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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른 미소의 형태를 분석하

고, 각 군별로 비교하여 부정교합 군에 따른 특징을 찾아내는 것

이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내

원하여 교정치료 또는 악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

부정교합 군별 (Class I, II, III)로 50 명씩 선정하여 정적 미소

(posed smile) 사진을 분석 하였다.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상순의 만곡도,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정도, 노출되는 치

아의 수, 상·하악 절치 절단면의 노출량, smile line ratio, 협측 회

랑비율 (buccal corridor ratio), 미소 대칭비율 (smile line

symmetry ratio) 등을 계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미소 시 상순과 치아의 관계에서 high, middle, low 형태는 I 급

부정교합에서 12.0 %, 64.0 %, 24.0 % ; II 급 부정교합에서 30.0

%, 56.0 %, 14.0 % ; III 급 부정교합에서 12.0 %, 44.0 %, 44.0 %

로 나타났으며 교차분석 결과 각 군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high 형태

가,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low 형태가 각각 다른 군들에 비

해 많이 관찰되었다.

2. 미소 시 상순의 만곡도에서 upward, straight, downward 형태

는 I 급 부정교합에서 20.0 %, 62.0 %, 18.0 % ; II 급 부정교합에

서 24.0 %, 54.0 %, 22.0 % ; III 급 부정교합에서 28.0 %, 50.0 %,

22.0 % 로 나타났으며, straight 형태가 모든 군에서 가장 많았다.



- ii -

3. 미소 시 상악 중절치 치관의 노출량은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9.26 mm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는 I 급 부정교합 8.21 mm,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7.95 mm 순이었다. 각 군별로 상악 중절치 치

관길이의 노출량이 차이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II

급과 I 급, II 급과 III 급 사이에 있었다. (all, p < 0.05)

4. 미소 시 하악 중절치 치관의 노출량은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3.25 mm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는 I 급 부정교합 2.49 mm, II

급 부정교합 1.89 mm 순이었다. 각 군별로 하악 중철치 치관길이

의 노출량이 차이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III 급과 II

급 사이에 있었다. (p < 0.05)

결론적으로 교정치료 및 악교정수술은 보통 II, III 급 부정교합

환자들을 I 급의 형태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각 부정교합

군에 따른 미소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추후 교정치료나 악교정수

술 시 치료 전후의 미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

면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

순의 평행성과 같은 항목들은 수술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를 진단 및 치료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더욱 심

미적인 치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심미, 미소, 부정교합, smile line ratio, posed smile

학 번 : 2010-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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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들어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치과치료

중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되어버린 교정치료나 악교정수

술은 본래 기능의 회복과 함께 심미적인 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미소 (smile)와 연조직의 심미성이 매우 중요하며, 환자들의 미에

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1)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시대 및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미의 기준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다.
2~4)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안모란 얼굴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비례를 가질 때 나타난다.5) 따라서 균형되고 조화

로운 안모를 갖는 심미성의 회복은 치과치료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

다.

특히, 미소는 개인의 얼굴 모습과 인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며,

매력적인 미소는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아름다운 미소는 치아의 모양, 위치, 크기, 색이 주변 구강조직과 규

형,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상적인 미소를 만드는데 있

어 치열의 적절한 배열은 필수적이다.
6)
치아는 미소를 지을 때 가장 많

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미소 시 상순과 하순의 형태 변화에

의해 보이는 치아는 심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
입술은 만곡의 대칭

성, 색조의 대비로 치아와 함께 심미적인 구강부위를 형성하며, 감정과

사회적 관점의 표출에 있어 미소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8)

따라서 이전부터 미소에 대해 연구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계측 값이나 index를 통해 정량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Hulsey
9)
는 정상교합자와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미소 연구

를 시행하여, 정상교합자의 미소가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smlie

line ratio, 미소 대칭비율 (smile symmetry ratio) 등이 매력적인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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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관여한다고 했다. Anwar
10)
는 얼굴형에 따른 선호되는 입술선에

대해 조사했는데, 장안모 (dolico)와 중안모 (mesofacial)에서는 상악 절

치만 보이는 형태의 입술선이 선호되었으며, 단안모 (brachyfacial) 에서

는 2 mm의 치은이 노출되는 입술선을 선호했다. Tjan 등11)은 미소 시

상악절단연의 만곡 및 하순과의 접촉관계, 상악 치아에 대한 상순의 위

치 관계, 노출치아 수 등을 조사했다. Frush 와 Fisher
12,13)
는 미소 시 상

악 전치 절단면의 만곡과 하순 상연이 이루는 만곡의 관계를 표현한 미

소선 (smile line)에 관심을 보였으며, 두 만곡의 평행성이 심미성에 중요

하다고 했고, 의치에서 심미적인 전치 배열의 기준으로 삼았다.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우리는 미소 시 치아와 입술의 관계, 입술의 형

태 및 주변 조직과의 관계와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연령, 성별, 인종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한 미소에 관한 많은 연

구들이 있었지만 부정교합 군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른 미소의 형태를 분석하

고, 각 군별로 비교하여 부정교합군에 따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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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F Total Mean (Age) SD (Age)

Class I 12 38 50 24.3 9.59

Class II 7 43 50 26.5 10.3

Class III 22 28 50 22.9 7.47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교정치료 또는 악교정수술을 받은 부정교합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정치료를 위한 진단준비 과정에서 분류된

골격성 부정교합 군에 따라 I, II, III 급으로 나누었고, 각 군별 50 명씩

선발하여 총 150 명의 연구대상을 확보했다.

Table 1. Subjects for study

제 2절. 연구방법

치과교정과에서 진단준비 시 촬영하였던 환자들의 정적 미소 (posed

smile) 사진을 가지고 부정교합 환자들의 미소에 대한 분석을 했다. 우선

디지털카메라를 셔터 스피드 1/125, F11, iso 200, 조명 다이얼 1로 설정

한 뒤, 다음과 같이 촬영 준비를 한다. 환자의 이마, 귀, 목이 잘 보이게

하고 머리는 귀가 보이게 묶게 한다. 양쪽 귀가 동일하게 나오도록 신경

을 쓴다. 배경은 그림자 없이 하얗게 나오도록 조명을 조정하며 FH

plane이 지면과 평행하도록 환자의 얼굴 각도를 조절한다. 최대한 환자

의 얼굴이 화면의 중앙에 오고 눈 사이의 콧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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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얻은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 계측점들을 설정하고 계측항목과 비

교항목을 정해 분석을 했다. 기본적으로 Hulsey9)가 사용했던 계측점들을

사용하였으며, 각 계측점 및 계측항목의 명칭과 정의는 Fig 1 에 나타내

었다. 이를 통해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Fig 2), 미소 시 상순의

만곡도 (Fig 3),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 (Fig 4), 노

출되는 치아의 수, smile line ratio, 협측 회랑 비율 (buccal corridor

ratio), 미소 대칭 비율 (smile symmetry ratio)의 항목을 계측 또는 계산

하였다.

1. 계측점 및 계측항목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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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s and measuring items used to evaluate the lip-tooth

relationship of the smile. 9)

1) Point C : The midmost, incisalmost point between the incisal edges of the

upper central incisors.

2) Point RL and LL : Points on the incisal edges of the upper right and left

lateral incisors where the long axis of each tooth intersects the incisal edge.

3) Point RCh, LCh : The innermost corners of the lips.

4) Point CLab : The midmost point on the upper curvature of the lower lip,

directly inferior to point C.

5) Point RCus, LCus : Points on the most lateral surfaces of the upper

canines.

6) Point RLab, LLab : Points on the upper curvature of the lower lip, directly

inferior to points RL and LL

7) Point CLow : The most inferior point on the inferior curvature of the

upper lip.

8) Point LC : The midmost, incisalmost point between the incisal edges of the

lower central incisors. (if it exposed)

9) Mouth width : the length between point RCh and LCh.

10) Maxillary central incisor exposure : the length between point CLow and C.

11) Mandibular central incisor exposure : the length between point CLab and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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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변수

(1)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Fig 2)

a) b) c)

Fig 2. The 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smile type)14,15)

a) high : a contiguous band of gingiva above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

b) middle : showing 75 % to 100 % of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c) low : showing less than 75 % of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2) 미소 시 상순의 만곡 (Fig 3)

a) b) c)

Fig 3. Upper lip curvature.
14,15)

a) Upward : two points (RCh, LCh) at the corners of the mouth are higher

than the point CLow.

b) Straight : three points (RCh, LCh, CLow) are on a straight line.

c) Downward : two points (RCh, LCh) at the corners of the mouth are lower

than the point C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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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 (Fig 4)

a) b) c)

Fig 4. Parallelism of the maxillary anterior incisal curve with the lower lip.14,16)

a) consonant : maxillary incisal edges, canine and premolar cusp tips, from

mesial to distal, followed the curvature of the lower lip.

b) flat : maxillary incisal edges, canine and premolar cusp tips had no

curvature relative the lower lip line.

c) nonconsonant : incisal edges, canine and premolar cusp tips had a reverse

curve relative the lower lip line.

(4)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의 수

C : 견치까지 노출되는 경우

P1 : 제1소구치까지 노출되는 경우

P2 : 제2소구치까지 노출되는 경우

M1 : 제1대구치까지 노출되는 경우

(5) Smile line ratio : 하순의 만곡도와 상악 절치 절단연 만곡도의 조

화

과를이은직선과까지의수직거리
과을이은직선과까지의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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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uccal Corridor Ratio : 미소 시 양 구각부 사이의 거리와 양 견

치 사이의 거리의 비

 와간의거리
와간의거리

(7) Smile Symmetry Ratio : 미소 시 입술의 대칭성에 대한 비율

와간의거리 와간의거리
와간의거리와간의거리

3. 통계방법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미소 시 상순의 만곡,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 수의 비교는 교차분석

(x
2
- test)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smile line ratio, buccal corridor ratio,

smile symmetry ratio, 미소 시 노출되는 상·하악 중절치 치관의 노출량

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를 사용해서 분석했다.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에서 하였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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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제 1절.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Table 2, Fig 5)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에서 I,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middle 형

태가 각각 32명 (64.0 %), 28명 (56.0 %)로 가장 많았으며, III 급 부정교

합의 경우에는 middle과 low 형태가 각각 22명 (44.0 %)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교차분석 결과 각 군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high 형태가,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low 형태가 각각 다른 군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he 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Smile type)

　 Class I Class II Class III

N % N % N %

high 6 12.0% 15 30.0% 6 12.0%

middle 32 64.0% 28 56.0% 22 44.0%

low 12 24.0% 7 14.0% 22 44.0%

Fig 5. The 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Smi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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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미소 시 상순의 만곡도 (Table 3, Fig 6)

미소 시 상순의 만곡도는 I, II, III 급 부정교합 모두에서 straight 형태

가 각각 31명 (62.0 %), 27명 (54.0 %), 25명 (50.0 %)로 가장 많이 나타

났다. upward 형태와 downward 형태는 각 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교차분석 결과 각 군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Table 3. Upper lip curvature.

　 Class I Class II Class III

N % N % N %

upward 10 20.0% 12 24.0% 14 28.0%

straight 31 62.0% 27 54.0% 25 50.0%

downward 9 18.0% 11 22.0% 11 22.0%

Fig 6. Upper lip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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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

(Table 4, Fig 7)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에서는 I,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consonant 형태가 각각 26명 (52.0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flat 형태가 24명 (48.0 %)으로 뒤를 이었다. non-consonant 형태는 관찰

되지 않았다.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consonant 형태가 31명 (62.0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flat 형태가 14명 (28.0 %), non-consonant 형태

가 5명 (10.0 %)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각 군별 분포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Table 4. Parallelism of the maxillary anterior incisal curve with the lower lip.

　 Class I Class II Class III
N % N % N %

consonant 26 52.0% 31 62.0% 26 52.0%
flat 24 48.0% 14 28.0% 24 48.0%

non-consonant 0 0% 5 10.0% 0 0%

Fig 7. Parallelism of the maxillary anterior incisal curve with the lower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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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의 수 (Table 5, Fig 8)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의 수는 I, III 급 부정교합에서는 P2 (제2소구치)

까지가 각각 27명 (54.0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P1 (제1소

구치), M1 (제1대구치), C (견치) 순으로 나타났다. II 급 부정교합의 경

우에는 P1 까지가 21명 (42.0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P2,

M1, C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각 군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Table 5. Number of teeth displayed in the smile.

　 Class I Class II Class III

N % N % N %

C 3 6.0% 2 4.0% 3 6.0%

P1 16 32.0% 21 42.0% 15 30.0%

P2 27 54.0% 19 38.0% 27 54.0%

M1 4 8.0% 8 16.0% 5 10.0%

Fig 8. Number of teeth displayed in th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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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I Class II Class III 　
Mean SD Mean SD Mean SD p-value

smile line ratio 0.93 0.72 1.41 1.37 1.46 2.15 0.164
buccal corridor ratio 0.69 0.06 0.69 0.06 0.68 0.05 0.476
smile symmetry ratio 1.04 0.07 1.03 0.08 1.03 0.07 0.438

제 5절. 미소 시의 여러 가지 비율 (Table 6)

1. smile line ratio

하순의 만곡도와 상악 절치 절단면 만곡도의 조화를 나타내는 smile

line ratio는 I 급 부정교합의 경우 0.93,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1.41,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1.46으로 나타났다. I 급 부정교합이 II, III급 부정교

합에 비해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2. 협측 회랑비율 (buccal corridor ratio)

미소 시 양 구각부 사이의 거리와 양 견치 사이의 거리의 비인 협측 회

랑비율은 I 급 부정교합의 경우 0.69,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0.69,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0.68로, 세 군 모두 큰 차이는 없었다. 일원배치 분산분

석 (one-way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3. 미소 대칭비율 (smile symmetry ratio)

미소 시 입술의 대칭성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미소 대칭비율은 I 급

부정교합의 경우 1.04,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1.03, III 급 부정교합의 경

우 1.03로, 세 군 모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Table 6. smile line ratio, buccal corridor ratio, smile symmetr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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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I Class II Class III 　

Mean SD Mean SD Mean SD p-value
상악절치 

노출량(mm) 8.21 1.99 9.26 2.44 7.95 1.96 0.006

하악절치 
노출량(mm) 2.49 1.89 1.89 1.67 3.25 2.27 0.003

제 6절. 미소 시 노출되는 중절치 치관의 길이 (Table 7)

1. 상악 중절치

미소 시 상악 중절치 치관의 노출길이는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9.26

mm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는 I 급 부정교합 8.21 mm, III 급 부정교

합의 경우 7.95 mm 순이었다. 각 군별로 상악 중절치 치관길이의 노출

량이 차이가 났지만,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에서 각 군

의 결과는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II 급과 I 급, II 급과 III 급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ll, p < 0.05)

2. 하악 중절치

미소 시 하악 중절치 치관의 노출길이는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3.25

mm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는 I 급 부정교합 2.49 mm, II 급 부정교

합 1.89 mm 순이었다. 각 군별로 하악 중철치 치관길이의 노출량이 차

이가 났지만,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에서 각 군의 결과

는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III 급과 II 급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all, p < 0.05)

Table 7. Maxillary/Mandibular central incisor exposure in a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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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Van der Geld 등
17)
은 치아의 크기, 노출되는 치아, 상순의 위치는 아름

다운 미소로 인식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들이고, 치아의 색과 치은노

출 정도는 미소의 외형에 있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전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요한 요소이고 후자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언급할 수 있다. Moore 등18)은 미소의 심미성은 치은

노출량, 미소 만곡의 존재, 치아의 색 등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또, Lombardi19)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치아의 위치, 치은 노출, 협

측회랑과 입술은 심미적이고 만족스러운 미소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든 노출되는 치아, 치은, 입술의 형태 등이 매력적이고 심미적인 미

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에서 I, II, III 급 부정교합

군 모두 middle 형태(각각 64.0 %, 56.0 %, 44.0 %)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물론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low 형태도 44.0 %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전체 연구대상(총 150명)으로 보았을 때에는 middle 형태가

54.6 %의 점유율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Maulik과 Nanda
14)
의 연구에서는 middle 형태의 미소가 57.0 %를

차지하였고, 송20)의 연구에서도 middle 형태의 미소가 77.8 %로 나타났

다. Al-Johany 등
21)
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중 80.0 %가 middle 형태의

미소를 가졌다. Tjan 등11)과 Desai 등16)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의

2/3 정도가 middle 형태의 미소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른 연구들

에 비추어보아도 middle 형태의 미소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7)의 연구에 따르면 미대 교수나 치과의사에 의한 평가에서

middle 형태가 가장 높은 심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jan 등
11)
과 Maulik 과 Nanda

14)
, Peck 등

22)
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서는 low

형태가 두드러지고 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high 형태가 좀 더 흔하다고

하였다. Desai 등
16)
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high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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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았으며 15-19세 사이의 그룹에서는 low 형태가 관찰되지 않

았다. 대부분 (78.0 %)이 middle 형태의 미소를 가졌다. 이처럼 다른 연

구들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미소의 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교합 군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전체

적으로는 middle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지만, II 급 부정교합에서

는 high (30.0 %), III 급 부정교합에서는 low (44.0 %)이 다른 군들에

비해 높게 나와 차이가 있었으며, 각 군들의 형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이 II 급과 III 급 부정교합의 두 번째로 많

은 smile 형태가 서로 다른 이유는 아마 각 부정교합에 따른 상·하악골

의 전후방적 위치관계 때문으로 생각된다. II 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악이 과성장하고 하악이 열성장하기 때문에 구각부를 비롯

한 구순 주위의 연조직이 I 급 부정교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좀 더 높

은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미소 시 상대적으로 상순이 상악전치

를 피개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middle 형태 다음으로 high 형태가 다른 군들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III 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악이 과성

장하고 상악이 열성장하기 때문에 구각부를 비롯한 구순 주위의 연조직

이 좀 더 낮은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소 시 상순

이 상악전치를 피개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에 따라 middle 형태와 같은 정도로 low 형태가 많이 관찰된 것으로 보

인다. 정도가 심한 high와 low 형태의 미소를 좀 더 심미적으로 개선하

기를 원하는 환자들은 악교정 수술을 통해 middle 형태로의 전환을 도모

할 수 있다.

다음은 미소 시 상순의 만곡이다. 본 연구에서는 I, II, III 급 부정교합

모두 straight 형태(각각 62.0 %, 54.0 %, 50.0 %)가 가장 많이 나타났

다. Hulsey
9)
는 상순의 중심선보다 양 구각부의 위치가 높을 때 상순의

만곡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분류 기준 중

upward 형태에 해당한다.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연구로는 윤 등
7)
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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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었는데 straight 형태가 45.0 %, downward 형태가 42.9 %로 나

타났으며, upward 형태는 12.1 %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인종에 따른 근육 발달의 차이로 보았으며, 이는 근육 운동을 통해 개선

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Al-Johany 등
21)
의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엔진에서 'best

smile', 'female celebrity'라는 검색어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검색

된 50명의 미소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전체의 62.0 %가 upward

형태로 가장 많았으며 straight 형태는 36.0 %, downward 형태는 2.0 %

순이었다. 또한 신 등5)의 미스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upward

형태가 53.4 %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심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미

스코리아의 미소나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미소로 평가되어지는 사진을 가

지고 연구를 했을 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upward 형태의 점

유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pward 형태의 상순 만곡

이 매력적인 미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미스코리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traight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 원인으로는 사회적 요인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서양에 비

해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 활짝 웃지 못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

각된다. 이런 문제들은 표정과 미소를 짓는 안면 근육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외과 수술 및 교정치료에 의한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근육의

훈련, 미소 짓는 연습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에서는 I, II, III 급 부정교합

모두 consonant 형태(각각 52.0 %, 62.0 %, 52.0 %)가 가장 많이 나타났

다. Sarver23)의 연구와 Ackerman 등24)의 연구에서 미소궁 (smile arc)은

정적 미소 시 상악전치 및 견치들의 절단면의 만곡과 하순 윗 경계의 만

곡 사이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적인 미소궁은 두 만곡이

평행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Tjan 등11)

의 연구에서는 consonant 형태가 84.8 %로 가장 많았고, Dong 등
2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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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consonant 형태가 60.0 %로 가장 많았다. Al-Johany 등
21)
의

연구에서는 전제의 78.0 %가 consonant 형태를 가졌다. 윤 등7)의 연구

에서도 consonant 형태가 60.4 %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심미성의 평

가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신 등5)의 연구에서는 consonant 형

태가 전체의 85.7 %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를 보면 매력적인 미

소에 있어서 상악전치 및 견치들의 절단면의 만곡과 하순 윗 경계의 만

곡이 평행한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결과가

나온 연구로는 Maulik 과 Nanda 등
14)
의 연구가 있었는데, 전체 연구대

상의 49.0 %가 flat 형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consonant 형태가 40.0

%를 차지하였다. Maulik 과 Nanda 등
14)
은 이 차이를 미소 측정 방식의

다름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하였다. 정리하면,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

의 평행성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것은 교합면의 각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사진을 보았을 때 구치부에서 전치부에

이르는 교합면이 전하방으로 되어있으면 consonant 형태가 나타나고 수

평하게 되어 있으면 flat, 전상방으로 되어있으면 non-consonant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 심미적인 flat, non-consonant 형태

를 개선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통한 교합면의 각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

다.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의 수는 I, III 급 부정교합에서는 P2 (제2소구치)

까지가 각각 54.0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P1 (제1소구치)까지가 42.0 %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각 군별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아무래도 노출되는 치아는 부정교합

군에 따른 골격적인 차이에 의해 생긴다기보다는 상악 치열궁의 폭 및

형태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부정교합 군에 상관없이 미소

시 양 구각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상악 치열궁의 폭이 좁을수록 미소

시 노출되는 치아의 수가 많을 것이다. Al-Johany 등
21)
의 연구에서는

P2까지 보이는 경우가 60.0 %로 가장 많았다. 윤 등7)의 연구에 따르면

P2까지 보이는 경우가 57.9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송
20)
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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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P1까지 보이는 경우가 47.2 %로 가장 많았으며, 설문조사 결과 P1

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가장 심미적으로 나타났다. 신 등5)의 연구에 따르

면 P1까지 보이는 경우가 54.1 %로 가장 많았고, 최근 선발된 미스코리

아 일수록 P2까지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ulsey
9)
의 연구에서 smile line ratio는 매력적인 미소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1-1.25사이의 값을 가질 때 가장 매력적이며, 이 때 상악전치

의 절단면의 만곡의 형태와 하순의 상연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smile line ratio는 I 급 부정교합의 경우 0.93로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1에 가깝게 나왔다. 이는 골격적인 문제가 없는 1급

부정교합 환자들의 미소가 좀 더 나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연구

로는 송
20)
의 연구가 있는데 smile line ratio는 평균 0.9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안면부 기형이나 골격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중 I 급 부정교합의 값과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mile line ratio는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

순의 평행성 항목과 유사한데 수치를 대입하여 좀 더 정량적으로 표현하

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부정교합 군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지 등
26)
의 연구에 따르면 미소 시 견치의 위치는 전방부 치열궁을 지지

하고 협측 회랑 (buccal corridor)의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협측 회랑은 미소 시 나타나는 구각부와 치아 협측면 사이의 공간

을 말하는데, 이 공간의 크기에 따라 노출되는 치아의 수가 달라지므로

심미성에 크게 기여한다. 협측 회랑비율 (buccal corridor ratio)의 평균은

0.63이 나왔는데, 이 값은 본 연구에서 구한 값 (I 급 부정교합 : 0.69, II

급 부정교합 : 0.69, III 급 부정교합 : 0.68)들과 비슷했다. Moore 등
18)
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협측 회랑을 가지는 것이 남녀 모두에서 선호되는 심

미적인 특징이라 했다. 반면 Hulsey
9)
의 연구에서 협측 회랑비율은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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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미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구한 값들

로는 각 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 등26)의 연구에서 매력적인 미소에 있어 구각부의 대칭성이 중요하다

고 언급했다. 정상 교합자의 경우에도 경미한 비대칭은 존재한다고 하였

으며, 미소 대칭비율 (smile symmetry ratio)은 0.96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I, II, III 급 부정교합에서 각각 1.04, 1.03, 1.03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참고로 Hulsey
9)
는 미소 대칭비율이 좋은 미소의 형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20)
의 연구에서 미소 시 상악 중절치 치관 노출량은 9.46 mm였고, 인

중길이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Desai 등
16)
의 연구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미소 시 상악절

치 노출량이 1.5-2 mm 정도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 유사하게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상순의 두께 또한 미소 시와 rest 시에 1.5 mm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지 등
26)
의 연구에서 미소 시의 치아 노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상순의 수직길이의 비, 미소 시 구각부 길이의 비, 협측 회랑비율

등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가 9.26 mm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 I 급 부정교합 8.21 mm, III 급 부정교합 7.95 mm 순

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각 군의 값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 II 급 부정교합은 I 급 부정교합과 III 급

부정교합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가졌다. 즉, II 급 부정교

합일 때는 다른 부정교합에 비해 상악 중절치의 노출량이 많다는 것이

다. 이는 아마도 상악 과성장 및 하악 열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골격성 II

급 부정교합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추측된다.

비슷한 개념적 접근으로 하악 중절치 치관 노출량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자. 본 연구에서 미소 시 하악 중절치 치관의 노출길이는 III 급 부정

교합의 경우가 3.25 mm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로 I 급 부정교합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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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II 급 부정교합 1.89 mm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에서는 다른 군들과는 달리 하악 중절치가 상악 중절치에 덮이지 않

고 떨어져 있거나, 전치부 반대교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각 군의 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 결

과 III 급 부정교합과 II 급 부정교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

다. I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하악 과성장, 상악 열성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윤 등7)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미소의 조건은 바로 본 연구에서 언

급했던 middle 형태, upward 형태, consonant 형태를 갖추는 미소를 최

상으로 보았다. 또한, 이런 요소들과 치아-안면 부분들도 조화롭게 하나

의 틀을 갖추면 이상적인 미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에 사용했던 연구대상의 정적 미소 사진들에 의한 오차가 어느 정

도 존재할 것이다. 우선 낯선 환경에서 익숙지 않은 자세로 진단용 사진

을 촬영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연스러운 정적 미소를 짓지 못한다. 긴

장되고 부자연스러운 환경은 미소 시 사용되는 안면 근육의 경직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정적 미소

를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더 정

확한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군별로 50명

씩, 총 150명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상의 수

가 많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통계 분석을

한다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미소의 형태에 대한 연령, 성별, 지역 및 인종에 따른 분석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왔지만, 본 연구처럼 골격성 부정교합 군에 따른

미소를 분석하고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된다면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뒤의 환자의



- 22 -

정적 미소 사진을 확보하여 수술 전후의 미소를 비교한다면 더 의미 있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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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골격성 부정교합에 따라 나타나는 미소의 형태를 분

석하고, 각 군별로 비교하여 부정교합의 군에 따른 특징을 찾아보는데

있다. 교정치료 및 악교정수술은 보통 II, III 급 부정교합 환자들을 I 급

의 형태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각 부정교합 군에 따른 미소의 특

징을 알게 된다면 추후 교정치료나 악교정수술 시 치료 전후의 미소 변

화를 예측할 수 있고, 진단 및 치료계획에 반영해 더욱 심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미소 시 상순과 치아와의

관계, 미소 시 상악절치 절단면과 하순의 평행성과 같은 항목들은 수술

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진단 및 치료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더욱 심미적인 치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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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study of smile lin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skeletal malocclusion

Yoo Jo Kwang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smile,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skeletal malocclusion. The posed smile photographs of

150 patients (Class I, II, III : each of the groups is 50 people) who

had visite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received orthodontic treatment or orthognathic surgery were taken.

We analysed the 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upper

lip curvature, the parallelism of the maxillary anterior incisal curve

with the lower lip, number of teeth displayed, maxillary·mandibular

central incisor exposure, smile line ratio, buccal corridor ratio, smile

line symmetry ratio,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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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Class I was

12.0 % high, 64.0 % middle, 24.0 % low, Class II was 30.0 % high,

56.0 % middle, 14.0 % low, and Class III was 12.0 % high, 44.0 %

middle, 44.0 % low.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by x2-test. (p < 0.05) Particularly, High smile was a noticeable

in the Class II, Low smile was a noticeable in the Class III.

2. In the upper lip curvature, Class I was 20.0 % upward, 62.0 %

straight, 18.0 % downward, Class II was 24.0 % upward, 54.0 %

straight, 22.0 % downward, and Class III was 28.0 % upward, 50.0 %

straight, 22.0 % downward. straight smile was the most frequent at

each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by x2-test. (p > 0.05)

3. The exposed length of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 at smile was

9.26 mm in the Class II, 8.21 mm in the Class I, 7.95 mm in the

Class III.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lass II and

Class I, Class II and Class III by one-way ANOVA test. (p < 0.05)

4. The exposed length of the mandibular central incisor at smile was

3.25 mm in the Class III, 2.49 mm in the Class I, 1.89 mm in the

Class II.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lass III and

Class II by one-way ANOVA test. (p < 0.05)

In conclusion, dentists try to make Class II, III patients into

Class I by orthodontic treatment or orthognathic surgery. Also, in

this study, we get to know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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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between the upper lip and the teeth, Parallelism of the

maxillary anterior incisal curve with the lower lip.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to predict the change of the smile after

getting an orthodontic treatment or orthognathic surgery, and to

reflect for establishing the treatment plan, making a diagnosis.

keywords : aesthetic, smile, malocclusion, smile line ratio, posed

smile

Student Number : 2010-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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