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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브라켓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변화

  교정치료에 따른 연조직 변화 양상은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므로 교정치료중 흔

히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고정식 교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에서, 현 상태

의 입술의 전후방적, 수직적 위치와 교정치료 종료후의 위치에 대한  비교 예측을 

필요로 하는 상담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교정

의는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식 교정장치의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근거있는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치료가 종료되어 고정식 교정장치를 제거한 88명을 대상으로 T1(장

치제거 전), T2(장치제거 직후), T3(장치제거 1.5개월 후)의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상에서 입술과 그 주위 연조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치제거 직후(T2-T1) 하순(Li)이 후퇴하 으며, 장치제거 평균 1.5 개월 후    

   (T3-T2)에도 하순이 계속 후퇴하 다.

2. 장치제거 후 구순 주위 연조직과 상순은 유의성있는 전후방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기준선(G-perpendicular line)에 대한 입술의 후퇴양은 상순의 최전방점(Ls)에서  

   평균 0.38mm이고(p>0.01), 하순(Li)은 평균 0.88mm이었다(p<0.001).

4. 장치제거 후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수직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5. 장치제거에 따른 입술의 변화는 남녀간에 전후방적, 수직적인 차이가 없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브라켓 제거, 입술, 연조직 변화, 장치 제거, 고정식 교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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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 경 호 부교수)

이정섭

                          I.  서 론

  교정치료의 목적은 치열과 악골 간의 개선을 통해 기능의 이상적인 회복과 심

미성을 추구하고 이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의 교정치료

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교정에 대한 욕구가 치아의 가지런

한 배열(dental esthetics)은 물론 안모의 개선(facial esthetics)을 위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므로 교정의는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시 치아와 골격관계뿐 아니라 안

모 연조직의 심미적인 변화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있

어야 한다.

  1907년 Angle은 교정치료에서 연조직과 안모의 심미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

었고, Tweed34)는 입이 안면의 심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으며, 

Burstone11), Ricketts24-26), Steiner30,31), Schiedeman29)등은 안모 연조직의 형태분류

와 상호관계 및 정상치에 관하여 연구하 으며, Holdaway
15,16)
는 치료 계획 수립시 

경조직 분석만을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연조직 분석법으로 나타내었다.

  Schwartz32)는 정상적인 안모와 악골의 위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연

조직의 두께가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 고, Ricketts
24)
는 상악 전치의 후방이동에 

따라 상순은 두꺼워지며, 하순은 입술의 두께의 변화는 없고 형태가 변한다고 하

고, LaMastra19)는 연조직과 하부 경조직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므로 

연조직 측모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 다. Burstone
11)
은 구순이 스스로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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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self-supporting)를 취한다고 하 으며 Oliver
21)
는 발치후 교정치료에 의한 상

악 중절치와 상순의 후방이동량간의 관계는 구순의 긴장도가 강한 경우에만 연관

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computer graphic과 첨단기기를 교정환자의 안모의 평가, 진단, 치료에 이

용하고 있고, 연조직의 3차원적 분석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8). 악교정 수술을 

제외한 성인교정의 연조직 변화는 입술과 입술 주위 연조직의 변화가 가장 유의

하며, 하부 경조직의 위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위치 변화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

어22)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입술의 위치변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

나, 고정식 교정장치가 부착된 상태의 재평가는 장치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

조직의 변화에 대한 근거있는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정식 교정장치의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수평

적, 수직적 변화를 관찰하고, 브라켓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변화에 대

한 근거있는 예측을 통해서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연조직 변화에 대한 재평

가와 치료계획 수립 및 환자 상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Table 1)

  연세대학교 동세브란스병원 치과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중 2001년 1월에서 

2001년 12월사이에 교정치료가 종료되어 고정식 교정장치를 제거한 141명을 대상

으로 장치제거 전(T1), 장치제거 직후(T2), 장치제거 후 평균 1.5개월 후(T3)에 측

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촬 하 다.  투사도를 작성하고,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간

에 2mm이상의 구순간 거리(interlabial gap)의 차이를 보이거나 lip strain이 가해

진 방사선사진과 연조직의 방사선 투과상이 불분명한 경우와 경조직의 방사선 투

과상이 안정골 중첩에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방사선사진이 1장 이상 포함된 

53명은 제외시켜 총 8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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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Mean age and number of the sample

나. 연구방법

1. 방사선사진의 촬  및 투사도 작성

  연세대학교 동세브란스병원 치과에 설치된 두부계측 방사선사진 촬 기

(Orthopos, Simens)에 이중 증감지가 들어 있는 8”×10” X-ray 카세트와 필름을 

사용하여 73KVp, 15mA, 0.64sec의 노출 조건으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촬 하

다. 연구대상의 Frankfort-Horizontal 평면과 지평면이 평행이 되도록 유지시킨 

후 중심교합 상태에서 안면근과 구순을 이완시켜 상,하순이 긴장없이 자연스럽게 

위치되도록 하여 부착용 브라켓(TOMY, 018×025 slot, Roth prescription)을 제거

하기 직전(T1), 제거 직후(T2), 제거후 평균 1.5개월 후(T3)에 측모 두부 방사선사

진을 각각 촬 하 다. 묘사지 위에 그린 투사도 상에서 계측점과 기준선을 설정

하고, 경조직의 계측점과 연조직의 계측점 중 촬 조건에 따른 변위가능성이 있는 

G(glabella)점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제거 전, 장치제거 직후와 장치제거 

1.5개월 후의 방사선사진 투사도 간에 안정골중첩법을 시행하여 계측점간의 오차

를 배제하 다. 묘사지를 1:1 크기로 스캔(UMAX, Astra 4000U)하고 이를 

V-ceph 3.0 program(Cybermed, KOREA)에 입력하 으며 이 program상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계측점을 digitizing한 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거리 및 각도 계

측을 시행하 다. 계측단위는 0.01mm와 0.01°이다.

Male Female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Age(year) 17.7 5.25 18.7 6.70 18.2 6.25

  Number 32 56 88

  Overjet 2.5 0.62 2.8 0.74 2.7 0.73

  Overbite 2.0 0.88 2.3 0.79 2.2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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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점 및 기준선

 가) 계측점 (Fig. 1,  Fig. 2)

  

  A.  경조직의 계측점

   1. S (Sella) : Sella turcica의 중심점

   2. N (Nasion) : nasofrontal suture의 최심점

   3. A (Subspinale) : 전비극과 상악치조정점 사이 곡선의 최후방점

   4. B (Supramentale) : infradentale하방과 pogonion상방에 있는 하악골 커브상  

     에서 최후방점

   5. Pog (Pogonion) : 턱끝의 외형선에서 최전방점

   6. Me (Menton) : symphysis 외연의 최하방점

   7. Go (Gonion) : 하악하연의 최후하방점

   8. UIE (Upper incisor edge) : 상악 중절치의 절단면

   9. BCUI (Bracket center of upper incisor) : 상악 중절치의 브라켓 중앙부위의  

     치면

   10. URT (Upper incisor root tip) : 상악 중절치의 치근첨

   11. LIE (Lower incisor edge) : 하악 중절치의 절단면

   12. BCLI (Bracket center of lower incisor) : 하악 중절치의 브라켓 중앙부위  

     의 치면

   13. LRT (Lower incisor root tip) : 하악 중절치의 치근첨

   



- 5 -

  B.  연조직의 계측점

   1. G (Glabella) : 전두부 연조직상의 가장 돌출된 점

   2. Prn (Pronasale) : 기준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코의 최첨점

   3. S-point : 비첨과 Subnasale사이에서 S-자 곡선의 중간점

   4. Sn (Subnasale) : 정중선 상에서 상순과 비공음 의 융합점

   5. M1 : Sn과 Lsv의 중간점

   6. Lsv (Labrale superius of vermilion border) : 상순 홍순부에서 cutaneous   

     lip으로 이행되는 점

   7. Ls (Labrale superius) : 상순상의 최전방점

   8. Lsb (Labrale superius of bracket center) : 상순상에서 브라켓 중심점에서  

     기준선에 평행되는 선과 만나는 점

   9. Stms (Stomion superius) : 상순의 최하점

   10. Stmi (Stomion  inferius) : 하순의 최상점

   11. Lib (Labrale inferius of bracket center) : 하순상에서 브라켓 중심점에서  

     기준선에 평행되는 선과 만나는 점

   12. Li (Labrale inferius) : 하순상의 최전방점

   13. Liv (Labrale inferius of vermilion border) : 하순 홍순부에서 cutaneous   

      lip으로 이행되는 점

   14. M2 : Liv와 sB의 중간점

   15. sB (soft tissue B point) : 정중선 상에서 하순과 연조직 턱 사이의 곡선상  

     의 최심점

   16. sPog (soft tissue Pogonion) : 연조직 턱의 최전하방점

   17. sMe (soft tissue Menton) : 연조직 턱의 최하방점으로 Me에서 기준선과   

     평행인 선을 내려 연조직과 만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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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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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선 (Fig. 3)

 1. HRP (Horizontal reference plane)

    : Sella-Nasion line에서 Nasion을 기준으로 후상방 8.5도 올린 선

 

 2. VRP (Vertical reference plane, G-per)

    : Glabella에서 수평 기준선에 내린 수선

s

N

G

8.5
s

N

G

8.5

Fig. 3  Referenc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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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항목

  가) 수평 거리 계측항목

   a) 수직기준선에서의 거리 계측항목 (Fig. 4)

       : 수직기준선인 G-perpendicular 에서 계측점 간의 최단 거리를 측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G-per.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G-per.

13

Fig. 4  Horizontal measurements

        according to vertical reference plane

   1.  Sn to G-per.  8.  Lib to G-per.

   2.  M1 to G-per.  9.  Li to G-per.

   3.  Lsv to G-per.  10. Liv to G-per.

   4.  Ls to G-per.  11. M2 to G-per.

   5.  Lsb to G-per.  12. sB to G-per.

   6.  Stms to G-per.  13. sPog to G-per.

   7.  Stmi to G-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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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line에서의 거리 계측항목 (Fig. 5)

     : Burstone11)이 정의한 Sn-sPog(B-line)에서 계측점 사이의 최단 거리

    1. M1 to B-line

    2. Lsv to B-line

    3. Ls to B-line

    4. Lsb to B-line

    5. Stms to B-line

    6. Stmi to B-line

    7. Lib to B-line

    8. Li to B-line

    9. Liv to B-line

    10. M2 to B-line

B-line

sPog

Sn

B-line

sPog

Sn

Fig. 5  Linear measurements

        according to 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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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line에서의 거리 계측항목 (Fig. 6)

     : Steiner31)가 정의한 S-sPog(S-line)에서 계측점 사이의 최단 거리

    1. M1 to S-line

    2. Lsv to S-line

    3. Ls to S-line

    4. Lsb to S-line

    5. Stms to S-line

    6. Stmi to S-line

    7. Lib to S-line

    8. Li to S-line

    9. Liv to S-line

    10. M2 to S-line

 

S-line

S-
point

sPog

S-line

S-
point

sPog

 Fig. 6   Linear measurements

         according to S-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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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line상에서의 거리 계측항목 (Fig. 7)

     : Ricketts24)가 정의한 Prn-sPog(E-line)에서 계측점 사이의 최단 거리

    1. M1 to E-line

    2. Lsv to E-line

    3. Ls to E-line

    4. Lsb to E-line

    5. Stms to E-line

    6. Stmi to E-line

    7. Lib to E-line

    8. Li to E-line

    9. Liv to E-line

    10. M2 to E-line

E-line

Prn

sPog

E-line

Prn

sPog

Fig. 7  Linear measurements

        according to 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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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직 거리 계측항목 

  1. Sn to M1 : subnasale와 M1의 수직거리

  2. Sn to Lsv : subnasale와 Lsv의 수직거리

  3. Sn to Ls : subnasale와 Ls의 수직거리

  4. Sn to Lsb : subnasale와 Lsb의 수직거리

  5. Sn to Stms : subnasale와 Stms의 수직거리

  6. sMe to M2 : sMe와 M2의 수직거리

  7. sMe to Liv : sMe와 Liv의 수직거리 

  8. sMe to Li : sMe와 Li의 수직거리

  9. sMe to Lib : sMe와 Lib의 수직거리

  10. sMe to Stmi : sMe와 Stmi의 수직거리

  

Fig. 8   Vertic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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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각도 계측항목 (Fig. 9)

  1. Nasolabial angle : soft tissue subnasale에서 코의 하연에 이르는 접선과     

     soft tissue subnasale에서 상순의 최전방점을 이은 선이 이루는 각도

  2. Holdaway angle
16)

    : Labrale superius와 soft tissue pogonion이 이루는 선과 Nasion과 B점이

     이루는 각도

H-angle

Nasolabial
angle

H-angle

Nasolabial
angle

Fig. 9 Nasolabial angle and Holdaway angle

 4.  통계 처리 

 남자군과 여자군의 계측항목의 변화량(T2-T1, T3-T2, T3-T1)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으며 남자군과 여자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1과 T2, T2와

T3, T1과 T3의 차이값에 대한 independent Student t-test를 시행하 다.

 남녀를 합한 계측항목의 변화량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 으며, T1과 

T2의 차이, T2와 T3의 차이, T1과 T3의 차이에 대한 paired t-test를 시행하 으

며, 신뢰도는 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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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가. 계측항목의 변화량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유의성 비교

Table 2.  t-tests for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 p<0.01, ** p<0.001)

 남자군과 여자군의 모든 계측항목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T2-T1 T3-T2 T3-T1 T2-T1 T3-T2 T3-T1

t-value t-value t-value t-value t-value t-value

 Sn-G per. 0.34 -0.39 -0.10  M1-B line 0.05 -0.21 -0.21

 M1-G per. 0.11 0.43 0.52  Lsv-B line -1.25 0.60 -0.48

 Lsv-G per. -0.54 0.03 -0.50  Ls-B line -1.69 0.06 -0.94

 Ls-G per. -0.66 0.07 -0.41  Lsb-B line -0.85 -0.70 -1.24

 Lsb-G per. -0.57 0.51 -0.06  Stms-B line -1.59 1.21 -0.39

 Stms-G per -2.32 1.75 -0.24  Stmi-B line -1.70 1.29 -0.33

 Stmi-G per. -1.98 0.89 -1.12  Lib-B line -1.92 2.53 0.28

 Lib-G per. -0.69 1.56 0.87  Li-B line -2.25 1.56 -0.91

 Li-G per. -0.35 0.49 0.24  Liv-B line -1.99 1.76 -0.28

 Liv-G per. -0.81 1.81 1.28  M2-B line -1.15 0.51 -0.57

 M2-G per. -0.75 0.05 0.05  Holdaway -0.54 0.86 0.37

 sB-G per. -0.93 1.91 -0.41  Nasolabial -0.40 -1.53 -1.86

 sPog-G per. -1.32 1.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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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tests for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T2-T1 T3-T2 T3-T1 T2-T1 T3-T2 T3-T1

t-value t-value t-value t-value t-value t-value

 M1-S line -0.57 0.57 -0.03  Stmi-E line -1.49 1.53 0.08

 Lsv-S line -0.50 0.03 -0.47  Lib-E line -1.40 2.40 0.85

 Ls-S line -1.08 0.65 -0.30  Li-E line -1.22 1.36 -0.11

 Lsb-S line -0.72 -0.83 -1.26  Liv-E line -1.18 1.89 0.37

 Stms-S line -1.58 1.11 -0.34  M2-E line -1.69 0.12 -0.59

 Stmi-S line -1.78 -0.47 -0.01  Sn-M1 2.12 -2.11 0.18

 Lib-S line -1.74 2.35 0.33  Sn-Lsv 1.57 -1.87 -0.04

 Li-S line -1.70 1.24 -0.74  Sn-Ls 0.81 -0.95 -0.38

 Liv-S line -1.64 1.46 -0.34  Sn-Lsb 0.93 -1.29 0.45

 M2-S line -1.03 0.03 -1.03  Sn-Stms 0.31 -0.91 -0.66

 M1-E line 2.00 -0.83 1.46  sMe-Stmi -0.15 -0.36 -0.44

 Lsv-E line 0.16 0.17 0.33  sMe-Lib 1.20 0.69 1.07

 Ls-E line 0.16 0.18 0.34  sMe-Li 0.65 -0.27 0.68

 Lsb-E line -0.48 -0.74 -0.97  sMe-Liv -0.40 0.23 -0.32

 Stms-E line -1.45 1.18 -0.59  sMe-M2 0.96 -0.06 1.48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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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녀 전체의 계측항목의 변화량에 대한 유의성 비교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horizontal measurements        

           according to vertical reference plane

 (* p<0.01, ** p<0.001)

  수직기준선(G per.)에 대한 계측항목은 T2-T1, T3-T2에서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T3-T1에서는 Lib와 Li의 계측항목이 유의수준 (α)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Liv의 계측항목이 유의수준 (α)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B-line, S-line, E-line에 대한 계측항목에서 상순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하순에서는 Lib, Li, Liv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을 보 고, T3 - 

T1 에서 Stms와 Stmi의 항목에서 유의성을 보 다. 각도 계측과 수직거리 

측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T2 - T1        T3 - T2        T3 - T1

 Mean S.D. t-value  Mean S.D. t-value  Mean S.D. t-value

Sn-G per. -0.22 1.74 -1.17 0.02 2.15 0.11 -0.19 2.38 -0.76

M1-G per. -0.46 1.86 -1.30 -0.11 2.26 -0.44 -0.57 2.27 -0.23

Lsv-G per. -0.25 1.60 -1.48 -0.15 2.33 -0.54 -0.40 2.20 -1.69

Ls-G per. -0.33 1.68 -1.81 -0.05 2.34 -0.20 -0.38 2.44 -1.44

Lsb-G per. 0.75 1.83 1.53 -0.06 2.09 -0.11 0.69 3.23 0.80

Stms-G per 0.04 2.19 0.17 -0.33 2.78 -1.11 -0.29 2.55 -1.07

Stmi-G per. -0.09 1.81 -0.47 -0.41 2.23 -1.71 -0.50 1.84 -2.54

Lib-G per. -0.45 2.66 -1.52 -0.50 2.61 -1.72 -0.95 2.12 -4.02 **

Li-G per. -0.56 2.68 -1.95 -0.32 2.78 -1.07 -0.88 2.21 -3.70 **

Liv-G per. -0.39 2.44 -1.48 -0.21 2.69 -0.71 -0.59 2.03 -2.71 *

M2-G per. -0.05 1.97 -0.22 0.06 2.48 0.19 0.01 2.29 0.02

sB-G per. 0.39 2.80 1.29 -0.15 2.34 -0.59 0.24 2.17 1.03

sPog-G per. -0.05 2.74 -0.16 0.28 3.60 0.72 0.23 2.99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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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horizontal measurements       

          according to B-line, S-line, and E-line   

  (* p<0.01, ** p<0.001)

       T2 - T1           T3 - T2           T3 - T1  

 Mean  S.D. t-value  Mean  S.D. t-value  Mean  S.D. t-value

M1-B line -0.10 0.79 -1.03 -0.03 0.52 -0.32 -0.13 0.43 -1.92

Lsv-B line 0.02 0.79 0.25 -0.14 0.89 -1.43 -0.12 0.93 -1.16

Ls-B line -0.06 0.76 -0.79 -0.29 1.34 -2.03 -0.36 1.31 -2.55

Lsb-B line 0.44 1.17 1.41 -0.14 1.21 -0.43 0.30 1.26 0.90

Stms-B line -0.09 1.20 -0.67 -0.31 1.34 -2.12 -0.39 1.61 -2.26

Stmi-B line -0.25 1.14 -2.01 -0.24 1.22 -1.80 -0.48 0.92 -4.86 **

Lib-B line -0.37 1.02 -3.26 * -0.37 0.96 -3.49 * -0.75 0.94 -7.10 **

Li-B line -0.39 0.82 -4.38 ** -0.26 0.70 -3.43 * -0.64 0.79 -7.48 **

Liv-B line -0.31 0.73 -3.98 ** -0.25 0.75 -3.09 * -0.56 0.78 -6.63 **

M2-B line -0.19 0.81 -2.23 -0.10 0.90 -1.03 -0.29 0.81 -3.36 *

M1-S line -0.40 4.79 -0.78 0.30 4.80 0.58 -0.10 0.66 -1.39

Lsv-S line 0.08 0.92 0.85 -0.17 0.96 -1.64 -0.09 0.92 -0.87

Ls-S line -0.03 0.76 -0.33 -0.21 0.91 -2.16 -0.24 0.92 -2.42

Lsb-S line 0.51 1.30 1.46 -0.07 1.32 -0.19 0.44 1.48 1.11

Stms-S line -0.04 1.13 -0.36 -0.32 1.38 -2.17 -0.37 1.60 -2.13

Stmi-S line -0.28 1.00 -2.61 0.09 2.81 0.28 -0.20 2.88 -0.63

Lib-S line -0.36 0.99 -3.26 * -0.39 0.97 -3.65 * -0.76 0.93 -7.27 **

Li-S line -0.40 0.80 -4.68 ** -0.24 0.70 -3.14 * -0.64 0.79 -7.54 **

Liv-S line -0.36 0.74 -4.47 ** -0.23 0.73 -2.98 * -0.59 0.81 -6.80 **

M2-S line -0.19 0.81 -2.23 -0.15 0.78 -1.78 -0.34 0.79 -4.07 **

M1-E line 0.06 0.82 0.72 -0.17 0.79 -2.01 -0.11 0.63 1.57

Lsv-E line 0.15 0.95 1.42 -0.22 0.95 -2.16 -0.08 0.94 -0.76

Ls-E line 0.15 0.95 1.42 -0.22 0.95 -2.18 -0.08 0.94 -0.77

Lsb-E line 0.47 1.45 1.21 -0.20 1.43 -0.51 0.27 1.47 0.70

Stms-E line -0.20 1.99 -0.93 -0.35 1.38 -2.35 -0.55 2.09 -2.44

Stmi-E line -0.24 1.01 -2.21 -0.23 1.10 -1.94 -0.47 1.04 -4.21 **

Lib-E line -0.34 1.01 -2.96 * -0.44 1.04 -3.74 ** -0.77 0.96 -7.19 **

Li-E line -0.39 0.81 -4.44 ** -0.26 0.76 -3.18 * -0.64 0.81 -7.44 **

Liv-E line -0.35 0.78 -4.24 ** -0.26 0.74 -3.24 * -0.61 0.82 -6.92 **

M2-E line -0.18 0.85 -1.94 -0.18 0.81 -2.07 -0.36 0.83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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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ngular measurements 

          and vertical measurements

(* p<0.01, ** p<0.001)

T2 - T1 T3 - T2 T3 - T1

Mean S.D. t-value Mean S.D. t-value Mean S.D. t-value

Holdaway 

angle
-0.13 1.17 -1.02 -0.29 1.60 -1.72 -0.42 1.59 -2.47

Nasolabial

angle
0.69 4.39 1.47 0.37 4.74 0.74 1.07 5.11 1.95

 Sn-M1 0.11 0.84 1.18 -0.14 0.78 -1.74 -0.04 0.63 -0.56

 Sn-Lsv 0.23 1.41 1.52 -0.07 1.22 -0.55 0.16 1.13 1.31

 Sn-Ls 0.00 1.08 0.04 -0.16 1.36 -1.08 -0.15 1.08 -1.32

 Sn-Lsb 0.19 2.52 0.75 -0.20 0.82 -2.22 0.01 2.62 0.03

 Sn-Stms 0.00 0.81 0.03 0.00 0.91 0.05 0.01 0.93 0.08

 sMe-Stmi 0.37 4.34 0.79 0.22 2.45 0.84 0.59 3.65 1.51

 sMe-Lib 0.00 2.81 -0.01 0.31 2.50 1.17 0.31 1.77 1.63

 sMe-Li 0.26 2.98 0.82 -0.03 2.65 -0.09 0.23 2.04 1.07

 sMe-Liv 0.75 4.55 1.54 0.10 2.63 0.34 0.85 3.93 2.02

 sMe-M2 0.08 3.04 0.24 0.20 2.49 0.77 0.28 2.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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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오늘날 성인 교정치료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정치료에 대한 기대가 치아

의 가지런한 배열뿐 아니라 안모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악교정수

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교정적 치아이동에 의한 안모의 변화는 입술과 그 주위 

연조직의 변화가 유의하다11). 따라서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된 입술 위치의 변

화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치료계획 수립시와 치료결과 예측시 이용되고 있다. 

교정치료 중에 고정식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에서, 현 상태의 입술의 전후방

적, 수직적 위치와 교정치료 종료후의 위치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하는 상담을 흔

히 접하게 된다. 그러나, 장치의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위치 변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교정의는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촬 시 구순의 긴장도에 관한 연구에서 구순을 이완시켜 

촬 하는 경우 재현성이 떨어지며
21)
, 보통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구순을 이완시키지 않고 가볍게 다문 상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며 가볍게 구순을 다문 상태의 촬 을 선호하는 연구들이 있으나12), 구순부위의 

긴장도가 치료전후 변화량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11)
. Hillesund 등

14)은 overjet이 심한 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상에서 입술이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와 편안한 상태로 이완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연조직의 전후적 관계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 으나, 편안하

게 이완된 상태로 촬 하는 편이 가볍게 접촉시켜 촬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며 

그 이유로 입술을 다물게 하고 촬 을 하는 경우 입술의 긴장도로 인하여 치료전

후 변화량이 상쇄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중심교합에서는 구순의 긴장도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심위 상태에서의 구순 평가에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 전부가 교정치료가 종료된 상태로 중심위와 중심교합이 대부분 일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교합 상태에서 입술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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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1년 1월에서 2001년 12월사이에 교정치료가 종료되어 고정식 교

정장치를 제거한 205명을 대상으로 하 다. 장치제거 전(T1), 장치제거 직후(T2), 

장치제거 후 1.5개월 후(T3)에 각각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촬 하 는데 그 중

에서 1장이라도 촬 하지 않은 64명은 대상에서 제외하 으며, 3장의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모두 taking한 141명 중 방사선사진 간에 2mm이상의 구순간 거리

(interlabial gap)의 차이를 보이는 53명도 제외시켰다. 이는 구순이 편안한 상태

(rest lip position)가 아니고 구순의 긴장도를 보이는 경우를 배제하고 구순의 편

안한 상태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장치제거 후 평균 1.5

개월 후의 연구는 장치제거에 따른 연조직의 적응기간으로 고려하 다. 또한 치아

이동시에 입술의 위치변화보다 입술의 형태변화에 의미를 둔 연구
11)
에 근거하여 

브라켓 부착의 중심점(BCUI, BCLI)에서 수평선상에서 입술의 전방만곡선과 만나

는 점으로 Lsb, Lib를 설정하 는데 장치 부착부위를 입술이 덮는 양이 3mm미만

인 경우의 Lsb와 Lib 계측항목은 제외하 다. 이는 입술의 최전방점(Ls, Li)에서 

상순과 하순의 접촉점(Stm)으로 이행하는 곡선의 만곡도로 인해 브라켓 부착의 

중심점(BCUI, BCLI)의 수직적 위치에 의한 전후방적 위치의 변이를 배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사춘기 환자들도 포함하 는데, 이는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의 촬 이 2개월 범위내의 짧은 기간이므로 성장에 의한 효

과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 기 때문이다.

  김 등
2,3)
은 한국 성인과 아동의 측모두부 수평기준선에 관한 연구에서 

Sella-Nasion line과 Natural head position에서 촬 한 Frankfort-Horizontal plane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한국 성인 남자는 7.47도, 여자는 8.93도, 그리고 남녀 아동

에서는 8.5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으로 Sella-Nasion 

line에서 Nasion점을 중심으로 8.5도 올린 선을 수평기준선으로 사용하 고, 수직

기준선으로는 연조직 Glabella에서 수평기준선에 내린 수선을 사용하 다. T1의 

연조직 Glabella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 으며, 안정골 중첩법을 통해 T2와 T3의 

투사도를 일치시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촬 시와 투사도 작성시의 오차를 배제

하 다. 

  Angelle
7)
는 전치부 후방이동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순의 후방이동이 더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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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하 다. Bishara와 Jacobson
9)
은 교정치료를 받은 남녀를 대상으로 교정치

료후의 연조직 변화를 관찰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거리계측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이나, 이는 술후 연조직의 변화 양상은 남녀간 유사한 경향을 보이

므로, 교정의는 교정치료 종료후 연조직 변화에서 환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성있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는 안된다고 하 다. 또한 Bishara 등10)은 II급 1류 

부정교합자의 발치와 비발치 치료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발치군이 비발치군보다 

교정치료후 상순과 하순의 후퇴를 보이며 비발치군에서는 전돌되어, 발치군은 더 

평편한 안모(Straighter face)를 보이고 상하악 전치의 약간의 직립이 관찰되었으

며, 남녀간에는 교정치료후 연조직 변화의 차이가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브라켓 제거에 따른 상순과 하순의 전후방적 위치변화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성있

는 차이는 없었다. 

  상악 전치의 후퇴양과 상순의 후퇴양과의 이동 비율 그리고 하악 전치와 하순

의 이동 비율에 대해서 Roos
27)
는 상순은 1:0.4, 하순은 1:1로 보고하 으며, 

Rudee28)는 상순이 1:0.35로 보고하 고, Lew20)는 상악 전치의 후방이동에 따른 상

순의 후방이동은 1:0.48이라고 하 고, Talass와 Baker33)는 성장양을 배제한 상악 

전치의 이동양과 상순의 이동양의 회귀분석에서 +0.423의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동 비율은 상순에서 1:0.4이라고 하 고, 김과 박4)은 한국인에서 상악은 

1:0.35, 하악은 1:0.69이라고 하 고, 손과 박5)은 한국인에서 전치부 견인에 대한 

상,하순의 이동양은 상순은 1:0.31, 하순은 1:0.76이라고 하 다. 요약하면, 상순의 

이동비율은 전치가 1mm 후방이동함에 따라 0.35mm 에서 0.48mm 후퇴하 으며, 

하순은 0.69mm 에서 1mm 후퇴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브라켓의 높이는 상악

중절치에서 약 1.75mm, 상악측절치에서 약 1.85mm 이었으며, 하악 중절치와 측절

치에서는 약 2.2mm 인 것을 생각한다면, 장치 제거시 상순과 하순의 후방이동과 

형태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직기준선(G-per.)에 대

한 상순의 이동양은 Ls점이 -0.38mm 이었으며, 하순에서의 후방 이동양은 Li점이 

-0.88mm 이고, Lib점이 -0.95mm 이었다.  

  입술의 두께에 관한 연구에서 Oliver21)는 Holdaway17)가 제안한 코의 구조에 최

소의 향을 받는 점이라는 것을 근거로 Sn과 Ls의 중간 점을 M1이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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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순 기저부 입술 두께로 잡았으며, 상순의 anterior curvature에서의 최전방점

을 Ls라 정의하고 이 부위의 입술 두께를 vermilion lip thickness라고 정의하 고, 

최 등6)은 수평기준선에서 Ls point와 전치 순면의 최대 풍융점 간의 거리를 입술 

두께로 정의하 다. 전치부 후방이동에 따른 상순과 하순의 두께 변화에 대한 연

구에서, Talass와 Baker33)는 상,하순 두께가 증가하지만 유의차는 없었다고 하

으나, Roos27)는 상순은 증가하나 하순은 약간 감소한다고 하 으며 성장 중인 아

동을 연구대상으로 한 Franklin과 Hunter
13)
도 상순 두께는 증가, 하순 두께는 감

소되었다고 하 다. Roos27)는 Ls가 상악 전치의 후방견인에 비해 제한적으로 후방

이동 하므로 상순 두께는 증가하게 된다고 하 으며, 심한 상악 전돌에서 상악 전

치의 후방 견인량이 평균 9mm로서 상악 전치가 후방견인 되면서 하순이 좀 더 

후방에 위치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순 두께는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수직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Atherton8)은 상,하순 길이는 과개교합, 정상교합, 

개방교합에 관계없이 치료 후 거의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구순의 길이는 전안면 

수직고경의 증가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 으며, 

전치부 후방견인에 따라 Talass와 Baker33)는 상순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나 하순 

길이는 증가한다고 하 고, Rains와 Nanda
23)
는 오히려 모두 증가한다고 하 다. 

강 등1)은 상,하순의 길이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Labrale superius와 Labrale 

inferius가 수직적인 위치 변화를 일으켜서 정면에서 볼 때 philtrum은 길어지면서 

vermilion height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켓의 제

거에 따른 상·하순의 수직적인 길이 변화는 유의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켓의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나이, 인종, 골격의 전후방적 차이, 수직적 골격의 차이, 입술의 두께차이, 

구순압의 정도, 교정치료의 방법(발치,비발치)에 따른 연조직의 적응과 장치 제거

후 연조직의 회복의 정도에 따른 상관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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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교정치료에 따른 연조직 변화 양상은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므로 교정치료중 흔

히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고정식 교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에서, 현 상태

의 입술의 전후방적, 수직적 위치와 교정치료 종료후의 위치에 대한  비교 예측을 

필요로 하는 상담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교정

의는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식 교정장치의 제거에 따른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근거있는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치료가 종료되어 고정식 교정장치를 제거한 88명을 대상으로 T1(장

치제거 전), T2(장치제거 직후), T3(장치제거 1.5개월 후)의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

상에서 입술과 그 주위 연조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치제거 직후(T2-T1) 하순(Li)이 후퇴하 으며, 장치제거 평균 1.5 개월 후    

   (T3-T2)에도 하순이 계속 후퇴하 다.

2. 장치제거 후 구순 주위 연조직과 상순은 유의성있는 전후방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기준선(G-perpendicular line)에 대한 입술의 후퇴양은 상순의 최전방점(Ls)에서  

   평균 0.38mm이고(p>0.01), 하순(Li)은 평균 0.88mm이었다(p<0.001).

4. 장치제거 후 입술과 주위 연조직의 수직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5. 장치제거에 따른 입술의 변화는 남녀간에 전후방적, 수직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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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of the lips and perioral soft tissue 

according to bracket removal

                                                        Lee, Jeong Sub

                                                        Dep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oft tissue changes according to orthodontic treatment is questionable due to 

individual variation, so re-evaluation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is needed. 

Some patients with fixed orthodontic appliance want to know if their lip 

positions would change after the removal of brackets, but there were few 

studies about i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s of 

the lips and perioral soft tissue after bracket removal.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was 32 males and 56 females. Cephalometric 

X-rays were taken for 3 times - T1(before debonding), T2(just after 

debonding), T3(1.5 months after debond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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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lower lip was retruded just after the debonding(T2-T1), and 1.5      

     months after the debonding(T3-T2).

  2. The anteroposterior changes of perioral soft tissue and upper lip were not  

     significant after the debonding.

  3. The amounts of retrusion from the vertical reference plane(G-perpendicular  

     line) were about 0.38mm on the upper lip and 0.88mm on the lower lip. 

  4. There were no vertical changes of the lips and perioral soft tissue after   

     debonding.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he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changes of the lips and perioral soft tissue   

     after debond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bracket removal, lip, soft tissue, debonding, fixed orthodo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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