatal plane), 교합평면각(PMV/occlusal plane) 

과 하악하연평면각(PMV/mand. plane)의 모든 

각도 계측치에서 남녀 성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면고경 계측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인정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지-가 여자보다 현저하게 

길었다. 안면고경비에서, 후안면고경에 대한 전 

안면고경비 (ATFH/PTFH)는 여자가 컸고, 전안 

면고경에 대한 전하안면고경비(ALFH/ATFH) 

및 후안면고경에 대한 후하악고경비 (PMNH/P- 

TFH)는 남녀 유의차가 없었다.

남녀 정상교합자의 측모윤곽분석에 대한 표준 

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방 두개저 (SE-F- 

MN), 상하악골의 기저골(B-2, B-5)과 치조부(B-

1, B-4)의 전후 길이와 후방두개저의 길이 (B-3) 

는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길었으나, 하악골에 대 

한 상악 골격부의 비 (B-2+B-3)/B-5+B-6), 하 

악 치조부에 대한 상악 치조부의 비(B-1/B-4) 

와 하악지의 전후 길이 (B-6)는 남녀 유의차가 인 

정되지 않았다.

Caucasian과의 비교

악안면두개골격의 기본형태분석에 관한 한국인 

남자와 백인 남자의 게측치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Table4에 제시하였다. 골격성측모각(FMN- 

A-B)은 한국인이 컸으나, 수평하악각(Ba-SEᅳMe) 

과 수직하악각(Ba-SE/mand. plane)은 백인이 컸 

고, 두개저각(Ba-Se-FMN), 상악각(SE-FMN-A)

및 상 5 卜와세mand. plane /  A - t り亡  干  Xi정1TCXi게

유의차가 없었다.

수직분석의 계측치 비교 결과(Table 5), 구개평 

면각(PMV /  palatal plane)을 제외 한 upper maxillary 

평면각(PM V /SE-FM N ), 교합평면각(P M V /o c 

clusal plane) 및 하악하연평면각(PMV/mand. plan- 

c )은 한국인이 작았다. 안면고경 계측치 비교에서 

한국인은 백인에 비하여 후안면고경(PTFH), 후 

하안면고경(PLFH)과 후하악고경(PMNH)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안면고경 계측항목에서 

는 유의차가 없었다. 안면고경비에서, 후안면고경 

에 대한 전안면고경비(A T F H /P T F H )는 백인이 

컸으나 후안면고경에 대 한 후하악 고경 비 (PMNH /  

PTFH)는 한국인이 컸고, 전안면고경에 대한 전 

하안면고경 비 (A LFH /A TFH ) 는 유의 차가 없었 

다.

측모윤곽분석 계측치 비교(Table 6)에서 한국 

인은 백인에 비하여 전방 두개저, 상하악 기저골 

과 치조부의 전후 길이가 현저히 짧았으며, 이는 

한국인 측모의 안면 심도가 백인보다 작은것을 시 

사하였다. 하.악골에 대한 상악골격부의 비 (B-2 + 

B-3/B-5+B-6), 하악 치조부에 대한 상악 치조 

부의 비 (B-1/B-4) 역시 한국인이 백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방두개저의 길이 (B-3) 는한 

국인이 약간 짧았으나, 하악지의 전후길이 (B-6)는 

두 군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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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morphologic of Korean adult  normal occlusion

Measurements^ o)

Male ( N=41) female (M=31) sex

difference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B a—SE—FMN 136.89 4.81 128,0 152.0 138.83 5.81 125.0 150.0 NS

SE-FMN-A 96.39 471 88.0 109.5 96.76 3.48 87.0 103,0 NS

Ba-SE-M e 61.93 2S6 57.0 68,0 62.91 4.07 55o5 70.5 NS

Ba —S E/mand • plane 64.11 4-45 53.2 71.8 65.28 5.63 53.0 75.5 NS

mand, plane/A—B 73.13 4.15 63.0 82.0 71.68 4.34 66.0 80.5 NS

FMA  — A**- B 168,51 4.22 156.8 175.5 166.73 4.20 159.2 178.5 NS

significant le v e l:* * *  ； P <  0-001- ** ； P < 0 .01, * ； P < 0 .05, NS ； non significant.

Table 2 V ertical analysis of Korean adult normal occlusion

Male ( N=41) Female W =31) sex
difference

Measurement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Angular measure 

PM V/FM N-SE 81.18 6.58 62.3 93.0 81.43 4.83 73.0 93.0 NS

PMVy palatal plane 83.33 5.22 73.2 96.8 82.38 3*63 77.0 93.0 NS

PM V/occlusal plane 90.24 4.86 83.0 103.2 9L55 3.83 85.0 96.0 NS

PM V/mand, plane 103.65 5.70 91.0 115.5 106.01 4.96 95.0 114.0 NS

Facial height(mm)

ATFH 133.16 5.33 126.2 145-0 124.29 6-07 111.8 136.7 sig. 林*

PTFH 111.62 4.94 104.4 124.7 101.93 5.92 93.8 117.3 sig. *林

AUFH 55.93 2.84 50.5 64.5 51.92 2/71 45.6 55.0 sig. ***

ALFH 77.07 4.06 68.7 85.6 72.32 4.72 60.4 79.9 sig. ***

PUFH 55.32 3.35 50.1 63.0 51.30 3.99 45,4 59.0 sig. *林

PLFH 56,57 3.95 48.9 65.1 50.69 3.88 42.2 58.3 sig. *林

AMXH 30.06 2,20 25*4 34.8 2.92 1.99 25.1 32.1 sig. *

AMNH 46.99 2.82 40-7 52-9 43.43 3.04 35.6 49.1 sig. 林*

PMXH 23.57 2.61 18.6 28.4 21.48 1.95 17.5 25.2 sig. ***

PMNH 32.67 3.14 26.1 39.7 29-46 2.63 23.5 33.8 sig. *林

Facial height ratio

A T FH /P T FH 1.19 0.04 1.00 1.28 1.22 0.04 1.10 L30 sig. *

A L F H /A T FH 0.57 o.oi 0.54 0.61 0̂ 58 0.01 0.53 0.60 NS

PM NH/PTFH 0.29 0.02 0.25 0.35 0.28 0.02 0.24 0.33 NS

significant leve l：* * * ； P<0.001. ** ； P <  0-01. * ； P <  0.05. N S ; non significant.



T a b le  3 P r o f i l e  A n a ly s i s  of K o r e a n  a d u l t  n o rm a l  o c c lu s io n

Male ( N-41) Female (N=31) sex

Measurement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d iffe rence

B-2 (mm) 52.09 3.05 46.9 60.2 49.40 2.97 44.5 54.5 sig.***

B—5 (mm) 55.10 7.06 4L1 65.5 50.40 4.30 42.2 59.2 sig,***

B—1 (mm) 58.03 3.87 51.4 68.2 55.0 3.26 49.1 60.2 sig.***

B—4 (mm) 57,71 5.33 44.6 70.3 53.80 4.20 45.6 60.8 sig.***

B—3 ( mm) 38■조 2.53 32.4 42.2 36.29 1.97 32.0 40.5 sig.***

B —6 (mm) 40.39 2.82 3a.8 46.1 39.33 3.26 33.0 45.0 NS

B - l/B - 4 1,00 0.05 0.91 1.14 1.02 0.04 0.92 L09 NS

(B-2+B-3)/ 

(B~5+Bᅳ6)

0,95 0.06 0.88 1.06 0.95 0.04 0.89 L02 NS

SE—FMN( mm 36.27 3.31 30.1 48.7 33.71 3.41 26.6 43.2 sig.**

S—Na (mm 72.47 2.71 67.6 76.9 68.45 2.99 60.7 74.4 sig.***

sign ifican t le v e l:* * * ;  P < 0 .001 . ** ； P < 0 .0 1 . * ; P く  0-05. NS;non sign ifican t.

Table 4. Comparison of B asic  morphologic analysis

Measurement

Korean male(N=41) Caucasian male(N=15) Ethnic

differenceMEAN SD Mean SD

B a-S E -F M N 136.89 4.81 139.4 5.5 NS

SE-FM N-A 96.39 4.71 98.1- 4 .9 NS

B a—SE—Me 61.93 2.96 64.7 4 .2 sig.*

Ba —S E/mand. plane 64.11 4.45 68.8 5 .2 sig.**

mand. p lan e /A —B 73.13 4*15 73.3 4.7 NS

FM N -A -B 168.51 4.22 160.5 5.5 sig.***

sig n ifican t lev e l:* * *  ; P <  0.001. 林 ; PC0.01. * ; Pく  0.05. N S; non significant •



T a b le  5 C o m p a r i s o n  o f  V e r t i c a l  a n a l y s i s

Measurement
Korean male ( N=41) Caucasian male(N=15) Ethnic

Mean SD Mean SD difference

Angular measure

PMV/FMN  ᅳ SE 81.18 6.58 97.0 5.4 sig. ***

PMV/palatal plane 83.33 5.22 81,6 4.4 NS

PMV/occlusal plane 90.24 4.86 94.6 6.5 sig.*

PMV/mand plane 103.65 5.70 . 111.2 6.0 sig.***

Facial height (mm)

ATFH 133.16 5.33 130.09 12.76 NS

PTFH 111.62 4.94 105.99 8.89 sig.**

AUFH 55.93 2.84 55.11 3.65 NS

ALFH 77.07 4.06 74.98 11.93 NS

PUFH 55.32 3.35 55.47 4.35 NS

PLFH 56.57 3.95 50.52 6.53 sig.***

AMXH 30.06 2.20 30.43 4.33 NS

AMNH 46.99 2.82 44.55 8.28 NS

PMXH 23.57 2.61 23.76 3.71 NS

PMNH 32.67 3.14 26.76 4.64 sig.***

Facial height ratio 

AT FH /PT FH 1.19 0.04 1.23 0.06 sig.*

A LFK /A T FH 0,57 0.01 0.57 0.04 NS

PMNH/PTFH 0.29 0.02 0.25 0.03 sig.**

significant level:*** ； P <  0.001. ** ;P <0 .01 . * ； P<0.05. NS ; non significant.



T a b l e  6 C o m p a r i s o n  of P r o f i l e  a n a l y s i s

Measurement
Korean male( N=41) Caucasian male(N=15) Ethnic

Mean SD Mean SD  . difference

Bᅳ2 (mm) 52.09 3.05 61.21 3.20 sig.***

B—5 (mm) 55.10 7-06 61.37 7.56 sig.**

B—1 ( mm) 58.03 3.87 66,49 3.67 sig. 料*

B—4 (mm) 57.71 5.33 64.19 6.45 sig. 料*

B-3 (mm) 38.28 2.53 39.75 2-81 sig.*

B—6 (mm) 40.39 2.82 40.86 4.69 NS

B- l/B -4 1.00 0.05 1.04 0.07 sig.*

(B-2+ B-3)/

(B-5+B-6)

0.95 0.06 0-99 0.05 sig,**

SE—FMN ( mm) 36.27 3.31 61.81 3,57 sig.***

S —Na ( mm) 72.47 2.71 83*52 4.15 sig.***

sign ifican t le v e l:* * *  ; P <  0.001. ** i P<  0.01, * ； P <  0. 05. NS ; non s ign ificant.

IV. 총괄 및 고찰

' 서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의 골로 이루어진 

두개 안면골의 균형 상태는 각 구성골의 형태와 

성장 발육의 조화이거나, 변이성을 띠는 구성골에 

대한 주위골의 보상적 성장의 반영이라 할 수 있 

고, 그 예로, class I 골격은 상악이나 하악 전돌에 

대한 여러 상쇄 효과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상 

태 라고 Enlowu>는 언급하였으며, Goldsman211 은 두 

개 악안면의 일부 구조의 크기에 이상이 있을때, 

다른 하나 흑은 그 이상의 요소가 이를 보상하여 

부조화의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두개안면의 형태를 분석하고자 할때, 안모 패턴 

의 계측(quantification)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교정치료의 진단은 두개안면 복합체내의 결함의 

소재, 범위 및 성격의 분석이 필요하다. Moyers1*1 

"세는 종래의 두부X—선학적 계측항목들은 그 

계측점이■ 성장부위 혹은 골개조부위 중간에 놓여 

있어서, 생물학적 및 생체계측학적인 고려가 결여 

되어 있으므로 성장이나 패턴연구에 부적당하다

고 결론짓고, 연령에 따라 생물학적 변화가 비교 

적 적은 계측점을 선정하여 두개안면골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개저와 상악 관계의 계측항 

목으로 각 SNA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각 SE-FMN- 

A(SᅳFMN-A)률, 두개저와 하악골관계의 계측항 

■목으로 각 Ba-SE-Me와 각 Ba-SE/mand. plane를 

선정 계측하였다. 상하악 기저골관계의 계측항목 

으로 혼히 사용되는 각 ANB는 연령에 따른 변화 

도가 크다고하여, Moyers는 각 ANB 대신 A-B평 

면과 하악하연평면사이의 각도를 선정하여 계측 

하였다.

두개안면의 일정 부위는 이에 상응하는 대웅부 

와 비교되며, 이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두개안면이 

균형상태에 이르게되지만，어느 한쪽이 길거나 짧 

으면 이에 관련된 안면부의 protrusion 혹은 retru- 

sion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측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Enlow 

8»의  대응부 분석법의 원리이다. 또한 EnlowM)는 

PM vertical평면이 두개안면의 여러 대응부를 규 

정하는 중요한 평면이며，전방두개저, 사골상악골



복합체, 구개와 상악악궁은 PMV 전방에 위치하 
는 공동 대응부(mutual counterpart)이고, 중누개 
저와 후방 oropharyngeal space는 PMV 후방에 위 
치한 공동 대응부라고 하였으며, 하악체는 PMV 

전방에 위 치하는 두개상악부위에 대 한 대응부, 하 
악지는 PMV 후방의 대응부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악골은 두개골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악골 
의 성장은 두개지와 상악골의 성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하악체와 하악지의 위치 및 크기에서 변 
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하악지의 
전후 길이는 길거나 짧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 
성은 두개상악골의 성장에 의한 불균형 혹은 부 
정교합의 경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하악골의 보 
상성 성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두개안 
면 구성 요소의 내적 요인에 의한 보상 및 상쇄 
효과에 관하여 인급하였다.33'3Si 1 Moyers12'는 이러 
한 E nloV 의 분석법을 자신의 분석법에 활용하여 
두개악안면 상호 조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표준치
기본 형태의 비교에서 남자와 여자의 계측치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이는 남녀 악 
안면두개의 형태에 상이함이 없음을 보고한 Gol

dman 21>, Wei36* 및 이와 정301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Schudy37)는 SN-MP(mandibular plane)각으로 안 
면의 이개도를 측정하였고, 안면고경과 SN—MP 

각 및 OP(occlusal planc)-MP각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안과 이38>는 PP 

(palatal plane)-OP각, PP-MP긱- 및 SNJ-MP각은 
여자가 더 크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두개안면평면이 기준선 PMV 와 이루는 upper 

maxiUary 평면각，구개평민각, 교합평면각 및 하악 
하연평면각의 계측치는 남녀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남자와 여자의 악안면두개의 수직관계 
에 형태적 상이함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안면고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현저하게 
길었으며, 이는 Cobcn5*，양281, 유와 서하 안과 이 
^  및 이와 서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Wylie와 
Johnson N'ahoum*^과 Schudy37>는 전안면고경이 
정상보다는 개교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길 
며, 전상안면고경보다 전하안면고경의 변화도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전안면고경에 대한 전하안면 
고경비 는 악안면두개 골격 의 수직 적 부조화 정 도 
를 나타낸다고하여, 전안면고경, 특히 전하안면고 
경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전안면고경에 
대 한 전하안면고경비 (AIJPH/ATFH) 및 후안면 
고경에 대 한 후하악고경비 (PM N H /PT FH )는 남 
녀간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후안면고경에 대한 전 
안면고경비(ATFH/PTFH)는 여자가 큰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안과 이361의 걸과와는 상이하였으 
나 Bibhy41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여자의 
하악긱■이 더 크다고한 Jensen과 Palling421 의 연구보 
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측모윤곽분석에서 하악지의 전후 길이 (B-6)는 
남녀 유의차가 없었으나, 상하악 기저골(B-2, B- 

5), 치조골(B-l, B-4)의 전후 길이, 전방두개저 
(SR-FMN)와 후방두개저의 길이 (B-3)는 남자가 
길이서, 여자에 비하여 측모의 안면 심도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하악골(B-5+B-6)에 대한 상악 
골격부(Bᅳ2+B-3}의 비는 남녀 모두 0.95로 동일 
하였고, 하악 치조부(B-4)에 대 한 상악 치조부(B-

1)의 비역시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아서 
남녀의 상하악 골격 및 치조부 관계에 상이함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악안면두개골격의 
형태에는 상이함이 없으나, 두개안면의 크기는 남 
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에, 이와 서31

Bibbyw 및 이와 정301의 연구 보고와 일치하였다.

Caucasian 과의 비교
본 연구는 한국인 남자 표준치와 북미 백인 남 

자 계측치121만을 비교 하였다. 기본 형태분석 계측 
치에서 수직 하악각(Ba-SE/ mandibular plane)은 
백인이 컸으나, 골격성 측모각(FMN-A-B)은 한 
국인이 컸다. 이는 동양인의 angle of convexity가 
더 크게 나타난 Cotton 들®의 연구 결과와 상이 
하였으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정상교합자의 선정 
시에 상하순이 Ricketts의 Esthetic line을 벗어나 
전방돌출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백인에 
비 하여 코가 낮은 한국인이 이 에 적 합되기 위 하 
여 하악의 이부가 상대적으로 전방돌출되어야 하 
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인 정상교합자군의 측모가 
보다 straight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수평



하악각(pa-SE-Me)은 한국인에서 작게 나타났는 
데, 이는 한국인 안모의 전후 길이가 짧거나 얼굴 
성장이 전방보다는 주로 하방으로 성장하였음을 
의 마한다.

구개평면각(PMV/palatal plane)을 제외한 3개 
평면각이 한국인에서 작게 나타났는데, 특히 하악 
하연평면각 (PMV/mandibular plane) 이 작아서, 

한국인이 백인에 비하여 비교적 완만한 하악하연 
평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인이 
백인의 하악하연평면각보다 크게 나타난 Cotton 

들25>의 결과와는 상이하였고 Richardson27*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전안면고경 계측치는 두 군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인은 후안면고 
경, 특히 후하악고경이 백인보다 길었다. 전안면 
고경에 대한 전하안면고경비 (A L F H /ATFH)는 
두군이 0.57로 동일하였으나, 후안면고경에 대한 
전안면고경비 (ATFH/PTFH)는 백인이 컸고, 후 
안면고경에 대한 후하악고경비 (PMNH/PTFH) 

는 한국인이 컸다. 이러한 결과 한국은 백인에 비 
하여 square한 형태의 측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이는 하악하연과 교합평면 사이의 후방 
부에서의 현저한 수직 성장량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

측모윤곽분석에서, 하악골의 전후 길이가 긴 백 
인에서 상악골 및 전방두개저의 전후 길이가 길 
게 나타났고, 하악골의 전후 길이가 짧은 한국인 
에서는 상악골 및 전방두개저의 전후 길이도 짧 
아서, 대응부간의 조화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과 
적으로 한국인은 전방두개저, 상하악 기저골 및 
치조골의 전후 길이가 백인의 계측치에 •비하여 
짧아서，두개안면부의 심도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 
었다. 하악골(B -5 + B -6 )에 대한 상악 골격부(B- 

2 + B -3 )의 대웅부 사이의 비는 한국인이 0.95, 백 
인은 0.99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인이 백인에 
비하여 상악 골격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거나 
하악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하 
며, 하악 치조부에■대한 상악 치조부의 비(B -1 /B -

4 )는 한국인이 1.00, 백인이 1.04로 한국인의 상악 
치조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거나 하악 치조부 
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양인의 안모는 백인에 비 하여 중안면부가 하악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후방위하며，백인은 class II 골

격 성향이 강하다고한 Enlow와 McNamara4® 및 
Enlow 들13해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상악 골 
격부와 치조부가 백인에 비하여 짧다고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백인은 상악전돌 골격성향을, 이 연구 
대상의 한국인은 백인에 비하여 하악전돌 골격성 
향을 보였다고 추정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정상교합자를 대상으로 연 
구하였으며, 앞으로 Moyers 방법을 이 용하여 교정 
치료의 진단 및 성장예견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성 
장기 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악안면두 
개의 .형태와 성장에 관한 누년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S  사료된다.

V. 결 론

저자는 교합이 양호하고 측모가 수려한 한국인 
성인 남자 41명, 여자 31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측 
모두부Xᅳ선규격사진의 투사도상을 Moyers 분석 
법에 따라 계측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Moyers 분석법에 의한 한국인 정상교합자 성인 
남자와 여자의 악안면두개골격 계측치의 평균 
치, 표준편차 및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하였다.

2. 남자와 여자의 두개악안면골격 기본형태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3. 남자의 악안면두개골의 크기는 여자보다 컸다.

4. 두개저에 대한 하악하연평면의 경사도는 한국 
인에 비하여 백인이 컸다.

5. 전안면고경은 두 인종군간에 유의차가 없었으 
나 후안면고경은 한국인이 컸으며, 이는 한국 
인의 측모가 백인에 비하여 square함을 시사하 
였다.

6. 한국인은 전방두개저, 후방두개저, 상하악 기저 
골 및 치조골의 전후 길이가 백인에 비하여 짧 
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두개안면 측모의 
심도가 더 작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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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ENTGENOCEPHALOMETRIC STUDY OF CRANIOFAIAL FORM 
ON KOREAN ADULT OF NORMAL OCCLUSION BY MOYERS5 ANALYSIS

Sin Young Son, D.D.S*, Ki Soo Lee, D.D.S., M.S.D., Ph. D.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t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calculate the cephalometric norms of Korean adult and to compare 

those with norms of the North American Caucasian by Moyers.

Cephalometric headplates of 41 males and 31 females ranged in age from eighteen to twenty- 

six with normal occlusion and pleasing face were employed for this investigation. The tracings 

of the standard lateral cephalograms were analyzed by Moyers'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made.

1. Norms o f Korean adult male and female were calculated.

2. There was no significant sexual difference in the basic craniofacial morphology.

3. The size of craniofacial skeleton was larger in male than in female.

4. The Korean male showed lower value of mandibular plane angle to craial base than that of 

the Caucasian male,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terior total facial height, however, in the posterior 

facial height the Korean male was larger than the Caucasian male, which manifested that the 

Korean male held more square-shaped profile.

6. The anteroposterior length of anterior and posterior cranial base, maxillary and mandibular 

skeletal and dentoalveolar effective length of the Korean male were shorter than those of the 

Caucasian male, and this suggested that the craniofacial profile depth of the Korean male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Caucasian m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