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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 문 요 약 

 

골격성 Ⅲ 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하여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자 52 명(남자 33 명, 여자 19 명)을 대상으로 악교정 수술 

직전과 수술후 평균 1.4 개월 뒤에 임상치주검사와 하악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촬영을 통하여 악교정 수술에 의한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악교정 수술 후 임상치관 길이가 평균 0.48 mm 증가하였고 (p <0.01), attached 

gingiva 는 평균 0.33 mm 감소하였다(p <0.01). 

2. 악교정 수술 후 probing depth 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bone probing 

depth 는 하악중절치 근심, 중앙, 원심에서 각각 0.21, 0.15, 0.26 mm 증가하였다(p 

<0.01). 

3. 악교정 수술 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cemento-enamel junction 으로부터 

alveolar crest 까지의 거리가 하악중절치 근심, 원심에서 평균 0.14 mm 

증가하였다(p <0.01). 

4. 이부 성형술 시행여부에 따라 attached gingiva, bone probing depth,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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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부의 수술에 의한 수평적 이동량에 따라서 attached gingiva (r=-0.453, p <0.01), 

bone probing depth(r=0.402, p <0.05),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 (r=0.405, p 

<0.05)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로 치주조직의 

유의한 변화가 있으며 이부성형술, 특히 이부의 전진량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악교정 수술, 치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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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Ⅲ 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 경 호 교수)  

 

김 진 호  

 

Ⅰ. 서 론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은 하악골 전돌증 환자의 경조직, 연조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구강 기능과 안모를 개선시켜 준다. 이 때 환자의 

악골부조화가 클수록 많은 양의 탈보상작용(decompensation)을 위한 수술 전 치아 

이동이 요구되며, 악교정 수술에 의한 악골의 이동량 또한 커지게 된다. 이는 술전 

교정치료 결과로서 나타나는 안모의 악화 뿐 아니라,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조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조직으로서 부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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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apparatus)는 치은, 치조골, 치주인대로 이루어진다. 치아와 악골의 

이동시 가해지는 힘이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치주조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한 안모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치주조직의 파괴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치주조직의 파괴는 

지지조직의 손실이라는 기능적 문제 및 침범 부위의 심미적인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악전치부에서 주로 발생된다(Artun 등, 1987).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환자의 악교정 수술에 따른 치주조직 변화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Sperry 등(1993)은 정상교합자에 비해 하악골 전돌 환자의 

교정치료시 하악 전치부 치은 퇴축이 3 배 높다는 보고를 하였고, Artun 과 

Krogstad(1987)는 술전교정시 하악 전치부의 순측경사이동에 의해 치은 퇴축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Steiner 등(1981)은 하악 전치부를 순측경사시킨 동물실험에서 

치은 퇴축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치은퇴축의 원인요소로서 Artun 등(1987)은 치은 하방의 얇은 치조골을, 황 

등(1998)은 정상교합자보다 적은 하악전돌자의 순측 치조골 면적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환자의 술전 교정에서 하악 전돌자의 얇은 하악 전치부 

순측 치조골과 탈보상을 위한 하악 전치부의 순측경사가 치주조직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악교정 수술에 의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 Foushee 등(1985)은 골격성Ⅱ급 

부정교합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로 하악 전치부의 치은퇴축이 발생하며, 특히 

하악골의 전진량이 많은 환자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Omnell 

등(1994)도 이부 전진술 시행 이후 치주조직의 합병증에 대해 보고한바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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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cone beam C-T 를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전후의 

전치부 치조골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하악 순측 치조골은 평균 6.98 mm 가 흡수된다고 

하였다. 이는 치근 길이의 60 %가 넘는 상당한 양이다. 

 하지만 Foushee 등(1985)의 연구는 Ⅱ급 부정교합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착치은과 각화치은의 변화량 만을 관찰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측정 시기가 

술전 교정 전과 수술 후 3 개월 에서 3 년 사이였기 때문에 술전, 술후 교정치료가 

측정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치조골의 

변화에만 국한하여 관찰하였고,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 중에서도 전치부 

반대교합과 심한 개방교합을 가진 환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아주위 조직의 심미성과 기능적 관계의 일부분인 악안면 조직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술전 교정, 악교정 수술, 술후 교정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주조직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양상과 이를 야기하는 

요소를 알아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등(2004)은 술전 교정 

전후의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술전 교정에 의해 하악전치부의 

치은퇴축, 부착치은감소와 치조골의 흡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악교정 수술 

전후의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에 의한 변화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에 하악 

전치부의 치은조직과 치조골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부 성형술에 의한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치주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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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치과교정과를 방문하여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성인 남녀 52 명(남자 

30 명, 여자 2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악 전치부의 선천적 결손이 없고, 

술전교정시 제 3 대구치를 제외하고 하악에서 발치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악교정 수술은 한 명의 외과의가 집도했으며, 상악은 Lefort-I osteotomy, 

하악은 양측성 수직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상악골과 하악골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33 명(남자 15 명, 여자 18 명)이었고, 하악골만 수술한 환자는 19 명(남자 15 명, 여자 

4 명)이었다. 

전체 연구대상을 성별과 이부 성형술의 시행여부에 따라 각각 분류하였다. 

이부 성형술을 시행한 그룹(Genioplasty group)은 37 명(남자 20 명, 여자 

17 명)이었고, 시행하지 않은 그룹(Non-genioplasty group)은 15 명(남자 10 명, 

여자 5 명)이었다. 

악교정 수술 직전 평균 나이는 21.4±3.8 세(남자 21.0±3.8 세, 여자 

22.0±3.7 세)였고, 측정을 시행한 수술 직전(T1)과, 수술후 splint 제거시점(T2)의 

평균기간은 1.4±0.9 개월(남자 1.5±1.0 개월, 여자 1.2±0.7 개월)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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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age, T2-T1 duration, SNA, SNB, ANB, Wits, SN to GoMe, IMPA 

and IMPA of the samples before orthognathic surgery 

 Male (n=30) Female (n=22) Total (n=52)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age (year)  21.0 ± 3.8 22.0 ± 3.7 21.4 ± 3.8 

T2-T1 (month) 1.5 ± 1.0 1.2 ± 0.7 1.4 ± 0.9 

SNA (°) 81.1 ± 3.3 79.5 ± 3.0 80.4 ± 3.2 

SNB (°) 84.3 ± 4.4 81.9 ± 3.7 83.3 ± 4.2 

ANB (°) -3.2 ± 3.0 -2.4 ± 3.0 -2.9 ± 3.0 

Wits (mm) -11.9 ± 4.0 -9.3 ± 3.0 -10.8 ± 3.8 

SN to GoMe (°) 35.5 ± 5.6 37.0 ± 4.9 36.1 ± 5.3 

IMPA (°) 79.6 ± 5.8 80.5 ± 6.5 80.0 ± 6.1 

IMPA (T1-T0) (°) 4.6 ± 4.1 5.1 ± 3.3 4.8 ± 3.8 

T0, before treatment; T1, before surgery; T2, splint removal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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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촬영 및 계측 

 

두부계측 방사선사진 촬영기(Orthopos , Siemens, Germany)을 사용하여 대상환자를 

Natural head position 에 위치시킨 후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은 

환자 처음 내원시(T0), 악교정 수술 직전(T1), 악교정 수술 후 surgical splint 제거 

시점(T2)에 시행하였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상에서 다음과 같이 계측기준점을 

설정하였다(Fig 1-A). SN line 에서 Nasion 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7° 회전시킨 

선을 수평기준선(HRP, Horizontal Reference Plane)으로, 수평기준선에 수직이면서 

Nasion(Na)을 통과하는 선을 수직기준선(VRP, Vertical Reference Plane)으로 

설정하여 다음 각 계측항목(Burstone 등, 1954)을 측정하였다(Fig 1-A). 

또한 기준선으로 교합평면(OPL: Occlusal plane)을 설정하고, 교합평면에 

수직이면서 25mm 떨어진 하악 이부 경조직의 설측피질골 지점을 P point 로 

설정하여(박 등, 1989) 악교정 수술 전후 이부의 수평적, 수직적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1-B). 모든 계측항목은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에서 0.1 mm, 0.1° 

단위까지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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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phalometric landmarks and measurements 

-Cephalometric landmarks 

S (Sella)             Pogonion (Pog)   

N (Nasion)           A point 

Go (Gonion)          B point 

Me (Menton)    

L1 point: Tip of lower incisor 

L6 point: Uppermost convex area of 

lower molar 

P point: Lingual cortical area of 

mandibular symphysis 

perpendicular and 25mm 

distance from occlusal 

plane(Park et al, 1989). 

-Cephalometric measurements 

1. Horizontal   

A to Nper     

B to Nper  

2. Vertical  

A to HRP     

Me to HRP    

- Mandibular chin measurements 

1. Horizontal measurements 

 HSPog: Distance from perpendicular 

line to occlusal plane through 

P point to Pog 

 

2. Vertical measurements 

 VHMe: Distance from occlusal plane 

to Me 

 

3. Angular  

SNA 

SNB 

  ANB 

SN-GoMe 

IMP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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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 치주검사 

 

1) 검사 항목 

한 명의 교정의가 치료 시작 전(T0)의 부착치은 폭경과 악교정 수술 전(T1)과 

술후 splint 제거시점(T2)에 좌우측 하악 중절치의 치은염 지수(GI, Gingival Index), 

임상치관 길이(CCL, Clinical crown length), 부착치은 폭경(AG, Attached gingiva 

width), 치주낭 깊이(Probing depth)를 측정하였고, 국소마취 하에서 치조골 

깊이(Bone probing depth)를 측정하였다. 치주낭 깊이와 치조골 깊이는 하악 중절치 

순측의 원심, 중앙부, 근심 세 부위에서 측정하였다(Fig 2).  

 

2) 각 항목의 평가  

(가) GI : Loe 와 Silness 의 치은염 지수(Gingival Index)로, 다음과 같은 기준(Loe H, 

Silness J 등, 1963)으로 검사하였다. 

0, 정상 치은 

1, 경한 염증, 경미한 색조변화, 가벼운 부종, 치주탐침에 의한 출혈성향이 없음 

2, 중증 염증, 치은의 색조변화, 발적, 부종, 탐침에 의한 출혈 

3, 심한 염증, 상당한 발적과 부종, 궤양, 계속적인 출혈 

 

(나) Clinical crown length : marginal gingival curvature 의 최심점에서 절단연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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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ttached gingiva : free gingival margin 에서 mucogingival junction 까지 

거리에서 probing depth 를 뺀 너비로 하악 중절치 중간부위를 측정 

(라) Probing depth : gingival margin 에서 pocket base 까지의 깊이 

(마) Bone probing depth : gingival margin 에서 alveolar crest 상방까지의 깊이 

 

 

 

 

 

 

 

 

 

 

Fig 2. Periodontal measurements.  

a, Clinical crown length; b, Probing depth; c, Bone probing depth; d, Attached gingiva 

 

 

3. 하악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사진 촬영 및 계측 

 

술전(T1), 술후 splint 제거시점(T2)의 하악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 방사선 사진 상의 길이를 보정하기 위해 미리 제작한 10 mm 의 



0.016x0.02

촬영하였다

길이를 1

cemento-

계측하였다

 

 

Fig 3.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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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in

 

22 inch Stai

다. 현상한 필

10.0 m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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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7.0 program (SPSS Inc., IL, USA) 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유의수준 0.05 에서 검증하였다. 

 

1) 전체 집단의 통계 분석 

연구 대상 전체의 환자에서 임상 치주검사 항목(Gingival Index, Attached gingiva, 

Clinical crown length, Probing depth, Bone probing depth)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의 CEJ-AC 의 거리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값을 구하고 T1, T2 간의 paired t-

test 를 시행하였다.  

 

2)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간의 비교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임상 치주검사 

항목(Gingival Index, Attached gingiva, Clinical crown length, Probing depth, Bone 

probing depth)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의 CEJ-AC 의 거리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T1, T2 간의 Wilcoxon two sample test 를 시행하였고, 두 그룹 간 변화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 를  시행하였다.  

 

3) 남녀 두 그룹 간의 비교 

남녀 두 그룹에서 임상 치주검사 항목(Gingival Index, Attached gingiva, Clinical 

crown length, Probing depth, Bone probing depth)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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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AC 의 거리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T1, T2 간의 Wilcoxon two sample 

test 를 시행하였고, 남녀 두 그룹 간 변화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 를  시행하였다 

 

4) 치아 주위 조직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치주측정치간의 

상관성 

치아 주위 조직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1. 초진 시 부착치은의 길이 

2. 술 전 교정에 의한 하악전치부 치축(IMPA)의 변화량 

3. 상악골 수술 여부 

4. 하악 후퇴량 

5. 악교정 수술 후 splint 착용기간 

6. 이부의 수술에 의한 수직적, 수평적 이동량 

와 임상 치주 검사 항목(Gingival Index, Attached gingiva, Clinical crown length, 

Probing depth, Bone probing depth)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의 CEJ-AC 의 거리에 

대한 T2-T1 의 변화량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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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가. 조사자내 오차 검정 

 

10 개의 sample 을 무작위 추출하여 술전과 술후의 모든 계측항목의 계측치를 2 주 

간격으로 재측정하여 두 계측치간 paired t-test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0.05). 

 

 

나. 수술에 의한 골격적 변화량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을 통해 전체 대상의 악교정 수술 전후 악골이동량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계측항목(SNA, SNB, ANB, B Nper, Me to FH)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Skeletal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surgery in total group 

 T1 T2 
Sig 

 Mean ± SD Mean ± SD 

SNA(°) 80.4 ± 3.2 81.8 ± 3.4 * 

SNB(°) 82.9 ± 4.5 78.6 ± 3.5 ** 

ANB(°) -2.5 ± 3.6 3.2 ± 2.4 ** 

B Nper(mm) 0.2 ± 8.3 -7.9 ± 7.6 ** 

Me to FH(mm) 136.8 ± 7.6 132.8 ± 7.3 ** 

T1, before surgery; T2, splint removal after surgery; *, P <0.05; **, P <0.01;  

Sig,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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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집단의 치주측정치의 변화량 

 

임상치주검사 결과로 전체 대상의 악교정 수술 전후를 비교한 결과, Gingival 

Index 와 probing depth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Attached gingiva 는 평균 0.33 mm 감소하였고, Clinical crown length 는 평균 0.48 

mm 증가하였다. Probing depth 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Bone probing depth 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Distal, 

0.21 mm; ⊿Middle, 0.15 mm; ⊿Mesial, 0.26 mm)(Table 3).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이용해 계측한 치조정의 위치(CEJ-AC)는 악교정 수술 후에 

cemento-enamel junction 으로부터 alveolar crest 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부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Distal, 0.14 mm; ⊿Mesial, 0.14 

mm)(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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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iodontal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surgery in total group 

 T1 T2 
Sig 

 Mean ± SD Mean ± SD 

Gingival Index 1.65 ± 0.49 1.54 ± 0.52 NS 

Attached Gingiva 3.20 ± 0.92 2.87 ± 0.94 ** 

Clinical crown Length 8.67 ± 1.04 9.15 ± 1.02 ** 

Probing depth    

Distal 2.73 ± 0.73 2.49 ± 0.71 NS 

Middle 1.70 ± 0.54 1.68 ± 0.61 NS 

Mesial 2.76 ± 0.72 2.62 ± 0.74 NS 

Bone probing depth    

Distal 4.13 ± 0.44 4.34 ± 0.56 ** 

 Middle 3.11 ± 0.47 3.26 ± 0.50 ** 

Mesial 4.19 ± 0.53 4.45 ± 0.59 ** 

CEJ-AC    

Distal 2.11 ± 0.46 2.25 ± 0.48 ** 

Mesial 2.19 ± 0.43 2.33 ± 0.48 ** 

CEJ-AC, distance from cementoenamel junction to alveolar crest;   ( Unit: mm ) 

*, P <0.05; **, P <0.01;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라.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간의 

치추측정치 변화량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그룹에서 치주측정치의 변화량이 gingival index 와 probing 

depth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이부성형술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치주측정치의 변화량이 원심측의 치조정의 위치변화(CEJ-

AC)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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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간 비교에서도 attached gingiva, bone probing depth, 치조정의 위치변화 

(CEJ-AC)항목에서 이부 성형술의 시행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4).  

 

Table 4. Comparisons of periodontal changes between Genioplasty and Non-

genioplasty groups  

 Genioplasty ( n=38 ) Non-genioplasty ( n=14 ) 
Sig 

 Mean ± SD median Mean ± SD median 

Gingival Index -0.14 ± 0.64 0 -0.04 ± 0.54 0 NS 

Attached Gingiva   -0.40 ± 0.67** -0.50 -0.16 ± 0.99 0.13 + 

Clinical crown length    0.54 ± 0.86** 0.75  0.32 ± 0.46 0.30 NS 

Probing depth      

Distal -0.23 ± 0.59 0 -0.29 ± 0.78 -0.25 NS 

Middle -0.14 ± 0.59 0   0.29 ± 0.64 0.50 NS 

Mesial -0.18 ± 0.55 0 -0.04 ± 1.1 0 NS 

Bone probing depth      

Distal    0.27 ± 0.40** 0 0.04 ± 0.24 0 + 

Middle    0.01 ± 0.36** 0 0.16 ± 0.36 0.13 + 

Mesial    0.32 ± 0.47** 0 0.09 ± 0.16 0 + 

CEJ-AC      

Distal 0.15 ± 0.16** 0.10  0.11 ± 0.13* 0.07 + 

Mesial 0.17 ± 0.17** 0.14 0.09 ± 0.22 0.03 + 

*, P <0.05; **, P <0.01;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 Unit: mm ) 

*, 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surgery in each group;  

+, significance betwee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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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남녀 그룹간의 치추측정치 변화량  

 

남녀 두 그룹간의 비교 시 모든 항목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P >0.05)(Table 5). 

 

Table 5. Comparisons of periodontal chang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Female ( n=22 ) Male ( n=30 ) 
Sig 

 Mean ± SD median Mean ± SD median 

Gingival Index -0.30 ± 0.57 0 0.03 ± 0.61 0 NS 

Attached Gingiva  -0.23 ± 0.80* -0.13  -0.41 ± 0.74** -0.50 NS 

Clinical Crown Length   0.39 ± 0.47** 0.25   0.54 ± 0.67** 0.50 NS 

Probing depth      

Distal  -0.39 ± 0.65 0 -0.14 ± 0.61 0 NS 

Middle  -0.27 ± 0.59 0 0.16 ± 0.60 0 NS 

Mesial  -0.39 ± 0.69 -0.25 0.04 ± 0.71 0 NS 

Bone probing depth      

Distal   0.21 ± 0.35* 0 0.21 ± 0.40* 0 NS 

Middle   0.04 ± 0.39* 0 0.11 ± 0.34* 0 NS 

Mesial   0.21 ± 0.34* 0  0.29 ± 0.47** 0 NS 

CEJ-AC      

Distal    0.13 ± 0.16** 0.12  0.14 ± 0.15** 0.08 NS 

Mesial    0.12 ± 0.16** 0.07  0.16 ± 0.20** 0.10 NS 

*, P <0.05; **, P <0.01; NS, not significant                           ( Unit: mm ) 

*, 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surgery in each group;  

+, significance betwee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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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아 주위 조직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와 

치주측정치의 변화와의 상관관계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요소(초진시 부착치은의 길이, 술전 교정에 의한 하악 

전치 치축의 변화량, 상악골 수술 여부, 하악 후퇴량, 악교정 수술 후 splint 착용 

기간, 수술에 의한 이부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량) 중 수술에 의한 이부의 수평적 

이동량만 치주 측정치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게 나타났다(하악 이부 성형술을 시행한 

그룹(n=37)의 수평적 평균 변화량, 3.2±2.6mm; 수직적 평균 변화량, -2.6±2.1mm). 

이부의 수평이동량에 따라서는 attached gingiva (r=-0.453), bone probing depth 

(r=0.402),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 (r=0.405)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and significance between horizontal genio movement and  

periodontal change 

Horizontal change of Pogonion 

r P-value Sig 

  Gingival Index  -0.043 0.801 NS 

  Attached Gingiva  -0.453 0.005 ** 

  Clinical crown length  0.237 0.164 NS 

  Probing depth  0.135 0.418 NS 

  Bone probing depth   0.402 0.012 * 

  CEJ-AC  0.405 0.031 * 

*, P <0.05; **, P <0.01; NS, not significant; r, correlation coefficiency;  

Sig,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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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이 연구는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에 있어서 악교정 수술이 하악 전치 

치아주위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를 남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골격상의 계측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Table 1), 전체 

집단의 수술에 의한 골격적인 이동량과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Gingival index 와 probing depth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악교정 수술로 인해 attached gingiva 의 감소(평균 0.35 mm), clinical crown 

length 의 증가(평균 0.48 mm), bone probing depth 의 증가(평균 0.21 mm)가 

나타났고, 치근단 방사선사진상의 조사에서는 cementoenamel junction 에서 alveolar 

crest 까지의 거리가 평균 0.14 m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Kim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하악 설측 치조골은 8.19mm 흡수, 협측 치조골은 

6.98 mm 흡수)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K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 중에서도 심한 개방교합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cone-beam C-

T 로 촬영하여 재구성한 측면 두부 영상을 이용하여 치조골의 높이를 평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bone probing 을 이용한 실측치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수술 전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probing depth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착상실과 

치은퇴축이 동반되어 상대적으로 치주낭 깊이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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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악교정 수술 전후의 치주조직 변화를 probing depth 만으로 평가한다면 

치조골 흡수를 동반한 부착상실과 치은퇴축이 동시에 일어났어도 치주조직이 

유지된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 전후의 치주조직 평가를 

위해서는 probing depth 뿐 아니라 clinical crown length, bone probing 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bone probing 은 alveolar crest 까지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부위의 국소마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정한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를 bone probing 의 

대안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때 치근단 방사선 사진의 촬영각도나 치근흡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미리 제작한 10 mm 의 0.016x0.022 inch 

Stainless steel wire 를 하악 중절치 중심 순면에 위치시켜서 촬영하였다. bone 

probing depth 와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 항목에서 악교정 수술 전후로 모두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두 항목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다(하악우측 

중절치 원심, 0.059; 하악우측 중절치 근심, 0.068; 하악좌측 중절치 근심, 0.136; 

하악좌측 중절치 원심, 0.050). 이는 bone probing depth 는 하악 전치부 순면에서 

측정하였고, 치근단 방사선사진상에서의 alveolar crest level 은 proximal 부위를 

측정하여서 측정부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는 순면 중앙부를 측정할 수 없었지만, 변화양상이 bone probing 과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Foushee 등(1985)은 하악골의 전진량이 많은 환자에서 하악 

전치부의 치은퇴축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Omnell 등(1994)은 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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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술에 의해 발생한 치주조직의 합병증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부성형술이 하악전치부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을 하악 이부 성형술 시행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그룹에서는 악교정 수술 전후 

치주측정치의 변화량이 Gingival index 와 probing depth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이부성형술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치주측정치의 

변화량이 원심측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4). 두 그룹 간 비교에서도 attached gingiva, bone probing depth,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이부성형술이 치은퇴축과 치조골 흡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부 

성형술의 시행여부가 악교정 수술에 의한 치주조직 변화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치아 주위 조직에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초진 시 부착치은의 길이, 술전 교정에 의한 하악전치부 치축의 변화량, 상악골 

수술 여부, 하악 후퇴량, 악교정 수술 후 splint 착용기간, 이부의 수술에 의한 수직적, 

수평적 이동량)와 치주측정치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Lang and Loe 등(1972)은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1mm 의 부착치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착치은의 양은 치주조직의 변화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mm 의 부착치은 양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초진 시 부착치은의 양이 1mm 이상인 

군과 1mm 이하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지만 두 군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염증만 잘 조절된다면 부착치은의 양은 치주조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연구(Miyasato 등, 1977; Kennedy 등, 1985; Schoo 등, 1985; Freedm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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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와 같은 결과이다. Artun 과 Krogstad 등(1987)은 술전교정시 하악 전치부의 

순측경사이동이 하악 전치부 협측면의 치주조직에 영향을 미쳐 치은 퇴축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술전교정에 의한 하악전치부 치축의 

변화량( IMPA)이 악교정 수술에 의한 하악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술전교정에 의한 하악전치부 치축의 변화량( IMPA)은 

악교정 수술 전후 치주조직의 변화와 상관이 없게 나타났다. 이는 술전 교정에 의한 

치주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하악전치부 치축의 변화량( IMPA)과 치주조직의 

변화는 상관이 없고, 하악 전치부 부착치은의 두께나 치조골의 두께와 같은 해부학적 

구조가 하악전치부 치주조직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 등(2004)과 Karen 

등(2006)의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다.  

치아 주위 조직에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 이부의 수술에 의한 수평적 

이동량만 attached gingiva, bone probing depth, 그리고 치조정의 위치변화(CEJ-

AC)항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6). 이는 이부의 전진량이 클수록 치은퇴축과 

치조골 흡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하악골 전방 이동이 클수록 

치은퇴축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한 Foushee 등(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는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에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히고자 시행하였다. 

초진 시부터 측정을 시행하여서 술전 교정에서의 변화나 환자의 해부학적 요소가 

악교정 수술과 더불어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하악 이부성형술이 치주조직 변화와 연관이 있었고, 이부 전진량이 많을수록 

치은퇴축과 치조골 흡수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부성형술에 의한 상흔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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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수축이 gingival margin 부위에 장력을 발생시켜 치은퇴축과 치조골의 흡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부성형술이 계획된 환자, 특히 이부의 전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계획 단계에서 하악 전치부의 치주조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치주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악교정 치료 전에 치주관리의 중요성과 

치은퇴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주의깊은 monitoring 및 치은이식술과 같은 

치주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Hall, W.B., 1981). 

치주조직의 변화는 전신적 또는 국소적 질환, 치주상태, 개개 치아의 위치, 

부정교합 형태, 교정치료의 방법, 환자의 연령, 위생상태 유지 등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Lupi 등, 1996; Polson 등, 1984) 골격성, 해부학적 요소들도 작용하므로 

(Zachrisson, 1980; Artun 등, 1987; Handelman, 1996; Olsson 등, 1991; Machtel 등, 

1990) 악교정 수술여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control 하기 위해 sample 의 선택, 측정방법 및 시기, 그리고 

구강위생관리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부정교합의 형태, 치료기간, 

환자의 협조도에 차이가 있고, 하악 전치부 치은조직과 치조골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하악 전치부 치은조직과 치조골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진단기구의 사용과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악교정 수술에 의한 하악전치부 치주조직 변화의 정확한 

소인과 그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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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자 52 명(남자 30 명, 여자 22 명)의 악교정 수술 전과 후에 

임상치주검사와 하악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촬영을 

통하여 악교정 수술에 의한  하악 전치부 치주조직의 변화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악교정 수술 후 임상치관 길이가 평균 0.48 mm 증가하였고 (p <0.01), attached 

gingiva 는 평균 0.33 mm 감소하였다(p <0.01). 

2. 악교정 수술 후 probing depth 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bone probing 

depth 는 하악중절치 근심, 중앙, 원심에서 각각 0.21, 0.15, 0.26 mm 증가하였다(p 

<0.01). 

3. 악교정 수술 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cemento-enamel junction 으로부터 

alveolar crest 까지의 거리가 하악중절치 근심, 원심에서 평균 0.14 mm 

증가하였다(p <0.01). 

4. 이부 성형술 시행한 그룹에서 attached gingiva 의 감소, bone probing depth 의 

증가, CEJ 에서 alveolar crest 까지 거리의 증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5). 

5. 하악전치부 치주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초진 시 부착치은의 길이, 술 전 

교정에 의한 IMPA 변화량, 상악골 수술 여부, 하악 후퇴량, 악교정 수술 후 splint 

착용기간, 이부의 수술에 의한 수직적,수평적 이동량) 중 이부의 수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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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이동량에 따라서 attached gingiva (r=-0.453, p <0.01), bone probing 

depth (r=0.402, p <0.05), 치조정의 위치변화(CEJ-AC) (r=0.405, p <0.05)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 이후 하악 전치부 

치은의 퇴축 및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며, 이는 이부 성형술을 통한 하악 이부 

전진시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양이 크지 않아 주의깊은 치주조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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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er anterior periodontal changes of Skeletal Class III patients 

before and after orthognathic surgery 

 

Jin ho Kim,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ung-Ho Kim, D.D.S., Ph.D.) 

 

The aim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valuate the lower anterior periodontal 

changes by orthognathic surgery of skeletal Class III patients.  

52 Skeletal Class III patients operated orthognathic surgery was choosed. The 

sample was divided into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Male and 

Female group. Changes in gingival index, clinical crown length, attached gingiva, 

probing depth, bone probing depth, distance from CEJ to alveolar crest(CEJ-AC)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orthognathic surger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1. After orthognathic surgery, clinical crown leghth was increased by 0.48mm(p 

<0.05), attached gingiva was decreased by 0.33mm(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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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fter orthognathic surgery, bone probing depth was increased 0.21mm on 

mesial surface, 0.15mm on middle surface and 0.26mm on distal surface of 

lower anterior(p <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probing 

depth(p >0.05). 

3. After orthognathic surgery, distance from CEJ to alveolar crest was increased 

0.14mm on mesial surface and distal surface of lower anterior in periapical x-

ray measurements(p <0.05).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ioplasty group and Non-

genioplasty group on attached gingiva, bone probing depth, distance from CEJ 

to alveolar crest(CEJ-AC)(p <0.05). 

5.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orizontal movement of chin and 

attached gingiva(r=-0.453, p <0.01), bone probing depth(r=0.402, p <0.05), 

distance from CEJ to alveolar crest(CEJ-AC)(r=0.405, p <0.05). 

 

By orthognathic surgery, gingival recession and alveolar bone loss was occurred 

on lower anterior periodontal tissue. And implimentation of genioplasty, especially 

horizontal advancement of chin was correlated with lower anterior periodontal 

changes.  

 

Key Words: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orthognathic surgery, periodontal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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