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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 후
시기별 측두하악장애의 발현

본 연구의 목적은 안면비대칭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서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 후 측
두하악관절 장애의 증상 변화를 관찰하고 2년 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1998년부터 2005년 까지 본과에서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양
측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을 시행한 217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술 전, 술 후 1, 3, 6, 12, 18, 그리고 24 개월에 조사된 관절잡음, 관
절통증, 과두 걸림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의 시행 후 관절잡음과 관절동통을 보유
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술 후 확실한 증상 개선 양상을 보였다.

2. 술 전 관절잡음을 보유한 악관절은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 시
행 후 1 개월에 94.3%에서 잡음이 소실되었으며 술 전 관절잡음이 관찰
되지 않았던 관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8.2%). 그러나 장기적 경과관찰 중 19개 악관절에서는 술 후 6개월 (13
개 악관절), 12개월 (3개 악관절), 그리고 18개월 (3개 악관절)에 각각 재

iii

발 소견을 보였으며, 35개 악관절에서는 일시적인 관절잡음 양상이 관찰
되었다.

3. 술 전 관절동통을 보유한 악관절은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 시
행 후 1 개월에 97.9%에서 증상이 소실되었으며 술 후 18개월 이후로는
관절동통을 보이는 악관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술 전 관절동통 양상을
보이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술 후 증상의 변화가 없었으나(99.0%), 20개
의 악관절에서는 일시적 관절동통 양상을 관찰하였다.

4. 악관절의 과두 걸림은 1개의 악관절에서만 관찰되었으므로 본 연
구에서 과두 걸림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안면비대칭에 관계없이 하악골 전돌증의 치료
에 있어서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은 관절잡음, 관절동통과 같은 악관
절 증상의 개선에 대한 효과가 뚜렷함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을 통해 하악과두와 관절원판의 생리적 평형위의 확
보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로 판단할 때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에 의한 악관절 증상의 개선 효과는 장기간 안
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되는 말: 하악골 전돌증,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 관절잡음, 관절
동통, 악관절 질환, 악관절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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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 후
시기별 측두하악장애의 발현
정 휘 동
(지도 : 박 형 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I. 서 론

아름다운 외모와 정상적인 저작 기능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나,
구강안면기형증 (Dentofacial deformities) 환자는 기능적, 심미적인 장애로
인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구강안면기형의 외모는 정상인
에 비해 추한 모습을 보이므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활동에 지장
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성격적 및 사회적 결함으로
심리적 문제가 심각히 유발되므로 최근 들어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Skeletal malocclusion)을 가진 구강악안면기형증
환자들의 경우 부정교합과 안모의 외형을 개선 시켜주기 위해서 안면골의
입체적 구조에 변화를 주는 악교정 수술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악교정
수술의 대상이 되는 안면골 중 하악골은 심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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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구성한다. 특히 저작, 발음 등의 다양한 구강 기능을 담당하는
하악골은

측두골과

관절을 이루어 측두하악관절을 형성한다.

따라서,

하악골에 대한 수술의 선택과 결과는 술 후 저작, 발음 등의 기능의 회복
과 심미적 개선뿐만 아니라 측두하악관절의 술 후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하악골에 시행되는 수술법은 각 수술의 장단점을 고려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하악골의 치궁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수술 술식은 하악골 상행지시상
분할골절단술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이하 SSRO로 약칭; Trauner와
Obwegeser, 1957)과 구내 하악골 상행지수직골절단술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이하 IVRO로 약칭; Hebert 등, 1970; Wilbanks, 1971; Massey 등,
1974; Hall 등, 1975)이다. SSRO의 술식은 하악 치궁의 전진 및 후퇴의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술식
이며 분절된 골편간의 견고한 고정을 통해 개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술 후 초기 안정적인 교합을 확보할 수 있고, 넓은 골편간의 평면
접촉을 확보함으로써 골치유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VRO와
비교할 때 SSRO는 신경혈관 분지의 손상이 많은 단점이 있다 (Bell, 1992).
SSRO 시행 후 초기 하순의 감각 이상은 45% (Brusati 등, 1981)에서 85%
(MacIntosh,

1981)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하치조신경의 절단도 2.1%로 보고된 바 있다 (Teltzrow 등, 2005). 그리고,
시술 중 0.9% 정도에서 비정상적인 골편 분리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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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osh, 1981). SSRO의 장점인 짧은 악간 고정 기간, 술 후 초기
안정적인 교합과 양호한 치유는 골편 간의 견고한 고정의 시행으로 인해
가능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과두의 위치 재현이 어렵고, 관절 원판의 압력
증가 가능성 및 과두의 회전 등으로 인해 측두하악관절의 관절잡음, 동통
등의 측두하악관절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Hackney 등, 1989; Ellis와
Hinton, 1991; Buckley 등, 1989; O`Ryan과 Epker, 1983; Feinerman과 Piecuch,
1995). 이와 반대로 IVRO의 술식은 수술시간이 짧고 (Nordin, 1987),
하치조신경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적어 술 후 지각신경 마비 등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Astrand와 Ridell, 1973; Hall과 McKenna, 1987) 이동된
하악골의 술 후 재귀성 (relapse)이 적으며 계속적인 하악골 형태의 골개조
(Bone remodeling)를 통해 심미적 개선을 도모해 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시술 후 과두의 전하방 변위 (Bell과 Yamaguchi,
1991)를 통해 관절원판으로의 압력이 감소하고, 악관절강내의 하악과두의
위치를 생리적 평형위 (physiological equilibration position)에 위치 시켜
정상적인 과두-관절원판 관계의 회복 기회가 부여되므로 (Ueki 등, 2007)
측두하악 장애의 발생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IVRO를 통하여 악관절
장애의 개선 을 도모할 수 있다(Hall과 McKenna, 1987; Astrand와 Ericson,
1974; Boyd 등, 1991; Egyedi 등, 1981; Bell과 Yamaguchi, 1991). 그 동안 IVRO
시행 직후의 증상 개선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장기간의 경과 관찰
결과나 경과 관찰 기간 중 기간별로 발생하는 변화의 추이에 관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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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하악골 전돌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IVRO 술식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직 후의 증상 변화에 따른
양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경과 관찰 중의 측두하악관절의 변화양상을
확인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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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비대칭을 동반하거나 또는 동반하지 않은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되어
양측 하악골상행지 수직골절단술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이하 BIVRO로 약칭)을 통한 악교정수술을 시행하였으며, 3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시행된 2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18세부터 35세로 평균연령은 23.0세였으며 97명의 남성 (44.7%)과 120명의
여성 (55.3%)으로 구성되었다. 경과 관찰이 진행됨에 따라 내원한 환자수는
감소하여 2 년까지 경과 관찰이 진행된 환자는 전체 217명 중 56명이었다
(Table 1.).
BIVRO를 시행한 모든 환자는 술 후 7일째에 발사를 시행하고 술 후
12일째에 악간 고정을 제거하였으며, 기능적 물리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교육하였다. IVRO 시행 시에 상악 치궁에 위치시킨 악간고정장치를
이용하여 본과에서 선정한 물리 치료 지침을 적용하였다. 물리 치료
지침은 1시간 동안 하악 개구운동, 좌우측 측방운동 및 전방 운동을 한 후
두 시간 동안은 유도고무줄을 이용하여 다시 교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수면 시에는 8시간 동안 교합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술 전의 개구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물리치료는 환자
가 개교합 양상을 관찰하여 개교합 양상이 소실될 때까지 매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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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경과 관찰 기간 중 전치부의 개교합이 관찰될 경우에는 외과용
강선과 유도고무를 이용하여 2~3일 간의 악간 고정 시행 후 다시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다.
교합이 안정되고 개교합이 소실된 이 후에는 술 후 1, 3, 6, 12, 18, 24
개월 마다 두부 방사선 계측사진의 촬영 및 하악골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악관절 잡음과 동통의 발현 여부를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경과관찰 시
시행한 여러 가지 검사 중 측두하악관절 (Temporo-mandibular joint, 이하
TMJ로 약칭)과 관련하여 시행한 관절잡음, 관절동통 및 과두걸림의 항목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X2 test (유의 수준 P<0.05)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Table 1. Number of patients who had been check during 24 months follow up
periods.
f/u
Pre-Op.

POD 1M

POD 3M

POD 6M

POD 12M

POD 18M

POD 24M

No. of
patients

217

217

210

198

128

78

56

%

100.0%

100.0%

96.8%

91.2%

60.0%

35.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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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모든 환자에 있어서 IVRO 시행 후 양측의 하악골 과두는 독립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한

환자에서의

양측

측두하악관절을 독립적으로 관찰하였다. 남녀의 구분 없이 총 217명의
환자의 양측 측두하악관절 434개에 대한 관절잡음, 관절동통, 과두걸림의
발현 및 소실의 경과를 2년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관절잡음

환자의 의무 기록 상 Clicking 이외의 다른 관절 잡음이 관찰된 환자는
없었다. 술 전 관절잡음이 관찰된 관절은 전체 434개의 관절 중 158
관절에서 관찰되었으며 (37.33%), 술 후 1개월에 확인된 관절 잡음은 전체
434 관절 중 14 관절 (3.23%)에서 관찰되었고 개선율은 91.1%였다. 그 후
3개월에 29/420 (6.90%), 6개월에 26/396 (6.57%), 12개월에 23/256 (8.98%),
18개월에 17/156 (10.90%), 24개월에 10/112 (8.93%)로 관찰되었다 (Table 2.).
술 후 관절잡음의 감소는 술전과 비교하여 유의할 만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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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hronologic change of TMJ clicking
*

X2 test P<0.05

f/u
Pre-Op.

POD 1M

POD 3M

POD 6M

POD 12M

POD 18M

POD 24M

158

14

29

26

23

17

10

434

434

420

396

256

156

112

37.33

3.23 *

6.90 *

6.57 *

8.98 *

10.90 *

8.93 *

No.
Click(+)
No. of TMJs
Click(+) %

술전 증상의 유무와 술 후 1개월 증상의 변화양상에 따라 크게 4 개의
군 (group)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후 각각 환자에서의 경과관찰 기간에
따른 최종적인 잡음의 유무에 따라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총 8개의 군
(group)으로 구분되었다 (table 3.).

Table 3. Chronological changes of TMJ clicking during follow-up period

Pre-Op. Î POD 1M

POD 1MÎthe end of follow up

No. of TMJ

경과 관찰 기간 내의 특이 변화

(-) Î (-)

130

Transient TMJ sound in 14 TMJs

(-) Î (+)

19

6M(13) 12M (3) 18M (3)

(+) Î (+)

4

No improvement

(+) Î (-)

5

Disappeared after POD 3M

(-) Î (-)

255

No detectable TMJ sound

(-) Î (-)

16

Transient TMJ sound

(+) Î (+)

1

Remained still POD 12M check up

(+) Î (-)

4

Disappeared after POD 12M

Click (+) Î (-): 149 TMJs

Click (+) Î (+): 9 TMJs

Click (-) Î (-): 271 TMJs

Click (-) Î (+): 5 TM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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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전에 관절 잡음이 존재하였으나 술 후 1개월에 사라진 경우 (149개
악관절);
이 군에 해당하는 149개 악관절 중 130개 악관절에서는 전반적으로
최종 경과 관찰 시까지 관절잡음 없이 잘 유지되었으나, 14개 관절 (10.8%)
에서는 일시적인 관절잡음 양상이 관찰되었다. 술 후 3개월에 6개 관절,
6개월에 3개 관절, 12개월에 3개 관절, 그리고 18개월에 2개 관절에서 각각
일시적 관절잡음 증상이 있었으나 이내 사라졌다.

19개 악관절에서는 술전 관절잡음이 술 후 1개월에 사라졌으나 이후
재발되어 마지막 경과관찰 시까지 계속 관찰되었다. 각각 술 후 6개월에
13개 관절, 12개월에 3개 관절, 그리고 18개월에 3개 관절에서 사라졌던
관절 잡음이 다시 발현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마지막 경과관찰 시기까지
관절 잡음 양상이 존재하였다.

2. 술전에 존재한 관절 잡음이 술 후 1개월에도 존재한 경우 (9개 악관절);
전제 434개 관절 중 술 전 관절잡음이 관찰된 158개 관절 중에서 술
후 1개월 관절잡음이 관찰되었던 9개 관절 중 4개 관절에서는 증상의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5개 관절에서는 술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관절잡음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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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전과 술 후 1개월 모두에서 관절 잡음이 없는 경우 (271개 악관절);
술 전과 술 후 1개월에서 모두 관절 잡음이 없던 271개 관절 중 255개
관절에서는 전체 경과 관찰 기간동안 계속 관절 잡음의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16개 관절에서는 3개월에 5개 관절, 6개월에 6개 관절,
12개월에 3개 관절, 18개월에 2개 관절에서 일시적인 관절잡음 양상이
관찰되었고 이 후 증상이 소실되었다.

4. 술 전에는 관절 잡음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술 후 1개월에 관절 잡음이
나타난 경우 (5개 악관절);
전체 434개 관절 중 술 전 증상이 없었던 158개 관절 중 5개 관절에서
술 전에 없던 관절잡음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중 1개 관절에서는 12개월
까지 계속적인 관절 잡음 양상이 나타났으나 18개월부터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이후의 경과를 알 수 없었으며, 나머지 4개 관절에서는 술 후 6개월
까지 지속되던 관절잡음이 12개월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나. 관절 동통

관절 동통은 환자에 대한 문진과 악관절부에 대한 촉진으로 진행하였
으며 술 전 관절동통이 관찰된 측두하악관절은 전체 434개의 관절 중 47개
관절에서 관찰되었다 (10.83%). 술 후 1개월에 확인된 관절동통은 5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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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에서 관찰되었고 개선율은 89.4%였다. 이후 관찰된 양상은 3개월에
4/420 (0.95%), 6개월에 3/396 (0.76%), 12개월에 6/256 (2.34%)에서 관절
동통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술 후 18개월과 24개월에서는 관절동통을
보이는 악관절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 술 후 관절동통의 감소는 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할 만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P<0.05).

Table 4. Result of chronologic change of TMJ pain.
*

X2 test P<0.05

f/u.
Pre-Op.

POD 1M

POD 3M

POD 6M

POD 12M

POD 18M

POD 24M

No
Pain (+)

47

5

4

3

6

0

0

No. of TMJs

434

434

420

396

256

156

112

Pain (+) %

10.83

1.15 *

0.95 *

0.76 *

2.34 *

0*

0*

술 전 증상의 유무와 술 후 한 달째 증상의 변화양상에 따라 크게 4
개의 군 (group) 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후 각각 환자에서의 경과관찰
기간에 따라 최종적인 잡음의 유무에 따라 각각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총
8개의 군 (group) 으로 구분하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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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TMJ pain during follow-up period.

Op Î POD 1M Pre-

POD 1MÎthe end of follow up

No. of TMJ

(-) Î (-)

40

Transient pain (+)

6

Pain (+) Î (-): 46 TMJs

(+) Î (+)

0

(+) Î (-)

1

(-) Î (-)

375

Transient pain (+)

8

Pain (+) Î (+): 1 TMJ
Pain (-) Î (-): 383TMJs
Pain (-) Î (+) : 4 TMJs

(+) Î (+)

0

(+) Î (-)

4

경과 관찰 기간 내의 특이 변화

3M (1), 6M (2), 12M (2)

Disappeared after POD 3M
3M(3), 6M(1), 12M(4)

Disappeared after POD 3M

1. 술 전에 관절동통이 있었으나, 술 후 1개월에 사라진 경우 (46개 관절);
전체 434개 측두하악관절 중 술 전 관절 동통이 있었던 경우는 47개
관절 (10.83%)이었으며, 술 후 1개월에 증상이 개선된 관절은 46개 관절
(1.15%)였고 개선율은 97.9%였다. 이 중 40개 관절에서는 이후 동통
양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나, 6개 관절에서는 일시적인 관절 동통
양상이 관찰되었다. 3개월에 1개 관절, 6개월에 2개 관절, 12개월에 2개
관절에서 일시적 관절 동통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후 경과 관찰 시 다시
관절 동통은 소실되었다.

2. 술 전에 관절동통이 술 후 1개월에도 계속 관절 동통이 존재한 경우 (1개
관절);
1개 관절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술 후 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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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동통이 있었으나 6개월 이후 사라졌다.

3. 술 전 및 술 후 1개월에서 모두 관절 동통이 없는 경우 (383개 관절);
전체 434개 측두하악관절 중 관절 통증이 없었던 경우는 387개 관절이
었으며 이 중 383 개 관절에서 계속 관절 동통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중 375개 관절에서는 마지막 경과 관찰 시까지 계속 관절 통증이 없었
으나, 8개 관절에서는 일시적인 관절 통증 양상이 관찰되었다. 3개월에 3개
관절, 6개월에 1개 관절, 12개월에 4개 관절에서 일시적 관절 동통이
관찰되었다.

4. 술 전에는 관절 동통이 없었으나, 술 후 1개월에 관절 동통이 나타난
경우 (4개 관절);
관절 통증이 없었던 387개 관절 중 4개 관절에서는 술 후 1개월에
관절 통증이 나타나 3개월까지 지속되었으나 술 후 6개월부터 관절동통은
다시 소실되었다.

다. 과두 걸림

과두 걸림의 병력을 가진 환자는 한 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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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하악골 전돌증 치료에 있어서 SSRO 또는 IVRO 술식이 이용될 수
있다. SSRO 술식은 골편간의 고정을 통해 개구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넓은 골편 접촉을 통해 양호한 골치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 중 골편의 부적절한 골절 발생가능성, 하치조신경의 손상 가능성,
그리고 특히 측두하악관절 기능 장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IVRO 술식은 술식이 간단하고, 수술시간이 짧으며, 하치조신경
의 손상가능성이 적고, 측두하악관절의 기능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IVRO 시행 시 악간 고정의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12일
간의 악간 고정과 빠른 활성적 물리치료를 시행한다면 그 단점은 적다고
생각된다.
악교정 수술과 관련된 관절잡음에 대해서 Karabouta와 Martis (1985) 는
SSRO 시행 후 관절잡음이 소실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SSRO 시행 후 오히려 관절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Freihofer와 Petresivic, 1975; Pepersack와 Chausse, 1978). SSRO 술식의
측두하악관절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밝힐 수는 없으나 측두하악관절에
대해서 SSRO 술식이 양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관절 잡음은 IVRO 술식 진행 후 50% ~ 100%까지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ll 등, 1990; Hall HD 등, 2000;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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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2). 본 연구 결과에서도 70.8%~94.3%의 관절 잡음 감소 효과를 보였
다. 술 후 1개월 관찰 시에는 94.3%의 관절 잡음 해소 효과를 보였으나,
19개 악관절에서는 술 후 6개월 (13개 악관절), 12개월 (3개 악관절),
그리고 18개월 (3개 악관절) 에 각각 재발하였으며, 35개 악관절에서는
일시적인 관절잡음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술 후 관절 잡음은 술 후 1
개월에는 3.23%에서 술 후 18개월에는 10.90%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으나, 이는 환자의 경과 관찰 시 관절 잡음이 관찰되던 환자가 관절
잡음이 없는 환자에 비해 보다 더 장기간 충실히 내원하였기 때문에 발생
한 결과로 사료되며 술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관절잡음이 증가한 양상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악교정 수술과 관절 동통의 상관관계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악관절 동통과 관련하여 IVRO와 변형된 과두절단술 (modified condylotomy)
을 통해 관절동통이 현저히 감소됨이 보고 (Hall, 1996; Hall 등, 2000a,b) 된
바 있는데, 관절동통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술 후 1 개월에
89.4%의 동통 감소 효과를 얻었으며, 특히 18개월 이후로는 관절동통을
보이는 관절이 관찰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20개 악관절에서는
일시적 관절동통 양상을 보였다.
IVRO에 의한 관절 잡음과 동통에 대한 해소 효과는 악교정 수술 후
자연히 발생하는 일시적 하악 운동의 제한으로 인한 TMJ 휴식과 과두절단
술 효과 (Condylotomy effect)를 통해 하악과두가 전하방으로 이동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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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판단된다. Bell과 Yamaguchi (1991) 는 IVRO 시행 후 하악과두는
하방으로 2.6 mm, 전방으로 1.7 mm 이동하며 이후 하악과두는 점차적으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관절원판은 상대적으로
후상방으로 이동하여 정상 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하악과두와 관절와 사이의 압력 감소 또한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Ueki 등 (2007) 은 IVRO를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 전방 변위된 관절원판의 50% 정도에서 관절 원판의
위치 개선이 이루어졌고, 악관절 동통과 잡음 등의 증상 개선은 90%
이상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IVRO를 통해서 전방 변위된 모든
관절원판의 위치 개선을 얻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하악과두와
하악와 사이의 압력 감소 효과를 통해 잡음과 동통의 해소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개 악관절의 관절 잡음의 재발, 35개 악관절의
일시적인 관절 잡음 발현, 그리고, 20개 악관절의 일시적 관절 동통 발현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관절 잡음의 재발은 관절원판의 전방
변위가 정복되지 않은 경우에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술후 물리
치료 및 교정치료를 재게함과 더불어 딱딱한 음식의 재섭취, 심리적 불안
함, 혹은 저작근의 일시적 긴장 등으로 인해 하악과두와 하악와 사이의
공간감소와 같은 변화, 이로 인한 관절강 내의 압력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
관절잡음과 동통의 발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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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관절 동통에 비해 관절 잡음은 심각한
불편감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본 연구상 18개월 이후로 관절 동통을 보인
관절이 관찰되지 않았고 초기의 관절잡음과 동통의 개선 효과가 24개월
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때 BIVRO를 통한 환자의 악관절
질환의 해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BIVRO에 의한 악관절 잡음과 동통의 개선효과는 장기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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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안면비대칭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하악골 전돌증의 교정을 위해
시행한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 술식을 시행한 2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술 후 1, 3, 6, 12, 18, 그리고 24개월의 관절 잡음, 관절 동통 및 과두
걸림의 악관절 증상 발현 여부의 경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의 시행 후 관절잡음과 관절동통을 보유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술 후 확실한 증상 개선 양상을 보였다.

2. 술 전 관절잡음을 보유한 악관절은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 시행
후 1 개월에 94.3%에서 잡음이 소실되었으며 술 전 관절잡음이 관찰되지
않았던 관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8.2%).
그러나 장기적 경과관찰 중 19개 악관절에서는 술 후 6개월에 13개 악관
절, 12개월에 3개 악관절, 그리고 18개월에 3개 악관절에서 각각 재발 소견
을 보였으며, 35개 악관절에서는 일시적인 관절잡음 양상이 관찰되었다.

3. 술 전 관절동통을 보유한 악관절은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 시행
후 1개월에 97.9%에서 증상이 소실되었으며 술 후 18개월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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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동통을 보이는 악관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술 전 관절동통 양상을
보이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술 후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99.0%), 20개의
악관절에서는 일시적 관절동통 양상을 관찰하였다.

4. 악관절의 과두 걸림은 1개의 악관절에서만 관찰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과두 걸림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하악골 전돌증에 적용되는 구내 상행지수직골
절단술을 통해 술 후 악관절의 잡음과 동통의 감소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술 후 악관절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악골 전돌증의 치료에 있어서 안면비대칭의 여부와 관계
없이, 특히 측두하악관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악교정 수술 시에는 구내
상행지수직골절단술이 악관절 증상의 개선 효과가 뚜렷한 선택적 수술법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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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ronologic Prevalance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Associated with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Hwui-dong Ju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Sik Park, D.D.S., M.S.D., Ph.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improvement of symptoms associated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following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for the treatment of mandibular
prognathism.
Total 217 patients who had undergone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B-IVRO) from 1998 to 2005 were evaluated preoperatively and 1, 3, 6, 12, 18, and
24 months postoperatively for clicking, pain, and locking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and the results are
follows.

1.

Remarkable improvement of TMJ symptoms after BIVRO was reliable.

2. Preoperative TMJ sound was disappeared after BIVRO by 94.3% and almost

- 26 -

sound-free joints were remained without TMJ sound (98.2%). But, 19 joints were
recurred and there were transient TMJ sound in 35 joints.

3. Pre-Op. TMJ pain was improved by 97.9% at post-Op. 1 month, and there was
no joints observed TMJ pain after post-Op. 18 months. pre-Op. pain free joints were
remained free from pain. But, there were 20 joints which have transient TMJ pain.

4. There was only one joint which had locking history of TMJ. So, the locking
was excluded from this study.

In summary of above results, B-IVRO can be utilized as a method of choice for
relieving undesirable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such as sound and pain, as
well as for repositioning the condyle head to its physiologic position. And such
favorable effects of B-IVRO o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were not remarkably
affected with time.

Key words : Mandibular prognathism,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BIVRO,
Temporomandibular joint sound, Temporomandibular joint pai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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