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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 사춘기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의 

두개안면 형태학적 특징 

 

본 연구는 골격성Ⅱ급 부정교합의 치료 최적기인 Skeletal maturational indicator 

(SMI)4,5 시기에 한국 골격성 Ⅱ급 청소년들의 골격성, 치성, 연조직의 형태적 

양상과 안모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006~2016년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SMI 4,5시

기의 골격성 Ⅰ급 남아 41명, 여아 43명, 골격성 Ⅱ급 남아 39명, 여아37명을 대상

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분석하여 골격성 계측치(38항목), 연조직 계측치(23항

목), 치성 계측치(10항목)에 대하여 Ⅰ,Ⅱ급간의 평균값의 유의성 검정을 시행했고, 

상하악골의 수평적 안모유형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악골의 전후방 위치는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p > 0.05) 

2.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의 하악골의 위치는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보다 더 

후방에 위치하고, 크기는 더 작았다.(p < 0.05) 

3. 수직적 고경은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p < 0.05) 



v 

4. 코, 상순, 상안면 연조직의 전후방적 위치는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p > 0.05), 이부는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가 더 후방에 위치하였다.(p < 0.05) . 

5. 여자에서 상악전치의 수직거리를 제외하면 상하악 전치와 구치의 전후방적, 

수직적 위치은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6.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안모 유형 분류에서 상악골은 정상 위치하고 

하악골이 후방 위치하는 경우와 상,하악골 모두 정상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각 30.26%), 상악은 전방 위치, 하악은 정상 위치하는 경우가 

23.68%였다.  

 

 

 

 

 

 

 

 

 

핵심 되는 말 : 골격성 Ⅱ급 부정 교합, 두개안면 형태, 사춘기, 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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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춘기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의 

두개안면 형태학적 특징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 김경호> 

한혜영 

 

 

I. 서론 

교정치료는 치열의 기능회복과 안정성의 획득, 그리고 보다 균형 잡힌 안모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최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교정치료에서 

심미적인 측면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성인의 교정치료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Piao 등, 2016; 정, 2009),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린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정교합의 골격적 특성에 따라 최적의 

치료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환자의 골격성, 치성 특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단시간에 최대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골격성 II 급 부정교합은 상악골의 과성장, 하악골의 열성장, 혹은 이 두 가지 

문제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되며, 각 원인에 맞는 치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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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정형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성장기 골격성 II 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악정형 장치를 선택하는 것은 치료 성패에 필수적이다.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형태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후퇴되거나 작은 하악골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지만(McNamara, 1981; 

Craig, 1951; Henry, 1957)
 
돌출된 상악골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연구도 

있어(Rothstein, 1971; Altemus, 1955; Rosenblum, 1995) variation 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악골의 수평적 부조화는 수직적 부조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은 수직성장 

경향이 크다는 연구도 있고(McNamara, 1981; Altemus, 1955) 전후방 안면고경비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황 등, 2008)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성인의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연구들(김 등, 2002; 강 

등, 2002)은 대체로 Ⅰ급 부정교합군과 비교해 Ⅱ급 부정교합군의 상악골은 정상 

위치, 하악골의 후방위치 및 하악골의 크기 감소, 상하악 전치의 수직 길이 증가 및 

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 등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등,1983; 모 등,1988; 김 등, 1989; 전 등, 1989)들이 있지만,  단순히 연대연령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른 성숙도가 혼재되는 오류가 

포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성장조절은 너무 이른 시기보다는 후기 혼합치열기나 

초기영구치열기에 신장의  최대 성장기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Hassel 등, 1995; William , 2002; Kopecky 등, 1993), 성장기 

Ⅱ급 부정교합자는 자연적인 self-correction 이 불가능하며(Bishara, 1998; You 등, 

2001) 하악골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상악골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Rothstein 

등, 2001) 보고되고 있다.  

신장의 최대 성장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Fishman(1982)은 수완부 방사선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고한 바 있다. 신장의 변화와 수완부 방사선사진에서 골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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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수완부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Skeletal 

Maturational Indicator(SMI)를 제시하였으며, SMI 4~7 단계를 신장의 최대 

성장기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성장의 최대 가속기 전의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형태 

및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는데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많은 자료들이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아 골격적 형태가 다른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인종간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Ricketts, 1981) 또한 

골격 성숙도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한국인 성장기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환자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 최적기에 

해당하는 성장의 최대 가속기 전의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환자들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것을 I 급 부정교합 환자들과 비교하여 안모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최대의 

치료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 년에서 2016 년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골격성 I 급 부정교합군과 II 급 부정교합군을 선정하였다.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군  

① ANB, 1~4°; Wits appraisal, -4~0 mm 

② Angle I 급 견치 및 대구치 관계 

③ 결손치나 과잉치, 병적인 구강 소견이 없을 것 

④ TMJ 의 병적 소견이 없을 것 

⑤ 안모의 비대칭이 없을 것 (골격 정중선에서 Menton 편위량이 2 mm이내 ) 

⑥ 교정치료 경험이 없을 것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 

① ANB, 5° 이상; Wits appraisal, 1.0 mm 이상 

②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군 분류 기준 ③~⑥를 만족하는 자 

 

이 중 수완부방사선사진에서 SMI 가 4 나 5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선정하여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 군은 남자 41 명, 여자 43 명,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군은 남자 

39 명, 여자 37 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한 명의 연구자가 SMI 단계를 

판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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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은 동일 조건 하에서 촬영되었고(72 Kvp, 

5 mA, 9.9 sec, PMPROMAX, Planmeca, USA), V-Ceph (ver 7.0, Cybermed, 대전,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래의 계측을 시행하였다 (Table 2).  

 

(2) 계측점과 기준선, 계측항목 (Table 2)( Figure 1~6 ) 

1) 기준선  

     ① 수평기준선 (Horizontal Reference Plane, HRP)  

: a line 7° clockwise from SN plane, passing N point 

     ② 수직기준선 (Vertical Reference Plane, VRP)  

: a line perpendicular to HRP, passing Sella point 

Sample

number Mean SD Mean SD Mean SD

Male 39 12.26 0.82 5.94 1.16 2.23 2.08

Female 37 10.37 0.87 6.11 1.22 1.34 1.69

Male 41 12.27 0.77 2.61 1.04 -2.6 2.58

Female 43 10.22 0.74 2.76 0.97 -3.11 1.8

     ANB (degrees)        Wits(mm)

Table 1. Demographic features of subjects

ClassⅡ

ClassⅠ

group sex
      ag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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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측항목 (Fig 1~6) 

       ①  Skeletal linear analysis (horizontal & vertical) (Fig 1) 

       ②  Skeletal linear analysis (Mx, Mn & Cranial base length)(Fig 2) 

③  Skeletal angular analysis (Fig 3) 

④  Soft tissue linear analysis (horizontal & vertical) (Fig 4) 

⑤  Soft tissue angular analysis (Fig 5) 

⑥  Dental analysis (Fig 6) 

 

 

3.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수평적 안모 유형 분류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군의 상악골과 하악골의 전후방적 위치 (VRP-A, VRP-B)를 

기준으로,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상,하악골의 위치에 따라 안모 유형을 전방, 

정상, 후방 위치로 분류하였으며, 골격성 I 급 부정교합군의 평균치   1 SD 을 

정상범위로 정하여,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를 분류하고 그 분포 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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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letal Sella (S) : the center of sella turcica

Nasion (N) : the most anterior point of the frontonasal suture

Anterior nasal spine (ANS) : the tip of the anterior nasal spine of the palatal bone in the hard palate

Posterior nasal spine (PNS) : the process formed by united projecting ends of palatal process of palatal bone 

A point (A) : the most posterior point on the anterior contour of the upper alveolar process

B point (B) : the point of the greatest concavity on the anterior border of the symphysis

Pogonion (Pog) : the most anterior point on the contour of the symphysis

Menton (Me) : the most inferior point on the symphyseal outline 

Articulare (Ar) : intersection point of articularis and temporal bone 

Gonion (Go) : the constructed point of intersection of ramus plane and mandibular plane

Soft tissue Glabella (G) : the most prominent point in the midsagittal plane of forehead

Soft tissue Nasion (N’) : the point of the deepest concavity of the soft tissue contour of the root of the nose

Pronasale (Pn) : the most prominent point of the nose

Subnasale (Sn) : the point where the lower border of the nose meets the outer contour of upper lip

Columella (Cm) : the most anterior soft tissue point on the coumella

Soft tissue A point (A´) : the point of the greatest concavity in the midline of the upper lip

Soft tissue B point (B´) : the point of the greatest concavity in the midline of the lower lip

Upper lip (UL) : the most anterior point in the midsagittal plane of upper lip

Lower lip (LL) : the most anterior point in the midsagittal plane of lower lip

Soft tissue pogonion (Pog´) : the most prominent point on the soft tissue contour of the chin

Soft tissue menton (Me´) : the most inferior point on the soft tissue contour of the chin

Cervical point (C) : the innermost point between the submental area and the neck in the midsagittal plane

Labrale superius (Ls) : the median point in the upper margin of the upper membranous lip

Labrale inferius (Li) : the median point in the upper margin of the lower membranous lip

Stomion superius (Stms) : the lowest point of the upper lip

Stomion inferius (Stmi) : the highest point of the upper lip

Dental Upper incisal tip (U1) 

Lower incisal tip (L1) 

Upper 1st molar mesial cusp tip (U6)

Lower 1st molar mesial cusp tip (L6)

Reference Horizontal reference plane (HRP) : a line 7° clockwise from SN plane, passing N point

Vertical reference plane (VRP) : a line perpendicular to HRP, passing Sella point

Skeletal Palatal plane : defined as a line drawn from ANS to PNS

Occlusal plane : a line drawn between the mid point of the 1st molars and the mid point of the incisal tips

Mandibular plane : a line drawn from the most inferior border of the ramus to Me

A-B plane (A-B) : a line drawn from A point to B point

Facial plane (N-Pog) : a line drawn from N to Pog

A-Pog plane (A-Pog) : a line drawn from A to Pog

N-A plane (N-A) : a line drawn from N to A

Soft tissue E line : a line drawn from Pn to Pog´

B line : a line drawn from Sn to Pog´

G-Pn plane (G-Pn) : a line drawn from G to Pn

G-Sn plane (G-Sn) : a line drawn from G to Sn

Pog´-Li plane (Pog´-Li) : a line drawn from Pog´ to Li

Table 2. Cephalometric landmarks, planes and measurements

Landmarks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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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P to N

VRP to ANS

VRP to PNS

VRP to A

VRP to B

VRP to Pog

VRP to Me

VRP to Ar 

VRP to Go

HRP to ANS

HRP to PNS

HRP to A

HRP to B

HRP to Pog

HRP to Me

HRP to Ar

HRP to Go

ANS-Me

S-Go

Skeletal linear 

ANS-PNS : maxillary length

Ar-A : effective maxillary length

Ar- Pog : effective mandibular length

Ar-Go : ramus length

Go-Me : mandibular body length

S-N : anterior cranial base length

S-Ar :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Skeletal angular

SNA

SNB

ANB

Angle of convexity

A-B plane angle

N-S-Ar (Saddle angle)

S-Ar-Go (Articular angle)

Ar-Go-Me (Gonial angle) 

Palatal plane angle

Occlusal plane angle

Mandibular plane angle

VRP to Gl

VRP to N’

VRP to Pn

VRP to Sn

VRP to A'

VRP to UL

VRP to LL

VRP to B'

VRP to Pog'

Measurements

Skeletal horizontal (⊥VRP)

Skeletal vertical (⊥HRP)

Soft tissue horizontal (⊥V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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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처리 

SPSS software (ver 2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군과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계측치를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한 명의 연구자가 계측을 시행하였고, 계측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17 명의 환자를 선별하여 재측정하여, 모든 계측 항목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구하였다. 모든 계측 항목에 대해 ICC 는  0.890~0.997 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HRP to Gl

HRP to Pn

HRP to Sn

HRP to A'

HRP to UL

HRP to LL

HRP to B'

HRP to Pog'

HRP to Me’

Sn-Me (⊥HRP)

Soft tissue angular 

Gl-Pn-Pog' (Facial contour angle)

Gl-Sn-Pog' (Soft tissue angle of convexity)

Cm-Sn-Ls (Nasolabial angle)

Sn-Gn'-C (Lower face throat angle)

U1-VRP (mm)

L1-VRP (mm)

U6-VRP (mm

L6-VRP (mm

U1-PP (mm

L1-MP (mm)

U6-PP (mm)

L6-MP (mm)

U1 to SN (°)

IMPA (°)

Dental

Soft tissue vertical (⊥H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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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eletal linear analysis (horizontal & vertical) 

1. VRP to N 

2. VRP to ANS, HRP to ANS 

3. VRP to PNS, HRP to PNS 

4. VRP to A, HRP to A 

5. VRP to B, HRP to B 

6. VRP to Pog, HRP to Pog 

7. VRP to Me, HRP to Me 

8. VRP to Ar , HRP to Ar 

9. VRP to Go, HRP to Go 

10. ANS-Me (⊥HRP) 

11. S-Go (⊥HRP) 

 

  

 

 

 Fig 2. Skeletal linear analysis 

     (Mx, Mn & Cranial base length) 

1. ANS-PNS 

2. Ar-A 

3. Ar-Pog 

4. Ar-Go 

5. Go-Me 

6. S-N 

7.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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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Soft tissue linear analysis (horizontal & vertical) 

1. VRP to Gl, HRP to Gl 

2. VRP to N’ 

3. VRP to Pn, HRP to Pn 

4. VRP to Sn, HRP to Sn 

5. VRP to A', HRP to A' 

6. VRP to UL, HRP to UL 

7. VRP to LL, HRP to LL 

8. VRP to B', HRP to B' 

9. VRP to Pog', HRP to Pog' 

10. HRP to Me’ 

11. Sn-Me (⊥HRP) 

 

Fig 3. Skeletal angular analysis 

1. SNA 

2. SNB 

3. ANB 

4. Angle of convexity 

5. A-B plane angle 

6. N-S-Ar (Saddle angle) 

7. S-Ar-Go (Articular angle) 

8. Ar-Go-Me (Gonial angle) 

9. Palatal plane angle 

10. Occlusal plane angle 

11. Mandibular pla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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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ft tissue angular analysis  

1. Gl-Pn-Pog' (Facial contour angle) 

2. Gl-Sn-Pog' (Soft tissue angle of convexity) 

3. Cm-Sn-Ls (Nasolabial angle) 

4. Sn-Gn'-C (Lower face throat angle) 

Fig 6. Dental analysis 

1. U1-VRP (mm) 

2. L1-VRP (mm) 

3. U6-VRP (mm) 

4. L6-VRP (mm) 

5. U1-PP (mm) 

6. L1-MP (mm) 

7. U6-PP (mm) 

8. L6-MP (mm) 

9. U1 to SN (°) 

10. I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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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Skeletal linear analysis (Table 3) 

 

(1)  Horizontal  

수직기준선에 대한 N, ANS, PNS, A, Go 는 남녀 모두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B, Pog, Me 은 남녀 모두에서 Ⅱ급 부정교합군이 

Ⅰ정교합 유의하게 후방에 위치하였다(p < 0.05). Ar 는 여자에서만 Ⅱ급이 Ⅰ급보다 

더 전방에 위치하였다(p < 0.05).  

 

(2)  Vertical 

계측치의 수직적 위치는 남녀 모두 Ⅰ, Ⅱ급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3)  Maxillary and mandibular lengths  

ANS-PNS 는 남자에서는 Ⅱ급 부정교합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지만(p < 

0.05), 여자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p < 0.05) 

Ar-A 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 0.05), Ar-Pog, Go-

Me 는 남녀 모두 Ⅱ  부정교합군이 Ⅰ정보다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p < 0.01). 

하악골 ramus 길이를 나타내는 Ar-Go 는 남자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 > 0.05), 여자는 Ⅱ급 부정교합군이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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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anial base length 

S-N 과 S-Ar 는 남녀 모두 Ⅰ,Ⅱ급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N 64.66 3.01 64.07 2.72 .398 NS 60.24 2.33 61.66 4.52 .138 NS

ANS 66.22 4.17 64.55 3.84 .089 NS 61.82 3.45 61.66 4.4 .876 NS

PNS 18.43 3.21 18.56 2.95 .862 NS 18.15 2.88 17.42 2.75 .294 NS

A 62.17 4.57 60.49 3.26 .084 NS 58.25 3.65 57.26 2.38 .474 NS

B 50.75 6.07 54.06 4.84 .034 * 47.31 6.06 50.98 3.59 .005 **

Pog 48.96 6.58 52.95 6.66 .015 * 45.93 7.26 50.6 5.48 .003 **

Me 42.46 6.2 46.75 6.52 .007 ** 40.62 7.35 44.95 5.39 .006 **

Ar -16.52 2.78 -16.45 1.99 .896 NS -14.4 2.48 -15.7 2.59 .043 *

Go -14.94 3.99 -13.02 4.85 .083 NS -13.89 4.46 -13.95 3.72 .950 NS

ANS 52.72 7.01 53.38 3.61 .609 NS 48.31 2.36 49.54 3.28 .095 NS

PNS 50.6 2.46 51.06 2.24 .416 NS 46.77 2.71 47.93 3.99 .190 NS

A 60.84 2.65 60.06 3.79 .343 NS 55.4 2.36 56.1 3.9 .406 NS

B 96.09 4.18 95.83 5.42 .829 NS 90.27 3.79 90.18 5.98 .949 NS

Pog 107.5 5.41 109 5.37 .259 NS 100.8 4.73 101.8 7.16 .529 NS

Me 113.7 5.04 115.3 5.4 .212 NS 106.2 4.31 107.7 7.22 .318 NS

Ar 37.23 3.1 38.18 3.08 .208 NS 35.04 2.97 35.36 4.06 .726 NS

Go 80.16 5.02 81.9 4.88 .153 NS 72.52 4.19 74.49 4.23 .062 NS

60.98 5.06 61.9 3.89 .070 NS 57.89 3.35 58.16 3.92 .770 NS

71.89 4.99 73.92 4.78 .089 NS 64.98 4.1 67.09 4.4 .050 NS

63.48 4.3 64.18 3.96 .483 NS 61.24 3.36 62.77 4.1 .109 NS

47.65 2.5 46.16 2.62 .023 * 43.78 1.92 44.44 3.41 .358 NS

81.75 5.25 80.23 3.78 .163 NS 75.83 2.9 76.4 4.52 .563 NS

96.76 4.77 99.92 4.86 .009 ** 90.18 4.81 94.46 5.65 .002 **

43.06 2.81 43.68 4.09 .490 NS 37.62 3.41 39.82 3.37 .011 *

67.06 4.81 69.12 3.66 .046 * 64.53 3.28 67.3 2.89 .000 ***

65.1 3.03 64.49 2.74 .386 NS 60.65 2.34 62.07 4.56 .138 NS

33.49 3.11 34.45 2.67 .171 NS 30.69 3.02 31.8 3.6 .184 NS

Table 3. Skeletal linear analysis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P<0.001

Minus value means that the point is positioned posteriorly to the reference plane.

See table 2 for the definitions of the landmarks and measurements.

Maxillary and mandibular lengths (mm)

Cranial base length (mm)

S-N

S-Ar

ANS-PNS

Ar-A

Ar-Go

Ar-Pog

Go-Me

Facial Height Ratio (%)

  VRP to

Vertical (mm)

  HRP to

ANS-Me (⊥HRP )

S-Go (⊥HRP )

Femal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Horizontal (mm)

Measurements

Mal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15 

 

2. Skeletal angular analysis (Table 4) 

  SNA, mandibular plane angle, articular angle 는 여자에서만 Ⅱ급 부정교합군이 

큰 값을 보였고(p < 0.05), SNB 와 A-B plane angle 은 남녀 모두 Ⅱ큰 

부정교합군이 작은 값을 보였다( p < 0.05). Occlusal plane angle 은 남녀 모두 Ⅱ급 

부정교합군이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p < 0.05). Saddle angle, gonial angle, 

palatal plane angle 은 남녀 모두 두 군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가 없었다(p > 0.05).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NA 81.06 3.13 80.04 3.35 .200 NS 81.38 2.88 79.6 2.57 .010 *

SNB 75.12 3.05 77.42 3.45 .005 ** 75.27 3.39 76.84 2.73 .037 *

ANB 5.94 1.16 2.61 1.04 .000 *** 6.11 1.22 2.76 0.97 .000 ***

13.49 3.6 5.17 2.58 .000 *** 13.16 3.65 4.53 3.08 .000 ***

-9.84 2.31 -4.66 2.16 .000 *** -9.4 2.05 -4.47 1.73 .000 ***

126.31 4.57 125.37 4.15 .372 NS 124.68 4.4 126.36 5 .156 NS

148.29 4.91 146.69 4.86 .180 NS 151.27 4.42 147.61 5.67 .006 **

122.85 6.32 124.16 6.5 .407 NS 122.79 4.72 122.04 5.92 .581 NS

-0.04 2.99 -0.85 3.52 .318 NS -0.91 3.25 -0.78 3.38 .872 NS

9.11 5 6.31 6.09 .046 * 9.63 3.95 7.05 5.1 .029 *

26.47 5.61 25.31 4.8 .357 NS 28.61 3.83 25.97 4.67 .017 *

N-S-Ar(Saddle angle)

S-Ar-Go(Articular angle) 

Ar-Go-Me(Gonial angle)

Table 4. Skeletal angular analysis

See table 2 for the definitions of the landmarks and measurements.

Femal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ClassⅡ

Male

ClassⅠ
Significance

Palatal Plane angle

Mandibular Plane angle

Occlusal Plane angle

Measurements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P<0.001

Angle of convexity

A-B Pla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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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t tissue analysis (Table 5) 

 

(1)  Horizontal  

B´, Pog´은 남녀 모두 Ⅱ급 부정교합이 Ⅰ급보다 유의하게 후방에 위치하였고(p < 

0.05), Gl, N´, Pn, Sn, A´, UL, LL 은 남녀 모두 Ⅰ, Ⅱ급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p > 

0.05). 

(2)  Vertical 

모든 계측 항목에서 남녀 모두 두 군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p > 0.05). 

 

(3)  Angular 

Gl-Pn-Pog' (Facial contour angle), Gl-Sn-Pog' (Soft tissue angle of 

convexity), Sn-Gn'-C (Lower face throat angle)는 남녀 모두 ⅡL 부정교합이 

ⅠL 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 < 0.05). Cm-Sn-Ls (Nasolabial angle)는 남녀 

모두 Ⅰ, Ⅱ급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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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ft tissue analysis

Measurements Male Femal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mm)

    VRP to

Gl 72.67 3.24 72.48 2.95 .800 NS 68.1 2.74 69.35 4.93 .233 NS

N' 69.7 3.12 68.69 2.9 .171 NS 64.88 2.65 65.81 4.58 .341 NS

Pn 87.45 4.71 85.5 4.27 .075 NS 80.2 3.39 80.3 4.96 .924 NS

Sn 75.35 4.72 74.02 4.26 .224 NS 69.31 3.72 69.63 4.72 .762 NS

A' 75.07 4.77 73.72 4.31 .222 NS 68.03 8.32 69.37 4.67 .388 NS

UL 79.91 5.93 78.88 5.79 .470 NS 73.61 5.07 73.04 5.27 .654 NS

LL 74.69 7.4 75.27 5.98 .720 NS 68.7 5.52 70.19 5.67 .283 NS

B' 63.02 5.63 66.27 6.4 .032 * 59.78 5.88 62.74 5.61 .047 *

Pog' 62.19 6.28 66.42 7.08 .012 * 58.4 7.59 62.32 5.7 .016 *

Vertical (mm)

   HRP to

Gl -9.78 2.73 -11.05 3.63 .115 NS -12.01 2.62 -11.88 3.56 .867 NS

Pn 46.81 2.77 45.89 4.27 .311 NS 41.58 3.15 43.27 3.69 .052 NS

Sn 56.99 2.69 56.56 3.81 .605 NS 51.72 2.54 53.08 3.85 .110 NS

A' 58.55 2.81 57.98 3.95 .504 NS 53.08 2.67 54.41 4.05 .137 NS

UL 73.57 3.34 72.21 6 .273 NS 66.68 3.27 68.08 4.53 .169 NS

LL 87.54 4.37 86.23 5.01 .260 NS 80.05 4.2 80.59 5.25 .653 NS

B' 96.45 5.13 95.73 5.29 .569 NS 88.22 4.39 89.64 5.4 .256 NS

Pog' 105.38 4.97 106.68 5.47 .311 NS 97.13 5.16 98.38 5.83 .367 NS

Me' 121.35 4.89 122.7 5.61 .301 NS 112.26 5.04 113.66 6.99 .371 NS

Sn-Me ( ⊥HRP ) 65.72 4.49 66.87 4.05 .268 NS 61.91 4.62 61.88 4.65 .977 NS

Angular (°)

Gl-Pn-Pog' (Facial contour angle) 37.2 4.84 30.32 4.66 .000 *** 33.29 4.24 29.37 3.41 .000 ***

Gl-Sn-Pog' (Soft tissue angle of convexity) -16.47 4.75 -9.9 5.19 .000 *** -13.33 4.33 -9.16 4.55 .000 ***

Cm-Sn-Ls (Nasolabial angle) 92.76 11.32 95.43 10.29 .309 NS 93.91 9.94 97.53 11.19 .174 NS

Sn-Gn'-C (Lower face throat angle) 111.99 8.56 106.74 8.92 .016 * 102.42 6.03 98.97 6.76 .034 *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P<0.001

See table 2 for the definitions of the landmarks a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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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ntal analysis (Table 6) 

상하악 전치, 구치의 전후방 위치와 수직적 위치는 남녀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다만 U1-PP 는 여자에서 Ⅱ. 부정교합군이 더 큰 

값을 보였다(p < 0.05). 

U1 to SN 는 여자에서 Ⅱ1 부정교합군이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으며(p < 0.05), 

IMPA 는 남자에서만 Ⅱ급 부정교합군이 유의하게 더 큰 값을 보였다(p < 0.01).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5.67 5.69 65.09 5.47 .671 NS 61.46 5.62 61.27 4.99 .882 NS

60.93 5.93 61.22 4.85 .823 NS 57.22 5.26 58.19 4.91 .439 NS

25.84 3.49 25.94 3.79 .916 NS 23.32 4.44 23.26 3.41 .949 NS

34.58 4.24 35.67 4.08 .285 NS 31.6 5.04 32.7 3.71 .296 NS

28.14 2.96 27.68 2.25 .466 NS 27.82 2.14 26.48 2.69 .031 *

40.18 2.8 39.51 2.23 .268 NS 37.61 2.29 36.41 2.86 .073 NS

20.47 2.49 20.86 2.05 .478 NS 19.01 1.59 18 6.16 .407 NS

31.32 1.72 30.83 2.19 .312 NS 28.56 1.94 28.39 2.1 .742 NS

105.39 6.55 108.09 7.46 .122 NS 103.77 6.82 107.02 4.9 .024 *

97.85 6.23 92.74 5.78 .001 ** 95.18 5.09 93.12 5.74 .131 NS

See table 2 for the definitions of the landmarks and measurements.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U6-PP (mm)

L6-MP (mm)

U1 to SN (°)

IMPA (°)

L1-MP (mm)

Table 6. Dental analysis

Femal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ClassⅡ ClassⅠ
Significance

Measurements

Male

U1-VRP (mm)

L1-VRP (mm)

U6-VRP (mm)

L6-VRP (mm)

U1-PP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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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수평적 안모 유형 분류 (Table 7)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상악골과 하악골의 전후방 위치에 따라 안모 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정상범위는 Ⅰ급 부정교합자의 평균   1 SD : 남자 VRP-A : 

60.49   3.26, VRP-B : 54.06   4.84 ; 여자 VRP-A : 57.26   2.38, VRP-B : 

50.98   3.59) 상악이 정상 범위, 하악 후퇴위인 경우가 30.26%, 상하악 모두 정상 

범위인 경우가 30.26%, 상악 전방, 하악 정상 범위인 경우가 23.68%였다. 남자의 

경우, 상악 정상 범위, 하악 정상 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와 상악 전방, 하악 정상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28.21%로 가장 많았고, 상악 정상, 하악 후퇴가 

25.64%였으며, 상하악 모두 후퇴위가 12.82%였다. 여자의 경우는, 상악 정상 범위, 

하악 후퇴위가 35.14%로 가장 많았고, 상악 정상, 하악 정상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32.43%, 상악 전방, 하악 정상 범위 내가 18.92%였다.  

  

 

 

  

N N N Percentage(%)

1 10 13 23 30.26

2 11 12 23 30.26

3 11 7 18 23.68

4 2 3 5 6.58

5 5 2 7 9.21

6 0 0 0 0

39 37 76 100

FemaleMale
VRP-B(mm)Group 

Percentage(%) Percentage(%)
VRP-A (mm)

Protruded

Retruded

Neutral

Neutral

Protruded

Retruded

Retruded

Neutral

Neutral

Protruded

Protruded

Retruded

25.64

28.21

28.21

0 0

5.13

12.82

35.14

32.43

18.92

8.11

5.41

Table 7. The combinations of horizontal skeletal components in the Class II sample

Total

Total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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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성장 가속기 이후 최대 성장기에 상,하악골도 최대로 성장하게 되므로(Fishman, 

1982; Hunter, 1966)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치료시기 결정시 최대 성장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 성장 조절 치료 효율이 

떨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치료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김 등, 2012). 사춘기 성장기는 대체로 SMI 4~7 시기로(Kopecky 등, 

1993; Hunter, 1966; 김 등, 1998) 신장의 최대 성장기는 서양 청소년의 경우 

남아는 SMI 6, 여아는 SMI 5~6 단계에서  많이 관찰되고(Fishman, 1982; Hägg 등, 

1982)
 
 한국 청소년은 남아는 SMI 6, 여아는 SMI 6~7 시기에 주로 일어난다.(김 등, 

1998; 박 등, 1989; 김, 1989) 그러므로 Ⅱ급 부정교합자의 악정형 치료 효과가 

1~2 년 정도 나타날 수 있는 SMI 4,5 단계가 성장기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최적의 

치료 시작 시기라 판단하였다.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의 두개저 길이에 관한 연구에서, 전방 두개저의 길이가 

Ⅰ급보다 더 길다(Rothstein, 1971; 이 등,1983)
 

, 더 작다(Wylie, 1952)
 

, 

후두개저의 크기만 더 길다(모 등, 1988)
 
등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Gilmore(1950)의 연구 결과와 같이 전두개저, 후두개저 모두 Ⅰ급과 

차이가 없어 두개저에 의해 상하악골의 전후방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두개저에 대한 대부분의 상악골의 수평 계측치들은 Ⅰ,Ⅱ급 간에 차이가 없어서 

Ⅱ급 부정교합은 상악골이 전방에 위치한다는 보고(Rothstein, 1971; Altemus, 1955)
  

와는 달리, 상악골이 정상 범위에 위치하였다.(김 등, 2002; 강 등, 2002; 모 등, 

1988; 김 등, 1989) 상악골의 절대적, 상대적 크기와 관련하여 남자의 ANS-

PNS 만 Ⅱ급에서 다소 큰 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남녀 모두 정상과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 Ⅱ급 부정교합자는 상악골의 위치나 

크기는 정상 범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21 

 

두개저에 대한 하악골의 전후방적 위치는 정상 교합자에 비해 현저히 후방에 

위치함을 보여주었고, 하악골의 크기(Ar-Pog, Go-Me)도 Ⅱ급이 유의하게 작은 

경향을 보여 성장기 한국인 Ⅱ급 부정교합자는 하악골이 작다는 기존 연구(모 등, 

1988; 김 등, 1989; 전 등, 1989)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성인 Ⅱ급 

부정교합에서도 하악골이 작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데(김 등, 2002; 강 등, 2002), 

Ⅱ급 부정교합은 성장 중에 자연적 개선이 힘들다는 연구 결과(Bishara, 1998; You 

등, 2001; Rothstein 등, 2001)를 고려한다면 성장기 동안에 하악골 성장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악정형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cNamara와
 
Altemus는 골격적 Ⅱ급 부정교합에서 수직적 부조화가 더 크다고 

하였고, Drelich(1948)는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가 상대적으로 후안면 고경이 

작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직 거리 계측 항목이 Ⅰ,Ⅱ급간 차이가 없어 

한국 Ⅱ급 부정교합자는 초기 사춘기까지는 수직적 부조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성인 Ⅱ급 부정교합자는 수직적 부조화와 하악골의 후하방 경향을 

보이므로(김 등, 2002; 강 등, 2002; 남 등, 1998) 최대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하악골의 후하방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Ⅱ급 부정교합의 성장조절 치료시 

수직적 조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에서 상악 구치는 Ⅰ급보다 더 근심에 위치하고(Rothstein, 

1971; Altemus, 1955) 하악 구치가 더 후방에 위치한다고 보고되었지만(Altemus, 

1955), 본 연구에서는 상하악 대구치의 전후방적 위치는 Ⅰ,Ⅱ급간 차이가 없었다. 

SMI 4,5 시기가 상하악 유구치가 탈락하는 시기이므로 이로 인한 대구치의 전후방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 개인의 crowding 정도와 치아 

배열 상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Ⅱ급 부정교합자에서는 정상적인 

상악 전치, 구치의 위치에 비해 하악 치열이 후방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김 등,2002; 

강 등, 2002), 최대 성장기를 거치며 하악골의 후방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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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성장기에 시행하는 성장 조절 치료가 

골격적인 부조화의 개선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열 관계의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Ⅱ급에서 상악 전치의 수직적 거리가 증가한 것은 교합평면과 

하악평면의 경사가 더 심해진 것에 대한 보상적 이동이라고 생각되며, 상악 전치의 

전후방 각도는 성인에 비해 치성 보상이 아직 적음을 보여주었다(김 등, 2002; 

Romani 등, 1993).
 

  

안면의 조화와 균형에는 경조직과 연조직 모두 필요하나 안면에 대한 시각적 

효과는 연조직과 그 비율에 의해 만들어진다.(Zylinski 등, 1992)
 
따라서 최근의 교정 

경향은 치열의 배열이나 기능뿐 아니라 연조직의 심미적 변화를 매우 중요시한다. 

연조직에 대한 분석에서도 경조직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직적으로는 

Ⅰ,Ⅱ급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하악골에서와 같이 Ⅱ급 부정교합의 B´, 

Pog´이 뚜렷하게 후방에 위치함을 보여주었다.   

 

McNamara(1981)는 FH-plane 에 대해 A- Nperp 선을 기준으로 하여 8-

10 세의 Ⅱ급 부정교합자의 상악 전돌과 후퇴를 분류하였고, 하악은 Pog- 

Nperp 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구하였는데, “Ideal”한 수치를 중심으로 상악 후퇴인 

경우는 약 49%, 상악 전돌은 약 22%라 하였고, 하악 후퇴는 약 60%, 하악 전돌은 

약 16% 정도라 하였다. Rosenblum(1995)은 4 가지 시상척도면을 사용하여 SMI 

4~7 의 청소년의 상하악 전돌, 후퇴를 분류하였는데, 평균치   1SD 를 정상 범위로 

하여, 첫번째는 Lande 의 NA-FH 와 Downs 분석의 NPog-FH 조합으로 상악 전돌 

63.9%, 하악 후퇴 27.8%로 나타났고, 두번째는 Coben 의 지표로서 상악은 Ba-A : 

Ba-N, 하악은 Ba-Pog : Ba-N 으로 상악 전돌은 63.9%, 하악 후퇴는 16.7%로 

나타났다. 세번째는 Riedel 의 SNA,SNB 를 이용하여 상악 전돌은 19.4%, 하악 

후퇴는 75%의 결과를 얻었고, 네번째는 A-Nperp, Pog-Nperp 를 기준으로 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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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돌 44.4%, 하악 후퇴 63.9%임을 보고하였다. 김 등(2002)등은 한국의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성인 연구에서 horizontal reference plane 에 대한 N-perp 을 

vertical reference plane 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A 점과 B 점의 전후방 위치의 

평균치   1SD 를 정상 범위로 하여 상,하악골의 위치를 분류한 결과  상악 정상위, 

하악 후퇴인 경우가 43.3%, 모두 정상 범위인 경우가 28.3%, 모두 후퇴위인 경우가 

20% 순이었다. 전 등(1989)는 두개저를 기준으로 상,하악골의 전후 관계 즉, 

SNA 와 SNB 의 평균치   1 SD 를 정상 범위로 하여 상악골이 정상 위치하는 경우가 

67.1%, 후방 위치가 20%, 전방 위치가 12.9%였으며, 하악골은 후방 위치하는 

경우가 57.5%, 정상 위치가 40%였다. 상악 정상, 하악 후방 위치하는 경우가 

37.1%로 최다였으며, 상하악 모두 정상 위치한 경우가 30%, 모두 후방위치한 

경우가 20%였다.  

본 연구에서는 horizontal reference plane 에 대해 S 를 통과하는 수선을 vertical 

reference plane 을 기준으로 Ⅰ급 부정교합자의 A 점과 B 점의 전후방 위치의 평균치 

  1 SD 를 정상 범위로 하여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의 상,하악골의 위치를 

분류하였다. 남녀 합산시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의 경우 남녀 모두 상,하악골이 정상 

범위에 위치한 경우가 57.1% 이었고, 상,하악골 모두 전방 위치하는 경우가 

19%였지만, Ⅱ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상악은 정상범위에 있으면서 하악이 정상이거나 

후퇴위인 경우가 60.52%로 가장 많이 나타나 전 등(1989)의 순위와 비슷했다, 

남자는 하악골이 정상 범위내에 위치한 경우가 56.4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상악골이 정상 범위에 위치한 경우가 67.57%로 가장 많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하악골 후퇴의 경향을 보였다. 성인의 경우(김 등, 2002) 청소년기에 비해 하악 

후퇴의 비중이 증가하여 Ⅱ급 부정교합의 골격적 특징이 악화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사춘기 최대 성장기가 시작된 한국 청소년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를 

Ⅰ급 부정교합자와 비교하여 골격성, 치성, 연조직의 특징과 양상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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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를 거치면서 악화될 수 있는 안모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인적의 다양성이나 인종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표본이  일정 지역에 한정된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수의 

표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계측 항목이나, 

치아 모형에 대한 전후적, 횡적 계측 항목에 대한 추가 연구도 폭넓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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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 사춘기 청소년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의 두개안면 형태학적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완부 방사선 사진상 SMI 4~5 단계의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84 명( 남자 41 명, 여자 43 명 )과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 76 명( 남자 39 명, 

여자 37 명 )을 최종 선별하여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을 계측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골격 및 연조직, 치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직 기준선에 대하여 상악골의 전후방 위치는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2.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의 하악골의 위치는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보다 더 

후방에 위치하고, 크기는 더 작았다. 

3. 수평 기준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수직적 고경에는 차이가 없었다. 

4. 코, 상순, 상안면 연조직의 전후방적 위치와 Nasolabial angle 은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이부의 경우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가 더 후방에 위치하였다. 

5. 여자에서 상악전치의 수직거리를 제외하면 상하악 전치와 구치의 전후방적, 

수직적 위치은 남녀 모두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자와 골격성 Ⅰ급 부정교합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6.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군의 안모 유형 분류에서 상악골은 정상 위치하고 

하악골이 후방 위치하는 경우와 상,하악골 모두 정상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각 30.26%), 상악은 전방 위치, 하악은 정상 위치하는 경우가 

23.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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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niofacial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ce with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Hye- young Ha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ung-Ho Kim, D.D.S., M.S.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craniofacial 

complex, teeth and soft tissue between skeletal ClassⅠ malocclusion and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and to classify the facial types of ClassⅡ 

malocclusion in the stage of SMI 4 and 5 in Korean adolescence. 

 

The study was performed to the patients in the stage of SMI 4 and 5 who 

came to the orthodontic department of a dental clinic, Gangam Severance 

hospital of Yonsei University between 2006 and 2016.  They were 41 males 

and 43 females with skeletal ClassⅠ malocclusion and 39 males and 37 females 

with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The lateral cephalograms had been analysed 

to  calculate average values of significance test for ClassⅠ and ClassⅡ about 

skeletal measurement (38 items), measurements of soft tissue (23 items) and 

dental measurement(10 items), and categorized horizontal facial types of maxilla 

and mandibule.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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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nteroposterior position of the maxilla had no difference between skeletal 

ClassⅠ malocclusion and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regardless of sex. (p 

> 0.05) 

2. The mandibule of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was located more posteriorly 

and the size was smaller than that of skeletal ClassⅠ maloccusion. (p < 0.05)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ertical facial heights between two 

groups  regardless of sex. (p < 0.05)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nteroposterior position of nose, 

upper lip, soft tissue of upper face between two groups regardless of sex (p > 

0.05), but the chin area of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was more 

posteriorly positioned(p < 0.05). 

5.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bout the upper and lower 

anterior teeth and molars’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position except the 

vertical distance of the upper anterior teeth of female. 

6. According to the facial type of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classification, the 

highest rate (30.26% each) had been shown in the cases with the Maxillas in 

normal range and the Mandibules in retrognathic range, and in the cases with 

the Maxillas and the Mandibules in normal range. 23,68% had been shown in 

the cases with the Maxillas anteriorly located and the Mandibules in normal 

range. 

 

 

 

Key words : skeletal ClassⅡ malocclusion, craniofacial morphology, adolescence, S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