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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find differences in how dentists and laypersons evaluate facial asymmetry and to identif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erception of asymmetry. Photographs of young male and female faces were transformed according to lower facial
height, lower facial width, the direction of chin deviation, and the angle of chin deviation. Thirty dentists (mean age, 28.0 years; 16
males, 14 females) and 50 laypersons (mean age, 22.2 years; 24 males, 26 females) answered a questionnaire evaluating the asymmetry
in 24 photographs (12 males and 12 females) using visual analog scale. The individual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dentists and laypersons in evaluating photographs with a 5° chin deviation
angle. Compared with laypersons, dentists evaluated photographs with 10° chin deviation angle as more asymmetric. Faces with a long
lower facial height, left deviation of the chin, and a large chin deviation angle were considered to be more asymmetric than those with
normal lower facial height, right deviation of the chin, and a small chin deviation angle, respectively (p <0.05). There was no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lower facial width and the perception of facial asymmetry in both the groups. The perception of facial asymmetry
was affected by lower facial height, the direction of chin deviation, and the amount of chin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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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얼굴의 대칭성은 사람의 매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로, 얼굴이 대칭적일수록 유전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인식된

면 부위는 상안면 부위에 비해 비대칭 경향이 크고[9,10], 상하
악 복합체의 위치 또는 형태가 수술을 통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의 평가 및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다[1-4]. 사람에서 완벽한 대칭성은 찾아보기 힘들며 심미적으

안면 비대칭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안면 비대칭의 해부학적

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안면 비대칭은 가지고 있

인 특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부학적인 특성과 비대칭의 인식

다[4-9].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부의 편위는 비대칭

안면 비대칭은 비대칭적인 동공의 위치, 비뚤어진 코, 하악 하

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일반인의 경우

연의 비대칭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 하안

5.6 mm의 이부의 편위를 비대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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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임상사진을 이용한 Lee 등[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부의

안면 비대칭은 해부학적 비대칭의 정도뿐만 아니라 평가자

편위 이외에도 입술의 경사, 하악체 경사도 차이(body inclina-

집단에 따라서도 다르게 인지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일반

tion difference), 하악각 경사도 차이(gonial angle difference)

인들은 미약한 안면 비대칭을 정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

가 안면 비대칭의 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며, 치과의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안면 비대칭을 인지하는 역치
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13].
본 연구에서는 안모사진을 변형시켜 얻은 비대칭 사진을 바
탕으로 이부의 편위량 외에 안면 비대칭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요인들을 알아보고 비대칭의 인식에서 치과의사와 일
반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G

비대칭 사진 만들기
Sn
Lower facial width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IRB의 승인(IRB no. WK-

Chin deviation angle

DIRB201509-01) 이후 정상교합을 보이는 2명의 젊은 성인 남

Lower facial height
Mn

녀(남 23세, 여 22세)를 자연 두부 위치로 유도한 뒤, 디지털 카
메라(D5300; Nik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
하였다. 촬영된 사진을 Photoshop CC (Adobe systems, San

Fig. 1. Soft tissue landmarks and reference lines used in morphing.
G, glabella; Sn, subnasale; Mn’, soft tissue menton; vertical reference
line, line from G to Sn; lower facial length, the length from Sn to Me’;
lower facial width, the length between points where perpendicular
bisector of line from Sn to Me and the outline of face meet.

Jose, CA, USA)를 이용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여 기본 이미
지를 만들었다.
기본 이미지를 다음의 계측점과 기준선을 이용하여 변형시켰
다: 하안면 고경, subnasale (Sn)부터 연조직 menton (Me’)까

A
Direction of deviation
Amount of deviation

Left
5

Left
10

B
Right
5

Right
10

Left
5

Normal
lower facial
length and width

Wide
lower facial width

Long
lower facial length

Fig. 2. Photographs of (A) male and (B) female faces with various degrees of facial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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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거리; 하안면 폭경, Sn과 Me’를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은 하안면 폭경, 좌측 이부 편위, 66.66 mm를 넘는 VAS 응답이

이 하악 외연과 만나는 점들 간의 거리; 이부 편위각, 수직 기준

1로 변환되었으며 정상 하안면 고경, 정상 하안면 폭경, 우측 이

선과 Sn-Me’가 이루는 각(Fig. 1). 사진에 따라 하안면 고경과

부 편위, 66.66 이하의 VAS 응답은 0으로 변환되었다. 로지스틱

하안면 폭경을 기본 이미지에서 각각 1/6 (남자사진에서 11.3

회귀분석은 5°
와 10°
도 이부 편위각에서 각각 평가되었다. p값

mm, 여자사진에서 10.3 mm), 1/10 (남자사진에서 10.8 mm,

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자사진에서 8.2 mm)씩 증가시켰으며, 이부 편위각은 좌측 혹

측정 오차는 Dahlberg 공식;

은 우측으로 각각 5°
에서 10°
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

� � �∑

� � 을 통해 계산하였다.
��

여기서 d는 최초 측정치와 2주 뒤 측정치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쳐 총 24장의 비대칭 사진을 만들었다.
변형된 사진을 A4용지에 실제 크기로 인화하여 무작위적으로

N은 표본 수를 의미한다. 측정오차는 0.07 mm였다.

배열한 뒤 남자사진과 여자사진이 번갈아 오도록 하여 사진첩
을 제작하였다(Fig. 2).

설문지 제작과 설문조사
30명의 치과의사(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근무중인 전공
의, 평균연령 28.0±3.5세; 남자 16명, 여자 14명)와 50명의 일
반인(평균연령 22.2±2.9세; 남자 24명, 여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평가자들은 사진첩과 visual analog
scale (VAS)을 답할 수 있는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지 바의 왼쪽
1/3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비대칭, 중간 1/3은 수
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중등도 비대칭, 오른쪽 1/3은 수술을 필
요로 하는 심한 비대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Fig. 3).
평가자들에게는 사진을 서로 대조해보지 말고 1분 내에 답하도
록 지시하였다.

통계 분석
SPSS Statistic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해 독립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통계적 분석을 위해 사
용되었다. 독립 t검정은 변수들과 평가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3개의 변수(하안면 고경, 하안면 폭경, 이부의 편위 방향)
와 치료의 필요성을 0 또는 1로 구분하였다. 긴 하안면 고경, 넓

Asymmetric

Symmetric
Little asymmetry
not requiring treatment

Moderate asymmetry
not requiring treatment

Severe asymmetry
requiring treatment

100 mm bar

Fig. 3. The process of the survey. Twenty-four photographs were
evaluated by visual analog scale in turn. A 100 mm bar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means the severity of facial asymmetry.

Table 1. Comparison of mean visual analog scale scores by factors including lower facial height, lower facial width, direction of deviation in 5°
and 10°of chin deviation angle
Lower facial height
Long
5°
10°

Dentists
Laypersons
Dentists
Laypersons

50.06
49.60
83.76
79.40

Normal
34.56
34.08
68.88
62.90

Lower facial width

p -value
c

0.000
0.000c
0.000c
0.000c

Wide
40.81
45.20
59.63
57.11

Normal
34.56
34.08
68.88
62.90

Direction of deviation

p -value
a

0.033
0.000c
0.000c
0.006b

Right

Left

p -value

34.91
38.17
66.70
63.06

48.71
47.75
74.81
69.88

0.000c
0.000c
0.000c
0.000c

Independent t-test, ap <0.05; bp <0.01; c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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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요한 것으로 인지하였다(Table 3).

안면비대칭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그 영향

고 찰

같은 이부 편위각에서 긴 하안면 고경을 가진 사진이 정상 하

현재까지 보고된 많은 연구들이 이부의 편위가 안면 비대칭

안면 고경을 가진 사진에 비해 더욱 비대칭적으로 인식되었으

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안면 비대

며, 좌측으로 편위된 이부는 우측 편위된 경우보다 더욱 비대칭

칭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적으로 인식되었다(p ＜0.001). 정상보다 넓은 하안면 폭경을

안모 비대칭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Lee 등[12]은

가진 사진은 이부 편위각이 5°
일 때는 더욱 비대칭적으로 인식

치료 전 환자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McAvinchey 등[11]

된 반면 10°
일 때는 오히려 덜 비대칭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과 Meyer-Marcotty 등[14]은 삼차원 이미지를 변형하여 이용

(Table 1).

하였다. 삼차원 이미지를 사용한 실험의 경우 얼굴 부분만 노출

안면 비대칭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긴 하안면 고

시켰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같은 얼굴 이외의 조건에 영향을 받

경과 하악의 좌측 편위를 동반한 비대칭 안모의 경우 치료가 필

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얼굴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의 모습과는 이질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일상적으
로 볼 수 있는 얼굴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머리카락 부위와 어

치과의사와 일반인의 안면비대칭의 인지 비교

깨의 일부까지 사진에 포함시켰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부의 편위뿐만 아니라, 하안면 고경과 하

5°
의 이부 편위각을 가진 사진에서 치과의사와 일반인이 느끼

안면 폭경도 비대칭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세웠

는 안면 비대칭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대부분 치료가 필

으며 Sn과 Me’가 하안면 고경을 측정하는 계측점으로 활용되었

요하지 않은 비대칭으로 평가하였다. 치과의사는 10°
의 이부 편

다. 연조직 gonion의 경우 측정에 다소 모호함이 있어서 Sn과

위각을 가진 사진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욱 수술적인 치료가 필

Me’를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활용하여 하안면 폭경을

Table 2. Odds ratio of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surgery
5°

p -value

OR (95% CI)
Long lower facial height
Wide lower facial width
Left deviation of chin

10°

5.23 (3.11–8.77)
3.95 (2.34–6.69)
3.35 (2.31–4.87)

b

0.000
0.000b
0.000b

OR (95% CI)

p -value

5.61 (3.75–8.40)
0.57 (0.42–0.79)
2.12 (1.59–2.83)

0.000b
0.001a
0.000b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p <0.01; bp <0.001.
Table 3. Comparisons of mean visual analogue scale scores between dentists and laypersons
5°

Lower facial height
Long
Normal
Lower facial width
Wide
Normal
Direction of deviation
Right
Left
Independent t-test, a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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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entists

Laypersons

p -value

Dentists

Laypersons

p -value

50.06
34.56

49.60
34.08

0.862
0.845

83.76
68.88

79.40
62.90

0.006a
0.004a

40.81
34.56

45.20
34.08

0.112
0.845

59.63
68.88

57.11
62.90

0.317
0.004a

34.91
48.71

38.17
47.75

0.114
0.672

66.70
74.81

63.06
69.88

0.072
0.005a

Sung-Kwon Choi and Kyung-Hwa Kang

구하였다.

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본 실험을 통해 같은 이부 편위각을 가진 얼굴에서도 하안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

의 고경에 따라 안면 비대칭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 치과의사는 경도의 안면 비대칭을 인지하는 데 있어 일반

였다. 증가된 하안면 고경이 안면 비대칭의 인식정도를 증가시

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심한 안면비대칭에 대해서는 일반

킨다면, 하안면의 고경을 줄이는 이부 성형술이 안면비대칭의

인보다 더욱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2. 같은 이부 편위각을 보이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얼굴에서 하안면 고경이 길수록 더 비대칭적으로 인지된다.

하안면의 폭도 안면 비대칭의 인식에 영향을 주긴 하였으나
그 효과가 이부 편위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관된

3. 이부의 좌측 편위는 우측 편위보다 더욱 비대칭적으로 인지
된다.

결론을 얻을 수 없었으며, 하안면 폭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앞선 연구들에서 안면 비대칭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입술의 경사를 지목하였다. 입술의 경사는 하악골의 편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입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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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형시켰다. 따라서 설문 결과에서 입술
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부의 편위와 입술의 경
사에 의한 효과가 같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부의 좌측 편위는 우측 편위보다 더욱 비대칭적으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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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와 일치되지 않았다. MeyerMarcotty 등[14]은 이부의 우측 편위가 좌측 편위보다 더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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