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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골골골격격격성성성 IIIIIIIII급급급 부부부정정정교교교합합합자자자의의의 구구구내내내 하하하악악악골골골 상상상행행행지지지 수수수직직직골골골절절절단단단술술술
111년년년 후후후의의의 회회회귀귀귀양양양상상상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RamusOsteotomy:IVRO)을 받은 후 일어나는 초기 및 후기 회귀양상을
알아보고자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
단술을 통해 하악골을 후방위치 시킨 환자 65명(남 26명,여 39명)을 대상으로 술
전(T1),수술 직후(T2),수술 후 1개월(T3),수술 후 1년 이상(T4)에 측모두부방사
선사진을 촬영하였다.계측항목을 설정하여 T2-T1,초기 관찰기간(T3-T2),후기
관찰기간(T4-T3)에서의 상하악골 및 상하악 전치의 수평적,수직적 변화량을 각
각 측정하였다.또한 성별,편악군과 양악군,수술로 인한 위치 변화에 따른 수술
후 회귀량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수술 후 B점은 초기 관찰기간 동안에 1.71±1.60mm 후방으로,0.93±0.91mm
하방으로 이동하였으며(P >.05),후기 관찰기간 동안에는 각각 0.88±1.30mm
전방으로,0.08±0.30mm 하방으로 이동하였다(P>.05).

2.수술 후 상악골(PNS,A점)은 초기 관찰기간과 후기 관찰기간 동안에 거의 변
화가 없었다(P>.05).

3.ANB는 초기 관찰기간 동안 0.97±1.21O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P<.05),
후기 관찰기간 동안 0.39±0.60O 감소하였다(P>.05).

4.SN toGoMe은 초기 관찰기간 동안 2.55±2.29O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05)후기 관찰기간 동안 0.61±1.37O 증가하였다(P>.05).

5.Articularangle은 초기 관찰기간 동안 3.19±2.65O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P<.05)후기 관찰기간 동안 0.65±1.28O 감소하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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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하악 전치는 초기 관찰기간 동안 정출 및 설측경사 되었다(P>.05).
7.B점의 수평적 회귀율(T4-T2/T2-T1)은 편악수술군에서 평균 31.3%임에 반해
양악 수술군에서는 24.6%였으며 수직적 변화율(T4-T2/T2-T1)은 평균 28.7%임
에 반해 양악 수술군에서는 28.3%였다.

본 연구 결과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VerticalRamus
Osteotomy:IVRO)을 이용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초기
및 후기 회귀양상의 평가가 가능하였으며 초기 관찰기간에는 하악골이 후하방으
로 이동하였으며 후기 관찰기간에는 전방 이동하였다.

핵심 되는 말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IVRO(IntraoralVerticalRamus
Osteotomy),측모두부방사선사진,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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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골격격격성성성 IIIIIIIII급급급 부부부정정정교교교합합합자자자의의의 구구구내내내 하하하악악악골골골 상상상행행행지지지
수수수직직직골골골절절절단단단술술술 111년년년 후후후의의의 회회회귀귀귀양양양상상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김김 경경경 호호호 교수)

이이이 지지지 연연연

III...서서서 론론론

최근 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
한 악교정 수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악안면 기형을 가진 환자에서는 교정만으
로는 기능의 개선과 아울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얼굴 모양을 얻기 어려우며 외
과적 수술과 교정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악교정 수술의
치료 목표는 안모와 치열의 심미성,건강한 악관절,하악과두의 중심위와 치아의
중심교합의 일치,기능교합,건강한 치주조직,정신적 적응 및 장기간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Martis1984).이 중에서도 악교정 수술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심한
골격성 회귀는 안모의 심미성 및 안정적인 교합 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이
며 적은 양의 골격성 회귀 또한 수술 후의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교합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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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다수의 국내외 저널들
의 수술 후 회귀현상과 관련한 연구는 II급 부정교합환자의 구내 시상 분할 골절
단술을 통한 하악골 전진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Nicole 등 2004,Van
Sickels등 1986,Gassmann등 1990,Simmons등 1992,Gomes등 1993,Knaup
등 1993,Scheerlinck등 1994)III급 부정교합자의 하악골 후퇴술과 관련하여서도
구내 시상분할 골절단술 위주의 저널이 대부분이다(Kobayashi등 1986,Komori
등 1987,Franco등 1989,Sorokolit과 Nanda1990).
하악골 전돌증을 외과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

(IntraoralVerticalRamusOsteotomy:이하 IVRO)은 구내 시상 분할 골절단술
(SagittalSplitRamusOsteotomy:이하 SSRO)과 함께 하악골 전돌증 치료에 대
표적으로 사용되는 술식이다.IVRO는 1964년 Moose에 의해 처음 소개된 술식으
로 SSRO와 비교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 무감각증이나 이상감각의 위험이 적고,
술 후 측두하악관절의 장애나 골절단 부위의 출혈 및 연조직 종창의 정도가 적으
며,술식이 간단하고 수술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과 술 후 악간 고정의 기간의 길
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외과적 접근이 어렵고,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골
절단선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Gbali와 Sikes2000)국내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만 시술되고 있으며 회귀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IVRO를 통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수술의 경우 근심절편과 원심절편의 구성요소가
SSRO와는 다르며 이에 따라 술 후 회귀 양상이 다름을 예측할 수 있다.또한 수
술 후 시기에 따라 회귀의 양상과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러한 기간에 따른 회귀
방향의 예측은 술 후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그러나
국내외 IVRO 후의 회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의 경우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Astrand와 Riedell(1973)이 IVRO를 시행 받은 환자들에 있어 회귀 경향을 연
구하였으나 잔여 성장이 남은 환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떨어지며 최병
호 등(1997)은 적은 샘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기법에 따른 구분 및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또한 이장열 등(1998)은 수직적,수평적 변화를
서로 다른 계측치를 통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회전에 의한 이동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였다.



- 3 -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IVRO를 실시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환자의 술 후 골
격성,치성 변화 양상을 평가하고 수술 후 회귀 경향의 남녀 간의 차이 및 편악
수술과 양악 수술에 따른 술 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수술 후 초기 및 후기 회
귀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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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받고

한명의 외과의에 의해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VerticalRamus
Osteotomy:이하 IVRO)을 시행 받은 환자 중 하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65명(남
26명,여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대상자들은 술 후 2주간의 악간고정을 시행하
였으며 이후 2주간 물리적인 운동을 시행하였다.술 전(T1),수술 직후(T2),술 후
1개월 이상(T3),술 후 1년 이상(T4)에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

1)ANB값이 0O ,Wits값이 -3.0mm이하 인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2)성장이 종료된 환자
3)심한 안면 비대칭을 보이지 않는 경우
4)두개안면 기형이나 구순,구개열 제외
5)외상이나 기타 syndrome제외
6)이부성형술이 동반되는 경우 골 첨가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7)상악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 후방,하방이동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술전 교정치료 시작 시 평균 나이는 21.2±2.9세(남자 21.0±2.2세,여자 21.3±3.3
세)였고,수술 직후에서 술후 1개월 경과한 뒤 splint제거시점인 초기 관찰기간
(T3-T2)은 1.5±1.0개월(남자 1.5±1.0개월,여자 1.4±0.9개월)이었으며 splint제거시
점에서 술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인 후기 관찰기간(T4-T3)은 15.0±6.4개월(남자
16.8±6.6개월,여자 13.9±6.1개월)이었다(Table1).또한 남자 26명 중 18명,여자
39명 중 34명이 양악수술을 시행받았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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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Meanage,durationoftreatment,SNA,SNB,ANB(°)andWits(mm)
ofthesamples

Table2.Numberofsamplein1,2-jaw group

나나나...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측측측모모모두두두부부부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

1)방사선 사진의 촬영 및 투사도 작성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에 설치된 두부계측 방사선사진 촬영기

Male (n=26) Female (n=39) Total (n=65)

Mean SD Mean SD Mean SD

Age (years) 21.0 2.2 21.3 3.3 21.2 2.9

T3-T2 (months) 1.5 1.0 1.4 0.9 1.5 1.0

T4-T3 (months) 16.8 6.6 13.9 6.1 15.0 6.4

SNA 81.8 3.6 79.3 3.2 80.3 3.5

SNB 84.3 5.6 82.0 4.0 82.9 4.8

ANB -2.5 3.5 -2.7 2.7 -2.6 3.0

Wits -10.6 4.9 -10.4 3.7 -10.5 4.2

 1-JAW 2-JAW Total

Male 8 18 26

Female 5 34 39



- 6 -

(Orthopos®,Siemens,Germany)에 이중 증감지가 들어 있는 8”×10”X-ray카세
트(Kodak®,New York,U.S.A.)와 필름을 사용하여 60KVp,10mA,0.12sec의 노
출 조건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먼저 각각의 측모두부방사선 규격
사진에서 0.003인치 두께의 투사지를 부착하고 0.3mm 굵기의 흑연필로 투사도를
작성하였다.

2)방사선사진 계측
술 전(T1),수술 직후(T2),술 후 1개월 경과 뒤 splint제거시점(T3),술 후 1

년 이상(T4)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상에서 다음과 같이 계측기준점을 설정하였다.
SN line에서 Nasion(Na)을 기준으로 7°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선을 수평기준
선(HRP:HorizontalReferencePlane)으로,수평기준선에 수직이면서 Nasion(Na)
을 통과하는 선을 수직기준선(VRP:VerticalReferencePlane)으로 설정한 다음
각 계측항목(Burstone등 1954)을 측정하였으며 계측단위는 0.1mm,0.1°였다.
a)계측기준점과 기준선 (Fig1)
S(Sella):sellaturcica외형의 중심
N (Nasion):정중평면상의 전두비골봉합의 최전방점
Go(Gonion):하악지 후연과 하악 평면이 만나는 점
Me(Menton):chincontour의 최하방점
Pog(Pogonion):정중평면상에서 chincontour의 최전방점
Ar(Articulare):하악지 후연과 측두골 기저부가 만나는 점
A point:정중평면상의 ANS와 Prosthion사이의 가장 깊숙한 지점
Bpoint:정중평면상의 infradentale와 pogonion사이의 가장 깊숙한 지점
PNS(Posteriornasalspine):비강저의 최후방부
U1(Upperincisoredge)
LI(Lowerincisoredge)
U6(Upperfirstmolarmesialcusptip)
L6(Lowerfirstmolarmesialcus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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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P(HorizontalReferencePlane)
VRP(VerticalReferencePlane)

Fig1.Lateralcephalometriclandmarksandreferenceplanes

b)계측 항목
가)수직기준선에 대한 수평적 계측 항목(단위:mm)(Fig2)
수직 기준선에 대해 A,PNS,B,Pog,Me,U1,L1에서의 수평거리를 각각 측
정하였으며,T2-T1,T3-T2,T4-T3에서의 수평적 계측항목의 변화량이 전방
인 경우 각각 (+)로 표시하였다.

나)수평기준선에 대한 수직적 계측 항목(단위:mm)(Fig3)
수평 기준선에 대해 A,PNS,B,Pog,Me,U1,L1에서의 수직거리를 각각 측
정하였으며,T2-T1,T3-T2,T4-T3에서의 수직적 계측항목의 변화량이 하방
인 경우 각각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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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Horizontalmeasurements Fig3.Verticalmeasurements

다)각도 계측 항목 (Fig4)
다음의 각도계측항목을 측정하였다.
1.SNA
2.SNB
3.ANB
4.SN-GoMe:S-N plane이 하악평면과 이루는 각
5.SN-Occlusalplaneangle
6.Articularangle:Sella,Articulare,Gonion이 이루는 각
7.Gonialangle:Articulare,Gonion,Menton이 이루는 각
8.U1toSN :S-N plane이 upperincisoraxis와 이루는 각
9.IMPA :lowerincisoraxis와 mandibularplane이 이루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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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Angularmeasurements

222...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모든 통계 분석은 SAS 9.1program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1)샘플을 무작위 추출하여 술 전과 술 후의 모든 계측항목의 계측치를 2주 간격
으로 재측정하여 두 계측치간의 pairedt-test를 시행하였다.
2)각 시기별(T2-T1,T3-T2,T4-T3)계측치의 남녀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2-samplet-test를 시행하였다.
3)각 시기별 계측치의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하
여 2-samplet-test를 시행하였다.
4)편악군,양악군 간의 각 시기별 계측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2-samplet-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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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조조조사사사자자자내내내 오오오차차차 검검검정정정

10개의 sample을 무작위 추출하여 술 전과 술 후의 모든 계측항목의 계측치를 2
주 간격으로 재측정하여 두 계측치간 pairedt-test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나나나...전전전체체체 집집집단단단의의의 기기기간간간별별별 변변변화화화량량량

각 시기별(T2-T1,T3-T2,T4-T3)남녀 두 군간의 비교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P>.05).
전체 집단의 초기 관찰기간(T3-T2)동안에 수평적으로는 하악골이 후방 이동하였
으며 수직적으로는 A점을 제외한 모든 계측점이 하방 이동하였다(P >.05).또한
ANB,SN toGoMe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Articularangle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 < .05).후기 관찰기간 동안에는 하악골이 주로 전방으로 이동하였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5).(Table3)

Table3.AverageskeletalanddentalchangesforT2-T1,T3-T2,T4-T3

T2-T1(n=65) T3-T2 (n=65) T4-T3 (n=65)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change
(mm)

⊿PNS 2.56* 2.01 -0.10 0.21 -0.01 0.06
⊿A 1.80* 1.81 -0.12 0.43 0 0
⊿B -7.04* 4.25 -1.71 1.60 0.8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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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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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ChangesofhorizontalmeasurementsforT2-T1,T3-T2,T4-T3intotal
group

⊿Pog -5.25* 5.68 -2.27 1.79 0.99 1.32
⊿Me -6.07* 5.81 -1.71 2.02 0.53 1.52
⊿U1 0.13 1.80 -0.54 0.63 0.29 0.67
⊿L1 -6.97* 3.56 -0.74 1.00 0.98 1.12

Vertical
change
(mm)

⊿PNS -3.36* 2.52 0.34 1.26 0 0
⊿A -0.67 2.24 -0.09 1.16 0.08 0.62
⊿B -3.55* 3.03 0.93 0.91 0.08 0.30
⊿Pog -6.13* 4.00 0.77 0.80 0.07 0.47
⊿Me -3.94* 3.07 0.48 1.39 0.03 0.67
⊿U1 0.29* 1.96 0.41 0.56 -0.05 0.36
⊿L1 -2.17* 2.82 0.66 0.77 -0.04 0.58

Angular
change
(O )

⊿SNA 1.70* 1.52 -0.09 0.40 0.05 0.37
⊿SNB -3.48* 2.13 -1.05 1.17 0.44 0.57
⊿ANB 5.19* 2.79 0.97* 1.21 -0.39 0.60
⊿SNto
GoMe -0.10 4.17 2.55* 2.29 0.61 1.37
⊿SNtoocc 3.16* 3.87 1.05 1.75 0.05 0.37
⊿Articular
angle 7.34* 4.80 -3.19* 2.65 -0.65 1.28

⊿U1toSN -4.10* 3.21 -1.24 1.39 0.36 0.68
⊿IMPA 1.67 3.83 -1.08 1.72 0.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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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ChangesofverticalmeasurementsforT2-T1,T3-T2,T4-T3into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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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편편편악악악군군군,,,양양양악악악군군군의의의 수수수술술술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변변변화화화량량량

양악군에서 B점의 후방 이동양과 Pog,Me의 상방 이동양이 편악 그룹에 비해 유
의성 있게 컸다(P <.05).또한 SNB,U1toSN의 감소 및 ANB의 증가가 양악군
에서 유의성있게 컸다(P <.05).SN toGoMe,SN toocc의 경우 편악군은 모두
음의 값 즉 시계반대방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난데 반해 양악군에서는 모두 양의
값 즉 시계방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났다(P<.05).(Table4)

Table4.AverageskeletalanddentalchangesforT2-T1in1,2-jaw group

*P<.05

1-jaw (n=13) 2-jaw (n=52) significanceMean SD Mean SD

Horizontal
change
(mm)

⊿PNS 0 0 3.15* 1.79 *
⊿A 0 0 2.24* 1.76 *
⊿B -4.48* 2.91 -11.74* 4.31 *
⊿Pog -3.19 5.20 -5.76* 5.73
⊿Me -3.46 4.84 -6.72* 5.89
⊿U1 0 0 0.17 2.02
⊿L1 -5.32 2.31 -7.38* 3.71

Vertical
change
(mm)

⊿PNS 0 0 -4.19* 2.10 *
⊿A 0 0 -0.84 2.48 *
⊿B -2.89 1.84 -3.71 3.25
⊿Pog -4.01 3.22 -6.66* 4.03 *
⊿Me -3.25 2.47 -4.12* 3.20 *
⊿U1 0 0 0.17 1.71
⊿L1 -2.00 1.00 -2.21* 3.12

Angular
change
(O )

⊿SNA 0 0 2.13* 1.41 *
⊿SNB -2.29* 1.57 -3.78* 2.15 *
⊿ANB 2.29* 1.57 5.91* 2.55 *
⊿SNto
GoMe -2.53 3.70 0.51 4.09 *

⊿SNtoocc -0.23 0.48 4.01* 3.88 *
⊿Articular
angle 9.04* 6.78 6.91* 4.14

⊿U1toSN 0.08 1.85 -5.15* 2.57 *
⊿IMPA 2.40 2.99 1.5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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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초초초기기기 관관관찰찰찰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편편편악악악군군군,,,양양양악악악군군군 계계계측측측 항항항목목목의의의 변변변
화화화량량량

두 그룹 모두 하악의 계측점들의 후하방으로의 이동 및 상하악 전치의 정출과 설
측경사를 보였다.특히 수술로 인한 변화량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던
SN toGoMe,SN toocc의 경우 편악군에서의 증가량이 양악군에 비해 컸다(P
>.05).(Table5)

Table5.AverageskeletalanddentalchangesforT3-T2in1,2-jaw group

*P<.05

1-jaw (n=13) 2-jaw (n=52) significanceMean SD Mean SD

Horizontal
change
(mm)

⊿PNS 0 0 -0.12 0.23 *
⊿A 0 0 -0.15 0.47 *
⊿B -1.15 1.21 -1.85 1.66
⊿Pog -2.01 1.88 -2.33 1.78
⊿Me -1.93 1.89 -1.65 2.06
⊿U1 -0.58 0.75 -0.53 0.61
⊿L1 -0.58 0.97 -0.78 1.01

Vertical
change
(mm)

⊿PNS 0 0 0.43 1.39 *
⊿A 0 0 -0.11 1.30 *
⊿B 0.81 0.80 0.96 0.94
⊿Pog 0.77 0.55 0.77 0.86
⊿Me 0.46 0.49 0.48 1.54
⊿U1 0.48 0.47 0.40 0.59
⊿L1 0.92 0.69 0.59 0.78

Angular
change
(O )

⊿SNA 0 0 -0.11 0.44
⊿SNB -0.81 0.69 -1.12 1.26
⊿ANB 0.81 0.69 1.01 1.31
⊿SNto
GoMe 3.12 2.64 2.41 2.20

⊿SNtoocc 1.23 1.46 1.01* 1.82
⊿Articular
angle -3.38 2.69 -3.15* 2.66

⊿U1toSN -1.16 1.30 -1.26 1.42
⊿IMPA -1.04 1.43 -1.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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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후후후기기기 관관관찰찰찰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편편편악악악군군군,,,양양양악악악군군군 계계계측측측 항항항목목목의의의 변변변
화화화량량량
양악군의 B점의 전방 이동양 및 SNB,U1toSN 의 증가양이 편악군에 비해 유
의성 있게 컸다(P<.05).(Table6)

Table6.Averageskeletaland dentalchangesforT4-T3(mm)in 1,2-jaw
group

*P<.05

1-jaw (n=13) 2-jaw (n=52) significanceMean SD Mean SD

Horizontal
change
(mm)

⊿PNS 0 0 -0.01 0.07
⊿A 0 0 0 0
⊿B 0.25 0.38 1.04 1.40 *
⊿Pog 0.40 0.91 1.14 1.37
⊿Me 0.35 1.39 0.57 1.56
⊿U1 0.11 0.28 0.34 0.73
⊿L1 0.87 1.66 1.01 0.96

Vertical
change
(mm)

⊿PNS 0 0 0 0
⊿A 0 0 0.10 0.69
⊿B 0.02 0.06 0.09 0.33
⊿Pog 0.15 0.55 0.05 0.45
⊿Me 0.12 0.96 0.01 0.58
⊿U1 -0.02 0.06 -0.06 0.40
⊿L1 -0.05 0.44 -0.04 0.62

Angular
change
(O )

⊿SNA 0 0 0.06 0.42
⊿SNB 0.22 0.28 0.49 0.61 *
⊿ANB -0.22 0.28 -0.43 0.65
⊿SNto
GoMe 0.25 1.33 0.70 1.38

⊿SNtoocc 0 0 0.06 0.42
⊿Articular
angle -0.58 1.00 -0.67 1.35

⊿U1toSN 0.45 0.11 1.09 0.73 *
⊿IMPA 0.03 0.34 0.1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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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심미적인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절충치료로
치열만 교정하는 것보다 악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조사
에 따르면 악교정 수술 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다(백형선 등 1995).이처럼 악교정 수술이 빈번
하게 시행됨에 따라 술 후 장기간 경과 후의 회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악교정 수술시 회귀는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리현상으로서 아무리 정확한

수술을 하였더라도 원심골편의 재위치 그 자체가 회귀의 원인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술을 통하여 상악골의 상방 및 전방이동과 하악골의 상방 및 후방
이동이 이루어졌다.초기 관찰기간 동안 상악의 경우 PNS의 하방이동 및 A점의
상방이동,수평적으로는 후방이동이 일어났으며,하악골은 후하방 이동이 일어났으
며 ANB값이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또한 하악평면각이 2.55O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으며 Articularangle은 평균 3.19O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이러한 술 후 초
기 관찰기간 동안의 하악의 개교성향에 대해 몇몇 학자들의 보고가 있었다.
Proffit등(1991)은 구내 시상 분할 골절단술(SagittalSplitRamusOsteotomy:이
하 SSRO)보다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VerticalRamus
Osteotomy:IVRO)를 시행한 경우 전후방적 회귀량은 적었으나 전치부 개교 경향
이 유발되었다고 하였으며 Reitzik(1980)도 술 후 개방교합으로 나타나는 수직적
회귀현상을,Astrand와 Riedell(1973)은 악간고정기간 동안 주로 나타나는 하악지
의 짧아짐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초기 관찰기간 동안의 변화는 외과적 수술을 통한 골격적 개선이 근육

의 부조화를 가져오며 결국 회귀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Reitzik(1980)는 악교정 수술 후 개교합 경향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익돌교근삼각
건(pterygomassetericsling)의 힘이 하악골의 과두부와 이부를 연결한 하악골의
장축에 직각방향의 vector를 가진다고 하면서 최후방 구치가 원심골편의 지렛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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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개교합 경향이 발생하며 하악 결합부의 후하방 이동과 gonialangle
의 상방 이동으로 인해 하악평면각의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심절편
의 오훼돌기(coronoidprocess)에 부착된 측두근의 영향으로 개교합이 생겨 이 요
소가 하악 평면각의 증가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악골 후퇴술 후 악간고정기간 중에는 근심 골편 과두의 안정된 위치로의 이

동이 원심골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악간고정 제거 이후에는 두 절편 사이의
condylarsag에 의해 원심절편이 후방으로의 힘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국내외 선
학자들의 연구에서 악간고정을 제거한 후 즉시 발생하는 회귀현상은 과두의 변위
와 골편의 부적절한 치유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수술시 근심골편의 부적절한
고정으로 인해 과두돌기가 전하방으로 변위 되었을 때 술후 과두 돌기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 하여 결국 하악은 후하방으로 회전하게 된다고 하였다(Ellis등
1988, Epker와 Fish1986,Worms등 1980).그러나 일부 선학자들은 이러한 변
위는 하악 과두를 전하방으로 위치시키지만 근원심 골편사이에 고정을 하지 않는
다면 악간고정 기간 중 근심골편은 원위치로 돌아가므로 악간고정 제거시에 하악
골의 후방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고정 기간 중에 나타나는 초
기 회귀는 근심골편과 관련이 있으나 하악의 후방이동시는 전방이동시에 비해 과
두를 변위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Isaacson 등 1978, Rosenquist 등 1986,
Komori등 1989). 본 연구에서는 하악 과두돌기의 위치변화를 방사선 사진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어 Articularangle변화를 측정하여 하악과두의 위치변화를 알
아보았다.수술로 인해 평균 7.34O의 Articularangle의 증가가 일어났으며 초기 관
찰기간 동안 평균 3.19O 회귀하였다.이는 43.5%의 회귀가 초기 관찰기간인 1.5개
월에 일어났으며 이후 후기 관찰기간 동안 평균 0.65O 감소하여 8.9% 회귀가 더
일어났다.
많은 선학자들은 하악 전돌증의 술후 회귀현상은 하악골의 후방이동양과 관련

이 있다고 하였으며 하악골 후퇴술시 후방 및 측방이동량이 회귀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Kobayashi등 1986,Barer등 1987,Douma등 1991,서병무 등 1991,
최병호 등 1987).본 연구에서는 편악군에서 하악 후퇴양과 술후 초기 및 후기 관



- 18 -

찰기간의 회귀와의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양악군의 경우 B점의 후방
이동양이 많을수록 후기 관찰기간 동안 유의성 있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즉 하
악의 후퇴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악군의 경우 후기 관찰기간 동안에 하악이 전
방이동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하악 전치의 정출 및 설측 경사의 경우 2주간의 악간고정기간 동안과

상악의 splint를 착용한 상태로 물리적 운동을 시행하는 2주간 사용된 탄성 고무
줄의 힘이 상하악 전치에 작용하여 결국 상하악전치의 정출 및 설측 치관경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관찰기간 동안에는 초기의 하악골의 변화와는 달리 다시 전방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하나로 유합되면서 활성화된 익돌
교근삼각건(pterygomassetericsling)의 근육들이 유합된 하악골을 전방 변이시켜
발생한 것이다.이러한 반시계방향 회전으로 인한 하악평면각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 0.61O의 하악평면각의 증가를 보였다.이는 수술시 두
골절편이 겹쳐지면서 발생하는 하악각 부위를 다듬게 되며 이는 술후 그 부위의
왕성한 골치유과정을 거치면서 골재형성(boneremodeling)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Bradley(1975)는 절단 부위에서 작용하는 주위 근육의 힘에 의해 하악지 형
태가 부분적으로 결정되며,골조직 흡수는 수술시 변화된 하악지에 주위 근육이
재부착 된 후 변화된 근육기능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결국 수술시 박리로
인한 골조직의 표면적 감소는 재부착을 할 수 없는 근섬유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
과적으로 혈액공급의 감소와 골흡수가 일어나 형태개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Phillips등(1986)은 광범위한 골막박리가 형태개조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며
술후 익돌교근삼각건(pterygomassetericsling)의 수축에 의해 하악각의 변화가 나
타난다고 하였다.이처럼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일어나는 회귀는 과두
돌기의 골용해(osteolysis)와 골재형성(boneremodeling)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Phillips등 1978,Worms1980, Labanc등 1982)하악 후퇴시 하악골에 부착된
여러 가지 근육이 수술 시에 절단되거나 박리되는 등 손상을 받게 되며 변위된
골편에 재부착된 후의 생리적 변화와 적응이 장기적인 회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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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과 하악골을 동시에 움직여 시행하는 양악수술은 1960년대 Obwegesser
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에 Bell등은 상악골 발육 부
전환자들을 위한 LefortI골절단술을 소개하고 임상에 응용하였다.그 후 다양한
방법으로 상악과 하악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술식이 발달되었고 심한 골격성
부조화를 보이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악수술로 수술 결과에
괄목할 만한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술 후 좋은 안정성
을,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요한 술 후 변화가 보고 되고 있어 양악 수술의 경우
회귀빈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양악수술의 경우 상악 수술을 통해 PNS와 A점이 상방으로 각각

4.19mm,0.84mm,전방으로 각각 3.15mm,2.24mm 이동하였다.이후 초기 관찰기
간 동안 PNS는 하방으로 0.43mm,후방으로 0.12mm 이동하였으며 A점의 경우
PNS와는 달리 상방으로 0.11mm,후방으로 0.15mm 이동하였다.이는 상악 전방부
에 강직고정(rigidfixation)을 시행한 결과 초기 전방부의 골절단 부위에 골재형성
(bone remodeling)이 일어나 오히려 상방이동된 것으로 사료된다.Proffit등
(1987)이 상악의 상방이동술시 술 후 6주에 오히려 상악이 상방이동 되었다고 하
였으며 Bishara등(1992)또한 상악의 상방이동시 초기 상악골 고정기간동안 상악
의 상방이동이 일어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하지만 술 후 초기 관찰기간과 후기
관찰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상악골에서의 변화는 매우 적은 양이므로 임상
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술로 인한 변화량은 양악군이 편악군에 비해 SNB,ANB와 Pog,Meto

HRP및 BtoVRP,U1toSN가 유의성 있게 컸다.이는 수술로 인한 하악골 후
퇴양이 큰 경우 양악수술을 동반하였으며 이에 상악골의 상방이동 및 하악골의
후방이동을 통해 골격적 문제를 개선하였기 때문이다.하악평면각과 교합평면각의
경우 편악군은 시계반대방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난 데 반해 양악군에서는 시계방
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났으며 Articularangle의 경우 편악군이 양악군에 비해 2O

정도 더 증가하였다. Epker등(1978)과 Reizik등(1980)에 의하면 시계방향으로
회전 시 주위 연조직 및 저작근의 장력이 줄어들어 안정을 유지하나 시계반대방
향으로 회전 이동시키면 주위 연조직 및 근육이 최대로 신장되고 관절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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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돌기를 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교근 및 내익상근에 의한 회귀현상이
증가한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술후 초기 관찰기간 동안 하악평면각이 양악군
에서는 2.4O 증가한데 반해 편악군에서는 3.1O로 더 큰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수
술시 하악평면각이 반시계방향 이동을 하였던 편악군에서 더 큰 회귀현상이 일어
났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 관찰기간 동안의 편악군 및 양악군 모두 하악골의 후하방이동 및 상하악

전치의 정출과 설측경사를 보였다.이는 앞서 남녀그룹간의 초기 관찰기간 동안의
변화양상과 유사하다.그러나 술후 초기 관찰기간동안의 변화량과 관련하여 회귀
율 즉 수술에 의한 변화량에 대한 시간경과에 따른 회귀량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하악골의 후하방으로의 회귀율과 관련하여 편악군에서 B점에서의 수평적 회귀율
은 평균 31.3%인데 반해 양악군에서는 24.6%였으며 수직적 회귀율은 편악군에서
평균 28.7%인데 반해 양악군에서는 28.3%였다.즉 수술에 의한 변화량이 컸던 양
악군에서 술후 회귀량이 편악군에 비해 컸으나 실제 회귀율을 살펴보면 양악군이
편악군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었다.편악군과 양악군의 후기 관찰기간동안에는 B
,SNB및 U1toSN 항목 이외에는 두 군간의 유의차가 없었으며 양악군이 편악
군에 비해 B점의 전방 이동량이 0.79mm,SNB가 0.27O,U1toSN이 0.64O 더 증
가하였다.두 군 모두 하악골이 전방이동하였으며 상하악 전치가 순측 경사하여
앞서 남녀그룹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후기 관찰기간동안에는 악간고정제거 이
후 술후 교정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후기의 상하악 전치의 변화는 골격적 회
귀에 의한 변화와 교정치료에 의한 변화가 함께 일어난 것이므로 술 후 회귀현상
만으로 설명되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악교정 수술 후 좋은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술 후 기간에 따른 회귀량

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수술 후 일어나는 회귀의 감소를 위해서 발생
하는 회귀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또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술 후 짧은 기간 내에 회귀가 발생하므로 회귀의 감소는 술 후 첫 몇
주 동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는 변화된 하악에 대한 근육의 재적응 기간
및 골조직의 치유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 악간고정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Paulus등(1982),EllisIII등(198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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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s(1984)는 악간고정은 약 6-8주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McNeill
등(1973)또한 회귀현상을 줄이기 위해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외과 술식 및 악간
고정과 함께 구외 안정장치의 사용,악간고정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Vansickels등(1986)은 성공적인 회귀의 감소를 위해서는 과치료,
설골 상근 절제술,고정방법,과두의 위치,술 후의 환자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수술 전에 충분한 치료계획 확립 및 적절한 수술방법의 결정 그리

고 수술 직후의 세심한 처치가 중요하며 특히 술 후 6주이내의 처치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또한 술 후 물리적 치료가 중요하며 치과 교정과와 구강
악안면외과 간의 team approach및 술 후 환자관리와 교정단계에서 향후 회귀의
방향 및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술 후 악골의 안정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다.더욱이 술 후 기간별로 악골의 회귀 경향을 분석,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과두돌기의 안정된 위치에서의 고정,한 악만 수술시 이
동량이 많은 경우 양악수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바람직한 수술 후 회귀양상을 알기 위해선 5년 및 10년 정도의 장기간

의 술 후 분석이 요구되며,전후방적 및 수직적 변화량뿐만 아니라 측방으로의 위
치변화에 대한 분석,삼차원 입체영상(CT)을 통한 수술 후 과두 부위의 변화양상
에 대한 연구 및 삼차원적인 분석 등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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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RamusOsteotomy:IVRO)을 받은 후 일어나는 초기 및 후기 회귀양상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수술 후 B점은 초기 관찰기간 동안에 1.71±1.60mm 후방으로,0.93±0.91mm
하방으로 이동하였으며(P >.05),후기 관찰기간 동안에는 각각 0.88±1.30mm
전방으로,0.08±0.30mm 하방으로 이동하였다(P>.05).

2.수술 후 상악골(PNS,A점)은 초기 관찰기간과 후기 관찰기간 동안에 거의 변
화가 없었다(P>.05).

3.ANB는 초기 관찰기간 동안 0.97±1.21O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P<.05),
후기 관찰기간 동안 0.39±0.60O 감소하였다(P>.05).

4.SN toGoMe은 초기 관찰기간 동안 2.55±2.29O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05)후기 관찰기간 동안 0.61±1.37O 증가하였다(P>.05).

5.Articularangle은 초기 관찰기간 동안 3.19±2.65O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P<.05)후기 관찰기간 동안 0.65±1.28O 감소하였다(P>.05).

6.상하악 전치는 초기 관찰기간 동안 정출 및 설측경사 되었다(P>.05).
7.B점의 수평적 회귀율(T4-T2/T2-T1)은 편악수술군에서 평균 31.3%임에 반해
양악 수술군에서는 24.6%였으며 수직적 변화율(T4-T2/T2-T1)은 평균 28.7%임
에 반해 양악 수술군에서는 28.3%였다.

본 연구 결과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VerticalRamus
Osteotomy:IVRO)을 이용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초기
및 후기 회귀양상의 평가가 가능하였으며 초기 관찰기간에는 하악골이 후하방으
로 이동하였으며 후기 관찰기간에는 전방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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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111YYYeeeaaarrrrrreeelllaaapppssseeeaaafffttteeerrrIIIVVVRRROOO(((IIInnntttrrraaaooorrraaalllVVVeeerrrtttiiicccaaalllRRRaaammmuuusss
OOOsssttteeeoootttooommmyyy)))iiinnnssskkkeeellleeetttaaalllCCClllaaassssssIIIIIIIIIpppaaatttiiieeennntttsss

LLLeeeeeeJJJiiiYYYeeeooonnn
DDDeeeppp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KKKiiimmm KKKyyyuuunnnggg---HHHooo)))

Inordertostudy 1yearrelapseofskeletalClassIIIpatientsthathad
undergone IVRO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lateral
cephalographs were taken preoperatively (T1),immediately postoperative
(T2),1monthpostoperatively(T3)and12monthspostoperatively(T4)of
65patientsthathadmandibularposteriorrepositioning throughIVRO at
YonseiUniversity,Yongdong Severance DentalHospital.Measurement
categories were established and changes of skeletal and dental
measurementafterorthognathicsurgery wereobtained atT2-T1,initial
relapse period (T3-T2),and late relapse period (T4-T3) respectively.
Differencesin skeletalanddentalchangesaccording tosex,1-jaw and
2-jaw groupwerealso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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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pointmovedposteriorly1.71±1.60mm andinferiorly0.93±0.91mm (P>.05)
inperiodT3-T2andanteriorly0.88±1.30mm,inferiorly0.08±0.30mm in
periodT4-T3(P>.05).

2.TherewerelittlechangesinMaxilla(PNS,A point)duringT3-T2,T4-T3
(P>.05).

3.ANBwasincreasedinperiodT3-T2by0.97±1.21O(P<.05)anddecreased
inperiodT4-T3by0.39±0.60O (P>.05).

4.SN toGoMewasincreasedinperiodT3-T2by2.55±2.29O(P<.05)and
inperiodT4-T3by0.61±1.37O(P>.05).

5.Articularanglewasdecreasedby3.19±2.65O inperiodT3-T2(P<.05)and
inperiodT4-T3by0.65±1.28O(P>.05).

6.Upperandlowercentralincisorswereeruptedandtippedlinguallyinperiod
T3-T2(P>.05).

7.Horizontalrelapserate(T4-T2/T2-T1)forBpointin1-jaw and2-jaw
groupwas31.3% and24.6% andverticalrelapserate(T4-T2/T2-T1)was
28.7% and28.3% respectively.

From thisstudy,anevaluationaboutinitial(T3-T2)andlate(T4-T3)relapse
patterns was done in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patients that had
undergoneIVRO.Themandiblemovedposteriorlyandinferiorlyduringinitial
observation period (T3-T2) and anteriorly during late observation period
(T4-T3).

Keywords:Skeletal ClassIII,IVRO(IntraoralVerticalRamusOsteotomy),
Lateralcephalograph,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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