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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쌍둥이 연구를 통한 하악골의 매트릭스 회전과 매트릭스 내
회전의 유전성 비교 및 교합평면에서의 유전성 평가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및 형제 자매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계측치를 통하여 총 회전, 매트릭스 회전, 매트릭스 내 회전의
유전적 연관성을 알아보고 세 종류의 occlusal plane(bisected occlusal plane,
functional occlusal plane, MM bisector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을 각각 비교
연구한다.
재료 및 방법 : 한국인 쌍둥이 49쌍과 동성의 형제 자매 26쌍을 합한 총
75쌍(평균 연령; 39.7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6쌍의 일란성 쌍둥이, 13쌍의
이란성 쌍둥이 및 26쌍의 동성의 형제 자매로 구성되었다.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Correlation

13개의

Coefficient)

계측치를
및

구하고

Falconer’s

각

그룹

method

를

내

ICC(Intraclass

이용하여

유전율을

계산하였다.
결 과: 대부분의 변수들에 있어서 MZ 그룹이 DZ, Sibling 그룹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ICC 값을 나타내었다. 13개 계측치의 ICC 평균값은 MZ에서 0.85,
DZ에서 0.62, sibling에서 0.52를 나타내었다. 총 회전과 매트릭스 회전의
유전율은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으나 매트릭스 내 회전의 유전율은 MZ 와 DZ
간에서 측정했을 시 0.14로 다른 두 회전의 유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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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내었다.
결 론: MZ 그룹이 DZ, Sibling 그룹에 비하여 대부분 계측치의 일치도가 높았다.
총 회전과 매트릭스 회전의 유전율은 유사하였으며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매트릭스 내 회전의 유전율은 유의미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종류의
occlusal plane 에서는 functional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Key words: 쌍둥이, 유전율, Mandibular rotation,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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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장기 환자에서 환자의 성장유형을 평가하는 것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하악골의 회전성장에 관해서
는 그 중요도에 비해 1900년대 중반까지도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였는데 이는 골 성장이 골 사이 관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인 관절 성장
(articular growth)과 골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인 골 개조 성장(remodeling
growth)으로 나뉘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성장 시 하악골이 회전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회전중심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혹은 상하악의 회전 범위 등을 평가하는 논문이 주류였고,
더 나아가 악골의 회전 변화에서 매트릭스 회전과 매트릭스 내 회전을 가시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금속 임플란트 연구를 통하여 관절 성장과 골 개조
성장이 구분되었고 한 골에서 골체부의 각각의 성장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회
전성장에 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다(Bjork, 1955).
Bjork와 Skieller는 하악골의 성장 회전을 임플란트 중첩법을 이용하여 총
회전, 매트릭스 회전, 매트릭스 내 회전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회전은 하악 골
체부의 회전으로 두개저와 골체부 사이의 관절부위에서 일어났던 관절 성장이
포함되어 있다(Bjork과 Skieller, 1983).
Proffit은 악골의 회전 변화에 대한 용어를 다소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Bj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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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 회전을 내적 회전이라고 표현하고 이는 악골의 중앙에서 일어나는 회전이
표면의 변화와 치아 맹출 비율의 변화에 의해 가려진다고 하였다. 표면 변화는
외적 회전을 일으키는데 이를 통하여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회전에 대한 메커니즘과 그들 간의 비율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나 하악골 회전들의 유전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인간의 두개안면 구조의 유전적 결정요소는 일란성 쌍생아(Monozygotic
Twin, 이하 MZ), 이란성 쌍생아(Dizygotic Twin, 이하 DZ), 형제 자매들(이하
sibling)을 이용한 실험에서 나타났다(Nakata et al., 1973). 어떤 계측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MZ, DZ, sibling간의 비교
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법은 계측치들간의 유전율을 비교 분석할 때
매우 효율적이며 유용하다(Savoye et al., 1998).
현재까지 쌍둥이를 이용하여 두개악안면 영역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
다.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혹은 형제들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
용하여 각각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해당 계측치의 유전율을 예측하는 연구들로
시행되어왔다. Manfredi는 MZ, DZ, sibling을 대상으로 39개의 측모 두부방사선
계측치를 분석하여 그들간에 상당한 일치도 차이를 보임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
해 두개악안면 영역은 높은 유전율을 보임을 알아내었다. 예를 들어 하악골의 모
양은 하악골 크기보다 유전율이 높고 두개안면의 후방부보다 전방부가 유전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Manfredi et al., 1997).
Carels 등도 MZ간 유전적 일치도는 100%, DZ간의 일치도는 50%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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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경조직 계측치 23개를 분석한 결과 수직 계측치가 수평 계측치보다 유전
율이 더 크며, 소년이 소녀보다 길이와 관련된 계측치에서 보다 더 유전적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다(Carels et al., 2001).
2016년 EJO에 등재된 최근 연구에서도 141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39개
의 측모 두부방사선 계측치를 분석하였고 Manfredi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악골
의 모양은 하악골의 크기보다 유전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으며 하악골의 시상적
위치가 두개저와의 수직적 관계보다 더 유전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안모 유사
성을 나타내는 다각형 그림(polygon)은 유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쌍둥이의 안
모가 유사한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하였다(Sidlauskas et al., 2016).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Twin study series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
데,

각각

13쌍의

MZ와

DZ에서

경조직

계측치의

ICC를

구하고,

이를

Falconer’s method로 heritability를 구한 결과 악골의 크기(size)보다 구조
(shape)가 유전적 경향이 더 높았다. (Kim et al., 2015) 또한 총 75쌍의 MZ,
DZ, Sibling에서 경조직 및 연조직 계측치의 ICC를 구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해
낸 결과 이전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Song et al., 2017).
이렇듯 최근 연구까지도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각 계측치의 유전율 비교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중 하악골의 회전에 관련된 연구는 깊이 연
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쌍둥이의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계측을 이용하여 하
악골 회전시 매트릭스 회전과 매트릭스 내 회전 중 어느 회전의 유전율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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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를 비교하고 교정 치료시 어떻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원 선행 연구자들이 진행하였던 Twin study series 에서 FH plane과
Mandibular plane에 대한 occlusal plane각도는 매우 높은 유전율을 보였다
(Ann et al., 2016). 이는 Lobb 등이 Occlusal plane과 Mandibular plane 각도
의 높은 유전율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Lobb et al., 1987). 이러한
occlusal plane은 계측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Downs 등이 정의한
bisected occlusal plane(Downs et al., 1956), Witt가 주장한 functional
occlusal plane, Hall-Scott이 정의한 MM bisector occlusal plane이 그것이다
(Hall-Scott, 199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occlusal plane들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유전
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Ⅱ. 연구대상 및 방법

A. Study sample
삼성 서울병원에서 쌍둥이 연구를 참여하였던 쌍둥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11 년 7 월부터 2012 년 2 월 사이 기간 동안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환자들이 총 553 명 이었다. 모든 연구 대상은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에 교정치료를 받았거나 구치부에 가철식 보철을 시행하여 수직적 관계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 전치부 무치악으로 측모가 바뀌었을 대상, 양악
수술 등 구강 악안면 부위의 수술을 받은 대상 등을 제외하고 두개악안면
방사선 사진의 오류가 없는 MZ 36 쌍 (남자 16 쌍, 여자 20 쌍), DZ 13 쌍
(남자 7 쌍, 여자 6 쌍), Sibling 26 쌍 (남자 11 쌍, 여자 15 쌍) 으로 총 75 쌍
(150 명) 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39.7 세였으며 DZ 와 sibling 의 경우 모두 동성으로
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요인을 변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sibling 의 경우
5 세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대상만을 포함하였다. 각 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의 절차 및 과정은 임상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허가와 승인을 받고 환자동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였다(IRB 2005-08-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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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ephalometric measurements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은 자연 두부 위치 (Natural head position) 에서 촬
영되었으며 V-ceph 7.0 디지털 분석 프로그램(Cybermed, Seoul, South Korea)
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필요한 모든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의 계측 및
분석은 한 연구자(J. Kim)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계측자의 의 측정 오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중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같은 환자에 대한 계
측치 측정을 4주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intracorrelaion을 평가하였으
며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p<0.01).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계측점과 기준선은 Figure 1,
Figure 2 그리고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하악골의 매트릭스 회전과 매트릭스
내 회전 그리고 교합평면 계측치의 설정을 위하여 Ricketts analysis, Wits
analysis, Downs analysis, Hall analysis 등을 참고하여 13개의 계측치를 선정
하였다.
총 회전은 두개골과 하악골 중심 사이의 관계로 Ricketts analysis를 참고하
여 SN line 과 corpus axis 사이의 각도로 설정하였고 매트릭스 회전은 SN line
과 mandibular plane, 매트릭스 내 회전은 mandibular plane 과 corpus axis
사이의 각도로 설정하였다.
3가지 occlusal plane 중 bisected occlusal plane은 Enlow, Downs,
Steiner 등이 설정한 plane으로 상하악 제1대구치의 distobuccal 교두들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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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치 overbite의 중점을 연결한 선으로 측정하였고 functional occlusal
plane은 Witt가 주장한 것으로 상하악 제1대구치와 제1소구치들의 중점을 연결
하여 계측하였다. 마지막으로 MM bisector occlusal plane은 Hall-Scott이 발표
하였는데 palatal plane과 mandibular plane의 이등분선으로 측정하였다(Table
3).

C. Statistical analysis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IBM SPSS Statics Version 21) 및
Microsoft Excel 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P값은 0.01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MZ,

DZ,

그리고

Sibling에서의

표현형

일치도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eint)로 구하였고, 구해진 상관계수를 통하여 Falconer 공식
에 대입하여 유전율을 계산하였다(Falconer, 1960).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각 그룹 내에서 13개의 두부 방사선 계측치 변수에
대한 ICC 값을 산출하였다.
같은 쌍둥이 내에서 변수 값이 유사할수록 즉, 차이가 작을 수록 ICC 값이
높게 나오며 서로 다른 쌍둥이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클수록 ICC 값이 클 수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MZ(monozygotic)은 서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가정하며
성별이 같은 DZ(dizygotic)의 경우 유전자의 50%를 공유 한다고 가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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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Falconer 공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유전율과 환경적 영향을 구할 수
있다(Lundstrom과 McWilliam, 1987).

h2 = 2(ICCMZ – ICCDZ)
h2 : 유전율; heritability
ICCMZ :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of MZ pairs
ICCMZ :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of DZ pairs

또한 환경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cultural inheritance(C2)는 다음과 같다.
C2 = 2ICCDZ – ICCMZ
통계적으로 유전율(heritability)은 어떠한 표현형 변이가 유전적 변이에 기
인한 비율로 유전율이 높을 수록 특정 표현형에 대한 유전적 영향이 크며, 낮을
수록

유전적

영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어떠한

특정

표현형

(Phenotype)은 아래와 같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
다.
Phenotype ( P ) = Genotype ( G ) + Environment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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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치 별 각 그룹의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에 있어서 MZ 그룹이 DZ 혹은 Sibling 그룹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ICC 값을 나타냈다(Table 3). 그 중에서도 특히 MZ내에서 매트릭
스 회전을 의미하는 mandibular plane angle to SN의 ICC 값은 0.87로 높은 수
준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13개 계측치의 ICC 평균값은 MZ에서 0.85, DZ
에서 0.62, sibling에서 0.52로 기존의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역시 MZ내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MZ, DZ, Sibling 그룹의 ICC 값을 Falconer’s method 공식에 대입하여 유
전율 heritability(h2) 과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는 cultural inheritance(C2) 를
계산하였다. 13개 계측치들의 MZ와 DZ간 ICC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유전율과
환경적 영향은 모두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회전을 의미하는 corpus axis to SN angle 값의 유전율은 MZ와 DZ 간
으로

계산하였을

때

0.48의

값이

나왔으며

매트릭스

회전을

의미하는

mandibular plane to SN angle 값의 유전율은 MZ와 DZ 간에 0.5의 유전율 값
을 보였다. 그러나 매트릭스 내 회전을 의미하는 corpus axis to mandibular
plane angle 값의 유전율은 MZ와 DZ간 계산하였을 시 0.14로 비교적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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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al plane의 유전율을 계산한 수치에서는 세 가지 occlusal plane 모두
SN line 과의 관계보다 FH plane 과의 관계에서 더욱 높은 유전율을 나타내었
다. 이 중 functional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은 MZ와 DZ 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SN line 과의 관계에서는 0.52, FH plane 간의 관계에서는 0.76으로 일관되
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MM bisector occlusal plane의 경우 MZ와 DZ 간으로
계산했을 때 SN line 과의 관계에서 0.42, FH plane 과의 관계에서 0.54의 수치
로 세 가지 occlusal plane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유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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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두개악안면부위의 경조직이나 연조직에서 여러 계측치들에 대한 유전전 영
향을 나타내는 연구들은 계속 되어왔다. 본원에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통
해서도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두개악안면 경조직에서 크기보다 형태가 더
유전적 영향이 크다거나(Kim et al, 2013) 하악이 상악보다 유전적 연구가 더
크며 길이보다는 비율이 전안면의 수직적인 성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정확
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Ann et al, 2016). 이러한 결과들은 이
전까지 존재하던 여러 유전율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하며 이를 다
시 한번 증명해주는 연구였다고도 할 수 있다.
세 가지 mandible rotation을 설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mandibular
core를 금속 임플란트의 사용 없이 정의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Ricketts의 연구를 참고하여 Xi point와 Pm point를 이은 선인
corpus axis를 mandibular core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Ricketts et
al, 1972).
본 연구의 통계 결과에서 MZ 그룹이 DZ 그룹이나 sibling 그룹에 비하여
대부분의 계측치에서 일치도가 월등히 높게 나온 결과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
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계측치도 있었는데 매트릭스
내 회전을 의미하는 corpus axis to mandibular plane 의 경우 ICCMZ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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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ICCDZ 값은 0.67로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그 결과 낮은 유전율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sibling의 ICC 값은 0.24로 다른 계측치들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낮
게 나옴으로써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수
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어진다(MZ 36쌍, DZ 13쌍, sibling 26쌍). 한편으
로는 태내에서 발생과정을 동시에 겪는 DZ group에서 corpus axis to
mandibular plane이 sibling 보다 높다는 것은 태내환경이 출생 후 환경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총 회전과 매트릭스 회전은 ICC 값이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
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 회전은 하악 골체부의 회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
전적으로 상당량 결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매트릭스 회전은 두개저와 하악골체부 사이 관절에서의 관절성장과 골개조
로 인한 하악골의 형태변화를 합한 하악의 복합적 변화를 의미하며(Bjork et al,
1983) 유전율은 MZ와 DZ 사이에서 0.5, MZ와 sibling 사이에서 0.64로 매트
릭스 내 회전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은 본원 선행 연구의 Twin study 에서 이미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며(Ann et al., 2016) 이는 Lobb 등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
과였다(Lobb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세 가지
occlusal plane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전율을 구하였는데 위 결과와 같이
functional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이 가장 높았고 MM bisector occlusal plane
의 유전율은 가장 낮았다. 따라서 functional occlusal plane은 유전율이 높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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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성장기에서 추후에 변화가 적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합평면의 변화를 통해 개방교합/과개교합 등 임상에서 수직적
인 문제들을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Park et al, 2010).
하지만, 치료결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
구의 결과에는 유전율이 높은 교합평면의 변화, 특히 functional occlusal plane
의 변화는 치료 결과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DZ 그룹의 대상 수가 MZ 그룹이나
sibling 그룹에 비하여 적었던 부분이다(DZ 13쌍 / 남자 7쌍, 여자 6 쌍). 수정
란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배아로 분리되는 MZ와 달리 DZ는 각각의 난
자와 정자가 만나 각각의 수정란이 독립적으로 성장한다. 서양에서는 MZ보다
DZ의 수가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는 반대로 DZ의 수
가 훨씬 적다. 이러한 이유로 DZ 그룹의 수는 타 그룹에 비해 비교적 적었고 이
로 인하여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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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하악골 회전과 occlusal plane에서 대부분의 MZ 그룹 일치도는 DZ 나
sibling 그룹의 일치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값을 보였다.
총 회전과 매트릭스 회전의 유전율은 매트릭스 내 회전의 유전율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세 가지 occlusal plane의 유전율 비교에서는 functional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bisected occlusal plane, 마지막으로 MM
bisector occlusal plane의 유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추론해보면

유전율이

높은

매트릭스

회전이나

functional occlusal plane은 교정 치료 시 결과나 안정성에 있어서 불리할 것이
예측 가능하다.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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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 used in Cephalometric analysis: sella(S); nasion(Na); porion(Po);
orbitale(Or); anterior nasal spine (ANS); posterior nasal spine (PNS); xi point(Xi);
protuberance menti(Pm); Functional occlusal point(FO); upper incisor(U1); lower
incisor(L1); upper first molar(U6); lower first molar(L6); A point(A); B point(B);
pogonion(Po); gonion(Go); menton(Me);

18

Fig. 2. Measurements used in Cephalometric analysis: 1,S-N; 2,Po-Or; 3,Xi-Pm; 4,G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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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s used in Cephalometric analysis: BOP(Bisected occlusal plane);
FOP(Functional occlusal plane); MOP(MM bisector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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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Age
Number of pairs
Mean(SD)

Min

Max

Male (n=16)

41(7.90)

26

57

Female (n=20)

38.6(7.56)

24

58

Male (n=7)

42.21(9.15)

34

63

Female (n=6)

43.67(4.66)

38

48

Male (n=11)

32.18(8.32)

20

47

Female (n=15)

42.8(11.64)

24

60

39.75(9.26)

20

63

MZ (n=36)

DZ (n=13)

Sibling (n=26)
Total (N=75)

Table 2. Three occlusal planes
Bisected occlusal plane (Enlow, Downs, Steiner)
- Bisecting line through overlap of distobuccal cusp of the first permanent molars
and incisors overbite
Funtuional occlusal plane (Witt)
- The line bisecting the molars and premolars overlaps
MM bisector occlusal plane (Hall-Scott)
- The maxillary-mandibular planes angle bi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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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in MZ, DZ, Sibling group
Variables

ICCMZ

ICCDZ

ICCSib

Bisected OP (to SN)

0.83***

0.64*

0.62**

Bisected OP (to FH)

0.85***

0.35

0.48

Functional OP (to SN)

0.75***

0.49

0.57

Functional OP (to FH)

0.79***

0.41

0.36

MM bisector OP (to SN)

0.87***

0.66*

0.68*

MM bisector OP (to FH)

0.86***

0.59

0.51

Mn. Plane angle (to SN) : MR

0.87***

0.62

0.55

Mn. Plane angle (to FH)

0.86***

0.49

0.41

Palatal Plane Angle (to SN)

0.82***

0.48

0.65*

Palatal Plane Angle (to FH)

0.82***

0.53

0.53*

Corpus axis (to SN) : TR

0.85***

0.61

0.45

Corpus axis (to FH)

0.81***

0.51

0.24

Corpus axis (to MP) : IR
0.74**
0.67*
*p<0.05, **p<0.01, ***p<0.001
MR : Matrix rotation, TR : Total rotation, IR : Intramatrix rotation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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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es of heritability(h2) and cultural inheritance(C2) between MZ, DZ
MZ and DZ twins

variables

2

h

C2

Bisected OP (to SN)

0.38

0.45

Bisected OP (to FH)

1

-0.15

Functional OP (to SN)

0.52

0.23

Functional OP (to FH)

0.76

0.03

MM bisector OP (to SN)

0.42

0.45

MM bisector OP (to FH)

0.54

0.32

Mn. Plane angle (to SN) : MR

0.5

0.37

Mn. Plane angle (to FH)

0.74

0.12

Palatal Plane Angle (to SN)

0.68

0.14

Palatal Plane Angle (to FH)

0.58

0.24

Corpus axis (to SN) : TR

0.48

0.37

Corpus axis (to FH)

0.6

0.21

Corpus axis (to MP) : IR
0.14
2
2
h = 2(ICCMZ – ICCDZ), C = ICCMZ – h
MR : Matrix rotation, TR : Total rotation, IR : Intramatrix rot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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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in Study – Genetic Comparision of Matrix versus Intramatrix
Rotation in Mandible and Three Different Occlusal Planes

Jinhyeong Kim

Department of Clinic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istry,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wa Sung Cha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eritability of total rotation,
matrix rotation, intramatrix rotation of mandible of Korean monozygotic (MZ) twins,
dizygotic (DZ) twins, and their siblings.
Materials and Methods: The samples consisted of 75 pairs of Korean twins (mean age, 39.7
years; MZ group, n = 36 pairs; DZ group, n = 13 pairs; Sibling group n = 26 pairs).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ms were taken and 13 variables related to internal, external rotation of
mandible were measured. Three types of occlusal planes (bisected occlusal plane, functional
occlusal plane, MM bisector occlusal plane) were used to evaluate genetic influence of
occlusal plane. Heritability (h2) was calculated by us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and Falconer’s method.
24

Results: In regard of mandibular rotation, MZ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CC values
compared to DZ and siblings. ICC mean value of 13 cephalometric measurements were 0.85
(MZ), 0.62 (DZ), and 0.52 (Sibling) respectively. Heritability of total rotation (0.48) and
matrix rotation (0.5) between MZ and DZ was higher than that of intramatrix rotation (-0.14).
All of the three types of occlusal plane showed high heritability, and among the three types,
functional occlusal plane showed the highest heritability (h2 =0.76).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strong genetic effect of total rotation and matrix
rotation, orthodontic treatment may neither change the inherited rotation pattern nor maintain
stable outcome, while intramatrix rotation may be responsive to the treatment. Occlusal
plane change, especially in regard of functional occlusal plane, may not be stable due to
strong genetic influence.

Key words: twin, heritability, mandibular rotation,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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