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26, No. 2, 2001

  147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총괄 및 고찰

Ⅴ. 결    론

   참고문헌

   문초록  

Ⅰ. 서    론

  치과의사들은 구강질환을 치료할 때 개구제한이 

있는 환자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개구제한은 측

두하악관절을 포함한 감염이나 근육 병변, 연조직 반

흔, 종양 그리고 외상 등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다. 이

때 대부분 상하악 절치간 거리를 이용하여 제한된 개

구량을 측정하게 된다. 측두하악관절에 병변이 없고, 

정상적인 악골관계를 갖는 경우 하악의 개폐구 운동

은 측두하악관절 과두의 회전운동과 활주운동으로 

이루어 지고, 최대개구시 측두하악관절 과두는 관절

융기 첨부의 약간 전방에 위치하게 된다
1,2)
. 이 위치에

서 상하악 절치간 거리는 3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에 

해당된다3). 개구량은 임상가에게 측두하악관절운동

의 중요한 척도로 받아 들여져 왔으며
4)
 상하악 절치

간 최대개구량 측정법은 매우 단순하며 신뢰성이 있

어 측두하악장애의 심도와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5,6)
. 하악의 최대 수직 개구량에 대해 

Sheppard와 Sheppard4)와 Nevakari7)는 수직 개구량

을 상하악 절치간 거리로 정의하 고 Ingervall8)은 상

하악 절치간 거리에 수직피개량을 더한 것으로 정의

하 다. Berrett9) 그리고 Dumas 등10)의 연구들에서 

개구량이 증가하면 측두하악관절 과두의 전방운동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하악 개구량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는데, Sheppard와 Sheppard4), Nevakari7), 

Ingervall
8)
 그리고 Agerberg

11,15)
 등의 13세 이하의 소

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0mm에서 50mm 정

도의 개구량을 가지며 증령에 따라 개구량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 으나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하

다. Travell16)은 평균연령 21.7세의 남자와 평균연령 

19.6세인 여자들을 대상으로, Nevakari7)는 20-25세를 

대상으로, Agerberg
12)
는 평균 20.5세를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최대개구량이 컸다

고 하 다. 또한 Agerberg11,12,15)는 연령 증가에 따른 

개구량의 변화를 측정하 는데 평균연령이 18개월인 

경우 평균 최대개구량이 37.1mm 이었으며, 평균연령

이 6세인 경우에는 44.8mm, 평균연령이 13세인 경우

는 51.2mm 그리고 평균연령이 20.5세인 경우에는 

56.0mm로 가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70세를 대상으로 한 Agerberg와 Oesterberg 
17)
의 연구에서는 최대개구량이 20대에 비하여 감소하

다고 하 다.

  하악 최대개구량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인류계측학적 측정치와 최대개구량사이의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Ingervall14,18), 

Agerberg11,12,15)와 Westling과 Helkimo19)는 사람의 

신장 및 체중(체형지수)과 하악 최대 개구량사이의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 다.

  또한 조직의 유연성과 하악의 한계운동 형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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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악 최대개구량이 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Westling과 Helkimo19) 그리고 Pullinger 등20)이 

하악의 회전각을 이용하여 측두하악관절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고하 다. Pullinger 등
20)
은 

수동개구에서 남자의 최대개구량이 여자보다 크다고 

하 으나, 회전각과 수동개구와 능동개구의 차이는 

여자가 더 크다고 하여 여자는 관절운동의 범위가 더 

크고 관절의 유연성이 더 좋다고 하 다21). 그러나 

Westling과 Helkimo19)는 능동개구 또는 수동개구에

서 하악의 최대개구량과 관절의 운동능 사이에는 관

련이 없으며 최대개구시 하악의 회전각은 인대의 유

연성보다는 안면 골격구조에 더 향을 받는다고 보

고하 다. Wright와 Hopkins
22)
 그리고 Muto와 

Kanazawa23,24)는 최대개구량은 하악의 길이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Ingervall14,18)은 하악 운동범

위가 개인차가 있으며 일부는 안모형태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고 하 고 개구능력은 하악과 두개저의 

길이, 하악지와 하악 하연길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

고한 바 있다. 또한 하악길이와 무관한 측두하악관절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Dijkstra25,26)와 Gerhardt27)는 

두개에 대한 하악의 각도이동을 개구각이라고 정의

하고 goniometer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개체의 관절

운동량을 서로 비교하 다.

  이와 같이 개구량과 하악운동과 신체적인 특징 그

리고 안면 골격학적 관찰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골격구조

가 정상인 경우에 대한 연구 으며, 서로 다른 골격구

조를 가진 대상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여 앵 씨 구치

부 관계에 따라 분류된 군들에서 개구량 및 하악 수

직개구운동과 각 골격구조와의 상관성을 구명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앵 씨 구치

부 관계에 근거, 1급(남:30명, 여:49명), 2급(남:18명, 

여:24명) 과 3급(남:18명, 여:33명)으로 분류하여 총 

172명(남:66명, 여:1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 으

며, 연령 범주는 20-30세까지 다. 연구대상자는 측

두하악관절 및 저작계 이상에 대한 증상 및 병력이 

없으며, 발치 및 교정치료의 경험이 없었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들을 직립위로 위치시켜 가능한 크게 

개구하라고 하여 전남대학교 병원 구강내과에서 사

용하는 계측용 자를 이용하여 최대 절치간 개구량

(maximum interincisal opening, MIO: 최대개구시 상

하악 중절치 절단면사이의 거리와 폐구시 수직피개

량의 합)을 측정하 다. 연구대상자들의 구강 내에서 

0.0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자를 이용하여 최대 개구

시 상하악 제1 대구치들의 중심와 사이의 거리를 측

정하여 최대 구치간 개구량(maximum intermolar 

opening, MMO)으로 하 다. 최대절치간 개구량과 

최대 구치간 개구량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 다. 

  연구대상자들의 상하악 인상을 alginate로 채득하

고 경석고 진단모형을 형성하여 악궁 길이(arch 

length)는 좌우측 중절치 사이의 설측 치은연단에서 

좌우측 제2대구치의 원심면을 이은 선에 직각으로 선

을 그었을 때의 거리로 정의하여 측정하 고, 악궁 폭

경(arch width)은 좌우측 제1대구치 설면의 최대풍융

부를 이은 선의 거리로 정의하고 측정하 다.

  각 연구대상자들의 최대 개구시와 중심교합위에서 

Veraview(J. morita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측모 두부 규격방사선 사진을 촬

하 다. 촬 조건은 70-75kvp, 8mmA 그리고 노출시

간은 1.2-1.7초 다. 필름은 TMG/RA-1(Kodak, 

U.S.A.)을 사용하 다. 최대 개구상태의 방사선 사진 

촬 시 계측용 자를 이용하여 절치부 최대 개구량을 

유지하면서 촬 하 다. 이때 방사선원과 필름간의 

거리는 150㎝ 으며, 연구대상자의 중심 시상면과 

필름 카세트간의 거리는 12.5㎝ 이었다. 촬 된 측모 

두부 규격방사선 사진에 대한 작도 및 계측을 시행하

다. 

  3인의 측정자가 임상검사, 하악운동 분석검사, 두부 

방사선 사진의 작도 및 계측을 시행하여 그 평균치을 

이용하 다.

  이 연구에서 이용된 측모 두부규격방사선 사진의 

방사선학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Fig. 1)

 1. C : 방사선상에서 과두의 상방 최고 풍융점, 전방 

최고 풍융점 그리고 후방 최고 풍융점의 접선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 세선이 만나는 점

 2. C' : 최대개구시 C의 위치

 3. Go(Gonion) : 하악지 후방경계와 하악기저부 접

선의 교차점

 4. Go' : 최대개구시 Go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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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ference points and planes used for 

cephalometric analysis

S:center of pituitary fossa, Na:junction of 

frontonasal suture, Me:most inferior point 

of symphysis, Pog:most anterior point of 

symphysis, Gn:intersection of Me-Go and 

N-Pog, Go:intersection of posterior border 

of ramus and inferior border of mandible, 

C:intersection of perpendicular planes to 

most anterior, superior and posterior point 

of condyle, C':C point of opend mandible, 

Gn':Gn ponit of opened mandible, Go':Go 

point of opened mandible

 

 5. Gn(Gnathion) : Me-Go와 N-Pog 사이의 교차점

 6. Gn' : 최대개구시 Gn의 위치

 7. Na(Nasion) : 정중평면상의 전두비골봉합의 최전

방점

 8. Me(Menton) : 하악정중부 외형선의 최하방점

 9. S(Sella) : 뇌하수체와의 정중점

10. Pog(Pogonion) : 하악정중부 외형선의 최전방점

  다음은 두부 규격방사선 사진에서 측정한 선계측

량과 각도계측량이다.

 1. Go-Gn(mandibular inferior border length) : 하악

하연부 길이

 2. C-Go(ramal length) : 하악지 길이

 3. C-Gn(total mandibular length) : 총 하악골 길이

 4. Na-Me(anterior facial length) : 전안면부 길이

 5. C-C'(distance of condylar movement) : 최대개

구시 하악과두가 이동한 거리

 6. C-S-C'(angle of condylar movement) : 최대개구

시 하악과두가 이동한 각도

 7. Go-Gn to Go'-Gn'(angle of mouth opening: 

AMO): 최대개구시와 중심교합시와의 하악하연부 

간의 각도(하악개구각)

 

3. 통계학적 검정 

  Jandel scientific 사의 SigmastatⓇ를 이용하여, 악

안면 골격 요소들에 대한 그리고 하악의 수직 변위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tudent's 

t-test 또는 Mann-Whitney rank sum test를 시행하

으며, 앵 씨 분류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airwise multiple comparison procedures, Kruskal- 

Wallis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on ranks를 시

행하 고,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test를 

시행하여 각 군에서 최대개구량, 과두이동거리 및 개

구각과 악안면 골격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안면부 골격형태(Table 1) 

  골격계측시 Go-Gn와 C-Gn는 앵 씨 1급군, 2급군

(p<0.001) 그리고 3급군(p<0.05) 모두에서 여성에 비

하여 남성이 크기가 컸다. Na-Me은 2급군(p<0.01)과 

3급군(p<0.05)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나타났

다. 각 군간에 C-Gn과 Na-Me는 3급군(p<0.05)에서 

가장 컸으며, Go-Gn과 C-Go는 군간에 차이가 없었

다. 진단모형에서 계측한 상하악궁 길이는 1급군이 

가장 길었으며(p<0.01), 남녀간에는 모든 군에서 차

이가 없었다. 상하악궁 폭경은 3급군에서 가장 넓었

으며, 남녀간에는 2급군에서 남성(p<0.01)이, 3급군에

서 여성(p<0.05)이 넓었다.

--: closing position of mandible

ㅡ: opening position of mandible

Pog

GnMe

Gn'

Na

C'

Go

C

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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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linear(unit:mm) and angular(unit:degree) measurement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and 

mandibular positional changes among Angle's class I, II and III and among male and female

Variables Class I Class II Class III

MIO
M

50.4±0.8
54.3±0.7

* 50.33±0.99
53.8±0.8

** 53.58±0.88*
56.9±1.3

*
F 48.8±0.8 48.5±1.1 51.4±1.0

MMO
M

34.6±0.75
39.1±1.41

*** 36.0±1.92
39.8±2.32

* 34.3±1.04
38.8±1.11

**
F 32.9±0.56 32.3±1.55 32.7±0.98

MIO/
MMO

M
1.49±0.03

1.49±0.03
1.55±0.10

1.43±0.04
1.46±0.03

1.46±0.01

F 1.49±0.04 1.61±0.15 1.46±0.04

UAL
M

45.05±0.22*
44.45±0.37

44.31±0.70
44.29±0.23

43.68±0.42
43.70±1.23

F 45.28±0.26 44.33±1.05 43.60±0.45

LAL
M

41.20±0.21*
41.33±0.42

39.13±0.82
40.57±0.56

40.68 ±0.36
44.23±0.50

F 41.14±0.25 38.41±1.16 40.03±0.31

UAW
M

37.84±0.29
38.77±0.63

36.09±0.85
40.18±0.85

** 37.94 ±0.57*
34.63±2.95

*
F 37.47±0.31 34.04±0.64 38.54±0.37

LAW
M

34.20±0.29
35.19±0.67

34.08±0.84
36.9±0.81

35.38±0.38*
35.2±2.05

F 33.81±0.30 32.7±0.97 35.4±0.29

Go-Gn
M

81.28±0.47
84.5±0.57

* 79.28±2.18
84.3±3.28

*** 82.20±0.77
87.8±1.20

*
F 80.9±0.54 74.8±1.74 80.0±0.71

C-Go
M

65.56±0.63
67.8±0.75

68.47±1.98
71.6±3.09

** 66.49±0.97
77.9±1.65

*
F 64.5±0.68 63.8±0.89 65.2±1.09

C-Gn
M

119.47±0.83
123.00±0.79

** 117.67±2.43
121.08±1.57

*** 121.16±1.05*
128.59±1.15

*
F 118.39±0.20 111.96±1.39 118.25±3.17

Na-Me
M

130.27±0.64
130.42±0.87

130.79±2.60
134.2±3.28

** 133.31±1.04*
137.4±0.20

*
F 130.24±0.74 124.1±1.03 131.7±1.23

C-C'
M

18.09±0.41
19.5±0.89

18.92±0.92
23.8±1.01

** 18.33±0.51
21.8±0.17

*
F 17.5±0.43 16.5±0.38 14.7±0.52

C-S-C'
M

32.46±0.83
31.2±1.48

32.18±1.35
37.3±2.39

** 31.84±1.72
37.7±2.17

**
F 33.0±0.99 29.6±1.05 28.4±1.89

Go-Gn to 

Go'-Gn'

M
31.16±0.61

33.65±1.08
30.87±2.17

37.75±0.70
** 30.27±0.94

37.42±2.87
**

F 30.19±0.70 27.43±2.75 27.79±0.74

The values are mean±SEM. *:p<0.05, **:p<0.01, ***:p<0.001

MIO:maximum interincisal opening, MMO:maximun intermolar opening

MIO/MMO:ratio between MIO and MMO), UAL:upper arch length, LAL:lower arch length UAW:upper arch width, 

LAW:lower arch width, M:male, F: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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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개구시 하악의 변화(Table 1) 

  평균 최대 절치간 개구량은 1급군(p<0.05)에서 남

성 54.33±0.73㎜, 여성 48.82±0.83㎜, 2급군(p<0.01)

에서 남성 53.83±0.88㎜, 여성 48.57±1.15㎜ 그리고 3

급군(p<0.05)에서 남성 56.95±1.33㎜, 여성 51.49±

1.00㎜ 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컸으며, 각 군간의 

평균 최대 개구량은 3급군에서 53.58±0.88㎜ 로 가장 

컸다(p<0.05). 최대 구치간 개구량의 경우 1급군(p< 

0.001), 2급군(p<0.05) 그리고 3급군(p<0.01)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세하 으나, 군간의 차이는 없

었다. 최대 절치간 개구량과 최대 구치간 개구량의 비

율은 모든 군에서 남녀차이가 없었으며, 각 군간의 차

이도 없었다. 

  하악과두는 개구시 측두골의 관절와를 따라서 전

하방으로 이동한다. 하악 과두의 이동거리는 1급군에

서 남성 19.5±0.89㎜, 여성 17.5±0.43㎜로 차이가 없

었으며, 2급군(p<0.01)에서 남성 23.8±1.01㎜, 여성 

16.5±0.38㎜ 그리고 3급군(p<0.05)에서 남성 21.8±

0.17㎜, 여성 14.7±0.52㎜로 남성에서 우세하 다. 1

급군, 2급군 그리고 3급군 각각은 평균 18.09±0.41㎜, 

18.92±0.92㎜ 그리고 18.33±0.51㎜로 군간에는 차이

가 없었다. 하악과두의 이동각도는 1급군에서 남녀간

의 차이가 없으나, 2급군(p<0.01)에서 남성 37.3±

2.39°, 여성 29.6±1.05°그리고 3급군(p<0.01)에서 남

성 37.7±2.17°, 여성 28.4±1.89°로 남성이 컸으며, 1

급군, 2급군 그리고 3급군 각각은 평균 32.46±0.83°, 

32.18±1.35°그리고 31.84±1.72°로 군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aximum 

mouth opening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C-Gn 0.494 ***

Na-Me 0.391 ***

C-C' 0.476 ***

C-Go 0.367 ***

Go-Gn 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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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개구후 하악하연부 길이와 중심교합시 하악

하연부 길이 사이의 각도로 표시한 하악 개구각은 1

급군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고, 2급군(p<0.01)에

서 남성 37.75±0.70°, 여성 27.43±2.75°그리고 3급

군(p<0.01)에서 남성 37.42±2.87°, 여성 27.79±0.74°

로 남성에서 컸으나, 1급군, 2급군 그리고 3급군 각각

의 개구각은 31.16±0.61°, 30.87±2.17°그리고 30.27

±0.94°로 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3. 최대개구시 하악운동과 안면 골격구조와의 상관

관계

  최대 개구량과 골격구조와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데 비독립 변수는 최대 절치간개구량, 하악과두 이동

거리 그리고 하악 개구각이며, 예견되는 변수는 안면 

골격 형태이다. 

  앵 씨 1급군에서 최대 절치간 개구량은 약 24%의 

변위편차에서 안면 골격구조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총 하악골 길이, 하악지 길이, 하악하연부 길이, 과두

의 이동거리 그리고 전안면부의 길이 등이 개구량에 

대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악 과두 이동거리와는 상하

악궁 폭경, 하악지 길이, 총 하악골길이 그리고 하악

하연부 길이 등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악 개구

각은 상하악궁 길이와 역상관관계를 갖는다(Table 2, 

3, 4). 

  앵 씨 2급군에서 하악 과두 이동거리는 약 78%의 

변위편차에서 안면 골격구조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하악지 길이, 총 하악골 길이 그리고 하악하연부 길이 

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악 개구각은 상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dylar 

movement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C-Gn 0.383 ***

C-Go 0.325 **

Go-Gn 0.286 **

lower arch width 0.319 **

upper arch width 0.364 ***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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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MO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upper arch length -0.381 ***

lower arch length -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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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dylar 

movement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Class I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C-Go 0.886 ***

Go-Gn 0.792 ***

C-Gn 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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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MO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Na-Me 0.695 **

upper arch length -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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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궁 길이와 역상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전안면부 길

이와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Table 5, 6). 

  앵 씨 3급군에서 최대 절치간 개구량은 약 49%의 

변위편차에서 안면 골격구조와 상관관계을 가지며, 

총 하악골 길이, 하악궁 길이, 전안면부 길이 그리고 

하악하연부 길이 등이 최대 절치간 개구량에 대한 중

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악 과두 이동거리는 하악궁

의 길이가 상관관계을 가지며, 상악궁 폭경과는 역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악 개구각은 하악궁 길이와 

하악하연부 길이가 관련이 있으나 상하악궁 폭경과

는 역상관관계를 갖는다(Table 7, 8, 9).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aximum 

mouth opening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I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C-Gn 0.626 ***

Na-Me 0.455 **

Go-Gn 0.706 ***

lower arch length 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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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dylar 

moverment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I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lower arch length 0.547 ***

upper arch width -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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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M and 

variables for facial skeletal factors on 

Angle's Class III molar relationship

correlation 

coefficients
p

Go-Gn 0.36 *

lower arch length 0.474 **

#36-46 -0.479 **

#16-26 -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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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총괄 및 고찰

  하악운동과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안면 골격학적 

관찰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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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골격구조가 정상인 경우에 대

한 연구 으며, 서로 다른 골격구조를 가진 대상에 대

한 연구는 희소하여 앵 씨 구치부 관계에 따라 분류

된 군들에서 개구량 및 하악 수직개구운동과 각 골격

구조와의 상관성을 구명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 다.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자를 이용하여 최대 개구

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촬 하 다. 결과에는 포함

되지 않았으나 두부 규격방사선 사진상의 상하악 전

치간 거리는 임상적인 측정보다 약 1.1배 컸다. 

  Muto와 Kanazawa
28)
는 최대 개구시 설골의 위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개구량이 증가하면서 설골은 

하후방으로 이동하고, 최대개구시 머리의 위치는 후

방에 위치해 있어 개구시 설골의 하방이동과 머리의 

후방이동이 최대개구량을 얻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립위에서 개구하게 하 다. 

  일반적으로 최대개구량은 성인이 될 때까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그 이후 증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나 그 이유는 불명확하다4,7,11,12,13,14). 남성이 여

성에 비하여 개구량이 큰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러

한 성별의 차이는 일반적인 남녀사이의 체격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12,13). Mutto와 Kanazawa23,24)

은 최대개구량과 하악의 크기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최대 절치간거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큰 측정치를 보인다. 그리고 남자가 평균 5㎜, 여자가 

평균 49.6㎜를 나타내는데 이 량은 최대개구량에서 성

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Agerber12)의 남자 58.6㎜, 

여자 53.3㎜, Travell
16)
의 남자 59㎜, 여자 53㎜ 그리고 

Pullinger 등20)의 남자 57㎜, 여자 55㎜ 등과 차이가 있

다. 이 차이는 동서양의 골격적인 특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Nevakari
7)
, Agerber

11,12)
 그리고 

Landtwing13) 등은 남녀간의 최대대구량의 차이는 골

격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하 다. Westling과 

Helkimo
19) 
그리고 Muto와 Kanazawa

23,24)
는 개구량은 

체격과 상관없이 하악골의 크기만이 관련이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1급군에서는 Go-Gn 그리고 

C-Gn 등이 남녀간 차이가 있었으며, 2급군에서는 상

악궁 폭경, Go-Gn, C-Go, C-Gn 그리고 Na-Me 등에

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3급군에서는 상악

궁 폭경, Go-Gn, C-Gn, C-Go와 Ma-Me 등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하악골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하악의 개구능에 측두하악관절의 운동량이 향을 

미치는데 Westling과 Helkimo19) 그리고 Pullinger 등

20)
은 하악의 회전각을 측정하여 하악과두의 운동량을 

평가하 다. Westling과 Helkimo19)는 최대 개구시 하

악의 회전각은 남자에서 보다 여자에서 약간 더 크지

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라고 하 으며, 능동개구 또는 

수동개구에서 하악의 최대개구량과 다른 관절운동능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 고 그리고 최대 개구

시 하악의 회전각은 인대의 유연성에 덜 의존하고 안

면골격구조에 더 향을 받는다고 하 다. Pullinger 

등20)의 연구에서 남자는 평균 33.3°, 여자는 평균 

35.1°의 측두하악관절의 운동범위를 갖는다고 하 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학조사에서 여자의 관절운동 

범위가 더 넓다고 하 다. 그리고 남녀간을 비교하

을 때 수동개구와 능동개구사이의 차이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나 여자에서 약간 큰 것은 

여자의 인대의 유연성이 남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고 하 다
21)
. Westling 과 Helkimo

19)
 그리고 

Pullinger 등20) 과 측정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최대 개구시 측두하악관절의 운동량을 평가

할 수 있는 C-S-C‘측정치는 1급군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고, 2급과 3급군에서는 남자가 크게 나타

나 Pullinger 등20)의 결과와 상이하 다. 

  측두하악관절의 운동량을 나타내는 과두의 이동거

리와 이동각도 등이 각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각 군간의 최대 절치간 개구량의 차이에 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급군에서는 

C-Gn, C-Go, Go-Gn과 상하악궁 폭경 등이, 2급군에

서는 C-Go, Go-Gn과 C-Gn 등이, 그리고 3급군에서

는 하악궁 길이와 상악궁 폭경이 하악 과두 이동거리

와 관련이 있었다. 

  Dijkstra 등25,26)은 하악길이와 무관한 측두하악관절

의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두개저에 대한 하악의 각

도이동을 하악개구각으로 설정하 다. 이 방법의 장

점은 측두하악관절의 운동량을 하악길이와는 무관하

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개구량과 하악길이

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14,18)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하악과두 운동량의 측정치로써 최대개구량은 

항상 하악길이에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Wooten1)은 과두의 이동거리와 개구량 정도를 연

관시키려는 연구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하 다. 그러

나 Dijkstra 등
25,26)
은 최대 개구량과 하악개구각은 강

한 연관성를 가지고 있어 하악과두의 운동량이 최대

개구량에 향을 끼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하악

개구각과 상관있는 골격요소들은 1급군에서는 상하

악궁 길이, 2급군에서는 상악궁 길이와 안면부 길이 



김재형․김병국․최홍란

154

그리고 3급군에서는 하악 하연부의 길이, 하악궁 길

이 그리고 상하악궁 폭경 등으로써 3급군에서만 하악

하연부의 길이가 약한 연관성을 보 다.

  Westling과 Helkimo
19)
 그리고 Pullinger 등

20)
은 능

동개구량와 수동개구량을 측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

는 능동개구량을 측정하 다. 그 이유는 수동개구량

을 측정하 을 때 관찰자가 동량의 힘을 적용하기 어

려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동개구시 두부의 위

치변화가 가능하여 최대개구량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급군과 1급군 사이의 최대 절치간 개구량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데 1급군의 최대 절치간 개구량에 

상관관계가 있는 골격요소들은 C-Gn, Na-Me, C-C', 

C-Go, 그리고 Go-Gn 등이며, 3급군의 최대 절치간거

리에 상관관계가 있는 골격요소들은 C-Gn, Na-Me, 

Go-Gn 그리고 하악궁 길이 등이다. 위에서 1급군과 

3급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골격요소들은 

C-Gn과 Na-Me이다. 따라서 1급군과 3급군의 최대 

절치간거리의 차이는 하악의 총길이 뿐만 아니라 안

면부의 길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긴 하악 또는 

긴 얼굴을 갖은 사람이 다른 유형의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개구량을 갖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Agerberg11,15)의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1급군과 3급

군의 최대개구량의 차이는 Muto와 Kanazawa23,24)가 

보고와 같이 하악 크기의 차이로 사료된다.

  현재 임상적으로 개구제한을 증상으로 하는 측두

하악관절 장애의 임상검사시 질환의 심도와 치료계

획을 수립하는데 개구량은 중요한 진단적 요소로 이

용되고 있으며, 치료의 진행과 치료종결의 척도로 최

대개구량을 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최대 개구량의 

회복이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증상의 개선보다 

중요할 수 있다. 개구제한을 치료시 특히 성장기 환자

의 치료시 개구량에 향을 주는 골격적 요소를 확인

하여 기능적 정형장치등의 사용시 이를 고려하는 것

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더욱 적절

한 진단 및 치료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구제한 및 

관절원판의 내장에 향을 줄 수 있는 골격적, 조직

적, 유전자적인 관점의 보다 진보된 연구들이 시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앵 씨 분류에 따른 최대개구시 하악의 수직 변위

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수직 하악운동에 향을 주

는 골격적 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대상자를 앵

씨 구치부 관계에 근거하여 1급군, 2급군과 3급군

으로 분류하여 총 172명(연령 범주:20-30세)의 학생

을 선택하 다. 실험대상자들의 최대 개구시 상하악 

중절치 절단면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대상자들의 진

단모형을 만들어 상하악궁 길이와 폭경를 측정하

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두부 규격방사선 사진을 촬 , 

작도하고 방사선학적 지표를 계측, 비교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앵 씨 분류 1급군, 2급군 그리고 3급군 절치간 최

대개구량은 3급군이 가장 컸으며 각 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컸다. 구치간 최대개구량은 앵 씨 분류 

1급군, 2급군 그리고 3급군에서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군에서 남자가 더 컸다.

2. 앵 씨 분류 1급군과 2급군의 하악 개구운동에서 

총 하악골 길이, 하악지 길이, 하악 하연부 길이 그

리고 상악궁 폭경이 변수로 나타났으며, 상하악궁 

길이와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앵 씨 분류 3

급군의 하악 개구운동에서 상하악궁 길이와 안면

부 길이가 1급군과 2급군과는 다른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상악궁의 폭경과는 역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앵 씨 분류에 따른 세군 모두

에서 하악 개구운동은 안면 골격구조의 향을 받으

며, 각 군간에 향을 주는 안면 골격 요소들은 차이

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골격 요소들은 개구량 개선

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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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Assessment for Mandibular Movement and Adult Facial Skeletal Structure According to 

Angle's Classcification

Jae-Hyung Kim, D.D.S., Ph.D., Byung-Gook Kim, D.D.S., Ph.D., 

Hong-Ran Choi*, D.D.S., Ph.D.

 

Dept. of Oral Medicine & Oral Pathology*,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vertical movement of mandible according to Angle's molar 

relationship and by skeletal factors affect to vertical movement of mandible. 172(age ranged from 20 to 30) subjects who 

go to college within territory of Kwangju city without any experi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extract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class I(male:30, female:49), class 

II(male:18, female:24) and class III(male:18, female:33) according to Angle's molar relationship. The distance was measured 

between incisal edge of maxillary and mandibular central incisor and between bottom of central fossa of maxillary and 

mandibular 1st molar with ruler. The arch length and width were measured on the diagnostic cast. Cephalometrics were 

taken and then traced. Landmarks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1. Maximal interincisal opening of male is larger than that of female in class I, class II and class III. Among each group 

maximal interincisal distance is the largest in class III. Maximal intermolar distance of male is superior to that of female 

in class I, class II, and class III, but there is no siginficant difference among them. 

2. On maximal opening movement of Angle's classification class I and class II, total mandibular length, mandibular ramal 

length, madibular inferior border length and upper arch width were important variables and facial length, upper arch 

length and lower arch length had negative relationship to that. On maximal opening movement of Angle's class III, 

the upper arch length, the lower arch length and anterior facial length were important variables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class I and II, and upper arch width had negative relation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ximal opening movement is affected by facial morphology in all classes, but each group 

is affected by different facial skeletal variables. Accordingly, facioskeletal variables might be considered as diagnosis and 

treatment to improve the amount of mouth op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