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현 의총의치의가장주요한흐름은가급적심미성을살리

면서 환자의 기호를 반 한 총의치의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환자들은기능적인총의치보다는심미적인총의치를선

호하며, 환자들이 저마다의 강조하고 싶은 미적인 요소들을

의치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심미적인

총의치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의치상의 재질과 색깔 및 치은

형태의 재현도 중요하겠지만, 전치부에 위치하는 인공치아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총의치의 심미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있다.
총의치제작시상악전치부의인공치아배열과악궁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절치 유두는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상악

전치부치아는절치유두의순측에놓이는데, Harper1에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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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and intercanine width in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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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position of maxillary anterior teeth and intercanine width measurements based on the incisive papilla in accordance with
the cephalic type and gender of dentate Korean adult with normal teeth alignment. Materials and methods: 42 students with Class I normal occlusion, without crowding or
spacing, were selected from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The lateral skull radiographs of the subjects were taken and were classified as different
cephalic types, based on their PFH / AFH ratios. 42 casts of their maxilla were prepared and both the distance between the upper central incisors and the middle of the incisor
papilla was measured with a vernier caliper (A)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maxillary canine cusp tips (B) were measur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15 and their significance was investigated. Results: For dolichocephalic group, the mean values for A and B were 8.43 (SD: 0.61) and 36.73 (SD: 2.17), respectively. The
mean value for A was 8.51 (SD: 1.27) for the mesocephalic group and 8.76 (SD 1.03) for the brachycephalic group. The mean value for B was 35.91 (SD: 1.86) for the
mesocephalic group and 37.34 (SD: 2.23) for the brachycephalic group. For the male group, the mean A value was 8.86 (SD: 1.04) and the mean B value was 37.60 (SD: 0.24).
For the female group, the mean A value was 8.41 (SD: 0.93) and the mean B value was 36.18 (SD: 2.01).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 in A valu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The B values of the male subjects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female subjects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Conclusion: 42
students with normal dentition and occlusion in korea, the distance from the incisive papilla and the incisal edge of maxillary central incisors had no difference in cephalic type
or gender. However, the distance between the cusp tip of both canines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where the male showed higher values than the female, while
having no difference in cephalic type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3;5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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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중절치의 절단연은 보통 절치 유두의 중앙에서 5-8 mm
전방에위치한다. Hickey 등2, Martone과Black3, Murray4, Mavroskoufis
와Ritchie5는이값이8-10 mm라고제안하 으며, Schiffman6은견

치의 교두정을 연결한 선이 절치 유두의 중앙을 지난다고 하

다. 하지만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 치조제에서는 상악 치조

제가작아지는방향으로흡수가일어나기때문에절치유두가

상 적으로 순측으로 치우쳐 위치하게 된다. Johnson7은 치아

소실후상악골의변화에관한연구에서치아소실후첫번째

3년간치조돌기 역에서치조제흡수가현저하게일어난다

는것을발견하 다. Watt와Likeman8은같은기간동안모형분

석을통해절치유두가전방으로평균1.6 mm, 상방으로2.3 mm
이동함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절치유두를 기준으로 중절치의

인공치절단연의위치를결정할때는절치유두의원심부위에

서측정하여8-10 mm 순측에중절치의절단연이위치하도록한

다. 한편Suwannachat9은100명의칼라신에사는성인을 상으로

견치간거리를조사하여상악견치간거리(middle to middle)의평

균값은남성에서38.61 mm, 여성에서37.36 mm로보고하 다.
이상의연구를검토해보면구강내전치의위치관계에 한

연구는꾸준히지속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cephalic type에따른

전치의 위치관계에 한 연구가 없었으며, 정작 한국인 유치

악자의전반적인악궁에 해서는명확한규명이아직까지부

족한상태이다. 이에그에 한계측과통계및자료분석을통

하여한국인의경우 cephalic type이나성별에따라어떠한차이

를보이는지고찰해보기로한다.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및 내용

전남 학교 치의학 전문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 crowding
및 spacing이없으며, 모든 구치가맹출되었고, 치주적으로도

문제가없으며, Angles Class I의정상교합관계를가지고있는평

균연령30세(25세-37세범위), 42명의학생(남성20명, 여성22명)
이 이번 연구에 참여하 다. 두부 측면 방사선 사진을 찍고,
posterior facial height [PFH, (Sella Turcica-Gonion)mm]과 anterior
facial height [AFH, (Nasion-Menton)mm]을측정하여PFH / AFH%
를구하 다(Fig. 1). 그후PFH / AFH 비율에따라 cephalic type을
나누었는데, PFH / AFH 비율이 52-62%면 dolichocephalic으로,
62-65%면 mesocephalic으로, 65-80%면 brachycephalic으로 분류

하 다.10

2. 연구 방법

42명의 상악 모형을 준비하고,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절치 유두의 중앙에서 상악 중절치 절단연까지의 수평 거리

(Fig. 2A)와상악견치교두정간거리(Fig. 2B)를구하 다. 그후

cephalic type과성별에따라계측된수치에 한평균값을구하

여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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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ateral cephalometric view, B: Cephalometric analysis.

A                                                                  B



결과는SPSS version 15 (SPSS Inc., Chicago, IL, USA)를통해one-
way ANOVA test로통계처리하 으며, 각그룹에 한평균치와

분포를비교하기위해계측항목의평균, 표준편차를구하고P-
value .05이하수준에서유의성검증을실시하 다.

결과

1. Cephalic type

PFH / AFH 비율에 따라cephalic type을 나누었을 때, 10명이

dolichocephalic으로, 10명이 mesocephalic으로, 22명이 brachy-
cephalic으로분류되었다. 이중dolichocephalic type의경우10명모

두여성이었다. 반면mesocephalic type의경우는남, 녀의비율이

각각5명씩으로동일했고, brachycephalic type의경우는15명이남

성으로, 7명이여성으로구성되어있었다. Table 1에 cephalic type
별남, 녀구성비율이나타나있다.

2. Cephalic type 별 상악 중절치 절단연에서 절치 유두

중앙까지의 수평거리(A)와 상악 견치 교두정간 거리(B)

PFH / AFH 비율에따른각 cephalic type 별사람들의평균상악

중절치에서 절치 유두 중앙까지의 거리(A)와 상악 견치 간 거

리(B)는Table 2에나타나있다. 10명의dolichocephalic type의경우

A의평균값은8.43 ±0.61, B의평균값은36.73 ±2.17로나타났

다. 10명의mesocephlic type과22명의brachycephalic type의경우각

각A의평균값은8.51 ±1.27, 8.76 ±1.03, B의평균값은35.91 ±
1.86, 37.34 ± 2.23으로 나타났다. A값의 경우 dolichocephalic,
mesocephalic, brachycephalic type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지는 않았다(P>.05).
B값의경우mesocephlic type에서가장작은값을보 고, 다음으

로dolichocephalic type, brachycephalic type에서가장큰값을나타

내었으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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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easurement of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tip of maxillary cen-
tral incisors and the midpoint of incisive papilla, B: Measurement of the distance
between cusp tip of canines.

A

B

Table 2. Distance between maxillary central incisor and incisive papilla (A) and intercanine width (B) by cephalic types

Cephalic type N
A (mm) B (mm)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Dolicocephalic 10 8.43 0.61 36.73 2.17
Mesocephalic 10 8.51 1.27 35.91 1.86

Brachycephalic 22 8.76 1.03 37.34 2.23
Total 42 8.62 1.00 36.85 2.16

Table 1. Cephalic type
Male Female Total

N % N % N %
Dolicocephalic 0 0 10 23.8 10 23.8
Mesocephalic 5 11.9 5 11.9 10 23.8
Brachycephalic 15 35.7 7 16.7 22 52.4



3. 성별 상악 중절치 절단연에서 절치 유두 중앙까지의

수평거리(A)와 상악 견치 교두정간 거리(B)

성별에따른계측결과는Table 3에나타나있다. 20명의남성

에서A의평균값은8.86 (SD: 1.04), B의평균값은37.60 (SD: 0.24)
으로나타났다. 22명의여성에서A의평균값은8.41 (SD: 0.93), B
의 평균값은 36.18 (SD: 2.01)로 나타났다. A값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큰값을보 으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

다(P>.05). B값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큰값을보 으며, 통계

적으로유의성을나타내었다(P<.05).

고찰

심미적인 총의치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치부에 위치하는

인공치 들의 배열에 따라 총의치의 심미성에 큰 향을 준다.
보철수복환자에있어중절치및견치의위치, 절치유두의위

치, 치조제의폭경과길이등은자연스러운안모의재현및기

능적인보철물제작에중요한기준이된다. 본연구를통해한

국인에게적합한보철물제작을위해얼굴형태에맞는전치의

위치에 해조사하 다. 
Sawiris11의 국인을 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절치유두에서

중절치순면까지의거리8.50 mm가본연구에서와비슷한수치

(8.62 mm)를나타냈다. Lau와Clark12는중국의남부에사는사람들

을 상으로 조사를 하 으며, 유치악자의 절치 유두 중앙으

로부터중절치순면까지의거리가9.17 mm, 표준편차1.11 mm라

고 하 다. 이는 이전의 8-10 mm의 계측치에 부합되었고

Mavroskoufis와 Ritchie5가 국인을 상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10.2 mm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절치 유두와 중절치 순면과의

거리에관한다른보고로 Harper1가 5-8 mm라고하 으나이는

다른계측치와는다소의차이를보인다. 한국사람을 상으로

한연구에서허와신13은 100명의성인을 상으로조사하 으

나 절치유두의 최후방점에서부터 중절치까지의 거리를 측정

한것이본연구와는달랐으며, 그값이남성은12.648 mm, 여성

이11.385 mm로남녀간확연한차이가있음을 t-test를통해보

다. 그외Lau와Clark12는중국인Class I, II, III에따라각각9.10 mm,
9.08 mm, 9.50 mm를계측하 으며유의성은없는것으로보고하

다. 우리연구에서는교합형태가아닌 cephalic type에따라분

류하 고이는dolicocephalic, mesocephalic, brachycephalic type에따

라각각8.43 mm, 8.51 mm, 8.76 mm로계측하 으며, 이또한통계

적인유의성은없었다.
Suwannachat9은태국칼라신에거주하는100명의성인을 상

으로견치간거리를조사하 는데, 상악견치간거리(middle to
middle)의평균값은남성38.61 mm, 여성37.36 mm로측정되었다.
총 91명의한국성인을 상으로한안등14의조사에따르면상

악견치간폭경은평균37.88 ±2.15 mm (남자38.80 ±2.12 mm,
여자36.81 ±1.64 mm)로측정되었다. 본연구의계측치와비교

하 을때(남성37.6 mm 여성36.18 mm) 비슷한값을가지는것

으로계측되었다.
본연구에서의결과는남성20명, 여성22명총42명을 상으

로하 으나신빙성있는결과를얻기위해서는표본집단의크

기를 늘리며, 다양한 연령 를 조사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계

속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결론

한국에서 정상 치열 및 교합을 가진 평균 연령 30세, 42명의

학생을 상으로조사하 을때,
1. 절치유두에서 상악 중절치 절단연까지의 수평 거리는

cephalic type이나성별에따른차이가없었다.
2. 견치교두정간거리는 cephalic type에따른차이가없었지만,

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 으며남성이여성보다큰

값을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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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22 8.41 0.93 36.18 2.01
Total 42 8.62 1.00 36.8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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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연구는정상배열을가지고있는한국유치악성인에서얼굴형과성별에따라절치유두를기준으로한상악전치의위치와견치폭경계측치를제시한다. 
연구 상 및 방법: 전남 학교치의학전문 학원에다니는학생중 crowding 및 spacing이없으며, Angles Class I의정상교합관계를가지고있는42명을 상으로조사하

다. 선정된학생들의두부측면방사선사진을찍고, posterior facial height (PFH)과 anterior facial height (AFH)을측정하여PFH / AFH%를구하여 cephalic type을나누었다. 그후

42명의상악모형을준비하여버니어캘리퍼스로상악중절치절단연에서절치유두중앙까지의수평거리(A)와상악견치간거리(B)를계측, 평균값을구하 으며, SPSS
version 15를사용하여통계분석및유의성을검토하 다. 
결과:Dolichocephalic type을지닌10명에서A의평균값은8.43 ±0.61, B의평균값은36.73 ±2.17으로나타났다. Mesocephalic type과brachycephalic type의경우각각A의평균

값은8.51 ±1.27, 8.76 ±1.03, B의평균값은35.91 ±1.86, 37.34 ±2.23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계측결과남성에서A의평균값은8.86 ±1.04, B의평균값은37.60 ±0.24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A의평균값은8.41 ±0.93, B의평균값은36.18 ±2.01로나타났다. A값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큰값을보 으나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

았다(P>.05). B값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큰값을보 으며, 통계적으로유의성을나타내었다 (P<.05). 
결론:한국에서정상치열및교합을가진평균연령30세, 42명의학생을 상으로조사하 을때, 절치유두에서상악중절치절단연까지의수평거리는 cephalic type이나성

별에따른차이가없었고, 견치교두정간거리는 cephalic type에따른차이가없었지만, 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 으며남성이여성보다큰값을나타냈다. ( 한치과보

철학회지2013;5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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