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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개열 환자에서 골신연술과 악골전진술에 의한  

 상악의 안정성에 관한 고찰 
 

 

본 연구에서 저자는 중등도 이상의 상악 후퇴가 있는 

구개열 환자에서 시행된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과 악골전진술 후 상악의 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세브란스 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22명의 환자에 대해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

였다. 1군은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을 시행받은 

11명의 환자로 정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13.1세 였다. 2

군의 평균나이는 21.9세로 양악술을 이용한 악골 전진술

을 시행 받은 11명으로 정하였다. 두부규격 방사선 사진

은 수술 직전(T0), 신연 완료 후 또는 수술 후(T1), T1

으로부터 1년 후 (T2), 마지막 내원 시(T3)로 하여 촬영

하여 SNA, A-NP, Overjet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추적 

관찰 기간은 1.5~5년이었다.   

두부규격 방사선 측정 결과 1군에서 수술로 인해 상악

의 양은 2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진되었다.   

두 군 모두 술 후 1년간 수술직후 보다 상악은 후퇴하였

지만 술 전보다 전진된 위치를 유지하였으며 이 두 군의 

재발은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3.2년간의 추적 관

찰에서 1군에서 전진된 상악의 양은 상악의 성장으로 술 

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유지되

었다.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방법은 구개열 환자에 

적용 시 상악 전진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며 안정성

을 가진 방법이다. 재발의 정도와 상악의 성장 가능성은 

구개열 환자에서 상악의 전진이 필요한 술식의 선택 시 

고려 해야할 인자이다.  

----------------------------------------------

핵심되는 말 :골신연술, 구개열, 악골전진술, 양악술, 안정성, 

재발, 골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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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 환자에서 골신연술과 악골 전진술에 의한  

상악의 안정성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박병윤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희 선 

 

Ⅰ. 서론 

 

골신연술법은 1880년대 Codivilla에 의해 시도된 후 1954년 

러시아 정형외과의인 Ilizarove에 의해 장골신연술이 최초로 보

고되었다.1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McCathy가 최초로 하악의 신

연술을 보고 한 이후로 두개악안면 영역에 다양하게 골신연술

법이 이용되어 Polley & Figueora는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외고

정 장치를 이용하여 골신연술법을 적용해 상악골을 성공적으로 

신전한 것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2,3 

구순 구개열 환자들은 구개열 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입천

장 부위의 상처조직으로 인하여 상악의 성장이 부족하여 약 

20%의 환자에서 제 3급 부정교합의 문제를 갖게 된다.4 구순

구개열 환자의 상악골 후퇴 및 제3급 부정교합의 교정으로 상

악골의 Le fort I 절골, 전진 및 금속고정술(maxillary one jaw 

surgery, Le Fort I osteotomy & advancement), 하악의 시상분

리절골술(mandibular one jaw surgery,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과 이의 조합으로 양악수술(two jaw surgery) 및 

골신연술(distraction osteogenesis)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윗입

술의 조직 부족과 이전 수술로인한 입천장 부위의 상처조직은 

상악 전진 수술 후에도 재발율을 높이며 합병증을 증가시켜 필

요한 상악의 전진양이 4mm 이하이면 악골 전진술(상악 또는 

하악)을 하며 골신연술은 10mm 이상의 많은 양의 상악 전진

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4~10mm의 상악 전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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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에 양악술을 이용한 악골전진술 이나 골신연술 방법

중 환자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5 

      4mm 이상의 상악 전진이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상악 후퇴가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에 있어서 악골 전진술은 양악의 이동과 

함께 뼈이식등을 통하여 비교적 정교하고 안전한 교합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며 술전 계획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

는 수술시간이 길며 술식의 침습성 등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

다.6-7  이전의 구개열 수술이나 인두피판술등으로 인한 입천

장 근처의 상처 조직 및 기존의 안면부의 근육 및 연부조직의 

수술적 연장에 제한이 있어 상악 후퇴가 있는 구순구개열 환

자에서 시행한 악골 전진술은 약 20~50%의 상악 후퇴가 일

어난다고 보고되었다.8-9 골신연술을 이용한 상악골 전진법의 

경우 외고정 장치(RED I system; KLS-martin L.P., Tuttlingen, 

Germany)의 장착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과 오랜 기간의 치

료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고비용의 단점이 보고되었고 수술시

간이 짧고 연부조직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보다 많은 양의 상

악의 전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보고되었다. 10,11   그러나, 구

순구개열 환자에서 골신연술을 이용한 상악전진법은   

15~30%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저자는 중증도 이상의 상악 후퇴가 있는 제III급 부정교합

을 동반한 구순 구개열 환자에서 교정치료와 병행하여 Le fort 

I 절골술 후 외고정 장치를 장착 후 골신연술을 시행한 군과 

악골 전진술을 시행한 군의 술 전, 술 후 및 추적 관찰시 시행

한 측면 두부규격방사선 촬영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상악의 전

후 이동 및 재발율을 관찰하여 전진된 상악의 안정성을 분석

하여 상악 전진이 필요한 제III급 부정교합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적절한 수술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1)  1군 : Le fort I 절골술 및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1993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상악 후퇴로 제III급 부

정교합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 중 Le fort I 절골술 후 외

부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상악을 신전한 군을 1군(Group 1)으

로 하였으며 모두 11례였다. 1군의 평균연령은 13.1 세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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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측구개열이 있는 환자가 50%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한 

상악의 전진양은 10.2mm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3.18년 (1.5년~5년)이었다. 

 

 

표 1. 환자 분석 

 

 

Case No. Sex 

Age 

(years) 

Type  

of Cleft 

Maxillary  

Advancement(mm) 

Follow up 

(years) 

Group 1     

1 M 10 BCLP 4 4 

2 M 14 BCLP 11 4 

3 M 14 UCLP 20 3 

4 F 11 UCLP 5 2.5 

5 M 12 UCLP 6 1.5 

6 M 11 BCLP 6 5 

7 M 15 BCLP 10 2 

8 M 13 UCLP 15 2 

9 F 12 BCLP 5 4 

10 M 14 BCLP 8 5 

11 M 15 BCLP 15 2 

Mean   13.1±1.52   10.2±5.12  3.18±1.27 

  M(82%) F(18%) BCLP 50%     

 Group 2         

1 M 27 UCLP 10 1.5 

2 F 26 UCLP 9 1.5 

3 M 32 UCLP 5 1.5 

4 F 20 UCLP 4 1.5 

5 M 20 UCLP 7 1.5 

6 M 20 UCLP 7 1.5 

7 F 18 UCLP 5 1.5 

8 M 18 BCLP 4 1.5 

9 F 21 UCLP 7 1.5 

10 M 19 UCLP 6 1.5 

11 M 20 UCLP 4 1.5 

    21.9±4.46   6.18±2.04 1.5±0 

  M(64%) F(36%) BCLP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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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군 : 악골 전진술 

 

  2군은 양악술을 이용하여 상악골 전진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11례였다. 평균 연령은 21.9세였으며 양측구개열이 차

지하는 비율은 9%였고 필요한 상악 전진양은 6.18mm 였

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5년(수술 후 1년)이었다.  

 

 

2. 수술방법 

 

(1)  1군 : Le fort I 절골술 및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술전 교정의와 협진하여 외부고정장치를 장착할 구강 내 

고정장치를 미리 설치하고 경비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저혈압마취를 통해 출혈양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구강 내 

절개를 통해 익돌상악분리(pterygomaxillary disjunction)을 

시행하고 Rowe disimpacting forcep을 이용하여 완전분리를 

한 후 외고정 장치(RED I, KLS martin, Jacksonville, Fla.)를 

이용하여 두개골에 윤상의 고정장치를 양측 두정골에 각각 

3개씩의 나사로 고정하였으며 외고정 장치의 정중앙에서 수

직막대를 하방으로 고정하여 막대의 하방부에 구강 내 교정 

장치의 외부견인 고리와 0.015 mm diameter 철사를 이용하

여 연결하였다. 술 후 5일째부터 하루 1mm씩 두 차례씩 나

누어 골신연을 시작하였고 신연중에는 상악 전진 벡터를 조

정하기 위해 연속적인 측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변화를 관

찰하였고 교정의와 협진을 시행하여 벡터와 최종 신연양을 

정하였다. 골신연이 끝난 후 외고정 장치는 6주간 더 유지하

였으며 그 후 교정용 안면 마스크는 8주간 유지하였다. 
 

(2)  2군 : 악골 전진술 

 

술전에 교정과와 협진 및 가상 수술등을 통하여 양악의 

이동이 10mm이상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리 

상악의 전진양을 정하고 술 중 및 술 후 교합을 유지하는 

구강내 교합장치(wafer)등을 준비하였다. 경비기관내 삽관 

및 저혈압 마취를 하였으며 상악의 절골술은 1군과 동일한 

Le fort I 절골술을 시행한 후 시상분리절골술을 시행하고 술 

후 구강내 교합장치를 한 후 악간고정술을 하여 최종 목표 

교합상태로 고정한 후 금속고정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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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술은 1주일간 지속하였다. 추가적으로 턱끝키움술 또는 

축소술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정확한 교합과 상악의 안정

성을 위하여 장골능을 이용한 치조열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3. 두부규격 방사선(cephalometry) 계측 

 

측면 두개골 방사선 사진(lateral cephalogram)은 술전(T0), 

상악골 전진술 2주 후 또는 신전 완료 후(T1), T1으로부터 1년 

후(T2) 촬영하였으며 마지막 내원하여 촬영한 경우를 T3로 하

였다. 동일인이 0.003inch 아세테이트 트레이싱지와 0.3mm 직

경의 연필을 이용하여 두개골 계측 방사선 사진의 투사도를 작

성하고 원하는 계측점과 계측 항목을 평가하였다. 측정값은 2

회 측정 후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상악골의 수평적 전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SNA(°), A-NP(mm)를 측정하고 치아와의 관계

를 보기위해 overjet(mm)을 측정하였다. Cheung등에 의하면 

양악 악골전진술의 경우 재발은 거의 1년 이내 일어나며 술 후 

1년 후에는 미미한 양의 상악 후퇴가 있다고 하여 2군에서의 

T3는 T2와 같다는 전제를 두었다.11   

 

 

4. 통계  

 

가) 그룹내 술식의 유용성 및 유지 정도 

 

그룹내의 술법의 향상성 및 유지 정도를 보기 위해 술 전

과 술 후를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나) 그룹간의 전진된 악골의 안정성의 비교 

 

수술 후의 변화 또는 효과와 재발 및 안정성의 두 그룹간

의 차이를 알기 위해 수술전과 각 시기의 값의 차이를 수술

의 효과(Effectiveness)로 간주하여 예로 다음과 같이, 

Effectiveness 1(SNA) = SNA(T1) – SNA(T0) 

Effectiveness 2(SNA) = SNA(T2)- SNA(T0) 

Effectiveness 3(SNA) = SNAT(3)- SNA(T0)로 계산하

였고 SNA, A-NP, Overjet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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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1 은 수술 전후의 차이, Effectiveness 2

는 수술전과 술 후 1년 후의 차이, Effectiveness 3는 평균 

3.2년간의 추적관찰후의 값과 수술전과의 차이였다. 

수술 후의 이동된 상악의 변화와 안정을 보기 위해서 

Differe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Difference 1(SNA) = SNA(T1) - SNA(T0) 

Difference 2(SNA)= SNA(T2) - SNA(T1) 

Difference 3(SNA)= SNA(T3) - SNA(T2)  

Difference 4(SNA) = SNA(T3) – SNA(T1)으로 계산하

여 시간적인 각 SNA, A-NP, overjet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해 두 군을 비교하였다. Difference1은 수술 전

과 수술 직후 또는 신연 완료 직후의 차이이며 Difference 

2는 술 후 또는 신연 직후 로부터 1년 동안의 변화양이며 

Difference 3는 술 후 또는 신연 직후로부터 평균 3.2년 동

안의 변화양으로 하였다.  

 

 

Ⅲ. 결과 

 

가) 1군: 골신연술의 효과 (표2 결과) 

 

골신연술을 시행한 경우 SNA, A-NP, overjet는 술 전(T0)

의 78.82°,-9.36mm, -8mm와 비교 시 수술로 인해 모든 변

수의 값이 증가하여 T1시기에 89.18°,-0.18mm, 2.55m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수술 후  1년 동안 각 

변수의 값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T2에서는 

85.3°,-3.91mm, 0.27mm로 수술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술 후 1년 후부터는 오히려 각 변수

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T3에선 86.82°, -0.73mm, 

0.45mm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나) 2군: 악골 전진술의 효과 (표3 결과) 

 

양악술을 시행한 경우 SNA, A-NP, Overjet는 수술 전(T0) 

79°, -19.73mm, -5mm에 비하여 수술 직후 (T2)에 82.36°, 

-8.91mm, 2.73m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수술 후 1년(T1) 경과 시 각 변수의 값은 감소하여 over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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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36mm으로 술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유

지하였지만 SNA와 A-NP의 값은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Comparison of T0, T1, T2 and T3 for the distraction 

osteogenesis (Group 1)  ( underbars : p <0.01, paired t-test) 

 

 

Group 1 

T0 

 

 

Pre op 

T1 

 

After 

distraction 

T2 

 

One year 

after T1 

T3 

Long-term 

follow up 

(avg. 3.2yrs)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keletal  
relationship  

SNA  (°)  78.82 5.82 89.18 5.74 85.3 4 86.82 6.31

A-NP (mm) -9.36 5.92 -0.18 5.23 -3.91 4.48 -0.73 5.37

Dental  
relationship  

Overjet (mm)  -8 6.03 2.55 3.91 0.27 2.24 0.45 0.69

 

 

표 3. Comparison of T0, T1, T2 and T3 for the two jaw surgery 

(Group 2)  ( underbars : p <0.01, paired t-test) 

 

 

Group 2 

TO 

 

Pre op 

T1 

 

Post op 

T2 

 

Post op 1 year

T3 

 

=T2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keletal 
relationship 

 

  

SNA (°)  79 5.48 82.36 6.09 80.55 5.5 80.55 5.5

A-NP (mm)  -19.73 6.31 -8.91 6.53 -11 6.39 -11 6.39

Dental  
relationship 

 

  

Overjet (mm)  -5 4.49 2.73 2.15 2.36 1.21 2.3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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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직전과 비교 시 두 술식의 효과의 비교 (표4 결과) 

 

Effectiveness 1(T1-T0,SNA)는 1군은 10.36°, 2군의 경우 

3.36°으로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Effectiveness 

1(T1-T0,A-NP)는 1군의 경우 9.18mm, 2군의 경우 

2.82mm로 마찬가지로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ffectiveness 1(T1-T0)에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p<0.01로 차이가 있었던 SNA, A-NP는 Effectiveness 

2(T2-T0)(SNA)는 1군의 경우 6.45° 2군의 경우 1.54°, 

Effectiveness 2(T2-T0,A-NP)는 1군의 경우 5.45mm, 2군

의 경우 0.72mm로 p<0.05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ffectiveness 

3(T3-T0, SNA)는 1군의 8.00°, 2군은 1.54°로 

Effectiveness 3(T3-T0,A-NP)는 1군에서 8.64mm, 2군에

서 0.72mm로 p<0.01로 1군과 2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그 차이가 증가하였다. Overjet는 Effectiveness1, 

Effectiveness 2, Effectiveness 3에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라) 두 군간의 시간적인 상악의 변화량의 비교 (표5 결과) 

 

Difference 1은 Effectiveness 1과 같은 값으로 통계 결과

도 동일하였다. 수술직후부터 1년 동안의 상악의 변화에 해

당하는 Difference 2(T2-T1,SNA)에서 1군은 -3.91°, 2군은 

-1.82° 였지만 두 군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Difference 2(T2-T1,A-NP)에서 1군은 -3.73mm, 2군은 

-2.09mm 였지만 마찬가지로 두 군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

었다. 수술 후 1년 후부터의 상악의 변화를 의미하는 

Difference 3(T3-T2)에서 모든 변수는 양의 값으로 모두 전

환되었다. Difference 3(T3-T2, SNA)에서 1군은 1.55°, 2군

은 0°으로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고, Difference 

3(T3-T2,A-NP)의 경우 1군의 경우 3.18mm, 2군의 경우 

0mm으로 p <0.05로 통계학적으로 1군과 2군의 차이가 있

었다. Total difference(T3-T1)에서 SNA, A-NP, Overjet은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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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and superiority between 

two groups   (Bold: p <0.01, underbars : p<0.05, independent 

t-test) 

 

 

 

 

 

 

 

 

 

 

 

 

 

 

 

 

 

 

 

 

 

Stage 

Effectiveness 1 (T1-T0)

 

Surgical Movement 

Effectiveness 2 (T2-T0)

 

After one year 

Effectiveess3 (T3-T0)

Long-term follow up 

(3.2yrs) 

 

Variables 

Group I Group II Group I Group II Group I Group II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Skeletal  

relationship                             

SNA (°)  10.36 5.64 3.36 3.170.003 6.45 5.501.54 3.040.0208.00 4.65 1.54 3.050.001

A-NP (mm)9.18 4.77 2.82 3.130.001 5.45 5.270.72 3.90 0.0288.64 7.19 0.72 3.900.006
Dental  

relationship 

Overjet 

(mm) 10.55 7.71 7.73 5.710.343 8.27 6.287.36 5.280.7178.45 5.87 7.36 5.2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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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상악의 후퇴가 있는 구순 구개열 환자에서 정확한 교합을 얻어내

고 상악의 전진으로 안면의 기능적 및 미용적 개선을 얻고자 하는 

수술법으로 Le fort I 절골술을 시행한 후 상악만 전진시키거나 아

래턱의 시상분할절골술로 하악축소술을 병행하는  양악술을 선택

하거나 또는 외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상악골의 골신연술법이 이용

된다. 악골 전진술은 계획적인 수술이 가능하지만 많은 양의 상악

전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안면의 부착된 근육의 이동의 제한이 있

으며  구순구개열 환자의 경우 이전 수술로 인한 상처조직으로 인

한 이동의 제한이 추가되어 수술 후 재발의 문제와 전진 가능한 

상악의 양의 제한이 있다.9  Le fort I 절골술을 이용해 상악을 전진

하는 방법은 비구개열 환자의 경우 10%의 재발을 보고한 바에 비

해 구순구개열 환자의 경우 더 높은 재발율을 보여 약 25~50%로 

높다.11,12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법의 경우 상악의 점진적인 

전진으로 연부조직의 연장 또한 일어나 기존의 부착된 근육과 이

전 수술로 발생한 상처조직이 만드는 제한을 극복할 수 있어 

Cheung의 연구에 의하면 합병증 발생율도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시행된 양악술의 경우 4.2% 골신연술법이 5.4%로 차이가 거의 없

어 많은 양의 상악 전진이 필요한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골신연술 

법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다.8  Baek등의 연구에 의

하면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시행한 양악술을 이용한 악골전진술 후 

1년 동안 24%, 골신연술법을 이용한 상악전진은 21%의 재발율이 

있었으며, Figueroa의 연구에서는 3.2년간의 골신연술을 이용한 상

악 전진법의 추적 관찰결과 19.8%의 재발이 있었으며 Cho BC가 

1~6년간 추적 관찰한 환자에서 평균 23%의 재발율이 관찰되었다

고 보고함으로써 현재까지 재발율 및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전진된 

상악의 안정성에 관한 장기간 연구의 양은 많지 않았다.13,14,15   

평균 3.2년 간의 추적관찰을 한 본 연구에서 그림 1과 표 6에서

와 같이 SNA값의 변화를 보았을 때 악골전진술은 54.16%의 재발, 

골신연술 기법은 22.22%의 재발율로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신연

술법은 Baek 과 Figueora의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시행한 악골 전

진술 그리고 골신연술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이 두 군간의 재발율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

다. 

표2,3,4,5에서 상악의 후퇴가 있는 구순 구개열 환자에서 상악의골

신연술 방법을 적용했을 때 악골전진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수술 직

전(T0)과 신연 직후 단계(T1)에서 SNA, A-NP의 증가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것은 골신연술에서 악골진술보다 상악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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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진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5에서 Difference 

2(T2-T1)의 값의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두 군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수술 후 1년동안 상악의 후퇴가 골신연술에서는 37.4%, 양악

술에서는 54.16%가 일어나나 두 방법은 이 기간 동안의  재발의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1에서 SNA의 변화를 보면 골신연술에서 수술전(T0)과 신연 후

(T1)의 SNA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골신연술 

동안 상악의 이동이 가장 크고 신연후  1년동안 37.4% 감소 즉, 상

악의 후퇴가 나타나나 신연 후 1년 후부터 마지막 내원기간까지 평

균적으로 SNA가 14.96% 증가하여 평균 3.2년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골신연술의 총 재발율은 22.22%로 나타났다. 이는 1군의 경

우 평균 연령이 13.1세로 모두 15세 이하였고 골신연술로 인한 연

부조직의 점진적인 연장을 가져와 성장의 잠재능력을 허락하고 신

연된 골의 성장이 함께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1. SNA의 변화 

 
 

 

표 6. Change of SNA & Relapse 

 

  Difference 1  Difference 2  Difference 3  Total difference  

(T1-T0)   (T2-T1)    (T3-T2)   (T3-T1)   

Surgical 

Movement   

Intermediate 

Relapse   

Late relapse   Stability   

Group I   10.36 -3.91(-37.74%) +1.55(+14.96%) -2.3(-22.22%) 

Group II  3.36 -1.82(-54.16%) 0 -1.8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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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술을 이용한 악골전진술의 경우 수술의 침습성으로 수술 후 

골성장에 제한이 올 수 있어 성장이 완료된 후에 적용되고 있는 술

식으로  2군의 경우  평균 연령이 21.9세로 1군과 다른 연령대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Cheung에 의하면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시행된 전통적인 양악술은 

골성장의 저해를 줄 수 있어 골성장이 완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고 하였다. 11 Figueroa의 성장기 아동의 연구에서도 평균 연령 12.6

세의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시행한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의 추적관찰에서 술 후 1년 후에도 지속적인 SNA의 감소 즉 상악

의 후퇴를 보고하였으며 상악의 절골술 그 자체로도 상악의 성장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악의 성장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하악에 비해 그 성장이 느림을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

서는 1군의 경우 모든 환자가 13세~15세로 성장중의 환자였으며 

연령의 범위가 좁았으며 성장중의 환자에서 연부조직의 제한을 완

화하므로서 상악의 골성장의 잠재력을 허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

각된다.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성장기의 상악골 신연술에서 성

장하는 환자의 안면골의 성장은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 Figueroa

의 연구에서 상악의 전후 성장은 미미한 반면 N 위치에서의 더 많

은 전후 성장이 오히려 SNA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

구 관찰 시 overjet과 A-NP 또한 수술 후 1년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가하여 상악의 수평적 전후 성장은 분명 존재한다 할 수 있

었다. 성장이란 요소를 제외하고 Le fort I 절골술 후 전진한 상악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골신연술을 시

행한 환자와 일반적인 양악술을 시행한 환자와 비교 연구가 차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금속판을 이용한 양악술 방법의 재발율은 본 연구에서 20~50%로 

보고 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양악술의 재발율 54.16%로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다. 양악술을 적용하는 경우 부정교합으로 10mm 이상

의 상악과 하악의 이동이 필요하며 성장이 완료된 환자에서 시행하

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하악의 이동을 의미하는 인자(SNB, ANB, 

facial convexity등)를 실험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술

적으로 양악술에서 상악의 이동이 하악의 변화에 비해 많지 않았다

면 정상교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악의 후퇴가 증대되어 보

이는 산술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론 

1. 4~10mm 이상의 상악 전진이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상악 

후퇴가 있는 구순 구개열 환자에서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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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신연술방법과  양악 악골 전진술은 모두 상악을 효과적으

로 전진시키는 술법이다.  

2. 평균 3.2년의 추적 관찰에서 두 술법으로 전진된 상악의 안

정성의 비교 시 두 방법간의 재발율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방법에서 술 후 1년 후

부터 상악의 전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평균 

3.2년간의 추적 관찰 동안 예측치 보다 더 전진된 상악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골신연술 

방법이 전진된 상악이 추적 관찰 기간동안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유지된 것은 골신연술에의 의해 신연된 연부조직으로 

인하여 상악의 성장 잠재력에 제한의 해소가 가능하였을뿐

만 아니라 악골 전진술에 비해 상악골에 덜 침습적인 시술

이어서 골성장이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상악의 전진이 양악술에 비해 많은 양이 가능하여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골신연술 방법은 성장 중의 심한 상악후퇴가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많은 양의 상악의 전진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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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bility of advanced maxilla by distraction osteogenesis 

and two jaw surgery in cleft patients 

 

Hii Sun Jeo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eyoung Yun Park ) 

 

 

This is the retrospective studies aiming to compare  

the transverse changes in maxillary position after 

maxillary distraction osteogenesis and two jaw surgery 

in patients with cleft and palate. Eleven cleft lip and 

palate patients with moderate maxillary hypoplasia 

requiring the external distraction device (RED I system; 

KLS-martin L.P., Tuttlingen, Germany) application 

were treated from 1993 to 2007 at th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they were named as 

group 1. Their ages at that time of surgery ranged from 

10 to 15 years old. Other eleven adult patients had the 

two jaw surgery and were grouped to as group 2. 

Lateral cephalogram ware taken and traced at pre 

surgery(T0), post distraction(T1), one year after T1 

(T2) and the latest (T4). SNA, A-NP and overjet were 

measured at each stag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ephalometric values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 test 

(p<0.05). The follow-up period ranged from 1.5 to 5 

years. 

The cephalometric analysis demonstrated that group 1 

had the postoperatively significant advancement of the 

maxilla compared to Group 2. During the post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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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year, maxilla moved backward but remained 

forward as compared with the pre distraction position. 

After that, anteroposteior growth was observed in the 

maxilla compared with that exhibited in the anterior 

cranial base for the total follow-up period in group 1. 

The advanced maxilla was retruded after the procedure 

but the amounts relapse of two groups were not 

different statistically.  

The external distraction device application is the 

effective and stable technique for the patients with cleft 

and palate. The results suggest that both of the relapse 

of advanced maxilla in anteroposterior position and the 

growth of maxillary segment have to be considered 

using this technique in growing child. 

 

 

 

 

 

 

 

 

 

 

 

 

 

 

 

 

 

 

---------------------------------------------- 

Key Words : distraction osteogenesis, stability, maxilla, two 

jaw surgery, orthognathic surgery, cle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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