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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저희크리닉에서아주멀리떨어진곳에서오신분입니다.
사실이분은, 이분의동생과어머님이저에게먼저치료를받으셨습
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의 아버지가 이 분을 데려오셔서 저보고
어떻게좀해달라고하면서, 그 동안무려 10년이나교정치료를받으
셨다고합니다. 

그분이살고계신동네에서초등학교때처음교정을하시다별효과
가없어서, 아주멀리떨어진대학병원으로통원치료를하며두번째교
정치료를받으셨다고합니다. 제가세번째교정의사가되는것입니다. 

제가이분과아버님에게물어보았습니다. 원하는것이이를맞추
는것인지, 얼굴이좋아지는것인지. 후자를우선원하신다고하셔셔
그럼양악수술을생각하고검사를받으시라고하 습니다. 
청나라의 위대한 시인‘심덕잠’은 을 짓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 을 하셨습니다. “대나무를 그릴 때 가슴 속에 푸른 대나무
가심어져있어야한다.”
치과의사가 그 사람의 치료를 모두 마쳤을 때 어떤 상태인지 가슴

속으로미리그리지못하면, 제대로치료할수없을것입니다. 어쩌면
그리는 흉내는 냈지만, 잎사귀가 병들어 있거나 전체가 비스듬히 기
울어진대나무일수도있습니다.

‘턱과 이와 얼굴’을 모두 맞추겠다는 푸른 대나무를 가슴 속에 품어
야합니다. 이만 열심히 맞추는 것이, 턱과 얼굴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
려 더 망가트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지구가평평하다는전제하에
아무리열심히해도잘못될수밖에없습니다. 턱-위치는이-위치에따
라민감하게바뀝니다. 반드시이런이치를알고이를다루어야합니다. 

얼굴(틀)이좋아야이가좋습니다. 이가좋아야얼굴이좋다는믿음
은잘못된것입니다. 이런잘못된전제에서출발하니까 10년동안교정
치료를받아도진전이없습니다. 얼굴 틀이 좋지 않은 사람을 이만 맞
추려고 하면, 얼굴도 좋아지지 않고 이는 물론 턱관절도 좋아지지 않
습니다. ‘턱-이-얼굴’을모두맞추어야합니다.

이 분의 아버님은 저에게 세 번째 교정 치료비를 부담하여 주셨습
니다. 그동안다니던곳에환불하러가기도싫다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가슴 속에 푸른 대나무를 심어 주신 제
스승님을생각하 습니다. 고 Dr. Ronald H. Roth.
제가일하는곳에는제스승님의사진이걸려있습니다. 하늘에서이

분이제가제대로하는지항상째려보고계십니다. 제게진료를받으시
는분중에서혹시이분이변장하신스승님이아닐까, 제대로하는지
보려고하늘에서몸소내려오신것은아닌지, 일하면서자주이런생각
을합니다.

교정만10년 턱-이-얼굴

세번째교정 얼굴이좋아야

푸른대나무

세번째교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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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2003. 7. 30

●치료후 200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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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2003. 7. 30

●턱관절교정후 2004. 2. 25

2003. 7. 30

2004. 2. 25

머리와위-앞니가이루는정상각도, 약100도. 아래턱과아래-앞니가이루는정상각도, 약90도.

위-앞니는심하게뻐드러져4번째치아발거. 아래-앞니는뻐드러지정도가심하지않아5번째치아발거. 

불안정한 턱관절의 문제를 교정하면 치열의 맞물림은 불안정하
게 되어 이가 더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치열교정 + 양악수술 등
(교합치료)으로 이를 정 하게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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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교정수술직전모습(이뽑은자리메우고앞니는바르게세웠습니다). 수술전스프린트사용.2006. 8. 18

악교정수술직후입안모습. 2006. 11. 4

연성교정기를맞추려고본뜨기직전입안사진. 2006. 11. 4

기계턱의턱-위치에서턱관절을맞춘상태확인후계산. 2006. 11. 15

기계턱의턱-위치에서치아를정확하게배열. 2006. 11. 15

턱관절에이를맞추는연성교정기제작. 2006. 11. 15

●양악수술전 2006. 8. 18

●양악수술후 200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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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턱관절위치교정후

●교정+ 양악수술+ 아래-앞니보철수복후

스프린트로턱관절을교정하는동안사랑니발거(×표)

위-아래, 좌-우로뽑은치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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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 ●치료후

* 양악수술은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구강외과황순정주임교수님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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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턱(상악)의 후방 부위를 절개하여(❷) 위로 올려 고정하면(❸,❹),
아래턱(하악)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아래턱은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❸). 아래턱을 절개하여 후방으로 이동하여(❹) 금속
편으로 고정합니다(❺).

실제 양악수술 환자와 가장 비슷한 경우의 그림 설명입니다.

실제 양악수술 환자의 치료 전(검정)과 치료 후(빨강)를 겹친 그림.

앞 뒤

1 5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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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얼굴 분석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얼
굴을그리려는미술가들이육안으로구분한것입니다. 이것은주로사람
의겉모습(살갗이나피부같은부드러운연조직)에관심을둔것입니다. 
1930년대 처음으로 방사선으로 촬 한 사람의 머리를 분석하기 시작

하 습니다. 투명한 종이를 대고 그림을 그려(트레이싱) 자와 각도기로
재고비율등을계산하 습니다. 이것은사람의뼈(치아포함)와같은단
단한경조직에관심을둔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뼈와 이의 각도 등을 열심히 연구하여 좋은 모양과 각
도를재현해도이상하게얼굴이좋지않은결과가나타나곤하 습니다.
원인을찾아보니사람마다살갗의두께가달랐습니다. 그래서다시예전
의미술가처럼실제겉으로나타나는살갗이나피부등을고려한분석법
을연구하기시작하 습니다.  

연조직분석에관한파웰이나스프레들리등과같은선학들의연구를
기반으로,미국의 구강외과의사(치과의사)인 Dr. Arnett이라는 분이 얼
굴연조직분석을통합하여 1990년대초반에‘아넷분석’을제안하 으
며, 2004년자신의분석을기반으로“심미를고려한악교정수술계획”이
라는교재를출간하 습니다.

진수선(True Vertical Line)이란 정확하게 수평선에 수직인 선을 말
합니다. 이런 진수선의 코밑을 지나는 선인‘코밑선(코밑진수선 SNV:

Sub-Nasale Vertical)’을기준으로위-아래입술, 코, 턱끝돌출및입
술두께정도등을평가합니다.

한국의 최병택 박사님은 1984년 자신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교정과석사논문과, Dr. Arnett의연구결과와유사성에관심을가지고
닥터아넷과지속적인교류를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교정과백승
학교수님도, 1991년 석사논문부터평소사람의얼굴분석에지대한관
심과연구및자료를축적하고계시다가, 2000년도에이두분이힘을합
쳐한국인의아넷분석결과를연구발표하셨습니다. 연구결과는미국인
이좋아하는얼굴과한국인의얼굴이놀랍도록비슷하다는것입니다.

2000년도말에최병택박사님은닥터아넷의한국인분석법에, 백승학
교수님의자료를근거로, 한국성인여성20명의분석수치를올린프로그
램을만들었습니다. 맥킨토시컴퓨터에서만작동해서널리알려지지않았
지만, 꽤유용한프로그램입니다. 
이책에사용한것도최병택박사님이이용한‘아넷의한국성인여성’분

석법입니다.

얼굴분석

연조직분석

최병택, 백승학

아넷분석

아넷분석의기준점

이런분석을하려면엑스
레이와 얼굴 사진 촬
시 쇠줄 등의 진수선을
함께 담아야 하며, 얼굴
의기울기등도통제해야
합니다.

아넷의한국성인여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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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의 코밑을 지나는 선(SNV)을 기준으로, 코는 약 13.5mm,
위-입술은 약 5mm, 아래-입술은 약 2.5mm 돌출하 으며, 턱끝은 뒤
로 약 3mm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16~19, 1.6~5.0, -
1.6~3.2, -5.3~-1.7mm라는아넷의수치와매우유사합니다. 

진화생물학자리처드도킨스는자신의저서“지상최대의쇼”에서, 인
류의조상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다양한중간형태들을거치며호모사
피엔스로진화하면서주둥이돌출부를줄여왔음을상기시키며, 유년기
의 특징들을 성년까지 존속시키는‘유형성숙(neoteny)’의 방법을 사용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어려보이는 개체가 성 선
택에서유리한입장에있었다는흥미로운주장을펼치고있습니다. 

한국인이좋아하고소망하는얼굴의잔상은불상에고스란히남아있습
니다. 대부분의불상은옆에서보면아래턱이작은, 어린아이같은동안
얼굴입니다. 여기에앞에서보면볼살이많이붙은상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예수님이나성모마
리아상혹은마호멧의얼굴
도 대부분 아래턱이 작은
동안얼굴입니다.

2004년도 페티존과 예르케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을때는신생아같은얼굴특징(큰 눈, 둥근 뺨, 작은 턱)을 가진여배
우들이인기 고, 사회경제적으로힘든시기에는성숙한얼굴의특징(작
은눈, 홀쪽한뺨, 큰턱)을선호하 다고합니다.
요즘한국은예전보다훨씬풍요로운세상이되어서그런지꽃미남이나

어린아이같은동안을좋아하는유행이빠르고급격하게진행되고있습
니다. 이런사람들의욕구를현대치의학과의학이불을지피고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대니얼맥닐은자신의저서“얼굴”에서다음과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유전적 속임수이다. 동안은 거짓된 젊음의
신호를발산하여더힘있는남성들을끌어들인다. 그리하여동안을만들
어 내는 유전자는 후대에 더 많이 전해졌다. 따라서 얼굴은, 특히 여성
의얼굴은점점어려보이는쪽으로진화했다.

뉴멕시코주립대학의빅터존슨과멜리사프랭크린은어떤얼굴이진
화를통해이상적인아름다움으로나타내는지연구하여다음과같은결
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은 비교적 작았지만, 위-아래 입술은 더 통통했
다. 턱은 작고 섬세했으며, 눈에서 턱까지의 거리는 더 짧았고, 눈에서
입까지의거리와입에서턱까지의거리도평균보다짧았다. 

한국인이좋아하는얼굴

어려보이는동안얼굴의유행

동안은유전적속임수

아넷의한국성인여성분석의주요수치

유형성숙*

턱은작고섬세했으며

* 유형성숙(幼刑成熟neoteny) : 포유동물중에서가장유형성숙한무리가 장류이며, 그중에사람이가장유형성
숙한무리입니다. 침팬지와사람의어릴적두개골형태는, 뇌를감싸고있는두개부분이크게부풀어있고작은턱
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성장하는과정에서두개부분의성장은더디고턱의성장이빨라져전체적으로두개골
의모습이갸름한형태로바뀌게됩니다. 그런데침팬지는턱의성장이빨라어릴적모습과는다른모습을보이지만,
사람은큰차이가없습니다. 이처럼사람은유아때모습을많이가지고성장하지만침팬지는성장하면서사람보다
입이더튀어나오고턱이더커져어릴적모습과크게달라집니다. 이와같이성체가되어서새끼시절의특징을유
지하는것이쉽게말해‘유형성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