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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양악수술시 수술전 예측치

와 수술후 실측치 차이에 관한 연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을 보이는 환자의 양악수술시 수술전 예측치와 수술후 

실측치 그리고 수술 1년 후에 계측된 실측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알

아보았다. Y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골격성 제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되어 술전 교정치료를 받고 양악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조건에 부합되는 26명

( 남 12명, 여 14명 ) 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수술 직전 예측치를 T1, 수술 직

후를 T2, 수술 1년 경과 후를 T3로 정하고 각각의 계측치를 수평과 수직 좌표로 

나눠 측정하였다. 악교정 수술에 의한 계측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상악골 악

교정 수술시 회전중심점에 따라 A point 와 Incisal edge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

다.  결과에 따른 통계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조직 계측점들은 ANS와 A 의 수평좌표와 하악전방부에 해당하는 Me, Gn, 

Pg, B, Ii 들의 수직좌표에서 T1 과 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2. 연조직 계측점들에서는  Pn, Sn, STA, Ls, Li 의 수평과 수직좌표에서 T1 과

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 A point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조직 계측점 Me, Gn, Pg, B, Ii들의 수직좌표 

와 연조직 계측점 Pn, Sn, STA의 수평과 수직좌표 및 Ls, Li의 수평좌표와 Gn'

의 수직좌표에서 T1 과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조직 계측점 Me, Gn, Pg, B, Ii, Is 들의 수

직좌표 및 ANS와 A 의 수평좌표 와 연조직 계측점 Pn, Sn의 수평좌표, STA 

의 수평과 수직좌표 및 Ls, Li, Gn'의 수직좌표에서 T1 과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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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악골의 회전 중심점에 따른 양 군을 비교한 결과  T2 - T3에서 Is, PNS, Pn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6. 상악평면각 은 T2 - T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상하악의 교합면각은 술

후교정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계획시 계측점의 변화를 악골의 수술에 따라 일률

적으로 예측하기 보다는 수술량과 수술방법에 따라 각 계측점 별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상하악골 전방부의 경조직 계측점들과 비부와 순부의 연조

직 계측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술계획시 회귀량도 고려해야 

보다 양호한 수술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양악수술, 수술전 예측, 수술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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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양악수술시 수술전 

예측치와 수술후 실측치 차이에 관한 연구

( 지도  :  황 충 주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준 호

I. 서 론 

교정치료에 있어서 심한 골격적인 부조화를 가지고 있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악구강계의 기능 향상 및 심미성의 증진을 위해 교정-악교정 

수술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악교정 수술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하면서 치료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수술기법에 따른 수술결과를 예측하여 술전에 제

시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안면 모습을 미리 예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의사와 함께 협의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의

사는 환자의 수술방법과 악교정 수술시 골조직의 이동 정도 및 악골 크기의 조절 

그리고 이에 따른 안면의 연조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1,2

악교정 수술후의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Legan, Holdaway 등 

3,4 
은 연조직 분석법을 소개하 고  McNeil 등

5 
은 측모 두부방사선 규격 사진의 

투사도 상에서 수작업을 통한 방법을 소개하 다. Lines등
6
은 환자의 측모 두부방

사선 규격 사진과 투과성 안모사진을 이용하여 예측하 으며, Worms, Robinson 

등
7,8 
은 악골기저부에 대한 전치부 위치와 연조직 안모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준

으로 삼았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신속한 측모 예측을 위해 컴퓨터 프

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9-13
 이들은 환자의 두부방사선 규격 사진과 환자의 안

모 사진을 조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밖에 video camera등
14 
을 이용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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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악교정 수술전 예측치와 수술후 실측치를 비교해 본 Friede 등

15 은 수평적인 변화보다 수직적인 변화의 예측이 훨씬 어렵고 어떠한 종류의 수

술을 시행했느냐 하는 것이 수술예측의 정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으며, Pospisil 
16
은 McNeil 등의 방법에 의한 예측 투사도가 정확한 수

술에도 불구하고 수술후 6개월의 실제 측모와 비교시 69%에서 부정확함을 보고하

다.   악교정수술에 있어서 수작업에 의한 예측도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예

측도를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다수의 계측점에서 차이가 남을 보고하 다.
17-19
 

Bryan, Hunt 20 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수술전 예측치와 수술후 실측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는데 그 이유는 술자의 능력과 정확성

에 기인한다고 하 다.

본 연구는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증례들에서 악교정 수

술전 사용되는 예측과정중 paper surgery 에 의한 수술후 경조직 및 연조직의 예

측된 위치와 이에 따라 수술한 직후 촬 된 방사선 사진 상의 실제 경조직 및 연

조직의 위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환자를 하악 후퇴술, 이

부성형술, 상악 Lefort I 골절단술을 계획한 수술전 예측도와 수술직후, 수술후 1

년의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을 관찰하고 동일한 계측점 사이의 차이와 그 정도를 

측정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수술시 각 계측점들의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를 

비교하며 상악의 수술시 회전중심점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여 골격성 III 급 부정

교합 환자들의 수술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예상하며 나아가 이런 차이가 골

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어떤 향을 미칠 지에 대해 예상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악교정 수술 계획시 이러한 변화양상이 참고자료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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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Y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골격성 제 III급 부정교합으

로 진단되어 술전 교정치료를 받고 양악 수술을 받은 환자 295명중 다음의 조건

에 부합되는 환자들을 선별하였다.

1. 횡단면으로 교합평면의 경사가 없으며 하악골 후퇴량이 좌우 3mm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안면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자 

2. 구개, 구순열 및 기타 두개안면 증후군의 증상이 없는 자.

3. 상악의 경우 Le Fort I osteotomy, 하악의 경우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를 시행한 자.

4. 수술은 동일한 구강 악안면 외과 의사에 의하여 시행된 자. 

5. 술중 및 술후에 특별한 이상골절이나 특이한 합병증이 없는 자 

6. 골이식을 하지 않은 자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은 총 26명 ( 남 12명, 여 14명 ) 이었으며, 나이는 평

균 22세 3개월이었고, 초진시 대상자들의  두부방사선 계측치 평균은  Table 1과 

같다.

나. 연구방법

1.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 규격 사진 촬영 및 투사도 작성

수술 전 방사선 사진은 수술 전 1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을 사용하였고 , 수술

전 예측치는 술전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예측한 투사도(T1) 를 이용

하여 계측하였고, 수술 후 방사선사진은 수술 1개월 후에 촬영한 투사도 (T2)를 

사용하였고,  수술 1년 경과후에 촬영된 방사선 사진의 투사도 (T3)를 사용하였

다. 상악 악교정 수술시 회전중심점이 되는 A point 와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구분하여 알아봤다. 방사선 사진 촬영시 자연스러운 두부 위치에서 치

아는 중심위로 교합된 상태로 , 입술은 긴장없이 다문 상태에서 채득함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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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본원 방사선과의 Cranex 3 ( Soredex Co. )에 imaging plate를 포

함한 26x36 cm FCR 카세트를 이용하여 FFD 5 feet, 70Kvp, 10mA의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1명의 계측자가 각 계측점에 대한 정의를 숙지한 후 통법대로 0.003 

inch 아세테이트지를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 규격 사진위에 부착하고 0.3mm 흑

연필로 투사도를 작성하였으며, 좌우의 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측의 중앙

점을 취하였다. 수술후 예측되는 연조직의 이동량은 Y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

외과에서 이용되는 예측방법에 따라 투사도를 작성한 것을 계측하였다. 

2. 기준선 설정 (Fig. 1)

수술환자에서 전후방 및 수직적 부조화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기준선의 설정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술전후의 변화와 

수술후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urstone의 방

법에 따라 S-N line에서 Nasion을 중심으로 7°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SN-

7°선을 수평기준선(HRP)으로 하고 전방 안면부 연조직의 위치측정을 위해 

Nasion에서 SN-7° 선에 수직으로 Nasion perpendicular line을 그어 수직기준선

(VRP)으로 삼았다. 수술전과 수술후의 HRP와 VRP를 기준으로 수평좌표는 수직

기준선에서 우측이 +, 좌측이 - , 수직좌표는 수평기준선에서 위쪽이 -, 아래쪽이 

+ 로 정하였다.  계측점들의 좌표 P (X, Y)를 계측하였으며 각 시기에 따른 좌표

간 차이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악교정 수술에 따른 Maxillary plane 

angle(HRP-MxP),  Upper and Lower occlusal plane angle(HRP-Uoccl, 

HRP-Loccl)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3. 계측점 선정 

(1) 경조직 계측점 (Fig. 2)

S  : Sella turcica 의 중심 

N  : 비전두 봉합과 비간 봉합의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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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측두골과 하악두 원심면의 교차점

Me : Symphysis상의 최하방점 

Gn  : 이부의 가장 하방점 

Pg  : Symphysis 상에서 최전방점 

B   : Pogonion 과 하악 전치 치조골의 contour 상에서 가장 깊은 곳 

Ii   : 하악절치의 치관의 tip 

MnBC: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

Is    : 상악절치의 치관의 tip 

MxBC: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

PNS  : Posterior nasal spine 의 최첨점 

ANS : Anterior nasal spine 의 최첨점

A : ANS 와 상악 전치 치조골의 contour 상에서 가장 깊은 곳       

(2) 연조직 계측점 (Fig. 3)

G   : 이마의 최전방점

STN : G와 Pn 사이의 연조직 선상에서 가장 깊은 점 

Pn  : 연조직상의 비첨점

Fig. 2 Hard tissue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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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 연조직 정중선상의 비중격과 상순의 경계점  

STA : 인중의 중심점     

Ls   : 상순 홍순부의 최전방점 

Li   : 하순 홍순부의 최전방점 

B'   : Li-Pg' 사이의 연조직 선상에서 가장 깊은 곳 

Pg‘  : 연조직 symphysis 상에서의 최전방점

Gn'  : 이부 연조직상에서의 최하방점 

(3) 평면각도 (Fig. 4)

HRP-MxP : 수평기준면과 상악평면간의 각도

HRP-Uoccl: 수평기준면과 상악교합면간의 각도

HRP-Loccl: 수평기준면과 하악교합면간의 각도 

Fig. 3 Soft tissue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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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표, 각도 및 거리 계측

 각 투사도는 Summasketch III digitizer( MM III 1201, Summagraphics 

Co., USA)를 이용하여 IBM 호환기종 Pentium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본 논문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인 Visual C++를 이용하여 각각의 기준선에 대해 경조직과 

Fig. 4 Angle between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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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의 좌표를 X 와 Y 축으로 (원점 및 기준선은 Fig. 1에 있음) 각각의 좌표

값의 data를 Microsoft excel의 sheet로 직접 전송하게 하였으며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해서 각 투사도의 digitizing 시에 한 번 입력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똑 같은 digitizing 과정을 반복하게 하여 두 수치의 중간값을 좌표값으로 인식하

게 하였으며 1명의 계측자가 모든 data를 입력하였다. 입력시 계측 단위는 0.5°, 

0.5mm 였다. 

5. 통계처리

 전체군, A군, IE군 각각에 대하여 T1-T2, T2-T3 간의 비교를 위해 Wilcoxon 

rank sum test 를 하였다. 그리고 A군과 IE군 간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시행

하 다. 통계처리를 위하여 SAS System(SAS Institute,USA)이 이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가. T1-T2, T2-T3 간 좌표의 변화 비교 - 전체군 (Table 2,3)

수술계획을 통한 술후의 예측점 (T1) 과  술후 1 개월시 실제 계측점(T2) 및 

술후  1년 시 계측점(T3)의 X좌표와 Y좌표 에 해당하는 계측점 변화에 따른 유의

성 차이를  경조직, 연조직으로 나눠 Table  2, 3 에 기술하 다.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한  각 군에 따른 경조직의  계측점 변화를 살펴보면 T1-T2는 Is

의 X, Y 좌표와 ANS, A 의 X 좌표, Me, Gn, Pg, B, Ii, MnBC 의 Y좌표가 유의

한 변화를 보 다. T2-T3는 Me의 X,Y좌표와  ANS, Ii, B 의 X좌표가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연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T1-T2 는계측치들은 Pn, Sn, STA,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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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의 X, Y좌표와 Gn' 의 Y좌표 다. T2-T3 는 Sn 의 X,Y좌표 , Pn, Pg' 의 Y 

좌표, STA, Ls의 X좌표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나. T1-T2, T2-T3 간 좌표의 변화 비교 - A군, IE군 (Table 4-7)

상악수술시 회전중심점이 되는 A point 와 Incisal edge 의 두군으로 구분하여 

각각 경조직과 연조직의 동일 계측점의 T1, T2, T3 각 군간의 차이를 Wilcoxon 

rank sum 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A point를 기준으로 한 군의  경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T1-T2는 Me, Gn, Pg, B, Ii 의 Y좌표가 차이를 보 으며 

T2-T3 는 Me, Ii, Is 의 X,Y좌표와 Gn, Pg, B, A 의 X좌표가 차이를 보 다.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한 군의  경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T1-T2는 ANS, A 

의 X좌표와 Me, Gn, Pg, B, Ii, Is 의 Y좌표가 차이를 보 으며 T2-T3 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조직을 살펴보면 A point를 기준으로 한 경우 

T1-T2는 Pn, Sn, STA 의 X,Y좌표와 Ls, Li의 X좌표가 차이를 보 고, T2-T3 는 

Sn 의 X,Y좌표와 STA, Gn' 의 X좌표, Pn의 Y좌표가 차이를 보 다.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한 경우 T1-T2 는 STA의 X, Y좌표와 Pn, Sn 의 X좌표와 Ls, 

Li, Gn' 의 Y좌표가 차이를 보 으며  T2-T3 는 Sn, STA 의 X좌표가 차이를 보

다.

다. A군과 IE군 간의 차이 비교 (Table 8,9)

동일 계측점의 T1-T2, T2-T3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A군과 IE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 다. 경조직에서는 Me, Gn , Pg, Is, PNS에서 T2-T3간에 차이를 보 고 

연조직에서는 Pn, Li, B', Pg', Gn' 이 T2-T3간에 차이를 보 다.  

라. 상하악 수술방법에 따른  상악평면각 및 상하악교합면각의 비교 (Table 

10,11)



- 9 -

수평기준면(SN-7°up)에서 상악평면각과 상하악교합면각을 측정하여 상하악 

악교정수술에 따른 각도의 변화를 비교하 다. 동일 계측점의 T1-T2, T2-T3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A군과 IE군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HRP-MxP는 T2-T3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Wilcoxon rank sum test 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Table 1. Initial cephalometric analyses of study samples 

Male(n=12) Female(n=14) Total(n=26)

Mean SD Mean SD Mean SD

Body length 89.38 4.60 86.12 4.83 87.69 4.91 

SNA 83.02 3.94 81.57 3.73 82.27 3.83 

SNB 88.04 4.81 85.52 4.61 86.73 4.78 

ANB -5.02 2.32 -3.94 2.85 -4.46 2.62 

Facial length 166.92 9.45 151.88 9.75 159.10 12.14 

Wits -11.40 1.56 -14.77 5.97 -12.89 5.31 

U1 to Mx 119.29 5.69 118.34 7.65 118.52 7.16 

L1 to Mn 88.36 12.56 91.77 6.77 91.13 8.28 

APDI 98.72 3.46 100.50 7.36 100.17 6.74 

A to N perp -0.92 2.27 1.84 1.84 1.32 2.15 

Pg to N perp 4.36 2.16 10.99 5.93 9.75 5.99 

G-Sn-Pog' -3.10 3.33 -4.68 5.69 -3.85 4.57 

G-Sn/Sn-Me' 0.64 0.76 2.49 4.90 1.52 3.48 

Nasolabial angle 88.25 8.44 89.43 15.53 88.84 12.21 

Mentolab angle 4.42 1.52 4.70 1.25 4.56 1.37 

STM-U1 8.29 2.41 6.97 2.80 7.6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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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mount of positional change of the hard tissue points predicted 

(T1), immediately  after (T2) and 1 year after surgery (T3) respectively and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unit=mm, n=26) 

T1-T2 T2-T3

Mean sig Mean sig

Ar x -0.22 0.19 

y 0.38 -0.14 

Me x 0.32 -1.05 *

y -2.15 *** 0.38 *

Gn x 0.99 -0.98 

y -2.04 *** 0.31 

Pg x 1.03 -0.92 

y -2.83 *** 0.01 

    B x 0.84 -1.10 **

y -2.76 *** 0.49 

Ii x -0.40 -0.81 *

y -1.37 *** 0.10 

MnBC x -0.94 -0.50 

y -1.14 * 0.28 

Is x -0.92 * -0.48 

y -1.25 *** 0.15 

MxBC x -0.30 -0.06 

y -0.42 0.23 

PNS x 0.00 -0.27 

y 0.40 -0.20 

ANS x -2.93 ** 2.51 *

y 1.45 -1.51 

A x -1.51 ** 0.51 

y -0.63 0.76 

* ; p< 0.05, ** ; p<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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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mount of  positional change of the soft tissue points 

predicted(T1), immediately  after  (T2) and 1 year after surgery (T3) 

respectively and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unit=mm, n=26) 

T1-T2 T2-T3

Mean sig Mean sig

G x 0.07 -0.11 

y -0.18 -1.23 

STN x -0.07 -0.14 

y 0.00 -0.16 

Pn x -0.99 *** 0.29 

y 0.81 ** -0.67 *

Sn x -1.51 *** 1.25 ***

y 0.77 ** -0.52 *

STA x -2.64 *** 1.50 ***

y -1.50 *** -0.26 

Ls x -1.39 ** 1.17 *

y -1.14 ** -0.39 

Li x -1.11 * 0.97 

y -1.43 * -0.57 

B' x -0.08 0.40 

y 0.99 -1.18 

Pg' x -0.28 -0.18 

y -0.02 -1.59 **

Gn' x 0.83 -1.02 

y -2.70 *** 0.23 

* ; p< 0.05, ** ; p<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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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mount of positional change of the hard tissue points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Point A) predicted (T1), immediately  after (T2) 

and 1 year after surgery (T3) respectively and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unit=mm, n=14) 

T1-T2 T2-T3

Mean sig Mean sig

Ar x -0.14 -0.03 

y 0.45 -0.56 

Me x 0.31 -1.49 **

y -1.61 * 0.68 *

Gn x 0.90 -1.33 *

y -1.53 ** 0.64 

Pg x 1.00 -1.16 *

y -2.36 ** -0.07 

B x 0.80 -1.42 **

y -2.38 * 0.59 

Ii x -0.36 -0.96 **

y -1.32 * 0.75 *

MnBC x -0.72 -0.83 

y -1.29 0.61 

Is x -0.94 -0.78 *

y -0.89 0.55 *

MxBC x 0.34 -0.47 

y -0.48 0.37 

PNS x -0.32 -0.67 

y 0.24 -0.53 

ANS x -0.08 0.25 

y -0.43 0.79 

A x -1.20 0.68 *

y 0.07 0.65 

* ; p< 0.05, ** ; p<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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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amount of positional change of the hard tissue points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Incisal Edge) predicted (T1), immediately  after 

(T2) and 1 year after surgery (T3) respectively and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unit=mm, n=12)

T1-T2 T2-T3

Mean sig Mean sig

Ar x -0.31 0.45 

y 0.30 0.36 

Me x 0.34 -0.53 

y -2.79 ** 0.02 

Gn x 1.09 -0.57 

y -2.63 ** -0.08 

Pg x 1.07 -0.65 

y -3.37 *** 0.10 

B x 0.89 -0.74 

y -3.21 ** 0.37 

Li x -0.46 -0.64 

y -1.42 * -0.67 

MnBC x -1.20 -0.12 

y -0.97 -0.10 

Is x -0.90 -0.14 

y -1.66 ** -0.32 

MxBC x -1.05 0.41 

y -0.34 0.07 

PNS x 0.36 0.20 

y 0.59 0.19 

ANS x -6.25 *** 5.16 

y 3.64 -4.19 

A x -1.87 ** 0.31 

y -1.44 0.90 

* ; p< 0.05, ** ; p<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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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amount of  positional change of the soft tissue points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Point A) predicted(T1), immediately  

after (T2) and 1 year after surgery (T3) respectively and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unit=mm, n=14) 

T1-T2 T2-T3

Mean sig Mean sig

G x 0.03 -0.10 

y -1.06 -0.54 

STN x 0.08 -0.01 

y -0.11 -0.10 

Pn x -1.00 ** 0.45 

y 0.98 * -0.76 **

Sn x -1.43 * 1.42 **

y 1.02 ** -0.52 *

STA x -2.52 *** 1.54 ***

y -1.17 ** -0.13 

Ls x -1.15 * 0.86 

y -0.48 -0.44 

Li x -1.42 * 0.80 

y -0.48 -0.13 

B' x -0.64 0.19 

y 0.95 -0.44 

Pg' x -1.04 -0.48 

y 0.00 -1.11 

Gn' x 0.82 -1.56 **

y -2.40 ** 0.48 

* ; p< 0.05, ** ; p<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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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amount of  positional change of the soft tissue points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Incisal Edge) predicted(T1), immediately  

after (T2) and 1 year after surgery (T3) respectively and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unit=mm, n=12) 

T1-T2 T2-T3

Mean sig Mean sig

G x 0.12 -0.11 

y 0.85 -2.05 

STN x -0.24 -0.28 

y 0.13 -0.24 

Pn x -0.98 * 0.10 

y 0.62 -0.57 

Sn x -1.61 ** 1.05 *

y 0.48 -0.52 

STA x -2.78 ** 1.46 *

y -1.88 * -0.41 

Ls x -1.67 1.54 

y -1.91 *** -0.32 

Li x -0.74 1.17 

y -2.53 * -1.09 

B' x 0.58 0.66 

y 1.04 -2.05 

Pg' x 0.61 0.17 

y -0.05 -2.15 

Gn' x 0.85 -0.39 

y -3.05 *** -0.05 

* ; p< 0.05, ** ; p<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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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s of changes of hard tissues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A = A point, IE = Incisal Edge.  unit=mm)

A(n=14) IE(n=12) sig

Mean S.D. Mean S.D.

Ar T1-T2 1.39 0.69 1.75 1.05 

T2-T3 1.55 0.73 1.66 0.73 

Me T1-T2 4.49 2.71 4.71 3.08 

T2-T3 1.96 1.64 3.49 2.12 *

Gn T1-T2 4.26 2.75 4.91 2.68 

T2-T3 1.96 1.67 3.60 1.93 *

Pg T1-T2 4.47 2.36 4.76 2.59 

T2-T3 2.06 1.55 3.89 1.79 *

B T1-T2 4.87 2.72 4.57 2.53 

T2-T3 2.65 1.51 3.20 1.74 

Ii T1-T2 3.03 2.28 2.39 1.73 

T2-T3 1.71 1.09 2.46 1.46 

MnBC T1-T2 2.96 2.74 3.04 2.17 

T2-T3 2.43 1.17 2.55 1.45 

Is T1-T2 2.69 2.27 2.72 2.12 

T2-T3 1.30 1.13 2.79 1.60 *

MxBC T1-T2 2.96 2.00 2.42 2.54 

T2-T3 2.27 1.31 2.50 1.48 

PNS T1-T2 3.26 1.52 4.11 1.84 

T2-T3 2.23 1.15 1.32 0.81 *

ANS T1-T2 3.06 2.33 2.76 2.17 

T2-T3 1.75 1.47 2.37 1.73 

A T1-T2 3.56 2.19 3.30 1.83 

T2-T3 1.82 1.60 2.94 2.00 

*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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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s of changes of soft tissues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A =A point, IE = Incisal Edge. unit=mm )

A(n=14) IE(n=12)
sig

Mean S.D. Mean S.D.

G T1-T2 3.33 2.67 2.89 2.07 

T2-T3 3.76 2.67 3.25 2.22 

STN T1-T2 2.67 1.43 2.16 1.41 

T2-T3 1.56 0.64 1.42 1.07 

Pn T1-T2 1.76 1.11 1.99 0.94 

T2-T3 1.34 0.78 2.12 1.08 *

Sn T1-T2 2.27 1.37 2.18 1.45 

T2-T3 1.84 1.02 1.74 1.16 

STA T1-T2 3.13 1.61 4.03 2.07 

T2-T3 1.82 1.09 2.72 1.77 

Ls T1-T2 2.22 1.40 3.43 2.30 

T2-T3 1.69 1.16 3.17 2.37 

Li T1-T2 2.86 1.43 4.32 2.38 

T2-T3 2.26 1.24 3.90 2.19 *

B' T1-T2 3.47 2.62 4.02 2.55 

T2-T3 2.03 1.17 4.79 3.16 *

Pg' T1-T2 4.34 2.95 5.23 3.24 

T2-T3 2.40 1.80 4.88 2.58 **

Gn' T1-T2 4.80 2.93 4.81 2.38 

T2-T3 2.37 1.66 4.18 1.81 *

* ; p< 0.05, ** ; p< 0.01



- 18 -

Table 10. Comparisons of changes of angle according to Maxillary rotation point. 

(A = A point, IE = Incisal Edge. unit=。)

A (n=14) IE(n=12)
sig

Mean S.D. Mean S.D.

HRP-MxP T1-T2 -0.61 3.66 -1.25 3.45 

T2-T3 2.14 2.72 0.00 2.26 *

HRP-Uoccl T1-T2 -0.82 3.47 -2.29 3.94 

T2-T3 1.32 2.79 -0.42 2.40 

HRP-Loccl T1-T2 -0.64 3.37 -1.54 3.46 

T2-T3 1.14 2.84 -1.00 2.56 

* ; p< 0.05

Table 11.  The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about 

change of angles 

T1-T2 T2-T3

Mean sig Mean sig

HRP-MxP -0.90 1.15 *

HRP-Uoccl -1.50 0.52 

HRP-Loccl -1.06 0.15 

* ; p< 0.05

IV. 총괄 및 고찰 

교정치료의 목표는 기능성과 안정성 및 심미성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심미성 자체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의사와 환자간에도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조화시켜서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악교정 술후의 결과를 예측

해보는데 이는 3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갖는다. 
16 
외과의와 교정의로 하여금 안정

성과 심미성에 대한 치료효과를 술전에 평가할 수 있고 환자에게 술후에 예측될 

결과를 알려주며 술전 계획 단계에서 환자와 치료팀 사이의 대화 매개체로서 술

자와 환자 모두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그 동안 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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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21-24

술후 연조직 분석을 위해 두부 방사선 규격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술 후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술후 교정의 향을 배제하고 수술에 의한 변화만을 볼 수 있으

나 술후 종창 등에 의한 부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수술 후의 기간 역시 

너무 길게 되면 이러한 향은 감소하지만 골격성 재발 및 술후 교정이라는 외부

요소가 개입될수 있다. 이에 따른 외부 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

는 수술후 1년후의 사진을 이용하 다. 악교정술을 받은 환자의 증례분석 조사연

구는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유의성 있는 재료의 선택이 결과의 유효성을 결정한

다. 특히 각기 다른 시점에서 촬 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증례 분석에서는 피사

체의 위치변이에 의해 측정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 Bryan 등
20
은 악

교정 수술환자의 술전, 술후에 대한 수술의 정확도를 평가하면서 술전, 술후의 

cephalogram 측정시 S-N plane 의 중점차이가 평균 0.34mm 로 두 시점에 촬

된 사진의 높은 정확도를 보고하여 재료의 유효성을 강조하 다.

가. T1-T2, T2-T3 간 좌표의 변화 비교 - 전체군, A군, IE군

본 연구에서는 수술전후의 변화와 수술후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수평적, 수

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urstone의 방법에 따라 기준선을 잡았으며 계측점은 

Nasion을 좌표기준점으로 하 으며 경조직계측점 14개, 연조직 계측점 10개를 사

용하 다. 수술후 술자가 관찰할 수 있는 술전 예측치와 술후 실측치와의 차이는 

악골의 실제이동에 의한 수술적 차이와 악간고정기간을 포함하여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일어나는 회귀로 대별할 수 있다. 악골의 실제 이동시 생기는 차이에 대해 

Pospisil 
16 
은 예측치와 술후 즉시 촬 한 사진상의 비교에서 83%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 으며 차이의 양은 계획된 이동양의 20%에 이른다고 보

고하 다. 또한 김과 이 등
25
의 연구에서도 상하악동시 수술군이 하악 단독 수술군 

에 비해 큰 차이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고 하 고 Friede 등
15
도 상악 LeFort I 골

절단술에 있어 하악후퇴술의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변이가 나타남을 제시하여 예

측치와 실측치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술후 나타나는 변화를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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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수직적 요소로 나눠 각 계측점을 좌표로 나타내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

면 수술에 의해 향을 받지 않은 S, Ar은 세 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악의 계측항목을 살펴보면  수직골 절단술에서 근심골편의 변위는 원심골편이 

후방으로 려들어가는 과정에서 근심골편의 sagging 이나 torquing 이 일어나서 

기인되는 것으로 수술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27
 Storum 등

28
은 이에 

대하여 술후 변위된 골편과 위축되었던 안면근육들이 하악골 기능운동을 위한 물

리치료시 술후에 원래의 위치 내지는 골에 부착된 근육들이 조화를 이루는 위치

로 되돌아간다고 보고하 다.  Me, Gn, Pg, B 는 수평적인 좌표치의 변화에서는 

유사한 차이가 없으나 수직적인 좌표치에서는 술전 예측치와 술후의 실측치들이 

차이를 보이며 수술후 예측보다 더 하방에 계측점이 위치했다. 이는 하악전방부의 

수술후 위치를 예측시 수평방향보다 수직적인 방향에서 예측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Me, B 는 수술직후와 1년후의 수평방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Me, B 가 전방으로 이동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Ii 는 수직적인 변화는  권
29 

, Hing
1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술전 예측치와 술후의 실측치들이 차이를 보

으며 수술후 예측보다 더 하방에 계측점이 위치했고 수평적인 변화에 있어 예

측치와 술후 실측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술 1년후 Ii가 전방으로 이동되

어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 다. MnBC 는 수직적으로 예측치가 술후 실측치와 차

이를 보 는데 예측치보다  실측치가 전하방에 위치하 다. Polido30 등은 100명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한 상악전치의 실제위치측정에서 술후실측치가 술전예측치와 

비교해서 수직적으로 2.2mm, 수평적으로 1.8mm 의 차이를 보여 상악골의 위치선

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 다. Bryan 20 은 이동방향별로 분류하여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상하악동시 수술군에서 수평축 1.00±3.82mm, 수직축 0.11±

1.83mm 의 비교적 적은양의 차이를 보 으며 Friede
 
 등

15 
은 수직적 차이만을 측

정 연구하 는데 0.50mm에서 3.70mm까지 비교적 큰 범위의 차이를 보고하 다. 

MxBC, PNS는 예측치와 실측치 간에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는 수

평적위치에서 예측치와 실측치 간에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 는데 술후 실측치는 

예측치보다 전방에 위치하 다. 상악수술시 회전중심점이 되는 A point 와 Incisal 

edge 의 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는데 A point를 기준으로 한 군의  경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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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보면  T1-T2 는 Me, Gn, Pg, B, Ii 의 Y 좌표가 차이를 보 으며 

T2-T3 는 Me, Ii, Is 의 X,Y 좌표와 Gn, Pg, B, A 의 X 좌표가 차이를 보 다.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한 군의  경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T1-T2 에서  ANS, 

A 의 X 좌표와 Me, Gn, Pg, B, Ii, Is 의 Y 좌표가 차이를 보 으며 T2-T3 는 유

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변화와 달리 두 군을 비교시 서로 다르

게 나타났으며 특히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수술을 한 경우T2-T3 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후 회귀경향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악전돌증을 수술해도 악교정 수술에 

있어서 회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치료라는 문제와 함께 수술계획의 수

립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회귀의 원인에 관하여 McNeil 
31
은 수

술시 하악과두돌기의 위치변화, 골절단 부위의 반흔조직에 의한 과두돌기의 위치

변화, 연조직 및 근육의 장력으로 인한 원심 골편의 이동등을 들었고 Ive 등31은 

하악 평면각의 크기, 악간 고정 기간 및 하악골 이동량, 저작근 및 상설골근 의 작

용 등이 회귀성향과 관계 있다고 하 으며 Lake 등
32
은 하악 과두돌기의 위치변

화, 하악 하연 평면각의 크기 등을 회귀 성향의 관련요소로 열거하 다. 또한 

Schendel 과 Epker
 33
는 하악골 이동후의 안정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하악 근심골편의 위치변화를 들었고 Poulton 등
34
은 하악의 전후방적인 회전이동, 

섬유성 골결합, 술후 과두돌기의 위치변화등을 회귀의 원인 요소로 지적하 다.  

Steinhauser 
35
는 저작근과 하악골 주위의 골막, 피부 등의 결체조직의 장력에 의

하여 회귀가 일어난다고 하 으며 Hirose 
36 
는 수술전후의 접합부의 상태가 회귀

양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 다. 

연조직 계측점의 차이를 살펴보면 코의 비첨을 나타내는 Pn은 수술직후 비첨

이 전상방에 위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술후 1년뒤 수직적 위치는 예측치와 유사

해지나 수평적인 위치는 수술 직후 그대로 유지되었다. Sn은 수술직후 수술에 따

른 종창의 향으로 수평적으로 전방에 위치하며 수직적으로는 상방에 위치했다

가 수술후 원 위치로 회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onstiantos 
18
는 dentofacial 

planner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eFort I surgery 후 예측치와 평균 14개월 후

의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Pn 과 Sn에서 수평, 수직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실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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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후하방에 예측치가 위치한다고 했다.   STA는 수평적으로는 예측치보다 수

술후 전방에 위치했다가 수술 1년후에 후방에 위치하나 수직적인 위치는 예측치

보다 하방에 위치했다. 상순과 하순의 최전방점인 Ls 와 Li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

는데 수평적으로는 예측치보다 전방에 위치한다. Lip profile 에 관한 DFP를 이용

한 연구들에서는 입술 의 술후 예측치가 가장 오차가 크게 보인다고 보고하 다. 

17-18  Hack 등37은 상악수술후 평균 5년뒤에 연조직의 변화에 관해 관찰하 는데 

다른 계측점들은 술후 1년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Sn과 Li 등은 술후 1

년후에 비해 유의하게 위치가 후방으로 이동되었음을 보여주었다. Pg'은 수평적으

로 변화가 없고 수직적으로는 예측치와 술후 실측치는 차이가 없으나 1년후 하방

에 위치하 다. Gn' 도 수평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나 수직적으로는 예측치가 실측

치와 다르게 나타나서 실제로는 하방으로 위치하 다. 상악수술시 회전중심점이 

되는 A point를 기준으로 한 경우 수술 예측치와 수술후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Pn, Sn, STA 의 X,Y 좌표와 Ls, Li의 X 좌표가 차이를 보 고, 수술후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Sn 의 X,Y 좌표와 STA, Gn' 의 X 좌표, Pn의 Y 좌표가 차이를 보

다.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한 경우 STA의X, Y 좌표와 Ls, Li, Gn' 의 Y 좌

표가 차이를 보 으며 수술후 실측치간 비교는 Sn, STA 의 X좌표가 차이를 보

다. 경조직에 비해 양 군에서 전체적인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Bjork 등
38

의 연구에 따르면 하악 전돌증의 악교정수술 1년후와 수술 11년후를 비교시 계측

치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 다. Mankad 등
39
은 

Quick Ceph을 이용한 예측에서 soft pogonion 과 menton 의 수직적 위치가 예측

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조직의 이동에 의한 연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최와 박 40 은 

상악골 전방 이동시 Sn 은 ANS 의 30-50%, Pn 은 ANS 의 30-40% 수준으로 

전방이동함을 보고하 고 Dann 
21
는 50 % 수준의 이동을 보고하 으며 Gjorup 

41
 

은 하악골 이동시 B' 과 Pg'에서 91-103% 에 상응하는 연조직의 이동을 보고하

고 Gaggle 등
42
은 하악골의 후방이동시 Pg'은 83.9%, Me'은 98.9%, Ls는 

32.0%, Li은 79.6% 이동함을 보 다.  또한 하악골 단독 수술시 전후방 이동에 대

해 연조직은 100% 내외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양악수술시에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

타남을 보고하 다. 
23
 연조직의 계측치와의 차이는 주로 입술부위에서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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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 부정교합환자에 있어서 술전 상순의 위치는 하악 전치 및 하순에 의

해 간섭을 받고있는 상태로서 어느 정도 말림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며 술후에 

정상적인 피개교합을 갖게 되면 이런 효과가 제거되므로 단순히 골격적 이동에 

의한 연조직 변화량 외의 변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골격성 III급 에

서의 상황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부 성형술을 포함하

거나 포함하지 않은 양악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므로 많은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수술시의 연조직 조작과 ANS 제거여부등에 의해 Sn 등의 위치는 

상당히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43
 이러한 것이 경조직 대 연조직 이동 비율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측도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나. A군과 IE군 간의 차이 비교

 동일 계측점의 T1-T2, T2-T3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A군과 IE군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Konstiantos 와 O'reilly 
18
 은 LeFort I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악의 이동량에 따라 2mm 이상군과 이하의 군으로 분류하여 실제 술

후의 측모와 비교시 Sn 의 수평 수직위치, Pn 의 수직위치 등 다수의 항목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고하 으며 Lew 
44 
는 양악성 치근첨하 골 절단술 후 연조

직 계측치의 정확도의 연구에서 하순의 수평적 위치와 상순의 수직적 위치에서 

부정확하다고 하 으며 또한 양악수술이 편악수술에 비해 2배정도 부정확성을 보

인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상악은 

LeFort I Osteotomy 후 구치부는 상방으로, 전치부는 전상방으로 이동하 다. 상

악수술시 회전중심점이 되는 A point 와 Incisal edge 의 두군으로 구분하여 계측

점에서 차이를 양 군에서 비교해 본 결과 경조직에서는 Me, Gn, Pg, Is, PNS에서 

수술후 계측치간에 차이를 보 다. 연조직에서는 Pn, Li, B', Pg', Gn' 이 수술후 

계측치간에 차이를 보 다. 예측도에 있어서 어느 한 계측점에서 경조직의 이동에 

비해 더욱 많은 양의 연조직의 이동이 일어나고 다음 계측점에서는 반대로 적은 

양의 이동이 일어난다면 측모의 contour 에 있어 더욱 눈에 띄는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contour를 형성하는 더욱 많은 계측점의 사용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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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술식 및 이동량에 의거하여 보

다 많은 대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술식과 이동량에 따

라 세분화된 경조직 대 연조직의 이동 비율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상하악 수술방법에 따른  상악평면각 및 상하악교합면각의 비교 

상하악의 복합적인 문제를 갖는 경우에 시행되는 양악수술에선 상악골과 하악

골이 동시에 삼차원적인 공간에서 재배치되는데 상악골의 재배치에 따라 하악골

은 전후 좌우 위치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교합평면이 생긴다. 따라서 교합평면은 

양악수술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상악골의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게 되므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시에 최적의 기능적, 심미적 결과와 수술후 안정성을 얻을 수 있

게 계획되어져야 한다. 이런 교합평면을 설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진단기준이 제

시되고 있다. Ricketts 
55
는 정상교합자에서 두부 방사선 계측치와 함께 교합평면

에 대해 연구하여 통계적인 평균치를 이용한 반면 Di Paolo 
57
 는 하안면부 골격 

형태에 따라 각 개인의 교합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Delaire 등57 은 

전체적인 두 개 안면골을 분석하여 각자의 두개골 및 상 하악골 관계에 의해 개

개인의 특성에 따른 교합평면이 설정된다고 하 으며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두개

구개선 과 두개하악선의 2등분선을 연결한 선을 각자의 이상적인 교합평면이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기준면(SN-7°up)에서 상악 평면각과 상하악 교합면

각을 측정하여 상하악 악교정수술에 따른 각도의 변화를 비교하 다.  황 등
45
의 

연구에 따르면 양악 수술후 와 수술후 일정시간 경과시 Me 의 수직적 변화와 

articular angle, gonial angle, Mn plane angle 이 유의하게 변화함을 보 다. 상하

악복합체를 후상방으로 회전시킴으로써 교합평면각이 증가하게 수술을 받았으므

로 Mandibular plane angle 이 증가될 것이나 수술의 방법 상 Go 의 정확한 위치

를 파악하는 게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악교정 수술후 하악 평면

각이 증가하는 초기 재발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Komori등
26
의 보고가 있으며 

이런 결과는 Me의 수직좌표가 감소했으므로 하악골의 원심절편에 의한 요소보다

는 근심절편의 하악 우각부 부위에 부착된 저작근 및 골막등의 작용에 의한 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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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한 요소가 많으리라 여겨지며 따라서 양악 수술후 변화는 상악보다는 하

악골의 변화가 많이 좌우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후상방으로의 회전은 수

술후 회귀도가 낮은 안정된 수술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술후교정에 의한 상하악

의 교합면각도를 비교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아와 치조골 성장발육의 

복합적인 결과로 형성되는 저작 역의 기능적인 평면인 교합평면은 이 역에 작

용하는 모든 내부적 외부적 유전 인자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악골등 골조직과 

근육, 치아간의 상호작용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 치료

로 교합평면을 재구성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재 설정된 교

합평면은 기능적, 심미적 향상 및 술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을 보이는 환자의 양악수술시 수술전 예측치와 수술후 

실측치 그리고 수술 1년 후에 계측된 실측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알

아보았다. Y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골격성 제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되어 술전 교정치료를 받고 양악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조건에 부합되는 26명

( 남 12명, 여 14명 ) 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수술 직전 예측치를 T1, 수술 직

후를 T2, 수술 1년 경과 후를 T3로 정하고 각각의 계측치를 수평과 수직 좌표로 

나눠 측정하였다. 악교정 수술에 의한 계측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상악골 악

교정 수술시 회전중심점에 따라 A point 와 Incisal edge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

다.  결과에 따른 통계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조직 계측점들은 ANS와 A 의 수평좌표와 하악전방부에 해당하는 Me, Gn, 

Pg, B, Ii 들의 수직좌표에서 T1 과 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2. 연조직 계측점들에서는  Pn, Sn, STA, Ls, Li 의 수평과 수직좌표에서 T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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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 A point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조직 계측점 Me, Gn, Pg, B, Ii들의 수직좌표 

와 연조직 계측점 Pn, Sn, STA의 수평과 수직좌표 및 Ls, Li의 수평좌표와 Gn'

의 수직좌표에서 T1 과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 Incisal edge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조직 계측점 Me, Gn, Pg, B, Ii, Is 들의 수

직좌표 및 ANS와 A 의 수평좌표 와 연조직 계측점 Pn, Sn의 수평좌표, STA 

의 수평과 수직좌표 및 Ls, Li, Gn'의 수직좌표에서 T1 과T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5. 상악골의 회전 중심점에 따른 양 군을 비교한 결과  T2 - T3에서 Is, PNS, Pn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6.  상악평면각 은 T2 - T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상하악의 교합면각은 술

후교정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계획시 계측점의 변화를 악골의 수술에 따라 일률

적으로 예측하기 보다는 수술량과 수술방법에 따라 각 계측점 별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상하악골 전방부의 경조직 계측점들과 비부와 순부의 연조

직 계측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술계획시 회귀량도 고려해야 

보다 양호한 수술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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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operative prediction values versus the 

postoperative actual values in Class III two jaw surgery patients 

Jun-Ho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Ju Hwang, D.D.S., M.S.D.,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nd evaluate discrepancies 

between exact and prediction values in Class III surgical patients. 26 patients ( 

male 12, female 14)  who were diagnosed as skeletal Class III and experienced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and orthognathic surgery at Y university 

dental hospital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Lateral cephalograms were 

analyzed at prediction (T1), immediately after surgery (T2),  1 years after 

surgery (T3), and specified the landmark as coordinates of X and Y axes.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2 groups depending on the rotation point of 

maxilla (A point vs Incisal Edge). The statistical tools was SAS program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Changes of hard tissue points (T1-T2) in x coordinates of ANS, A and in y 

coordinates of Me, Gn, Pg, B, Ii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2. Change of soft tissue points (T1-T2) in x and y coordinates of Pn, Sn, 

STA, Ls, Li were statistically signinficant 

3.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maxillary surgery rotated at A point  

were in x coordinates of  Ls, Li and in y coordinates of Me, Gn, Pg, B, Ii, 

Gn' and in x,y coordinates of Pn, Sn,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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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maxillary surgery rotated at Incisal edge 

were in x coordinates of ANS, A, Pn, Sn and in y coordinates of Me, Gn, 

Pg, B, Ii, Is, Ls, Li, Gn' and in x,y coordinates of STA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s, PNS, Pn compared between A 

point group and incisal edge rotation group

6. The maxillary plane ang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t T2 - T3  and 

occlusal planes of maxilla and mandible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after 

surgery.  

As followed above results, the changes between prediction and exact 

measurements were considered separately at all  landmarks and relapse 

amount according to surgery were also considered to achieve more reasonable 

surgical results

                                                                       

Key words  :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double jaw surgery, prediction 

of surgery, postoperative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