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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군군군집집집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한한한국국국인인인 성성성인인인
골골골격격격성성성 제제제 IIIIII급급급 부부부정정정교교교합합합의의의 아아아분분분류류류

골격성 부정교합은 각 골격성 구성요소의 크기 및 배열에 의한 결과이며 이러
한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골격성 부정교합의 원인 요소 추정 및 개별 특성에 따
른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류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이를 위한 시도는 제 III급 부정교합에 대해서 적용된 바가 있으나 최
근 제 II급 부정교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의 원인요소에 대한
고찰이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의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자 200명(남 88,여 112명)을 대상으로 각 안면골격 구성요소의 크기 및
배열을 반영하는 계측치 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세분하여보고,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상교합자 대조군과 비교 평가함으로써,이를 통
해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 및 치료계획수립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남녀 간의 계측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이는 크기와 관련된 항목에서 남자가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났고,그 배
열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2.실험군은 대조군에 대해 상악골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열성장이나,하악골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고 후하방회전되어 있었으며,상하악 전치가 과맹출되어 있
었다.

3.군집분석을 통해 남녀 각각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바,두개저의 saddle
angle,후방 두개저 길이,하악골의 하악지 및 하악체의 크기,gonialangle,
articularangle,상악 전치부의 설측경사 등이 각 군집을 구별하는 주된 원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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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반면,상악골의 전후방적 위치 및 크기는 군집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상악골 및 하악골이 동반되어 열성장된 형태도 존재하였다.

4.남자의 경우,하악지 및 하악체의 크기 감소,하악골의 후하방 회전 등 다수
의 특징적이지 않은 원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군집에 표본이 편중되며,나
머지는 두개저 및 하악골에서의 한 두가지의 특징적인 원인 요소를 가지고 소수
의 표본을 포함하는 군집들로 구분되었다.

5.여자의 경우,남자와 달리 각 여섯 군집의 표본 수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
포하였으며,후방 두개저의 크기 및 두개저의 배열,하악지 및 하악체의 크기 및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 등의 개개 특징적인 원인요소 및 이들의 조합으로 제 II급
골격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상악골의 크기 및 전방 위치에 의
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관계의 형성에는 두개저의 각도
및 후방 두개저의 크기 및 하악지의 크기 및 회전 정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남녀 각 군집의 표본 분포는 여자에서 더 고른 분포를 보여
남녀 간 제 II급 골격 관계 형성의 기여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
다.

핵심되는 말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군집분석,부정교합 병인론,부정교합 분
류,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계측,인류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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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이이 기기기 준준준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안안안 광광광 석석석

111...서서서론론론

치열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이들을 정상범주와 이상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려는 시도가 1899년 Angle(1899)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치열의 이상적인 교합,특히 전후방적인 면을 설명한 것으로
차후 Andrews(1972)등에 의해 정상교합의 개념이 구체화되긴 하였으나,이들은
모두 악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채 치열의 교합만을 강조하였다.

1931년 Broadbent(1931)에 의해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이 치과 영역에
소개된 이후,Tweed(1953),Steiner(1953),Downs(1956),Ricketts(1957),Burstone
등(1978),McNamara(1984)등 여러 선학들에 의해 다양한 계측법 및 분석법이 개
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교정의들이 이들 방법을 환자의 치열 교합과 더불어
안면골격구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의 전후방 부조화의 분류체계에 응용되었던 Angle의 분류체계를

골격구조의 분석에도 그대로 도입하여 상하악 골격적인 부조화를 Angle의 분류처
럼 전후방적으로 분류하고 표현해왔다.더욱이 이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 분석에서 사용되는 계측치들은 성장 및 골개조 부위
와 성장 영역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포함시키기 보다는 결과적인 위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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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악안면의 치성 및 골격성 부조화를 일으킨 원인요
소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손 등,2000).

Enlow 등(1969,1971,1982)에 따르면,두개 안면 골격을 이루는 개개 요소는 크
기(dimension)와 배열(alignment)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즉,같은 크기의 골
격요소라 할지라도 이들의 배열 양상에 따라 서로의 상대적인 크기 즉 effective
dimension이 결정된다고 하였다.따라서 각 골격요소와 이의 구조적 대응체
(counterpart)간,예를 들어 상악과 하악 간의 effectivedimension이 조화를 이루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기존의 분석법은 이러한 effectivedimension의 부
조화를 확인하는 데는 적절하나,실제 그러한 부조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크기와
배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따라서 두 개체가 비슷
하게 effectivedimension의 부조화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의 원인요소는 각각 전혀
다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같은 골격성 제 II급 부조화라 할지라도
(effectivedimension)그 원인요소는 상악의 과성장과 하악의 열성장(dimension의
문제),혹은 상악과 하악의 후하방회전(alignment의 문제)등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인지할 때,기존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Angle분류에
근거한 제 I급,제 II급 및 제 III급 부정교합이라는 분류 내에서도 원인 요소에 따
른 다양한 아분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원인요소의 차이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간 Angle분류의 한계를 인식한 Sanborn(1955),Jacobson등(1974),Ellis
와 McNamara(1984),Martone등(1992),Baik등(2000),Park와 Baik(2001)등의
여러 선학들에 의해 각 Angle분류 내에서 더욱 세분화된 분류 및 이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들 역시 원인요소 보다는 주로
결과적인 상하악골과 기저골간의 전후방 관계,예를 들면 상악 열성장 혹은 하악
과성장 등의 조합에 의한 분류가 주를 이루었다.주로 기존에 알려진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 분석법 중 상하악의 전후방 관계를 나타내는 계측치를 이용하여
인구집단 다수의 평균치와의 비교를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결과적으로 각
분류의 상하악 기저골간 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이를 유발한 원인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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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두개 안면부의 전후방적 골격 부조화는 크게 두개저,상악골 및 하악골의 문

제,더 세분화해서 상악골의 구성요소 혹은 하악골의 구성요소에 이르기까지 구체
적으로 상대적인 크기 및 배열 관계에서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들 구체
적인 원인요소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동시에 나타나는 원인요소들의 조합이 존
재할 수 있으며,반대로 어떤 요소들 간의 조합은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다.이러한 원인요소의 조합이 존재한다면 그 조합에 따라 다양한 아분류가 가
능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분류는 통계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시도할 수 있다.
군집분석이란 개체들을 서로 유사한 것끼리 군집화 하거나 상관관계가 큰 변

수들끼리 집단으로 묶는 통계적 방법을 의미한다.개체들 간의 유사성(similarity)
또는 이와 반대 개념인 거리(distance)에 근거하여 개체들을 유사한 것끼리 집단으
로 군집화하는데,모집단 또는 그 범주에 대한 사전지식은 배제한 채 대용량 데이
터 그 자체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즉 다른 편견의 개입 없이 표본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간의 유사성 혹은 거리에 근거하여 군집화를 함으로써
전체 집단의 세분화가 가능하다.교정영역에서도 군집분석을 이용한 아분류의 시
도들은 이미 이루어진바가 있으며,이는 전체 부정교합자 대상(Hirschfeld 등,
1973),정상교합자 대상(Kim 등,2005),제 II급 부정교합대상(Moyers등,1980),
제III급 부정교합대상(Hong과 Yi,2001)등,다양하게 적용된바 있다.Hirschfeld등
(1973)은 308명의 부정교합을 가진 북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분
류하여보고 이를 Angle분류와 비교 평가를 한 결과,제 II급 부정교합 내에서는
Angle분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당히 다양한 군집이 나타남을 확
인한 바 있으며,Moyers등(1980)은 상기 연구를 토대로 제 II급 부정교합자 697
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수평적으로 6가지 및 수직적으로 5가지 조합의
아분류를 한 바 있다.그러나 이들의 군집분석에 의한 분류 역시 결과적인 표현형
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여,정확한 원인요소에 의한 분류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표현된 골격적 부조화에 따른 분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연구 대상자도 치
성과 골격성 제 II급의 구분이 없었으며,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하여 남녀구분 없이 이루어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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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제 II급 골격관계를 가지는 한국인 성인 부정교합자를 대상으
로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안면 골격의 각 구성요소의 크기 및 배열을 대변하는 변
수의 조합에 따라 세분하여보고,각 군집의 특성을 정상교합자와 비교 평가함으로
써 해당 군집에서 제 II급 골격관계 형성과 관련된 유의한 원인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 환자들 개개 환자에 더욱 적합한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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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222...111...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들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치과 교정과 소장 자료들 중,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결과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200명(남자 88명,여자 112명)을 선별하였다(Table1).

1.McNamara분석의 상하악 골격의 전후방적 부조화를 기준으로,대한 치과
교정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정상치 (대한치과교정학회 부정교합백서발간
위원회,1997)(A - N perpendicularline:0.43mm SD=3.33,Pog - N
perpendicularline:-2.17mm SD=5.89)에 근거하여,정상 평균에서 1SD
이상 상하악이 제 II급 골격관계를 보여주는,즉 N perpendicularline을 기
준으로 A point가 Pogonion에 대해 수평적으로 11.82mm 이상 차이를 보이
는 자.

2.Angle분류에 근거한 제 II급 구치관계.
3.이전에 교정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4.특기할 외상 경험 및 안면 비대칭이 없는 자 혹은 경미한 자.
5.성장장애나 특기할 전신질환 및 악안면 기형 증후군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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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대대대조조조군군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두개안면기형 연구소의 소장 자료로서,연세대학교 신입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 중,정상교합자로서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 18
세 이상 성인 73명(남자 38명,여자35명)을 선별하였다(Table1).

1.이전에 교정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Angle분류상 제 I급 구치 및 견치 관계.
3.제3대구치를 제외한 전 치아가 구강 내에 존재할 것.
4.치아간 공간이 1mm 이하이고 crowding이 3mm 이하.
5.수평 피개나 수직 피개가 정상이며 정중선변위가 1mm 이하.
6.양호한 profile을 가진 자.
7.특기할 외상 경험 및 안면 비대칭이 없는 자 혹은 경미한 자.
8.성장장애나 특기할 전신질환 및 악안면 기형 증후군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TTTeeesssttt CCCooonnntttrrrooolll
MMMaaallleee(((nnn===888888))) FFFeeemmmaaallleee(((nnn===111111222))) MMMaaallleee(((nnn===333888))) FFFeeemmmaaallleee(((nnn===333555)))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AAAgggeee(((yyyeeeaaarrr))) 22.56 5.28 23.75 5.35 18.92 1.44 19.91 2.80
AAA---PPPoooggg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mmmmmm))) 17.33 4.14 17.10 3.95 1.48 2.38 1.68 2.25

Table1.Informationsonsamplesize,ageandgender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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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222...222...111측측측모모모 두두두부부부 규규규격격격 방방방사사사선선선 사사사진진진 촬촬촬영영영 및및및 디디디지지지털털털화화화 처처처리리리

실험군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 표본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방사선과에서 Cranex3+(Soredex,Helsinki,Finland)로 통법에 따라 촬영되어 동
병원의 방사선 사진 영상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PACS(Picture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DICOM (Digital
ImagingandCommunicationsinMedicine)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영상정보를 이
용하였다.

PACS 도입 이전에 동일한 방사선 촬영기기로 촬영된 일부 실험군 표본은
촬영된 필름을 DiagnosticProPlus(Vidarsystem corp,Herndon,USA)스캐너로
디지털화하고 실측치를 보정하여 PACS에 업로드 하여 이용하였다.

대조군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표본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서 Cranex3+로 통법에 따라 촬영되었으며,이들 필름 역시 Diagnostic
ProPlus스캐너로 디지털화하고 실측치를 보정하여 PACS에 업로드 하여 이용하
였다.

222...222...222계계계측측측점점점,,,계계계측측측 평평평면면면 및및및 계계계측측측치치치

Enlow(1982)의 구조적 대응체 분석법(Counterpartanalysis)및 Burstone등
(1978)의 분석법을 토대로 계측점과 계측치 등을 선정하였으며,수평 및 수직 기
준 평면은 프랑크푸르트 평면을 바탕으로 하여 Sella를 지나며 FH 평면과 평행하
는 선을 수평 기준평면으로,Sella를 지나며 FH평면에 수직인 선을 수직 기준평면
으로 설정하였다(Figure1,2,3).



- 8 -

계계계측측측점점점

Sella(S),Nasion(N),Articulare(Ar),
Porion(P),Orbitale(Or)
Anteriornasalspine(ANS),Posteriornasalspine(PNS),
A point(A),Upperincisortip(U1),Upperincisorroot(U1R),
Uppermolarcusp(U6),Bpoint(B),
Pogonion(Pog),Menton(Me),Gonion(Go),
Lowerincisortip(L1),Lowerincisorroot(L1R),Lowermolarcusp(L6)

Figure1. Landmarksandreference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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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계측측측평평평면면면

FH plane(FH):프랑크푸르트 평면,기준평면
Verticalreferenceplane(VP):FH에 수직으로 Sella를 지나는 평면
Horizontalreferenceplane(HP):FH와 평행하며 Sella를 지나는 평면
SN plane(SN):Sella와 Nasion을 연결한 평면
Palatalplane(PP):PNS와 ANS를 연결한 평면
Upperocclusalplane(UOP):U1과 U6을 연결한 평면
Lowerocclusalplane(LOP):L1과 L6을 연결한 평면
Mandibularplane(MP):Gonion과 Menton을 연결한 평면

계계계측측측치치치

(1)크기(dimension)
:두개저
①Sella-Nasion:전방 두개저의 길이
②Sella-Articulare:후방 두개저의 길이
③VP-Ar: VP에 대한 후방 두개저의 전후방 위치
:상악
④PNS-A (PP에 투사한 거리):상악 기저골의 전후방 길이
⑤PNS-U1(PP에 투사한 거리):상악 치조골의 전후방 길이
⑥HP-ANS :상악골 전방부의 수직적 길이
⑦HP-PNS:상악골 후방부의 수직적 길이
⑧U1-PP:상악 치조골 전방부의 수직적 길이
⑨U6-PP:상악 치조골 후방부의 수직적 길이
⑩VP-PNS:VP에 대한 상악복합체의 전후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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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⑪Ar-Go:하악지의 수직적 길이
⑫Go-Me:하악체의 수평적 길이
⑬L1-MP:하악 치조골 전방부의 수직적 길이
⑭L6-MP:하악 치조골 후방부의 수직적 길이
⑮VP-Go:VP에 대한 하악골의 전후방 위치

Figure2. Linear measurements representing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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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열(alignment)
:두개저

ⓐSaddleangle:전후방두개저의 배열
ⓑSN toFH angle:전방두개저와 FH의 배열

:상악
ⓒPPtoFH angle:상악골의 배열
ⓓUOPtoFH angle:상악 치조골의 배열
ⓔU1toPPangle:상악 치아의 전방 돌출도

Figure3.Angularmeasurementsrepresentingal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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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Articularangle:두개저와 하악지의 배열
ⓖGonialangle:하악지와 하악체의 배열
ⓗMPtoFH angle:하악체의 배열
ⓘLOPtoFH angle:하악 치조골의 배열
ⓙL1toMPangle:하악 치아의 전방 돌출도

222...222...333계계계측측측치치치의의의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PACS에 저장된 실험군 및 대조군의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 표본의 분석
을 위해,V analysis(Cybermed,Seoul,Korea)를 이용하여 상기의 계측점과 계측
치를 편집하여 분석법을 작성한 후,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 분석 프로그램인
V ceph4.0(Cybermed,Seoul,Kore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사진의 계측 및 분석은 동일한 조
사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조사자내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포함한 표본에서 무작위로 20개를 뽑아 최초 계측한지 1개월 후 재 계측 및 분석
하였다.

상기에서 얻어진 분석치를 SAS 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1)조사자내 오차 검정(pairedt-test)
(2)실험군 및 대조군 각각에서 남자와 여자간의 유의차 검정(t-test)
(3)남녀 각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차 검정(t-test)-군집분석 전의 실
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차 확인

(4)실험군에서 남녀 각각의 군집분석(k-meansmethod)-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 10개 이하로 설정

(5)각 군집과 실험군 전체 간의 유의차 검정(t-test)
(6)각 군집과 대조군 간의 유의차 검정(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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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333...111조조조사사사자자자내내내 오오오차차차 검검검정정정

무작위로 선별된 20개의 표본을 1개월 간격으로 재측정 하였을 때,paired
t-test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33...222실실실험험험군군군 및및및 대대대조조조군군군 내내내에에에서서서 남남남녀녀녀의의의 유유유의의의차차차 검검검정정정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남자 표본과 여자 표본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2).
유의차를 보이는 대부분의 계측치는 주로 거리에 관련된 항목들이었으며,각도

에 관련된 계측치는 별다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즉,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
보다 안면 골격의 크기는 더 큰 경향을 보였으며,그 배열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남녀의 차이가 확연하여 향후의 통계분석은 모두 남녀를 분리하여 각각 시행

하여 평가하였다.

333...333남남남녀녀녀 각각각각각각 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간간간의의의 유유유의의의차차차 검검검정정정

군집 분석 전에 남녀 각각의 실험군 전체와 대조군의 유의차를 확인하였다
(Table3).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남자와 여자

에서 대개 공통적이었다.실험군은 대조군에 대해 상악골이 수평적으로 다소 후방
위치하여 있으며,하악골은 상당히 후방위치 되어 있었다.상악 전치가 과맹출되어
있고,하악지 하악체 모두 대조군보다 상당히 크기가 작았다.하악 전치도 과맹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준 평면은 후하방 회전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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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열성장이나,하악체와 하악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
고 후하방회전되어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하악 전치의 과맹출이 본 연구
에서 나타난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의 유발 원인의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0.05, **:p<0.01, ***:p<0.001

TTTeeesssttt CCCooonnntttrrrooolll
MMMaaallleee(((nnn===888888))) FFFeeemmmaaallleee(((nnn===111111222)))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aaallleee(((nnn===333888))) FFFeeemmmaaallleee(((nnn===333555)))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4.08 3.42 69.91 3.25 *** 75.06 2.74 71.39 2.66 ***
SSS---AAArrr 39.78 4.14 34.58 3.24 *** 41.32 3.76 36.93 3.03 ***
VVVPPP---AAArrr 17.03 3.51 14.92 2.89 *** 18.16 2.52 16.28 2.88 **
PPPNNNSSS---AAA 51.47 3.01 48.44 2.93 *** 51.24 2.59 49.32 2.70 **
PPPNNNSSS---UUU111 57.65 4.87 55.55 4.61 ** 58.65 3.91 56.90 3.22 *
HHHPPP---AAANNNSSS 51.27 4.22 46.14 3.77 *** 50.71 3.76 46.68 3.19 ***
HHHPPP---PPPNNNSSS 50.24 3.31 45.44 3.02 *** 50.80 2.60 46.72 3.05 ***
UUU111---PPPPPP 34.49 3.05 33.75 2.62 31.75 2.30 31.12 2.65
UUU666---PPPPPP 26.01 2.52 24.73 2.48 *** 26.54 2.04 24.76 2.09 ***
VVVPPP---PPPNNNSSS 21.34 2.76 20.70 2.56 24.08 2.55 22.47 2.29 **
AAArrr---GGGooo 50.45 5.68 45.63 4.74 *** 60.00 5.73 52.97 4.28 ***
GGGooo---MMMeee 76.80 5.20 72.97 5.36 *** 84.28 4.64 80.97 4.09 **
LLL111---MMMPPP 51.32 3.28 48.59 3.19 *** 47.35 2.87 44.12 2.02 ***
LLL666---MMMPPP 38.01 2.78 35.02 2.83 *** 37.38 3.29 33.93 1.72 ***
VVVPPP---GGGooo 17.87 4.77 15.73 4.40 ** 11.72 5.90 11.77 4.57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4.20 5.22 125.43 5.42 124.56 3.29 124.79 4.96
SSSNNN∠∠∠FFFHHH 8.90 2.84 9.87 2.67 * 8.46 1.99 8.60 2.37
FFFHHH∠∠∠PPPPPP 1.08 3.29 0.78 3.27 -0.08 3.11 0.01 2.86
FFFHHH∠∠∠UUUOOOPPP 12.90 4.16 13.58 3.81 7.38 2.77 9.24 3.25 *
UUU111∠∠∠PPPPPP 64.10 7.72 64.86 8.46 60.43 6.33 61.16 5.09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5.82 7.32 155.60 6.85 147.54 5.76 148.93 5.88
∠∠∠GGGooonnniiiaaalll 122.02 7.03 124.79 6.85 ** 117.57 7.26 118.63 5.93
MMMPPP∠∠∠FFFHHH 33.11 6.01 35.94 5.91 ** 21.18 4.12 23.72 4.21 *
FFFHHH∠∠∠LLLOOOPPP 10.51 5.49 12.50 5.34 * 4.77 3.47 6.26 3.07
LLL111∠∠∠MMMPPP 99.74 6.89 99.19 7.08 96.37 6.10 96.15 6.74

Table2. Meandifferencesbetweenmaleandfemal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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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333...444남남남녀녀녀 각각각각각각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의의의 군군군집집집분분분석석석

실험군 남녀 각각에 대해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4).군집간의 거리,
Dendrogram 및 임상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군집의 수는 6개로 설정하였다(Figure
4).

MMMaaallleee FFFeeemmmaaallleee
MMMeeeaaannn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TTTeeesssttt---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TTTeeesssttt---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0.98 -1.48 *
SSS---AAArrr -1.54 -2.35 ***
VVVPPP---AAArrr -1.13 * -1.36 *
PPPNNNSSS---AAA 0.24 -0.87
PPPNNNSSS---UUU111 -1.00 -1.35
HHHPPP---AAANNNSSS 0.56 -0.54
HHHPPP---PPPNNNSSS -0.56 -1.28 *
UUU111---PPPPPP 2.73 *** 2.63 ***
UUU666---PPPPPP -0.52 -0.03
VVVPPP---PPPNNNSSS -2.73 *** -1.78 ***
AAArrr---GGGooo -9.55 *** -7.34 ***
GGGooo---MMMeee -7.48 *** -8.00 ***
LLL111---MMMPPP 3.96 *** 4.47 ***
LLL666---MMMPPP 0.63 1.09 **
VVVPPP---GGGooo 6.14 *** 3.95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0.36 0.64
SSSNNN∠∠∠FFFHHH 0.44 1.26 *
FFFHHH∠∠∠PPPPPP 1.15 0.77
FFFHHH∠∠∠UUUOOOPPP 5.52 *** 4.35 ***
UUU111∠∠∠PPPPPP 3.67 * 3.69 **
∠∠∠AAArrrtttiiicccuuulllaaarrr 8.27 *** 6.67 ***
∠∠∠GGGooonnniiiaaalll 4.44 ** 6.16 ***
MMMPPP∠∠∠FFFHHH 11.93 *** 12.22 ***
FFFHHH∠∠∠LLLOOOPPP 5.73 *** 6.25 ***
LLL111∠∠∠MMMPPP 3.37 * 3.04 *

Table3. MeandifferencesbetweenTest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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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aaallleee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FFFrrreeeqqquuueeennncccyyy %%% DDDiiissstttaaannnccceeebbbeeetttwwweeeeeennn
CCCllluuusssttteeerrrccceeennntttrrroooiiidddsss CCCllluuusssttteeerrr FFFrrreeeqqquuueeennncccyyy %%% DDDiiissstttaaannnccceeebbbeeetttwwweeeeeennn

CCCllluuusssttteeerrrccceeennntttrrroooiiidddsss
1 4 4.55 18.03 1 21 18.75 17.76
2 10 11.36 19.30 2 18 16.07 16.65
3 6 6.82 18.55 3 10 8.93 17.87
4 16 18.18 18.06 4 28 25.00 18.26
5 45 51.14 19.64 5 24 21.43 17.70
6 7 7.95 18.09 6 11 9.82 16.90

Table4. Resultsofclusteranalysisinthetestgroup

Figure4-1. Dendrogram ofmalecluster



- 17 -

Figure4-2. Dendrogram offemalecluster

333...555각각각 군군군집집집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군집 분석 후 얻어진 각 군집을 실험군 전체 및 대조군과 각각 비교하여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인 유의차를 확인 하였다.
실험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개의 계측치들은 대조군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그 정도는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다.즉,각 군집이 다른 실험군과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은 대조군과 비교
시에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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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111남남남자자자

CCCllluuusssttteeerrr111(((444...555555%%%,,,nnn===444)))
---PPPooosssttteeerrriiiooorrrcccrrraaannniiiaaalllbbbaaassseeerrreeeccceeessssss
---UUU111tttoooPPPPPP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AAArrrtttiiicccuuulllaaarrr&&& 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다른 실험군들과 비교하였을 때 후방 두개저가 짧고 상악 전치부의 전방 돌출
도가 작으며 상악 전치부의 설측경사가 두드러졌다.또한 articularangle이 크게
나타났으며 교합평면 및 하악 평면도 과도하게 나타났다.대조군과 비교시 이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하악골이 전반적으로 작은 양상을 보였으며 상하악 전치
부가 다소 과맹출 되어 있었다.즉,후방 두개저가 짧고 후안면 고경이 작아 하악
골이 전반적으로 후하방회전되었고 이로 인해 articularangle이 크며 이를 치열이
보상하기 위해 상악 전치부가 과도하게 설측 경사되고 상하악 전치부가 과맹출된
양상의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Table5,Figure5).

Figure5.Anexampleofmaleclus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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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111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5.70 1.98 1.62 0.64
SSS---AAArrr 34.21 4.03 -5.57 ** -7.11 ***
VVVPPP---AAArrr 10.96 3.17 -6.07 ** -7.20 ***
PPPNNNSSS---AAA 50.13 2.15 -1.35 -1.11
PPPNNNSSS---UUU111 52.37 1.99 -5.28 * -6.28 **
HHHPPP---AAANNNSSS 49.18 1.27 -2.08 -1.52
HHHPPP---PPPNNNSSS 48.97 2.38 -1.27 -1.83
UUU111---PPPPPP 37.11 1.49 2.62 5.35 ***
UUU666---PPPPPP 24.90 0.59 -1.11 * -1.64
VVVPPP---PPPNNNSSS 21.60 0.90 0.25 -2.48
AAArrr---GGGooo 47.93 4.47 -2.52 -12.08 ***
GGGooo---MMMeee 72.48 4.45 -4.33 -11.81 ***
LLL111---MMMPPP 53.38 3.38 2.06 6.03 ***
LLL666---MMMPPP 40.44 3.41 2.43 3.06
VVVPPP---GGGooo 18.76 5.32 0.89 7.04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0.11 4.70 -4.09 -4.45 *
SSSNNN∠∠∠FFFHHH 11.60 1.27 2.70 3.14 **
FFFHHH∠∠∠PPPPPP 0.23 2.76 -0.85 0.30
FFFHHH∠∠∠UUUOOOPPP 19.06 2.78 6.15 ** 11.67 ***
UUU111∠∠∠PPPPPP 75.60 10.69 11.49 ** 15.16 ***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71.33 7.95 15.51 *** 23.79 ***
∠∠∠GGGooonnniiiaaalll 120.55 2.55 -1.47 2.97
MMMPPP∠∠∠FFFHHH 40.35 5.07 7.24 * 19.16 ***
FFFHHH∠∠∠LLLOOOPPP 17.73 3.34 7.22 * 12.95 ***
LLL111∠∠∠MMMPPP 100.36 1.99 0.61 3.98

Table5. Statisticsofmalecluster1and differencesfrom Test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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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222(((111111...333666%%%,,,nnn===111000)))
---AAAnnnttteeerrriiiooorrrcccrrraaannniiiaaalllbbbaaassseeerrreeeccceeessssss
---MMMaaaxxxiiillllllaaahhhooorrriiizzzooonnntttaaalllrrreeeccceeessssss
---MMMaaannndddiiibbbllleeerrraaammmuuusssrrreeeccceeessssss
---GGGooonnniiiaaalll&&& 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ppplllaaannneee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다른 실험군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방두개저의 길이가 다소 짧고 전반적으로 상
악골이 수평적으로 작은 양상을 보였다.또한 하악지의 길이가 짧고 gonialangle
과 mandibularplaneangle이 크게 나타났다.대조군과의 비교시 이는 더욱 두드
러졌으며 교합평면의 후하방회전도 나타났다.즉,전방 두개저 및 상악골 복합체의
열성장에도 불구하고 하악지가 특히 짧으며 하악골의 후하방성장으로 인한 과도
한 gonialangle로 인해 하악평면이 과도하게 후하방회전된 형태의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Table6,Figure6).

Figure6. Anexampleofmaleclus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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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222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1.42 4.14 -2.66 * -3.64 **
SSS---AAArrr 38.65 4.04 -1.13 -2.67
VVVPPP---AAArrr 15.97 2.55 -1.06 -2.19 *
PPPNNNSSS---AAA 47.92 2.43 -3.55 *** -3.32 ***
PPPNNNSSS---UUU111 53.86 3.09 -3.79 * -4.79 ***
HHHPPP---AAANNNSSS 47.86 4.56 -3.41 * -2.85 *
HHHPPP---PPPNNNSSS 48.67 3.68 -1.57 -2.13 *
UUU111---PPPPPP 35.05 2.88 0.56 3.29 ***
UUU666---PPPPPP 26.05 2.96 0.04 -0.49
VVVPPP---PPPNNNSSS 21.26 3.20 -0.08 -2.81 **
AAArrr---GGGooo 43.87 5.11 -6.57 *** -16.13 ***
GGGooo---MMMeee 73.85 4.24 -2.95 -10.43 ***
LLL111---MMMPPP 51.18 2.88 -0.14 3.82 ***
LLL666---MMMPPP 36.34 1.78 -1.68 -1.05
VVVPPP---GGGooo 15.76 4.18 -2.11 4.04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4.00 4.57 -0.20 -0.56
SSSNNN∠∠∠FFFHHH 9.54 2.74 0.64 1.08
FFFHHH∠∠∠PPPPPP -0.90 2.10 -1.98 -0.83
FFFHHH∠∠∠UUUOOOPPP 11.80 4.37 -1.10 4.42 *
UUU111∠∠∠PPPPPP 64.14 3.57 0.03 3.70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5.42 6.23 -0.40 7.87 ***
∠∠∠GGGooonnniiiaaalll 130.02 6.44 8.00 *** 12.44 ***
MMMPPP∠∠∠FFFHHH 39.87 5.22 6.76 ** 18.69 ***
FFFHHH∠∠∠LLLOOOPPP 12.16 5.65 1.66 7.39 **
LLL111∠∠∠MMMPPP 90.83 3.91 -8.92 *** -5.55 **

Table6.Statisticsofmalecluster2and differencesfrom Test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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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333(((666...888222%%%,,,nnn===666)))
---PPPooosssttteeerrriiiooorrrcccrrraaannniiiaaalllbbbaaassseeerrreeeccceeessssss
---MMMaaaxxxiiillllllaaavvveeerrrtttiiicccaaalllrrreeeccceeessssss
---MMMaaannndddiiibbbllleeebbbooodddyyyrrreeeccceeessssss
---GGGooonnniiiaaalll&&& 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ppplllaaannneee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후방 두개저가 짧으며 상악골이 수직적으로 작았다.또한
하악체가 작았고 gonialangle이 과도하며 교합평면 및 하악평면이 후하방회전되
어 있었다.대조군과의 비교시 이는 더욱 두드러졌다.즉,상악골이 수직적으로 열
성장되었음에도 매우 짧은 후방두개저로 인해 후안면고경이 작고 하악체의 크기
가 작으며 gonialangle이 과도하여 하악골이 후하방회전되어 골격성 제 II급 관계
가 유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Table7,Figure7).

Figure7.Anexampleofmaleclus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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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333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4.96 1.77 0.88 -0.10
SSS---AAArrr 33.05 3.93 -6.73 *** -8.27 ***
VVVPPP---AAArrr 13.00 3.10 -4.04 ** -5.16 ***
PPPNNNSSS---AAA 51.76 2.41 0.28 0.52
PPPNNNSSS---UUU111 56.12 4.01 -1.53 -2.53
HHHPPP---AAANNNSSS 47.17 3.71 -4.10 * -3.54 *
HHHPPP---PPPNNNSSS 45.12 4.06 -5.12 *** -5.69 ***
UUU111---PPPPPP 34.42 3.13 -0.07 2.67 *
UUU666---PPPPPP 24.59 2.54 -1.42 -1.95 *
VVVPPP---PPPNNNSSS 22.04 2.56 0.70 -2.04
AAArrr---GGGooo 46.54 5.15 -3.90 -13.46 ***
GGGooo---MMMeee 69.31 4.34 -7.50 *** -14.98 ***
LLL111---MMMPPP 50.59 2.17 -0.72 3.24 *
LLL666---MMMPPP 37.15 1.81 -0.86 -0.23
VVVPPP---GGGooo 11.40 2.97 -6.47 ** -0.33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4.10 5.13 -0.10 -0.46
SSSNNN∠∠∠FFFHHH 10.97 3.61 2.07 2.51
FFFHHH∠∠∠PPPPPP 2.17 4.46 1.09 2.25
FFFHHH∠∠∠UUUOOOPPP 16.86 2.88 3.95 * 9.47 ***
UUU111∠∠∠PPPPPP 68.12 7.09 4.01 7.68 **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5.22 7.02 -0.60 7.67 **
∠∠∠GGGooonnniiiaaalll 131.10 3.04 9.08 ** 13.52 ***
MMMPPP∠∠∠FFFHHH 39.44 5.23 6.33 * 18.25 ***
FFFHHH∠∠∠LLLOOOPPP 16.64 4.95 6.13 ** 11.87 ***
LLL111∠∠∠MMMPPP 98.55 3.42 -1.20 2.17

Table7. Statisticsofmalecluster3and differencesfrom Test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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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444(((111888...111888%%%,,,nnn===111666)))
---UUU111tttoooPPPPPP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AAArrrtttiiicccuuulllaaarrr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상악 치조골의 수평적 길이 및 치열의 돌출도가 작게 나타
났으며 상악 및 하악 치열의 수직적인 길이도 다소 작게 나타났다.또한 하악골이
후방위치되어 있었고 gonialangle은 작게 나타났으나 articularangle은 크게 나타
났다.대조군과의 비교에서 상기의 내용은 더욱 두드러졌고 mandibularplane및
교합평면이 후하방회전되어 있으며 하악지 및 하악체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즉,
상악 기저골은 정상에 가까우나 상악 전치부의 과도한 설측 경사로 articular
angle이 과도하고 하악골이 후방위치되어 유발된 골격성 제 II급 관계임을 유추
할 수 있었다(Table8,Figure8).

Figure8.Anexampleofmaleclust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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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444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4.37 3.53 0.29 -0.69
SSS---AAArrr 40.11 3.41 0.33 -1.21
VVVPPP---AAArrr 15.80 2.09 -1.24 -2.36 **
PPPNNNSSS---AAA 50.24 1.70 -1.23 * -1.00
PPPNNNSSS---UUU111 53.89 2.27 -3.76 *** -4.76 ***
HHHPPP---AAANNNSSS 52.99 4.10 1.72 2.28
HHHPPP---PPPNNNSSS 51.27 2.55 1.03 0.46
UUU111---PPPPPP 33.32 2.67 -1.17 1.57 *
UUU666---PPPPPP 23.68 1.97 -2.33 *** -2.86 ***
VVVPPP---PPPNNNSSS 21.74 2.80 0.39 -2.34 **
AAArrr---GGGooo 48.16 4.46 -2.29 -11.84 ***
GGGooo---MMMeee 77.24 4.46 0.44 -7.04 ***
LLL111---MMMPPP 49.56 2.92 -1.75 * 2.21 *
LLL666---MMMPPP 37.52 1.74 -0.49 0.14
VVVPPP---GGGooo 20.40 3.85 2.53 * 8.67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1.35 4.30 -2.85 * -3.21 **
SSSNNN∠∠∠FFFHHH 8.07 2.26 -0.83 -0.39
FFFHHH∠∠∠PPPPPP 1.91 3.40 0.83 1.98 *
FFFHHH∠∠∠UUUOOOPPP 15.87 3.79 2.96 ** 8.48 ***
UUU111∠∠∠PPPPPP 69.53 6.72 5.43 ** 9.10 ***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62.34 4.89 6.52 *** 14.79 ***
∠∠∠GGGooonnniiiaaalll 116.44 4.67 -5.58 ** -1.13
MMMPPP∠∠∠FFFHHH 32.02 4.32 -1.09 10.84 ***
FFFHHH∠∠∠LLLOOOPPP 11.15 4.57 0.64 6.37 ***
LLL111∠∠∠MMMPPP 99.94 5.47 0.19 3.56 *

Table8. Statisticsofmalecluster4and differencesfrom Test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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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555(((555111...111444%%%,,,nnn===444555)))
---GGGeeennneeerrraaalll

전체 군집 중 가장 다수의 표본을 포함하는 군집으로 실험군에 대해서는 상악
전치부가 다소 돌출되어 있고 articularangle및 교합평면 하악 평면각은 다소 작
게 나타났다.대조군에 대해서는 상악골이 수평적으로 다소 후방 위치하여 있으며
하악골도 후방위치되어 있었다.상악 및 하악 전치가 과맹출되어 있고 하악지,하
악체 모두 작았다.Gonialangle,articularangle및 대부분의 기준 평면은 후하방
회전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상기의 부조화들의 정도는 다른 군집에서
나타난 정도보다 경미하였다.즉,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군집으
로 특징적인 원인요소를 지녔다기보다는 상악골은 정상적이나 하악골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고 후하방회전되어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하악 전치의 과맹
출이 골격성 제II급 부정교합의 유발원인이었으며,이러한 부조화들은 다른 군집들
에 비하여는 심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Table9,Figure9).

Figure9.Anexampleofmaleclust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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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555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4.65 3.20 0.57 -0.40
SSS---AAArrr 41.22 3.37 1.44 * -0.10
VVVPPP---AAArrr 18.24 2.99 1.21 0.08
PPPNNNSSS---AAA 52.54 2.83 1.06 1.30 *
PPPNNNSSS---UUU111 60.04 4.42 2.39 ** 1.39
HHHPPP---AAANNNSSS 52.12 3.76 0.86 1.41
HHHPPP---PPPNNNSSS 51.21 2.81 0.98 0.41
UUU111---PPPPPP 34.84 2.99 0.35 3.09 ***
UUU666---PPPPPP 26.99 2.18 0.98 * 0.46
VVVPPP---PPPNNNSSS 21.32 2.74 -0.02 -2.76 ***
AAArrr---GGGooo 52.09 4.14 1.64 -7.91 ***
GGGooo---MMMeee 78.54 4.55 1.73 -5.74 ***
LLL111---MMMPPP 52.42 2.96 1.10 5.06 ***
LLL666---MMMPPP 38.51 3.17 0.50 1.13
VVVPPP---GGGooo 17.95 4.71 0.08 6.23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4.89 5.28 0.69 0.33
SSSNNN∠∠∠FFFHHH 8.62 2.82 -0.28 0.16
FFFHHH∠∠∠PPPPPP 0.92 2.92 -0.16 1.00
FFFHHH∠∠∠UUUOOOPPP 11.40 3.25 -1.50 * 4.02 ***
UUU111∠∠∠PPPPPP 61.17 6.81 -2.93 * 0.74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3.43 5.12 -2.39 * 5.88 ***
∠∠∠GGGooonnniiiaaalll 122.47 5.40 0.45 4.89 ***
MMMPPP∠∠∠FFFHHH 32.15 3.70 -0.96 10.96 ***
FFFHHH∠∠∠LLLOOOPPP 9.20 4.95 -1.31 4.42 ***
LLL111∠∠∠MMMPPP 100.00 5.82 0.26 3.63 **

Table9. Statisticsofmalecluster5and differencesfrom Test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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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666(((777...999555%%%,,,nnn===777)))
---SSSaaaddddddllleee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saddleangle이 크게 나타났고 후방두개저도 상대적으로
후방위치되어 있었다.하악지도 길고 articularangle,gonialangle및 하악 평면각
은 다소 작게 나타났으며 하악 전치부가 돌출되어 있었다.대조군과 비교시
saddle angle의 크기 및 하악 돌출도는 더욱 두드려졌으나 하악지의 길이와
articularangle,gonialangle및 하악 평면각은 정상범주에 속하였다.즉,과도한
saddleangle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악골이 후방위치되어 정상에 가까운 하악골임
에도 불구하고 골격성 제 II급 관계가 유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Table10,
Figure10).

Figure10.  Anexampleofmaleclust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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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666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1.88 3.19 -2.20 -3.18 **
SSS---AAArrr 40.38 2.41 0.60 -0.94
VVVPPP---AAArrr 20.55 2.61 3.52 * 2.39 *
PPPNNNSSS---AAA 53.04 3.43 1.57 1.81
PPPNNNSSS---UUU111 60.63 4.71 2.98 1.98
HHHPPP---AAANNNSSS 51.40 4.10 0.14 0.70
HHHPPP---PPPNNNSSS 48.97 2.22 -1.26 -1.83
UUU111---PPPPPP 32.64 4.01 -1.85 0.89
UUU666---PPPPPP 26.84 1.93 0.83 0.30
VVVPPP---PPPNNNSSS 19.97 3.37 -1.37 -4.10 ***
AAArrr---GGGooo 59.30 1.89 8.85 *** -0.70
GGGooo---MMMeee 77.77 5.48 0.97 -6.51 **
LLL111---MMMPPP 47.90 3.72 -3.42 ** 0.54
LLL666---MMMPPP 37.68 2.33 -0.33 0.30
VVVPPP---GGGooo 19.60 3.55 1.73 7.88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8.99 4.11 4.79 * 4.43 **
SSSNNN∠∠∠FFFHHH 8.36 3.19 -0.54 -0.11
FFFHHH∠∠∠PPPPPP 2.57 5.03 1.49 2.64
FFFHHH∠∠∠UUUOOOPPP 10.48 2.76 -2.43 3.09 **
UUU111∠∠∠PPPPPP 60.49 5.56 -3.61 0.06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48.49 3.87 -7.33 * 0.95
∠∠∠GGGooonnniiiaaalll 113.51 3.92 -8.51 ** -4.07
MMMPPP∠∠∠FFFHHH 22.58 3.12 -10.54 *** 1.39
FFFHHH∠∠∠LLLOOOPPP 5.70 3.73 -4.81 0.92
LLL111∠∠∠MMMPPP 111.05 6.87 11.30 *** 14.67 ***

Table10. Statisticsofmalecluster6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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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uuummmmmmaaarrryyyooofffmmmaaallleeecccllluuusssttteeerrr

남자의 각 변수들에서 군집들 간에 유의차를 가지는 쌍들을 Table11에 정리하였
고,각 군집을 실험군 및 대조군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의 정도를 Table
12에 정리하였다.

N/S:Nocomparableclusterwithstatisticaldifference(p>0.05)

MMMaaallleee PPPaaaiiirrrsssooofffcccllluuusssttteeerrrssseeexxxhhhiiibbbiiitttiiinnngggssstttaaatttiiissstttiiicccaaallllllyyy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iiinnneeeaaaccchhhvvvaaarrriiiaaabbbllleee(((ppp<<<000...000555)))

SSS---NNN 1-2,3-2,5-6,5-2,4-2
SSS---AAArrr 5-2,5-1,5-3,6-1,6-3,4-1,4-3,2-1,2-3
VVVPPP---AAArrr 6-5,6-2,6-4,6-3,6-1,5-2,5-4,5-3,5-1,2-3,2-1,4-3,4-1,3-1
PPPNNNSSS---AAA 6-4,6-2,5-4,5-2,3-2,4-2
PPPNNNSSS---UUU111 6-3,6-4,6-2,6-1,5-3,5-4,5-2,5-1
HHHPPP---AAANNNSSS 4-2,4-3,5-2,5-3
HHHPPP---PPPNNNSSS 4-2,4-3,5-2,5-3,6-3,1-3
UUU111---PPPPPP 1-4,1-6
UUU666---PPPPPP 5-3,5-4,6-4,2-4
VVVPPP---PPPNNNSSS N/S
AAArrr---GGGooo 6-5,6-4,6-1,6-3,6-2,5-4,5-3,5-2,4-2
GGGooo---MMMeee 5-2,5-1,5-3,6-3,4-3
LLL111---MMMPPP 1-4,1-6,5-4,5-6,2-6
LLL666---MMMPPP 1-2,5-2
VVVPPP---GGGooo 4-2,4-3,6-3,1-3,5-3
∠∠∠SSSaaaddddddllleee 6-5,6-2,6-4,6-1,5-4
SSSNNN∠∠∠FFFHHH 1-5,1-4,3-4
FFFHHH∠∠∠PPPPPP 6-2,4-2
FFFHHH∠∠∠UUUOOOPPP 1-2,1-5,1-6,3-2,3-5,3-6,4-2,4-5,4-6
UUU111∠∠∠PPPPPP 1-2,1-5,1-6,4-2,4-5,4-6,3-5,3-6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4,1-2,1-3,1-5,1-6,4-2,4-3,4-5,4-6,2-6,3-6,5-6
∠∠∠GGGooonnniiiaaalll 3-5,3-1,3-4,3-6,2-5,2-1,2-4,2-6,5-4,5-6,1-6
MMMPPP∠∠∠FFFHHH 1-5,1-4,1-6,2-5,2-4,2-6,3-5,3-4,3-6,5-6,4-6
FFFHHH∠∠∠LLLOOOPPP 1-4,1-5,1-6,3-4,3-5,3-6,2-6,4-6
LLL111∠∠∠MMMPPP 6-1,6-5,6-4,6-3,6-2,1-2,5-2,4-2,3-2

Table11. Comparisonofeachvariableofmalecluster



- 31 -

0+: larger than mean within 1SD, -0: smaller than mean within 1SD,

+: larger than mean beyond 1SD, -: smaller than beyond 1SD,

+ or - means 1SD.

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111 CCCllluuusssttteeerrr222 CCCllluuusssttteeerrr333 CCCllluuusssttteeerrr444 CCCllluuusssttteeerrr555 CCCllluuusssttteeerrr666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SSS---NNN -0 - -
SSS---AAArrr - - - -- 0+
VVVPPP---AAArrr - -- -0 - -- -0 + 0+
PPPNNNSSS---AAA - - -0 0+
PPPNNNSSS---UUU111 - - -0 - -0 - 0+
HHHPPP---AAANNNSSS -0 -0 -0 -0
HHHPPP---PPPNNNSSS -0 - --
UUU111---PPPPPP ++ + - 0+ +
UUU666---PPPPPP -0 -0 -0 - 0+
VVVPPP---PPPNNNSSS - -0 - -
AAArrr---GGGooo -- - -- -- -- - +
GGGooo---MMMeee -- -- - --- - - -
LLL111---MMMPPP ++ + + -0 0+ + -
LLL666---MMMPPP
VVVPPP---GGGooo + 0+ - 0+ + + +
∠∠∠SSSaaaddddddllleee - -0 -0 0+ +
SSSNNN∠∠∠FFFHHH +
FFFHHH∠∠∠PPPPPP 0+
FFFHHH∠∠∠UUUOOOPPP + ++++ + 0+ +++ 0+ +++ -0 + +
UUU111∠∠∠PPPPPP + ++ + 0+ + -0
∠∠∠AAArrrtttiiicccuuulllaaarrr ++ ++++ + + 0+ ++ -0 + -
∠∠∠GGGooonnniiiaaalll + + + + -0 0+ -
MMMPPP∠∠∠FFFHHH + ++++ + ++++ + ++++ ++ ++ -
FFFHHH∠∠∠LLLOOOPPP + +++ ++ + +++ + +
LLL111∠∠∠MMMPPP - -0 0+ 0+ + ++

Table 12. Extentofmean differences ofvariables in each male cluster in
comparisontoTest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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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222여여여자자자

CCCllluuusssttteeerrr111(((111888...777555%%%,,,nnn===222111)))
---SSSaaaddddddllleeeaaannngggllleeerrreeeccceeessssss
---MMMaaannndddlllbbbllleeerrraaammmuuusssrrreeeccceeessssss
---AAArrrtttiiicccuuulllaaarrr&&& 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ppplllaaannneee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saddleangle의 크기가 작고 하악지가 짧으며 articular
angle의 크기가 크고 mandibularplane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대조군과의 비교시
이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하악 전치가 과맹출 되어 있었다.즉,saddle
angle은 작고 상악골은 정상범주이나 짧은 하악지와 articular angle 및
mandibularplaneangle이 과도하여 하악골이 후하방 회전되어 있으며,이를 보상
하기위해 하악 전치가 과맹출된 형태의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이었다(Table13,
Figure11).

Figure11. Anexampleoffemaleclus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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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111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68.57 3.98 -1.34 -2.82 **
SSS---AAArrr 33.01 2.81 -1.57 * -3.92 ***
VVVPPP---AAArrr 12.43 2.39 -2.49 *** -3.86 ***
PPPNNNSSS---AAA 47.46 2.35 -0.98 -1.86 *
PPPNNNSSS---UUU111 55.78 3.30 0.23 -1.12
HHHPPP---AAANNNSSS 48.28 2.98 2.14 * 1.61
HHHPPP---PPPNNNSSS 46.21 2.76 0.77 -0.50
UUU111---PPPPPP 33.25 2.46 -0.49 2.14 **
UUU666---PPPPPP 25.05 2.07 0.32 0.29
VVVPPP---PPPNNNSSS 20.29 3.49 -0.41 -2.18 *
AAArrr---GGGooo 42.03 4.66 -3.60 ** -10.94 ***
GGGooo---MMMeee 74.08 5.99 1.11 -6.89 ***
LLL111---MMMPPP 49.05 3.00 0.46 4.93 ***
LLL666---MMMPPP 34.71 2.63 -0.32 0.77
VVVPPP---GGGooo 16.72 3.36 0.99 4.94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0.60 4.62 -4.83 *** -4.19 **
SSSNNN∠∠∠FFFHHH 8.50 2.60 -1.37 * -0.10
FFFHHH∠∠∠PPPPPP 2.37 2.40 1.59 * 2.37 **
FFFHHH∠∠∠UUUOOOPPP 13.98 4.25 0.39 4.74 ***
UUU111∠∠∠PPPPPP 60.87 5.48 -3.99 ** -0.29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63.90 3.92 8.30 *** 14.97 ***
∠∠∠GGGooonnniiiaaalll 126.07 3.68 1.28 7.44 ***
MMMPPP∠∠∠FFFHHH 42.07 4.23 6.13 *** 18.35 ***
FFFHHH∠∠∠LLLOOOPPP 16.61 4.11 4.10 ** 10.35 ***
LLL111∠∠∠MMMPPP 95.03 5.34 -4.16 * -1.12

Table13. Statisticsoffemalecluster1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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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222(((111666...000777%%%,,,nnn===111888)))
---SSSaaaddddddllleee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MMMaaannndddiiibbbllleeebbbooodddyyyrrreeeccceeessssss
---AAArrrtttiiicccuuulllaaarrraaannngggllleeerrreeeccceeessssss

실험군과 비교하였을 때 saddleangle이 다소 크고 상악골이 수평적으로 다소
발달하였음을 나타내었다.하악지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articularangle
및 하악평면과 교합평면도 오히려 다른 실험군에 비해서 전방회전 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대조군과의 비교시 이러한 특성들은 경감되고 saddleangle은 크
며 하악체가 다소 작으며 하악 전치가 과맹출되고 돌출된 양상으로 나타났다.이
로 미루어 정상적인 상악골과 하악골의 전방회전양상에도 불구하고 saddleangle
이 크고 하악체가 작아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이 유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
다(Table14,Figure12).

Figure12.Anexampleoffemaleclus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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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222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0.59 2.53 0.68 -0.80
SSS---AAArrr 35.72 2.90 1.13 -1.21
VVVPPP---AAArrr 17.17 2.02 2.25 ** 0.89
PPPNNNSSS---AAA 50.07 2.18 1.62 * 0.75
PPPNNNSSS---UUU111 58.47 2.60 2.92 *** 1.57
HHHPPP---AAANNNSSS 46.38 3.11 0.23 -0.30
HHHPPP---PPPNNNSSS 45.25 3.17 -0.19 -1.47
UUU111---PPPPPP 33.62 2.52 -0.12 2.51 **
UUU666---PPPPPP 25.27 1.92 0.54 0.51
VVVPPP---PPPNNNSSS 21.03 2.39 0.33 -1.45 *
AAArrr---GGGooo 51.13 2.71 5.49 *** -1.85
GGGooo---MMMeee 72.72 3.77 -0.25 -8.26 ***
LLL111---MMMPPP 48.82 2.28 0.23 4.70 ***
LLL666---MMMPPP 35.09 3.43 0.07 1.16
VVVPPP---GGGooo 14.87 3.14 -0.86 3.10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8.45 4.60 3.02 * 3.65 *
SSSNNN∠∠∠FFFHHH 9.56 2.04 -0.30 0.96
FFFHHH∠∠∠PPPPPP 1.21 1.88 0.43 1.20
FFFHHH∠∠∠UUUOOOPPP 12.68 3.33 -0.91 3.44 ***
UUU111∠∠∠PPPPPP 63.52 5.85 -1.33 2.36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48.48 4.89 -7.13 *** -0.45
∠∠∠GGGooonnniiiaaalll 122.65 5.05 -2.14 4.02 *
MMMPPP∠∠∠FFFHHH 29.99 3.56 -5.95 *** 6.27 ***
FFFHHH∠∠∠LLLOOOPPP 7.47 4.99 -5.04 *** 1.21
LLL111∠∠∠MMMPPP 104.82 4.59 5.63 *** 8.67 ***

Table14. Statisticsoffemalecluster2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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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333(((888...999333%%%,,,nnn===111000)))
---PPPooosssttteeerrriiiooorrrcccrrraaannniiiaaalllbbbaaassseeerrreeeccceeessssss
---MMMaaaxxxiiillllllaaahhhooorrriiizzzooonnntttaaalll&&& vvveeerrrtttiiicccaaalllrrreeeccceeessssss
---MMMaaannndddiiibbbllleeebbbooodddyyyrrreee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후방두개저가 짧고 상악골이 수평,수직적으로 열성장되
어 있으며 하악체가 특히 작았다.대조군과의 비교시 이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하
악은 전반적으로 후하방회전된 양상을 보였다.즉,열성장된 상악에도 불구하고 짧
은 후방두개저로 인해 후안면고경이 작고 이로 인해 하악골이 후하방회전되었으
며 특히 부족한 하악체로 인해 골격성 제 II급 관계가 유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
었다(Table15,Figure13).

Figure13. Anexampleoffemaleclus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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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333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68.78 2.37 -1.13 -2.61 **
SSS---AAArrr 29.93 2.52 -4.65 *** -7.00 ***
VVVPPP---AAArrr 12.08 2.55 -2.84 ** -4.20 ***
PPPNNNSSS---AAA 46.26 2.53 -2.19 * -3.06 **
PPPNNNSSS---UUU111 53.55 3.65 -2.00 -3.35 **
HHHPPP---AAANNNSSS 43.49 2.07 -2.65 * -3.19 **
HHHPPP---PPPNNNSSS 42.30 2.10 -3.14 ** -4.42 ***
UUU111---PPPPPP 31.93 2.85 -1.82 * 0.81
UUU666---PPPPPP 22.68 1.86 -2.05 * -2.08 **
VVVPPP---PPPNNNSSS 20.27 0.95 -0.43 -2.21 ***
AAArrr---GGGooo 45.53 3.17 -0.11 -7.45 ***
GGGooo---MMMeee 64.27 6.38 -8.70 *** -16.70 ***
LLL111---MMMPPP 46.20 3.34 -2.39 * 2.08
LLL666---MMMPPP 33.92 2.55 -1.11 -0.02
VVVPPP---GGGooo 12.26 2.38 -3.47 ** 0.48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4.33 3.90 -1.10 -0.47
SSSNNN∠∠∠FFFHHH 10.56 2.04 0.69 1.95 *
FFFHHH∠∠∠PPPPPP 1.40 2.50 0.62 1.39
FFFHHH∠∠∠UUUOOOPPP 14.84 2.87 1.26 5.60 ***
UUU111∠∠∠PPPPPP 63.74 3.78 -1.12 2.57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6.40 7.72 0.80 7.47 **
∠∠∠GGGooonnniiiaaalll 126.93 5.80 2.14 8.30 ***
MMMPPP∠∠∠FFFHHH 37.09 4.62 1.16 13.37 ***
FFFHHH∠∠∠LLLOOOPPP 16.19 2.36 3.68 *** 9.93 ***
LLL111∠∠∠MMMPPP 103.74 7.09 4.55 7.59 **

Table15. Statisticsoffemalecluster3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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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444(((222555...000%%%,,,nnn===222888)))
---SSSaaaddddddllleee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MMMaaannndddiiibbbllleeerrraaammmuuusssrrreeeccceeessssss
---AAArrrtttiiicccuuulllaaarrr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saddleangle및 SN 평면과 FH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크
게 나타났고 gonialangle및 mandibularplane은 다소 작게 나타났다.대조군과의
비교에서 하악골 특히 하악지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고 articularangle이 크게 나
타났다.즉,상악골은 정상범주에 속하나 과도한 saddleangle및 articularangle과
작은 하악지로 인해 하악골이 후하방회전되고 전체적으로 하악골이 후방위치되어
골격성 제 II급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하악 전치부의 과맹출도
부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Table16,Figure14).

Figure14.Anexampleoffemaleclust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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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444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0.18 2.59 0.27 -1.21
SSS---AAArrr 35.05 2.72 0.47 -1.88 *
VVVPPP---AAArrr 16.54 2.38 1.62 ** 0.25
PPPNNNSSS---AAA 48.80 2.66 0.35 -0.52
PPPNNNSSS---UUU111 56.32 4.05 0.77 -0.58
HHHPPP---AAANNNSSS 45.05 4.48 -1.09 -1.63
HHHPPP---PPPNNNSSS 44.00 2.47 -1.44 * -2.71 ***
UUU111---PPPPPP 34.49 2.69 0.74 3.37 ***
UUU666---PPPPPP 24.76 2.42 0.03 0.00
VVVPPP---PPPNNNSSS 20.06 2.81 -0.64 -2.41 ***
AAArrr---GGGooo 45.75 4.97 0.11 -7.23 ***
GGGooo---MMMeee 75.91 3.24 2.94 *** -5.07 ***
LLL111---MMMPPP 48.85 3.05 0.26 4.73 ***
LLL666---MMMPPP 36.23 2.57 1.21 * 2.30 ***
VVVPPP---GGGooo 20.27 3.63 4.55 *** 8.50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9.39 4.69 3.96 *** 4.60 ***
SSSNNN∠∠∠FFFHHH 11.20 3.02 1.33 * 2.60 ***
FFFHHH∠∠∠PPPPPP 1.11 4.37 0.32 1.10
FFFHHH∠∠∠UUUOOOPPP 14.32 3.67 0.73 5.08 ***
UUU111∠∠∠PPPPPP 63.76 6.03 -1.09 2.60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6.62 4.33 1.01 7.69 ***
∠∠∠GGGooonnniiiaaalll 119.01 3.80 -5.78 *** 0.38
MMMPPP∠∠∠FFFHHH 33.79 4.08 -2.14 * 10.07 ***
FFFHHH∠∠∠LLLOOOPPP 12.99 4.26 0.49 6.74 ***
LLL111∠∠∠MMMPPP 102.28 5.89 3.09 * 6.13 ***

Table16. Statisticsoffemalecluster4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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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555(((222111...444333%%%,,,nnn===222444)))
---GGGooonnniiiaaalll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 비교에서 articularangle은 작게 나타났으나 gonialangle이 특징적으
로 크게 나타났다.대조군과의 비교시 전반적으로 하악골이 다소 작게 나타났고
gonialangle은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즉,정상적인 두개저 및 상악골에도 불
구하고 다소 작은 하악골이 후방회전하며 성장하여 gonialangle이 과도해진 결과
골격성 제 II급 관계가 유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Table17,Figure15).

Figure15. Anexampleoffemaleclust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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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555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0.36 3.46 0.45 -1.03
SSS---AAArrr 35.50 2.60 0.91 -1.43
VVVPPP---AAArrr 14.76 2.06 -0.16 -1.52 *
PPPNNNSSS---AAA 48.70 3.62 0.26 -0.62
PPPNNNSSS---UUU111 56.51 4.65 0.96 -0.39
HHHPPP---AAANNNSSS 46.59 3.73 0.45 -0.09
HHHPPP---PPPNNNSSS 46.83 2.60 1.39 * 0.11
UUU111---PPPPPP 33.82 2.82 0.07 2.70 ***
UUU666---PPPPPP 25.72 2.75 1.00 0.97
VVVPPP---PPPNNNSSS 21.52 1.85 0.82 -0.95
AAArrr---GGGooo 44.21 3.22 -1.42 -8.76 ***
GGGooo---MMMeee 73.15 4.10 0.17 -7.83 ***
LLL111---MMMPPP 49.73 3.40 1.14 5.61 ***
LLL666---MMMPPP 34.62 2.65 -0.40 0.69
VVVPPP---GGGooo 11.69 2.65 -4.04 *** -0.09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4.34 4.07 -1.09 -0.45
SSSNNN∠∠∠FFFHHH 9.75 2.14 -0.11 1.15
FFFHHH∠∠∠PPPPPP -0.26 3.13 -1.04 -0.26
FFFHHH∠∠∠UUUOOOPPP 11.21 3.32 -2.38 ** 1.97 *
UUU111∠∠∠PPPPPP 62.51 5.96 -2.35 1.35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1.44 3.96 -4.16 *** 2.51
∠∠∠GGGooonnniiiaaalll 133.45 4.92 8.66 *** 14.82 ***
MMMPPP∠∠∠FFFHHH 39.46 4.00 3.52 *** 15.74 ***
FFFHHH∠∠∠LLLOOOPPP 12.62 4.04 0.12 6.37 ***
LLL111∠∠∠MMMPPP 94.23 6.14 -4.96 ** -1.92

Table17. Statisticsoffemalecluster5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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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uuusssttteeerrr666(((999...888222%%%,,,nnn===111111)))
---UUU111tttoooPPPPPPaaannngggllleeeeeexxxccceeessssss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상악 치조골의 수평적 길이 및 치열의 돌출도가 작게 나
타났고 gonialangle도 작게 나타났으며 상악 및 하악 치열의 수직적인 길이도 다
소 작게 나타났다.대조군과의 비교에서 articularangle이 크고 mandibularplane
및 교합평면이 후하방회전되어 있으며 하악지 및 하악체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즉,상악 기저골은 정상에 가까우나 치열의 과도한 설측 경사로 하악골이 후방위
치되어 유발된 골격성 제 II급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Table18,Figure16).

Figure16. Anexampleoffemaleclust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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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666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TTTeeesssttt)))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CCCllluuusss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ccceee
MMMeeeaaannn SSSDDD

DDDiiissstttaaannnccceee(((mmmmmm)))

SSS---NNN 70.73 4.07 0.82 -0.66
SSS---AAArrr 36.78 2.89 2.20 * -0.15
VVVPPP---AAArrr 14.82 2.43 -0.10 -1.46
PPPNNNSSS---AAA 48.20 3.05 -0.25 -1.12
PPPNNNSSS---UUU111 48.11 3.57 -7.44 *** -8.79 ***
HHHPPP---AAANNNSSS 45.87 3.58 -0.27 -0.81
HHHPPP---PPPNNNSSS 47.75 2.40 2.31 * 1.04
UUU111---PPPPPP 34.50 1.38 0.76 3.38 ***
UUU666---PPPPPP 22.85 2.39 -1.88 * -1.90 *
VVVPPP---PPPNNNSSS 21.15 2.26 0.45 -1.32
AAArrr---GGGooo 46.42 2.60 0.79 -6.55 ***
GGGooo---MMMeee 71.33 3.74 -1.64 -9.64 ***
LLL111---MMMPPP 46.37 3.11 -2.22 * 2.25 **
LLL666---MMMPPP 34.33 2.98 -0.69 0.40
VVVPPP---GGGooo 15.63 2.45 -0.09 3.86 **

AAAnnngggllleee(((∘∘∘)))

∠∠∠SSSaaaddddddllleee 123.01 4.06 -2.42 -1.79
SSSNNN∠∠∠FFFHHH 9.19 3.04 -0.67 0.59
FFFHHH∠∠∠PPPPPP -2.09 1.90 -2.87 ** -2.10 *
FFFHHH∠∠∠UUUOOOPPP 16.49 3.09 2.91 * 7.26 ***
UUU111∠∠∠PPPPPP 83.57 6.56 18.71 *** 22.41 ***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57.18 5.09 1.58 8.25 ***
∠∠∠GGGooonnniiiaaalll 119.73 2.74 -5.06 *** 1.10
MMMPPP∠∠∠FFFHHH 30.69 3.60 -5.25 ** 6.97 ***
FFFHHH∠∠∠LLLOOOPPP 8.07 5.62 -4.43 * 1.82
LLL111∠∠∠MMMPPP 96.74 5.52 -2.45 0.59

Table18. Statisticsoffemalecluster6anddifferencesfrom Testand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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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uuummmmmmaaarrryyyoooffffffeeemmmaaallleeecccllluuusssttteeerrr

여자의 각 변수들에서 군집들 간에 유의차를 가지는 쌍들을 Table19에 정리하였
고,각 군집을 실험군 및 대조군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의 정도를 Table
20에 정리하였다.

N/S:Nocomparableclusterwithstatisticaldifference(p>0.05)

FFFeeemmmaaallleee PPPaaaiiirrrsssooofffcccllluuusssttteeerrrssseeexxxhhhiiibbbiiitttiiinnngggssstttaaatttiiissstttiiicccaaallllllyyy
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iiinnneeeaaaccchhhvvvaaarrriiiaaabbbllleee(((ppp<<<000...000555)))

SSS---NNN N/S
SSS---AAArrr 6-1,6-3,2-1,2-3,5-1,5-3,4-1,4-3,1-3
VVVPPP---AAArrr 2-6,2-5,2-1,2-3,4-6,4-5,4-1,4-3,6-1,6-3,5-1,5-3
PPPNNNSSS---AAA 2-1,2-3,4-3,5-3
PPPNNNSSS---UUU111 2-1,2-3,2-6,5-3,5-6,4-3,4-6,1-6
HHHPPP---AAANNNSSS 1-4,1-3,5-3,2-3
HHHPPP---PPPNNNSSS 6-2,6-4,6-3,5-4,5-3,1-4,1-3,2-3
UUU111---PPPPPP 6-3,4-1
UUU666---PPPPPP 5-6,5-3,2-6,2-3,1-6,1-3,4-6,4-3
VVVPPP---PPPNNNSSS 5-4
AAArrr---GGGooo 2-6,2-5,2-4,2-3,2-1,6-1,4-1,3-1
GGGooo---MMMeee 4-5,4-2,4-6,4-3,1-3,5-3,2-3,6-3
LLL111---MMMPPP 5-6,5-3,1-6,1-3,4-6,4-3,2-6,2-3
LLL666---MMMPPP 4-5,4-3
VVVPPP---GGGooo 4-1,4-6,4-2,4-3,4-5,1-3,1-5,6-3,6-5,2-3,2-5
∠∠∠SSSaaaddddddllleee 4-5,4-3,4-6,4-1,2-5,2-3,2-6,2-1,5-1,3-1
SSSNNN∠∠∠FFFHHH 4-5,4-2,4-6,4-1,3-1
FFFHHH∠∠∠PPPPPP 1-5,1-6,3-6,2-6,4-6
FFFHHH∠∠∠UUUOOOPPP 6-2,6-5,3-5,4-5,1-5
UUU111∠∠∠PPPPPP 6-4,6-3,6-2,6-5,6-1
∠∠∠AAArrrtttiiicccuuulllaaarrr 1-6,1-4,1-3,1-5,1-2,6-5,6-2,4-5,4-2,3-5,3-2,5-2
∠∠∠GGGooonnniiiaaalll 5-3,5-1,5-2,5-6,5-4,3-2,3-6,3-4,1-2,1-6,1-4,2-4
MMMPPP∠∠∠FFFHHH 1-5,1-3,1-4,1-6,1-2,5-4,5-6,5-2,3-4,3-6,3-2,4-6,4-2
FFFHHH∠∠∠LLLOOOPPP 1-4,1-5,1-6,1-2,3-4,3-5,3-6,3-2,4-6,4-2,5-6,5-2
LLL111∠∠∠MMMPPP 2-6,2-1,2-5,3-6,3-1,3-5,4-6,4-1,4-5

Table19. Comparisonofeachvariableoffemale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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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arger than mean within 1SD, -0: smaller than mean within 1SD,

+: larger than mean beyond 1SD, -: smaller than mean beyond 1SD,

+ or - means 1SD.

FFFeeemmmaaallleee
CCCllluuusssttteeerrr111 CCCllluuusssttteeerrr222 CCCllluuusssttteeerrr333 CCCllluuusssttteeerrr444 CCCllluuusssttteeerrr555 CCCllluuusssttteeerrr666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vvvsss...
TTTeeesssttt

vvvsss...
CCCooonnntttrrrooolll

SSS---NNN - -0
SSS---AAArrr -0 - - -- -0 0+
VVVPPP---AAArrr -0 - 0+ -0 - 0+ -0
PPPNNNSSS---AAA -0 0+ -0 -
PPPNNNSSS---UUU111 0+ - - --
HHHPPP---AAANNNSSS 0+ -0 -
HHHPPP---PPPNNNSSS - - -0 -0 0+ 0+
UUU111---PPPPPP 0+ 0+ -0 + + =
UUU666---PPPPPP -0 - -0 -0
VVVPPP---PPPNNNSSS -0 -0 -0 -
AAArrr---GGGooo -0 -- + - - -- -
GGGooo---MMMeee - -- - ---- 0+ - - --
LLL111---MMMPPP ++ ++ -0 ++ ++ -0 +
LLL666---MMMPPP 0+ +
VVVPPP---GGGooo + 0+ -0 + + -0 0+
∠∠∠SSSaaaddddddllleee -0 -0 0+ 0+ 0+ 0+
SSSNNN∠∠∠FFFHHH -0 0+ 0+ +
FFFHHH∠∠∠PPPPPP 0+ 0+ -0 -0

FFFHHH∠∠∠UUUOOOPPP + + + + -0 0+ 0+ ++

UUU111∠∠∠PPPPPP -0 ++ ++++

∠∠∠AAArrrtttiiicccuuulllaaarrr + ++ - + + -0 +

∠∠∠GGGooonnniiiaaalll + 0+ + -0 + ++ -0
MMMPPP∠∠∠FFFHHH + ++++ - + +++ -0 ++ 0+ +++ -0 +
FFFHHH∠∠∠LLLOOOPPP 0+ +++ -0 0+ +++ ++ ++ -0
LLL111∠∠∠MMMPPP -0 0+ + + 0+ 0+ -0

Table 20. Extentofmean differences ofvariables in each female clusterin
comparisontoTest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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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고고고찰찰찰

골격성 부조화가 존재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치열의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된다(Solow,1980).그 결과 골격적으로 제 II급 관계 혹은 제 III급 관계를 나타내
는 경우에도 치열의 보상작용으로 치성 제 I급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며
(Casko와 Sheperd,1984),이것이 또한 일반적인 절충치료시의 치료 목표이기도
하다.Kim 등(2005)은 군집분석을 통해 정상교합의 경우에도 골격적으로는 9가지
형태의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치성 부조화와 골격성 부조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분리하여 생각해야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본 연구에서는 제 II급 부정교합의 대상자를 선별함
에 있어서 치성보다는 골격성 부조화에 초점을 두었다.이는 단순히 치열이 제 II
급 관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 골격적으로도 제 II급 부정교합이라는 데에 필요충
분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골격적으로 제 II급 부조화가 유발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며,따라서 단순히 치열의 이상만으로 유발된 치성
제 II급 부정교합은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기준 평면으로 프랑크푸르트(FH)평면을 설정하였다.이에 대한 불확

실성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Profitt(2000)은 해부학적 지표 특히 Porion의
위치가 방사선사진상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어려우며,실제로 생리적인 두부위치
(Naturalheadposition)와 10도 이상 차이가나는 경우도 환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Sella-Nasion(SN)평면의 경
우,FH 평면에 대해 평균적으로 6-7도의 각도차이를 보이며 그 해부학적 지표를
설정하기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는 신뢰성과 재현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SN 평면과 FH 평면의 차이가 6-7도 이상으로 확연할 경우에는 문제
가 된다.실제로 Moyers등(1980)의 제 II급 부정교합의 분류에 관한 보고에서 수
직적으로 SN 평면이 FH 평면에 대해 정상보다 더 기울어진 형태가 빈번함을 언
급한 바 있으며,본 연구의 실험군에서도 SN평면과 FH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평
균 남자 8.9도,여자 9.87도에 이르는 등,제 II급 부정교합에서는 7도 이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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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제 II급 부정교합 연구의 기준평면으
로 SN 평면은 적합하지 않았다.

과거와는 달리 방사선사진의 영상정보가 디지털화 처리가 됨으로서 컴퓨터
화면 내에서 방사선사진 영상정보 처리시 알고리즘의 변화를 통해 원하는 대로
화면 정보의 조절 가능하게 되었다(Quintero등,1999).과거 방사선사진의 정해진
대조도와 흑화도에 의해 기존에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던 해부학적 지표들도 이
제는 영상 화면의 조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Porion
및 여타의 해부학적 지표도 과거보다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FH평
면의 중요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생리적 두부위치(Naturalheadposition)의 설정은 방사선 사진 촬영 단계부터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후향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로 인
해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최근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분석 및 연
조직 분석의 경향은 생리적 두부위치(Naturalhead position) 설정에 있으며
(Arnett등,1999)차후의 연구에서는 분명히 미리 설정되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
없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부의 기울기에 따라 상하악 골격관계가 전후방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할 때,두부자세에 따라 변화가 없는 해부학적 골격지표를 기
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수직적 및 수평적 기준평면을 설정함에 있어서 Sella를 기준점으로 이용하였
다.이는 Nasion의 경우 골격적 형태에 따라,특히 제 III급 부정교합 등에서 전방
두개저 길이의 차이로 그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지만,Sella의 경우 sellaturcica
부위의 두개저의 성장이 매우 이른 나이에 완료되어 변화가 적어 기준점으로 사
용하기 적합하며(전과 황,1997)해부학적 지표를 확인하는데도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차후 성장기 아동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변하는 Nasion보다는 안정적인 Sella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상하악골의 제 II급 부조화를 가늠함에 있어서도 흔히 사용되는 ANB
difference를 배제하고,McNamara(1984)의 분석을 응용하여 FH 평면의 수직으로
Nasion을 지나는 N perpendicularline에 대한 A point와 Pogonion의 전후방적 부
조화를 이용하였다.이는 Proffit(2000)이 언급한 것처럼 ANBdifference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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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ion의 수직적 위치가 높을수록 ANBdifference가 작아지므로,위에 언급한 것
처럼 SN평면이 FH평면과 수직적으로 기울기가 큰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의 경
우,즉 Nasion의 위치가 상방 위치된 경우 ANB difference만으로는 골격적 부조
화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으며,따라서 FH평면에 근거한 기준이 더 적절하게 골격
적 부조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정상 교합자의 표본은 엄밀히 골격적으로 정상인 표본이
라기보다는 치열 교합에 있어서 정상인 표본들이었다.반면 실험군은 골격적 기준
으로 선별한 제II급 부정교합 표본이었기에 서로 비교시 몇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Kim 등(2005)의 연구에서처럼 정상교합자에서도 골격적으로 제II급 혹은 제
III급 경향을 가지는 표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이들의 경미한 골격적인 부조화가
치열의 보상 한계 내에 있었기에 정상적인 치열 교합이 가능하였던 것이었다.따
라서 정상치열교합만으로 선별한 표본은 골격적으로도 정상임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인의 정상치(대한치과교정학회 부정교합백서발간
위원회,1997)혹은 기타 방법에서도 역시 치열이 정상인 표본들을 광범위하게 추
출하여 이들 계측치들의 평균치를 정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에 여기서 산출된 골
격적인 정상 계측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개개의 표본을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이에 본 연구에서도 치열을 기준으로 정상교합인
표본을 선정하였으며,이들 가운데 골격적인 전후방 위치관계가 극단에 위치하는
표본들은 제외하여 가능한 한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은 보통 광범위한 모집단에서 이들을 세분하기 위해 적용되며,따라서

표본수가 광범위할수록 이들을 특성에 따라 군집화하고 각 군집에 속하는 표본수
가 어느 수준이상이 되어야 군집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본 연
구에 수집된 표본은 남자 88명 여자 112명으로,6개의 군집으로 나눌 경우 남자의
경우 다소 표본수의 한계가 존재함이 사실이다.그러나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 교정치료의 필요를 느끼고
내원한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에 표본 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Proffit등(1990)과,Holmes(1992)가 보고한 것처럼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부
정교합의 인식 및 교정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 남자의 표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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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된 분류는 인구집단 전
체의 부정교합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최초로 분류하려는 것이 아니라,이미 상악이
하악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골격성 제II급 부정교합이라는 구체화된 분류 속에서
다시 더 세분화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상기의 표본 숫자로 얻어진 결과로도 그 의
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이전의 유사한 연구들의 경우 대개
남녀를 통합한 표본을 사용하여 분명히 존재하는 남녀간의 차이를 간과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분리하여 각각을 평가하였으므로 그 의미
가 있다 하겠다.
실험군 전체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이 대조군에 대해 가지는 특징

들은 남녀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남녀 각각을 군집 분석하여 얻어진 각
군집의 특성은 그 원인요소에 따라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남녀 내에서도 다양하
게 나타났다.이는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자가 전반적으로 가지는 공통적
인 경향은 존재하나,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같은 성별 내에서도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 될 수 있어 개개 환자를 일률적으로 제 II급 골격관계라는 평가
를 하기엔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
남여 각각의 군집에서 원인 요소의 종류는 거의 비슷하였으나 이들의 조합 및

정도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남자 cluster1과 3은 공통적으로 후
방두개저가 짧다는 원인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와 더불어 cluster1은 articular
angle이 큰 반면 cluster3은 gonialangle이 크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또한
남자 cluster4와 여자 cluster6은 상악 전치부의 설측 경사,남자 cluster6과 여
자 cluster4는 과도한 saddleangle등 그 원인 요소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여자 cluster2와 4의 경우에는 둘 다 saddleangle이 크다는 공통적
인 원인요소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 결과가 articularangle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단안모 형태 혹은 장안모 형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각 군집간의 비율이 대체로 균일하게 나타난 반면,남자의 경우

는 cluster5가 51%이상을 이루고 나머지는 10%정도에 머무는 등,지나치게 편중
되는 양상을 보였다.남자 cluster5의 경우는 특정 원인이 두드러진 형태의 군집
이라기보다는 다른 군집에 비해 경미한 정도지만 다수의 원인요소들이 동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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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남으로써 제 II급 관계를 유발한 형태였다.이는 여자의 경우는 특정 주된 원인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남자의 경우는 대체로 특징적이지 않은 복합적인 원인의
형태가 우세하며,특징적인 원인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이는 다시 말하면 남녀의 골격성 제 II급 관계 형성의 기
여 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cluster4와 여자 cluster6의 경우는 기존의 Angle분류에서 제 2급 제 2

류 부정교합으로 분류하였던 것과 유사하였는데,이는 기존 Angle분류에서 사용
되었던 제 1류와 제 2류 분류 형태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단지 두 가지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골격성 제 II급 관계의 주된 원인요소로 작용하는 부위는 두개저의 saddle

angle,후방 두개저의 길이,하악골의 하악지,하악체의 크기,articularangle과
gonialangle,그리고 상악 전치부의 설측경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상악골 골격요소의 영향은 적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기존에 흔히 생각해 왔던 골격성 제 II급 분류 중에 상악

과성장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드물었다.다른 실험군에 대해 상악
골이 다소 발달된 것으로 나타난 여자 cluster2의 경우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는 정상 상악골로 대조군과 별다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오히려 남자
cluster2및 여자 cluster3에서처럼 경미하긴 하나 상악골이 열성장된 경우도 확
인할 수 있었다.통계처리 과정에서 개개 표본의 특성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을 고
려하여 개개 표본의 수직기준평면(VP)에 대한 A point의 전후방적 거리(VPtoA
point)즉,상악골의 전후방성장정도를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실험군 표본이 대조
군 평균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소수의 표본에서만 대조군보다 다소 큰 결과를 보
였으나 이것 역시 대조군의 1표준편차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즉,상악골의
전후방적인 성장이 대조군보다 대부분 부족했으며 소수의 다소 큰 경우라 할지라
도 그 양이 미미하여 상악골의 과성장만으로 골격성 부조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었다.이는 표본수의 부족으로 드문 경우의 표본이 누락되었을 가
능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자에서는 상악골의 과성장
에 의한 원인이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며,오히려 상악과 하악이 동반되어 열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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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도 빈번함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이러한 결과는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의 성장기 치료에 있어서 헤드기어와 같이 적극적인 상악골의 성장 억제
치료보다는 악기능 장치 등 하악골의 성장 촉진 치료가 더 유효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아분류들 중에는 그 원인요소를 교정치료 혹은 악교정수

술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도 존재하였다.예를 들어 두개저의 문제
즉,saddleangle혹은 두개저의 길이와 연관된 문제들의 경우는 이들의 개선을
치료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또한 원인요소들 중에 그 문
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는 외과적인 술식으로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만한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문제를 간과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부
분을 개선하여 줌으로서 상대적인 effectivedimension을 조화시킬 수 있다면 더욱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골격적 부조화의 원인이 수술
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 문제에 더욱 적합하게 수술 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아울러 이후의 연
구에서 각 군집의 치료 후 예후를 비교 평가하여 각 군집에 가장 적합한 치료
modality를 조사한다면 개개인 환자의 원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기존의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의 악교정수술계획이 대부분
SSRO(Sagittalsplitramalosteotomy)를 통한 하악체 부위의 선상 연장에 주로
국한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골격성 제 I급 및 제 III급 부정교합자들 대상으로 그

원인요소에 따라 아분류를 해봄과 동시에 다른 인종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한국인과 비교하여 봄으로서 한국인 안면골격의 인류학적인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정리한다면 더욱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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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결결결론론론

18세 이상의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자 200명(남 88,여 112명)을 대상
으로 각 안면골격 구성요소의 크기 및 배열을 반영하는 계측치 들을 선정하여 이
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세분하여보고,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상교합
자 대조군과 비교 평가함으로써,이를 통해 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 및 치료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남녀 간의 계측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크기와 관련된 항목에서 남자가 대체적으로 크고,그 배열의 차이는 미미
하였다.

2.본 연구에서 분석된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은 대체로 상악골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열성장이나,하악골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고 후하방회전되어 있으며,이
를 보상하기 위해 상하악 전치가 과맹출된 형태였다.

3.군집분석을 통해 남녀 각각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바,두개저의 saddle
angle,후방 두개저 길이,하악골의 하악지 및 하악체의 크기,gonialangle,
articularangle,상악 전치부의 설측 경사 등이 각 군집을 구별하는 주된 원인요소
이며,상악골의 전후방적 위치 및 크기는 군집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
고,상악골 및 하악골이 동반되어 열성장된 형태도 빈번하였다.

4.남자의 경우,하악지 및 하악체의 크기 감소,하악골의 후하방회전 등 다수
의 특징적이지 않은 원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군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나머지는 두개저 및 하악골에서의 한두 가지의 특징적인 원인 요소를 가지고
소수의 표본을 포함하는 군집들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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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여자의 경우,남자와 달리 각 여섯 군집의 표본 수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
포하며,후방 두개저의 크기 및 두개저의 배열,하악지 및 하악체의 크기 및 하악
골의 후하방회전 등의 개개 특징적인 원인요소 및 이들의 조합으로 제 II급 골격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상악골의 크기 및 전방 위치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6.한국인 골격성 제 II급 골격 관계의 유발 원인은 개개 환자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Angle분류 제 II급 골격관계 내에서도 개
개 환자의 원인요소를 고려한 개별화된 치료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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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AssistantprofessorKee-JoonLee,D.D.S.,M.S.D.,Ph.D.)

Skeletalmalocclusionistheresultofabnormaldimensionandalignmentof
eachskeletalcomponent.Understanding thesemechanismshelpstoelucidate
the anthropological cause of skeletal malocclusion and to establish
individualizedtreatmentplan.AttemptstosubdividetheAngle'sclassification
havebeenperformedforClassIIImalocclusion,whilefew studieshavebeen
conductedforClassIImalocclusiondespiterecentgrowinginterestsforClass
IImalocclusion.200adults(88male,112female),agedover18withskeletal
Class II malocclusion were collected for this study.The subjects were
subdivided using cluster analysis, with measurements representing the
dimensionandthealignmentofeachfacialskeletalcomponent.Theproperties
ofeachclusterwasgraspedandatthesametimecomparativeanalysiswith
thecontrolgroupwhichhasanormalocclusionwasperformed,inorderto
helpunderstandthecontributingfactorsintheformationofskeletalClassII
malocclusion inKoreanpopulation andtohelpestablishindividualtreatment
modalities.Theresultswereasfollows.

1.Inboththeexperimentalgroupandcontrolgroup,therewere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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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factors relating to
dimension,malewerelarger,whilethedifferencerelating toalignmentwas
minimal.

2.TheClassIIgroupshowednormaltoinadequatemaxillagrowth,smaller
andbackwardrotatedmandibleincomparisontothecontrolgroup.Incisorsof
boththemaxillaandthemandibleintheClassIIgroupwereoverextruded.

3.Inthe six clusters,saddle angle ofthe cranialbase,length ofthe
posteriorcranialbase,dimension ofthe mandibularramus and mandibular
body,gonialangle,articularangle,and lingualinclination ofthe maxillary
incisors were the main variables distinguishing each cluster,while the
influenceofantero-posteriorpositionandthedimensionofthemaxillawere
minimal.Therewerealsoformswithcombinedinsufficientgrowthofboththe
maxillaandthemandible.

4.Inthemalegroup,mostofthesampleswereslantedtowardacluster
which contain multiple featureless causative factors such as decreased
mandibularramusandbodydimensionandbackwardrotation,etc.However,
clusters with few samples thatcontain a smallnumber ofcharacteristic
causativefactorsofthecranialbaseandthemandiblewerealsopresent.

5.Inthefemalegroup,incontrasttomale,numberofsamplesin6clusters
wereevenlydistributed.Eachcharacteristiccausativefactor,orthecombination
offactorssuchasthelengthoftheposteriorcranialbase,andthealignment
ofthe cranialbase,dimension of the mandibular ramus and body,and
backwardrotationofthemandible,etc.contributetotheformationofskeletal
ClassIImalocclusion.However,theeffectofdimensionandthealign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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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xillawereminimal.

ThisstudydemonstratesthattheformationofskeletalClassIImalocclusion
forKoreanwasmostlyaffectedbycranialbasealignment,dimensionofthe
posteriorcranialbase,dimensionofthemandibularramus,andthedegreeof
rotation,etc.Asforthedistribution ofclustersbetween maleand female,
femaleshowedmoreevendistributionsuggestingdifferencesinthefactorsthat
contributetotheformationofskeletalClassIImalocclusionbetweenmaleand
female.

Key words :SkeletalClass IImalocclusion,Clusteranalysis,Etiology of
malocclusion, Classification of malocclusion, Cephalometrics, Anthropologic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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