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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수술 후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하악전치는 치성보상작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측경사 되어 있으며 술전교정에서는 이를 순측경사 시키게 된다. 이러한 

하악전치의 위치는 악교정수술을 시행하고 적절한 치료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중 양악수술을 시행받

은 환자 25명(남자 12명, 여자 13명, 평균연령 22.3 ± 3.49세)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전(T0), 수술직전(T1), 치료종료(T2), 유지기간(T3)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치료종료후 유지기간중의 하악전치부의 변화 및 골격변화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IMPA는 유의성 있게 평균 1.74° 감소되었다(p<0.05). 

2. 하악전치의 변화값과 술전교정시 하악전치의 순측경사량 사이에는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상악골은 유의성 있는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하악전치의 변  

   화값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4. 하악골은 수평적으로 유의성 있게 전방이동하 으며, 하악전치의 변화값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하악평면각의 변화는 평균적으로는 0이지만 변화양상이 다양하며, IMPA의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다른 하악전치 계측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유지기간중의 하악전치부의 변화는 골격성 재발, 특히 하악골의 

전방으로의 재발과 관계가 깊으며, 이 기간에 하악전치가 설측경사되는 현상

은 골격성 재발에 대하여 교합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 하악전치부 변화, 악교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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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수술 후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손병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범 수

                                                                                                            I. 서 론 

 악안면기형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아는 골격적 부조화에 대한 보상작용을 

나타낸다. Solow(1980)는 치아치조 보상작용(dentoalveolar compensation)을 

“치아와 치조골이 악골의 기저부에 적응하며 교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치성 보상작용은 3차원적으로 일어나므로 전후방, 수직, 

측방의 3 평면에서 볼 수 있으나 전후방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술

전교정에서는 전치부의 역보상(decompensation)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저골과 치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악교정수술시에 원하

는 위치까지 악골을 움직일 수 있다 (Jacobs와 Sinclair, 1983).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악전치는 설측경사 되어 있

다. 술전교정시에는 이러한 하악전치를 순측경사시킴으로서 치아를 기저골에 

대하여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며, 악교정수술시 안정된 교합을 이루는 바람

직한 위치까지 하악을 후퇴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술전교정시에 순측

경사된 하악전치가 악교정수술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교정치료에 의해서 변화된 하악전치의 경사도와 배열은 

어느 정도의 재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lls, 1966; Glen 

등, 1987; Little 등, 1988). 그런데 하악전치 설측경사의 원인이 명백한 경

우가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입술 깨물기 습관(lip biting habit), 손가락 

빨기 습관(finger sucking habit), 하악골의 과도한 전방성장회전(extreme 

anterior growth rotation of mandible), 그리고 하악전돌에 대한 치성보상

(dental compensation for mandibular prognathism)등이 해당한다 (Artun 

등, 1990). 치료과정에서 이런 명백한 원인요소가 제거된다면 설측경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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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하악전치가 순측경사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

다 (Joondeph와 Riedel, 1994). 따라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경우 악

교정수술에 의하여 하악전치 설측경사의 명백한 원인이 제거된다면 악교정수

술후의 하악전치의 변화는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골격성 III

급 수술교정환자에서 하악전치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치아의 측면에서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골격적인 측면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즉, 수술후에 어느 정도의 골격성 재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골격성 재발이 하악전치의 위치에 어느 정도 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수술후에는 어느 정도 전방으

로의 골격성 재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합의 

적응도 일어나게 된다 (Wisth, 1981). 이는 하악전치부의 변화와 전후방적인 

골격성 재발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전후방적인 재발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골격성 재발과도 연관하여 하

악전치부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악전치 각도와 하악평

면 각도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하악평면각이 큰 경우에는 보상적

으로 하악전치 각도가 감소하며, 반대로 하악평면각이 작은 경우에는 하악전

치 각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Tweed, 1969). 악교정수술후 유지기간

동안 수직적인 골격성 재발과 관련하여 하악평면 각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

기 때문에 수직적 재발과 하악평면의 변화에 대한 하악전치부의 변화를 평가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악교정수술후 하악전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하악전치의 변

화값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골격적 재

발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와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이 연구

의 목적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수술후 유지기간동안 하악전치

부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고, 골격변화와의 관계를 평가하며, 하악전치부의 변

화에 관련된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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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

단되어 술전 교정치료를 받고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악교정수술을 받은 

환자 중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들을 선별하 다.

(1) 구순 구개열 및 기타 두개안면 증후군의 증상이 없는 경우

(2) 안면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경우

(3) 양악수술을 시행한 경우

   (단, 상악 수술의 경우 후방, 하방이동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

(4) 최소한 치료종료후 1년 이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은 총 25명(남 12명, 여 13명)이며, 이들의 연령분

포는 수술당시 18.1세부터 31.8세의 범위 으며 평균연령은 22.3 ± 3.49세

다(Table 1). 하악수술은 구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을 시행하 으며 악간고정(InterMaxillary Fixation, 

IMF)외의 다른 하악골체의 고정은 하지 않았다. 상악골의 Le Fort I 골절단

술과 이부성형술의 경우에는 소강판(Mini-plate)을 이용한 견고내고정(Rigid 

Internal Fixation) 방법으로 고정하 다. 약 2주간의 악간고정 후에는 과두

의 생리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

다. 술후교정이 재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II/III급 

악간 고무줄을 사용한 환자와 술후교정이 9개월을 초과한 환자는 배제하 으

며, 치료 종료후 유지장치로 상악에는 가철식 보정장치, 하악에는 견치간 고

정식 보정장치를 사용하 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Age(year)    Pre-op(month)  Post-op(month)    Retention(month)

                  Mean ± SD        Mean                 Mean         Mean     Min   Max

Male  (12)     22.8 ± 3.93       26.3          8.1         21.3    12    69

Female(13)     21.8 ± 3.12       25.5          6.9         26.0    14    51

Total (25)     22.3 ± 3.49       25.9          7.0         23.7    1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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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측모 두부 방사선 규격 사진 촬

 치료전(T0), 수술직전(T1), 치료종료(T2), 유지기간(T3)의 각 시기에 측모 

두부 방사선 규격 사진을 촬 하 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방사선

과에 있는 Cranex 3⁺(Soredex, Helsinki, Finland)에 26×36cm FCR 카세트

(Fuji, Tokyo, Japan)를 이용하 으며 X선 광원과 환자의 정중시상면 사이의 

거리는 5feet로 하고, 70Kvp, 10mA의 조건으로 촬 하 다. 촬 시에는 자연

스러운 두부 위치에서 치아는 중심위로 교합된 상태로, 입술은 긴장없이 다

문 상태에서 채득함을 원칙으로 하 다.

나. 투사도 작성

 치료전(T0), 수술직전(T1), 치료종료(T2), 유지기간(T3)의 측모 두부 방사

선 사진 각각에 0.003″ 두께의 acetate 묘사지(Dentaurum, Ispringen, 

Germany)를 부착하고 투사도를 작성하 다.

다. 계측점 (Fig 1)

(1) S (Sella) : sella turcica 외형의 중심

(2) N (Nasion) : 정중평면상의 전두 비골 봉합의 최전방점

(3) Go (Gonion) : 하악지 후연선과 하악평면이 만나는 점

(4) Pg (Pogonion) : 정중평면상에서 chin contour의 최전방점

(5) Me (Menton) : 하악골 정중부의 최하방점

(6) Ar (Articulare) : 하악지 후연과 측두골 기저부가 만나는 점 

(7) ANS (Anterior Nasal Spine) : 비강저의 최전방부

(8) PNS (Posterior Nasal Spine) : 비강저의 최후방부

(9) A (Subspinale) : 정중평면상의 ANS와 Prosthion 사이의 가장 깊은 점

(10) B (Supramentale) : 정중평면상의 Infradentale와 Pogonion 사이의 

                        가장 깊은 점 

(11) U1 : 상악절치의 절연

(12) L1 : 하악절치의 절연

(13) U6 :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

(14) L6 :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



- 5 -

Fig 1. Landmarks

라. 기준선 (Fig 2)

 (1) SN plane(SN) : sella turcica의 중심에서 nasion을 연결한 선

 (2) palatal plane(PP) : ANS에서 PNS까지 연결한 선

 (3) occlusal plane(OP) : 제1대구치 교두와 절치간 절연의 중점을 연결한 선

 (4) mandibular plane(MP) : 하악지의 최하방점과 menton을 연결한 선

 (5) horizontal reference plane(HRP) : SN plane을 7〫상방으로 회전한 선

 (6) vertical reference plane(VRP) : nasion에서 HRP에 수직으로 내린 선 

 (7) facial plane(FP) : nasion과 pogonion을 연결한 선

 (8) N-A plane(NA) : nasion과 A point를 연결한 선

 (9) N-B plane(NB) : nasion과 B point를 연결한 선

Fig 2. Referenc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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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측항목

  A. 치아계측항목 (Fig 3)

  (1) IMPA(°) : 하악전치의 장축과 하악평면이 이루는 각도

  (2) 1̅ to NB(°) : 하악전치의 장축과 N-B plane이 이루는 각도

  (3) 1̅ to NB(mm) : 하악전치 절연과 N-B plane과의 거리

  (4) 1̅ to FP(mm) : 하악전치 절연과 facial plane과의 거리 

  (5) SNI(°) : nasion과 하악전치 절연의 연결선이 SN plane과 이루는 각도 

  (6) L1 to SN(°) : 하악전치의 장축과 SN plane이 이루는 각도

  (7) U1 to SN(°) : 상악전치의 장축과 SN plane이 이루는 각도

Fig 3. Denta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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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골격계측항목 (Fig 4)

 (1) SNA : SN plane과 NA plane이 이루는 각

 (2) SNB : SN plane과 NB plane이 이루는 각

 (3) SNPg : SN plane과 FP plane이 이루는 각

 (4) ANB : SNA에서 SNB를 뺀 각도

 (5) MP angle(mandibular plane angle) : SN plane과 Mn plane 사이의 각

 (6) PP angle(palatal plane angle) : palatal plane과 Mn plane 사이의 각

 (7) OP angle(occlusal plane angle) : occlusal plane과 Mn plane 사이의 각

 (8) Ar angle(articular angle) : S-Ar와 Ar-Go이 이루는 각

 (9) Go angle(gonial angle) : Mn plane과 Ar-Go이 이루는 각

 (10) N-A : VRP에서 A point까지의 거리

 (11) N-B : VRP에서 B point까지의 거리

 (12) N-Pg : VRP에서 Pogonion까지의 거리

 (13) AFH(anterior facial height) : Sella에서 gonion까지의 거리

 (14) PFH(posterior facial height) : nasion에서 menton까지의 거리

 (15) N-PNS : HRP에서 PNS까지의 거리

 (16) N-ANS : HRP에서 ANS까지의 거리

Fig 4. Skeleta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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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계처리

 계측된 자료들은 SAS program (Version 8.2)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

처리하 다.

(1) 각 시기(T0, T1, T2, T3)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2) T1-T0(술전교정에 의한 변화), T2-T1(악교정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

    화), T2-T0(전체 치료에 의한 변화), T3-T2(유지기간동안의 변화)에 대하

    여 유의성 검정을 하 다(repeated measures ANOVA).

(3) T1-T0(술전교정에 의한 변화)와 T3-T2(유지기간동안의 변화) 사이의 상

    관관계를 구하 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4) T2-T1(악교정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와 T3-T2(유지기간동안의 변

    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 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5) T2-T0(전체 치료에 의한 변화)와 T3-T2(유지기간동안의 변화) 사이의 상

    관관계를 구하 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6) T3-T2(유지기간동안의 변화)의 계측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 다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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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각각의 시기에 따른 계측항목의 변화양상

 T0, T1, T2, T3 시기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다

(Table 2). 그리고  T1-T0(술전교정에 의한 변화), T2-T1(수술에 의한 변

화), T2-T0(전체 치료에 의한 변화), T3-T2(유지기간동안의 변화)에 대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 다(Table 3). 술전교정에 의한 변화(T1-T0)에서는 치아계

측항목에 변화가 있었으며 골격적으로는 전후방 안면길이가 유의성 있게 증

가한 양상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었다. 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

(T2-T1)에서는 치아와 골격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하악

전치부의 경우 대부분의 수치는 유의성 있게 변화하 지만 IMPA는 유의성 있

는 변화가 없었다. 전체 치료에 의한 변화(T2-T0)에서는 대부분의 수치에 있

어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골격성 III급 양상이 감소하는 방향으

로 수치가 변화하 다.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에서는 하악전치부가 설

측경사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그중에서 IMPA, 1̅toNB(°), L1toSN은 유의성 있

게 변화하 다. 상악전치부는 유의성있게 순측경사되었다. 골격적으로 볼 때 

수직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으며, 전후방적으로는 N-B, N-Pg, SNB, SNPg, ANB 

수치상에서 유의성 있게 하악이 전방으로 재발되는 양상을 보 다. 

2. T1-T0(술전교정에 의한 변화)와 T3-T2(유지기간 동안의 변화)의 상관관계 

(Table 4)

 술전교정에 의한 하악전치부의 변화와 유지기간 동안의 하악전치부의 변화

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술전교정에 의한 골격변화와 유지기간 동

안의 하악전치부의 변화간에는 일부 계측항목에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전

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T2-T1(악교정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와 T3-T2(유지기간 동안의 변

화)의 상관관계 (Table 5)

 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하악전치부의 변화와 유지기간 동안의 하악전치부

의 변화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과 술후교정 동안의 골격적 

변화와 유지기간 동안의 하악전치부의 변화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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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2-T0(전체 치료에 의한 변화)와 T3-T2(유지기간 동안의 변화)의 상관관

계 (Table 6)

 전체치료에 의한 변화와 유지기간 동안의 하악전치부의 변화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5. T3-T2(유지기간 동안의 변화)의 계측항목사이의 상관관계 (Table 7)

유지기간동안 하악전치부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계측항목들은 N-B, 

SNB, SNPg, ANB, Ar angle이었다. 특히 IMPA의 경우에는 MP angle, PP 

angle, OP angle, Go angle과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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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ntal and Skeletal Measurements 

                        T0                T1                T2               T3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IMPA(°)           80.06 ± 6.70     87.39 ± 5.94      87.23 ± 6.92     85.49 ± 6.55  
    
1̅toNB(°)          20.31 ± 4.67     27.86 ± 4.14      25.48 ± 4.69     24.03 ± 4.43  
    
1̅toNB(mm)          5.24 ± 2.41      7.14 ± 1.99       6.51 ± 1.77      6.52 ± 1.80  
    
1̅toFP(mm)          4.27 ± 3.16      6.20 ± 2.88       3.83 ± 2.51      3.87 ± 2.33  
    
SNI(°)            87.83 ± 4.22     88.90 ± 4.03      83.02 ± 3.66     83.11 ± 3.53  
    
L1toSN(°)         64.28 ± 6.28     56.75 ± 6.21      53.46 ± 5.99     55.23 ± 5.76  
   
U1toSN(°)        112.92 ± 5.32    107.72 ± 6.21     104.55 ± 7.21    105.90 ± 6.83  
    
PFH(mm)           89.30 ± 7.27     89.71 ± 7.33      84.13 ± 7.24     84.32 ± 7.48  
    
AFH(mm)          138.54 ± 8.40    139.28 ± 8.34     136.06 ± 6.84    136.30 ± 6.81  
   
N-ANS(mm)         59.09 ± 3.20     59.00 ± 3.11      59.16 ± 3.39     59.14 ± 3.38  
    
N-PNS(mm)         58.05 ± 4.24     57.92 ± 4.32      55.35 ± 3.86     55.46 ± 3.73  
    
MP angle(°)       35.66 ± 6.48     35.86 ± 6.36      39.30 ± 5.87     39.28 ± 5.88  
    
PP angle(°)       27.39 ± 5.82     27.53 ± 5.83      28.09 ± 5.48     28.14 ± 5.29  
    
OP angle(°)       19.57 ± 3.76     18.94 ± 3.42      18.64 ± 3.38     18.90 ± 3.48  
    
Go angle(°)      127.02 ± 7.66    126.96 ± 7.91     127.30 ± 6.82    127.61 ± 6.99  
   
Ar angle(°)      146.03 ± 7.24    146.28 ± 7.80     149.40 ± 6.84    149.11 ± 6.68  
   
N-A(mm)           -2.59 ± 4.48     -2.59 ± 4.74      -1.26 ± 4.21     -1.18 ± 4.05  
    
N-B(mm)            3.28 ± 8.26      3.30 ± 8.24      -7.90 ± 7.06     -7.11 ± 6.81  
   
N-Pg(mm)           5.06 ± 9.51      5.05 ± 9.40      -5.14 ± 8.54     -4.40 ± 8.33  
   
SNA(°)            80.70 ± 3.86     80.73 ± 4.07      81.82 ± 3.70     81.90 ± 3.57  
   
SNB(°)            84.58 ± 4.09     84.58 ± 4.07      78.93 ± 3.58     79.44 ± 3.44  
   
SNPg(°)           85.20 ± 4.20     85.18 ± 4.13      80.63 ± 3.82     81.05 ± 3.79  
   
ANB(°)            -3.88 ± 2.19     -3.85 ± 2.18       2.88 ± 1.51      2.46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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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ntal and Skeletal changes during various treatment periods

                     T1-T0             T2-T1              T2-T0                T3-T2

                Mean ± SD  sig.     Mean ± SD  sig.    Mean ± SD  sig.    Mean ± SD  sig.

IMPA(°)        7.33 ± 4.52***   -0.16 ± 4.35       7.17 ± 5.27***   -1.74 ± 3.22* 

1̅toNB(°)       7.56 ± 4.44***   -2.39 ± 3.15***    5.17 ± 5.08***   -1.44 ± 2.99* 

1̅toNB(mm)      1.90 ± 1.62***   -0.64 ± 1.18*      1.27 ± 1.84**     0.02 ± 0.80   

1̅toFP(mm)      1.93 ± 1.67***   -2.38 ± 2.29***   -0.44 ± 3.04       0.04 ± 0.82  

SNI(°)         1.07 ± 1.29***   -5.88 ± 1.87***   -4.81 ± 2.29***    0.09 ± 0.48

L1toSN(°)     -7.53 ± 4.27***   -3.29 ± 3.49***  -10.82 ± 5.15***    1.76 ± 2.77**  

U1toSN(°)     -5.20 ± 5.26***   -3.17 ± 5.38**    -8.37 ± 6.36***    1.35 ± 2.18** 

PFH(mm)        0.42 ± 0.70**    -5.58 ± 4.23***   -5.17 ± 4.12***    0.19 ± 1.19  

AFH(mm)        0.73 ± 1.28**    -3.22 ± 3.35***   -2.48 ± 3.75**     0.24 ± 0.64  

N-ANS(mm)     -0.10 ± 0.37       0.16 ± 1.28       0.07 ± 1.23      -0.02 ± 0.39  

N-PNS(mm)     -0.13 ± 0.48      -2.57 ± 1.86***   -2.70 ± 1.76***    0.10 ± 0.48  

MP angle(°)    0.20 ± 0.76       3.45 ± 4.51***    3.65 ± 4.47***   -0.02 ± 1.04 

PP angle(°)    0.14 ± 1.07       0.56 ± 4.69       0.70 ± 4.59       0.05 ± 1.17

OP angle(°)   -0.64 ± 1.75      -0.30 ± 3.57      -0.94 ± 3.78       0.26 ± 1.82  

Go angle(°)   -0.06 ± 1.38       0.34 ± 5.37       0.28 ± 5.20       0.31 ± 2.16 

Ar angle(°)    0.26 ± 1.96       3.12 ± 3.69***    3.37 ± 3.76***   -0.29 ± 2.04  

N-A(mm)       -0.00 ± 0.80       1.33 ± 2.01**     1.32 ± 1.81**     0.08 ± 0.63  

N-B(mm)        0.02 ± 1.32     -11.20 ± 3.83***  -11.18 ± 4.04***    0.78 ± 0.78***

N-Pg(mm)      -0.01 ± 1.60     -10.19 ± 4.77***  -10.20 ± 4.99***    0.74 ± 0.91***

SNA(°)         0.03 ± 0.67       1.09 ± 1.67**     1.12 ± 1.55**     0.08 ± 0.55

SNB(°)         0.00 ± 0.64      -5.65 ± 1.87***   -5.64 ± 1.99***    0.51 ± 0.47*** 

SNPg(°)       -0.02 ± 0.69      -4.55 ± 2.13***   -4.57 ± 2.21***    0.42 ± 0.43*** 

ANB(°)         0.03 ± 0.55       6.74 ± 2.28***    6.76 ± 2.22***   -0.43 ± 0.58** 

sig. (significance)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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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s of T1-T0 and T3-T2

      T3-T2      IMPA(°)      1̅toNB(°)   1̅toNB(mm)    1̅toFP(mm)         SNI(°)        L1toSN(°)  

T1-T0                                                                     

IMPA(°)        0.0013     -0.0008      0.0852     -0.2033      0.0534     -0.0542
 
1̅toNB(°)      -0.0306     -0.0129      0.0844     -0.2366      0.0368     -0.0412

1̅toNB(mm)      0.0931      0.1004      0.0878     -0.1575     -0.0111     -0.1199

1̅toFP(mm)      0.1634      0.1848      0.1705     -0.1164     -0.0125     -0.2010

SNI(°)        -0.1119     -0.0231      0.0005     -0.2154      0.0402      0.0148

L1toSN(°)     -0.0093     -0.0016     -0.0987      0.2147     -0.0275      0.0589

U1toSN(°)     -0.1380     -0.1211     -0.0066     -0.1941     -0.1574      0.0693
  
PFH(mm)       -0.0459     -0.0740      0.0510     -0.0667      0.1808      0.0315
  
AFH(mm)       -0.0157     -0.0249      0.0457     -0.0357     -0.0218      0.0297

N-ANS(mm)      0.0781      0.0478      0.0678     -0.0103      0.1003     -0.1275

N-PNS(mm)     -0.3166     -0.2664     -0.3538     -0.3507     -0.2114      0.3424

MP angle(°)    0.0444      0.0139      0.0482      0.0020     -0.1631     -0.0087

PP angle(°)   -0.1513     -0.1444     -0.1590     -0.1575     -0.2452      0.2073

OP angle(°)    0.0298      0.0615      0.1600      0.1513      0.1207     -0.0953

Go angle(°)   -0.1080     -0.1009     -0.0813     -0.2162      0.0696      0.0947

Ar angle(°)    0.1737      0.2459      0.1888      0.2315      0.0229     -0.2067

N-A(mm)       -0.3159     -0.2194     -0.2861     -0.3224     -0.2740      0.2460

N-B(mm)       -0.3253     -0.1749     -0.1590     -0.2906      0.0407      0.1835

N-Pg(mm)      -0.4153*    -0.2901     -0.2690     -0.3218      0.0371      0.2979

SNA(°)        -0.3209     -0.2177     -0.2857     -0.3548     -0.3111      0.2465

SNB(°)        -0.3424     -0.1806     -0.1564     -0.2738      0.0509      0.1955

SNPg(°)       -0.4415*    -0.3092     -0.2766     -0.3365      0.0196      0.3156

ANB(°)         0.0109     -0.0533     -0.1647     -0.1110     -0.4395*     0.0709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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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s of T2-T1 and T3-T2

      T3-T2    IMPA(°)     1̅toNB(°)    1̅toNB(mm)    1̅toFP(mm)    SNI(°)       L1toSN(°)

T2-T1                                                                     

IMPA(°)       -0.4181*    -0.4347*    -0.4875*    -0.2703     -0.3477      0.4733*

1̅toNB(°)      -0.5446**   -0.6025**   -0.5405**   -0.3261     -0.2678      0.5731**

1̅toNB(mm)     -0.3209     -0.3585     -0.2933     -0.1421     -0.2235      0.2980
  
1̅toFP(mm)     -0.4519*    -0.4097*    -0.3679     -0.4892*    -0.0261      0.3875

SNI(°)        -0.4306*    -0.4738*    -0.3382     -0.3451     -0.1921      0.4829*

L1toSN(°)      0.2297      0.2694      0.1729      0.0560      0.1568     -0.2217

U1toSN(°)     -0.0274      0.0271     -0.1484     -0.1621     -0.1338      0.0573

PFH(mm)       -0.2043     -0.2013     -0.3566     -0.3393     -0.2902      0.2502

AFH(mm)        0.1617      0.1373      0.2682      0.1424      0.0238     -0.2505

N-ANS(mm)      0.1236      0.1693      0.2172      0.0663      0.0217     -0.1312
 
N-PNS(mm)     -0.0577     -0.0949      0.0610     -0.0511      0.3288      0.0114

MP angle(°)    0.2258      0.2111      0.3369      0.2177      0.2143     -0.2854

PP angle(°)    0.1552      0.1116      0.2843      0.1649      0.3382     -0.2299

OP angle(°)    0.0789      0.0719      0.1576      0.0057      0.3081     -0.1182

Go angle(°)    0.1824      0.1620      0.1354      0.1674     -0.0205     -0.1815

Ar angle(°)   -0.0702     -0.1253      0.0875     -0.0861      0.1536      0.0275
 
N-A(mm)        0.0159      0.0854      0.0140      0.0350      0.1637     -0.0183

N-B(mm)       -0.3029     -0.3162     -0.2795     -0.3375     -0.1905      0.3563

N-Pg(mm)      -0.2564     -0.3018     -0.3635     -0.1086     -0.2239      0.3346

SNA(°)         0.0335      0.1058      0.0279      0.0457      0.1708     -0.0413

SNB(°)        -0.3677     -0.2863     -0.2603     -0.3300     -0.1519      0.3221

SNPg(°)       -0.2165     -0.2649     -0.3388     -0.0856     -0.1819      0.2964

ANB(°)         0.3070      0.2752      0.2787      0.3851      0.2494     -0.3572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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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s of T2-T0 and T3-T2

      T3-T2              IMPA(°)    1̅toNB(°)    1̅toNB(mm)    1̅toFP(mm)    SNI(°)   L1toSN(°)

 T2-T0                                                                     

IMPA(°)        -0.3442     -0.3597     -0.3297     -0.2975     -0.2415      0.3445

1̅toNB(degree)  -0.3640     -0.3844     -0.2611     -0.3087     -0.1337      0.3190

1̅toNB(mm)      -0.1229     -0.1405     -0.1099     -0.2298     -0.1526      0.0846

1̅toFP(mm)      -0.2504     -0.2068     -0.1832     -0.3328     -0.0266      0.1811

SNI(°)         -0.2963     -0.2815     -0.3207     -0.2848     -0.1342      0.2842

L1toSN(°)       0.1481      0.1813      0.0354      0.2159      0.0836     -0.1014

U1toSN(°)      -0.1373     -0.0772     -0.1310     -0.2976     -0.2433      0.1058

PFH(mm)        -0.2177     -0.2193     -0.3575     -0.3598     -0.2672      0.2623

AFH(mm)         0.1393      0.1144      0.2556      0.1152      0.0139     -0.2140

N-ANS(mm)       0.1516      0.1900      0.2458      0.0658      0.0525     -0.1743

N-PNS(mm)      -0.1473     -0.1730     -0.0319     -0.1497      0.2903      0.1054

MP angle(°)     0.2353      0.2153      0.3480      0.2199      0.1885     -0.2893

PP angle(°)     0.1234      0.0805      0.2536      0.1319      0.2887     -0.1867

OP angle(°)     0.0885      0.0966      0.2234      0.0757      0.3476     -0.1561

Go angle(°)     0.1595      0.1403      0.1182      0.1153     -0.0027     -0.1622

Ar angle(°)     0.0215      0.0051      0.1842      0.0361      0.1627     -0.0807

N-A(mm)        -0.1221     -0.0022     -0.1109     -0.1037      0.0605      0.0884

N-B(mm)        -0.2822     -0.3458     -0.3005     -0.3090     -0.1671      0.2865

N-Pg(mm)       -0.3779     -0.3813     -0.3335     -0.2067     -0.2022      0.3151

SNA(°)         -0.1020      0.0206     -0.0928     -0.1033      0.0507      0.0615

SNB(°)         -0.3487     -0.3139     -0.2755     -0.2912     -0.1259      0.3523

SNPg(°)        -0.3458     -0.3513     -0.3123     -0.1871     -0.1690      0.3836

ANB(°)          0.3220      0.2764      0.3525      0.3694      0.1486     -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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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s of T3-T2

      T3-T2    IMPA(°)    1̅toNB(°)    1̅toNB(mm)    1̅toFP(mm)    SNI(°)    L1toSN(°)

T3-T2                                                                     

IMPA(°)        1.0000      0.9162      0.7962      0.7730      0.2587     -0.9501

1̅toNB(°)       0.9162***   1.0000      0.8725      0.7702      0.3066     -0.9645

1̅toNB(mm)      0.7962***   0.8725***   1.0000      0.8364      0.3877     -0.8844

1̅toFP(mm)      0.7730***   0.7702***   0.8364***   1.0000      0.3677     -0.7880

SNI(°)         0.2587      0.3066      0.3877      0.3677      1.0000     -0.3350

L1toSN(°)     -0.9501***  -0.9645***  -0.8844***  -0.7880***  -0.3350      1.0000

U1toSN(°)      0.0509      0.1241      0.2755      0.1721      0.5115**   -0.1121
 
PFH(mm)        0.4627*     0.2247      0.0213      0.2684     -0.0190     -0.2114

AFH(mm)       -0.2447     -0.1472     -0.0585      0.0339      0.3236      0.1621

N-ANS(mm)     -0.0055     -0.1011     -0.1039     -0.1210     -0.1783     -0.0188

N-PNS(mm)     -0.0375     -0.1369     -0.1761     -0.1215     -0.4300*     0.0900

MP angle(°)   -0.5626**   -0.2661     -0.1088     -0.2931      0.0911      0.2767

PP angle(°)   -0.5539**   -0.3146     -0.2017     -0.3273     -0.1118      0.3357

OP angle(°)   -0.5555**   -0.3379     -0.1597     -0.3081      0.0411      0.3489

Go angle(°)   -0.6058**   -0.3899     -0.2148     -0.4446*     0.1315      0.3795

Ar angle(°)    0.4167*     0.2874      0.2071      0.4387*    -0.0390     -0.2941

N-A(mm)       -0.0058      0.0336      0.2383      0.2831      0.4769*    -0.0456

N-B(mm)       -0.4876*    -0.5075**   -0.3962*    -0.3202      0.4072*     0.4737*

N-Pg(mm)      -0.3414     -0.2856     -0.1882     -0.3414      0.5703**    0.3153

SNA(°)        -0.0297     -0.0065      0.1886      0.2547      0.4328*    -0.0009

SNB(°)        -0.5457**   -0.5614**   -0.4750*    -0.4211*     0.3308      0.5290**

SNPg(°)       -0.4794*    -0.4264*    -0.3531     -0.5298**    0.3733      0.4628*

ANB(°)         0.4100*     0.4445*     0.5603**    0.5797**    0.1450     -0.4256*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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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술전교정이 필요하

며, 술전교정에서 전치부의 역보상은 전후방적인 골격개선과 바람직한 교합

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하악전치가 치성보상작용에 의하여 설측으로 경사되어 있으며, 술전교정시에

는 이를 적절히 순측경사시켜야 한다. 수술후 골격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바

람직한 교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얻었

음을 알 수 있다. Lim 등 (1998)은 양악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전체 치료 종

료후 1년의 유지기간동안 IMPA가 1.7° 감소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Artun 

등 (1990)은 수술 3년후 평가한 결과 IMPA가 0.73°∼1.17° 감소하 다고 보

고하 으며 Pepersack과 Chausse (1978)는 수술후 유지기간동안 IMPA는 2.2° 

감소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Wisth (1981)는 수술 2년후 하악전치는 N-B 

plane에 대하여 1.29° 설측경사되었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종

료 후 2년의 유지기간 동안 IMPA는 평균 1.74° 유의성 있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하악전치부의 위치

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계측치들을 살펴보면 1̅ to NB(°)는 1.44° 감소하

고, L1 to SN은 1.76° 증가하 는데 이들은 모두 유의성 있는 변화를 나타냈

다. 그러나 1̅ to NB(mm), 1̅ to FP, SNI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IMPA의 변화는 평균적으로는 -1.74 ± 3.22로서 하악전치가 

설측경사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으로는 -9.3°에서 4.4°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25명중 7명에 있어서는 IMPA가 증가하 다. Neal 등 (1988)은 수

술 3년후 평가한 결과 하악전치의 변화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상대적으로 상

악전치의 U1 to SN(°)이 평균적으로 1.3°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Willmot과 

Moss (1984)는 수술후 3년의 유지기간을 거치는 동안 하악전치의 변화는 매

우 적은 반면 상악전치의 U1 to SN(°)은 2.9°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기존

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하악전치는 수술후 유지기

간 동안 평균적으로 IMPA가 1∼2°도 감소하지만 그 변화양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수술후 하악전치부의 변화값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부분이 부족하 다. 그러나 수술후 하악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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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변화와 관련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하악전치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치아만을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으며 골격성 재발을 고려하여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는 술전교정시 

하악전치부의 순측경사량, 유지기간동안 수직적-수평적 골격성 재발의 정도, 

악교정수술시 하악후퇴량, 치료종료시의 교합의 안정성, 치료종료후 유지장

치의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술전교정시 하악전치부의 순측경사량과 수술후 하악전치부의 변화와는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Artun 등 (1990)은 수술 3년후 평가

한 결과 술전교정시 하악전치를 2° 이하로 순측경사시킨 경우는 유지기간동

안 IMPA가 0.73° 감소하 으며, 술전교정시 10° 이상 순측경사시킨 경우는 

유지기간동안 IMPA가 1.17° 감소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Artun 등 (1990)

의 연구에서는 술전교정시 하악전치의 순측경사량이 많을수록 수술후 재발량

이 크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술전교정시 하악전치의 순측경사량과 유

지기간중의 변화량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술전교정에서 하악

전치의 순측경사를 많이 한다고 하여 치료종료후 유지기간 동안 하악전치부

에 재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술후 하악전치의 변

화가 단순히 치아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관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유지기간 동안의 골격적 재발과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서는 먼저 골격적 재발양상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Komori 등 (1991)은 

술후 외과적인 재발은 수정된 악구강계내에 근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나

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유지기간 동안의 골격적 재발양상이 관찰되

었으나 그 양은 크지 않았다. 유지기간 동안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인 골격

성 계측항목은 N-B(0.78mm 증가), N-Pg(0.74mm 증가), SNB(0.51° 증가), 

SNPg(0.42° 증가), ANB(0.43° 감소) 으며 이들은 모두 수평방향의 골격적 

재발을 의미하 다. 반면에 안면고경, 하악평면각 등은 유의성 있는 변화없

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해보면 유지기

간 동안 수직적으로는 안정적인 반면, 어느 정도의 수평적 재발은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ailey 등 (1998)은 수술후 1년부터 최소 2년후까지 장

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90% 이상에서 골격적으로 유의할 만한 변화없

이 유지된다고 보고하 다. Proffit 등 (1991)은 양악수술의 경우 상악은 매

우 안정적이라고 하 다. 그리고 상악의 상방이동과 전방이동은 안정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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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상악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중등도의 재발이 발생한다고 하

다. 본 연구의 대상도 양악수술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

진 상악전진술과 상방이동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유지기간 중의 상악

의 변화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isth (1981)는 수술 2년후와 수술 

10년후에 골격적 재발양상을 비교해본 결과 수술후 2년동안 평균적으로 2mm

의 전방재발이 발생하며 수직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하 다. 그리고 수술후 

10년까지도 정도는 미약하지만 하악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유지한다고 

하 다. 또한 재발정도와 교합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치아사이의 교

합관계가 좋을수록 재발이 적다고 하 는데 이 때 상악전치는 순측으로, 하

악전치는 설측으로 경사되는데 이는 하악의 전방이동(재발)을 보상하려는 치

아의 움직임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유지기간 동안의 수평적인 골격적 

변화량과 하악전치부의 변화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지기

간 중에 골격계측항목인 N-B, SNB, ANB는 골격적 재발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고, 하악전치부의 계측항목은 하악전치의 설측경사를 의미하는 방향

으로 변하 다. 따라서 유지기간 중의 수평적인 골격적 재발은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지기간 중의 수직적인 

골격 변화는 거의 없이 안정적이었으므로 수직적인 골격적 재발은 하악전치

부의 변화와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IMPA는 경우는 MP angle, Go 

angle, PFH(posterior facial height)과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이는 IMPA가 

하악평면의 변화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 수치이기 때문이며, 하악전치의 절

대적인 위치와는 관계가 적다. 게다가 하악평면과 관계없는 하악전치부의 계

측항목인  1̅ to NB (°, mm), 1̅ to FP, SNI, L1 to SN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하악평면각의 변화가 수직적인 골격성 재발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 하악평면 자체에서의 변화를 반 하는 것이다. 특히 우각

부(gonial angle)는 골의 재형성이 활발한 부위로서 수술방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상분할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ateotomy)의 경우는 bone screw를 식립하기 위해 근육 박리가 많아지므로 

그 부위의 골흡수가 많아지는 반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의 경우는 골흡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골침착이 일

어나기도 한다 (Proffit 등, 1991). 실제로 본 연구의 경우 하악평면각은 유

지기간 동안 평균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약하나마 

전체 환자중 40%는 하악평면각이 감소, 56%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수술시 하악후퇴량이 하악전치부의 변화에 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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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하악후퇴시에 하악골 주위 연조직 요소에 향을 주는 

것이 재발의 한가지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Moose (1964)는 하악후퇴량이 재

발에 향을 준다고 하 고, Reitzik (1980)도 익돌하악건의 역할에 대하여 

비슷한 보고를 하 다. 이 등 (1998)에 의하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 시행 6

주후에는 하악후퇴량과 수평적 재발량이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6주후부

터 6개월후까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하악후퇴량이 

많을수록 초기(수술후 6주) 재발량은 커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후퇴량과 유지기간 동안의 하악전치부의 변화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하악후퇴량이 많으면 골격적 재발량도 커지기 때문에 유지기

간 동안의 하악전치부의 변화량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하악후퇴량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하악골의 수평적 재발은 주로 수술후 

초기에 나타나므로 수술후 평균 7개월부터 30개월 사이의 유지기간동안을 대

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합의 안정성에 관하여 Pepersack과 Chausse (1978)는 수술후 유지기간동

안 하악전치가 설측경사되었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유지기간 동안 교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경우 으며, 유지기간동안 교합이 안 좋은 경우는 재발이 

일어나면서 하악전치가 설측경사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교합의 안정성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자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교합이 안정적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교합의 안정성과 하악

전치부의 변화와의 관계는 분석할 수가 없었다. 유지장치의 경우에도 상악에

는 가철식 유지장치, 하악에는 견치간 고정식 유지장치로 동일하게 한 환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유지장치의 유무나 종류에 따른 하악전치부의 변화는 

평가할 수가 없었다.

 이상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볼 때 골격성 재발, 그중에서도 하악의 수

평적 재발이 하악전치부의 변화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골

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수술후 골격적 재발 양상과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하악후퇴술은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을 시행하 는데 

통상적으로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에서는 원심분절에 해당하는 하악체부위가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근심분절에 해당하는 하악지 후방부위는 후측방으로 

리게 된다 (Bell, 1992). 박 등 (1997)에 의하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후 근

심골편은 과두부위에서는 전방과 하방으로, 하악각 부위에서는 후방과 하방

으로 움직인다고 하 다. 그러나 하악지가 후방으로 배열되는 것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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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며 가급적 과두와 하악지 후방부위를 원래의 위치에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mori 등, 1989). 그리고 수술방법에 따라서도 

재발 양상과 원인에 차이가 있는데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와 시상분할골절단술

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Proffit 등 (1991)에 의하면 시상분할골절단술의 

경우는 수술후 1년동안 B point는 평균 2.6-3.6mm 전방이동하는 반면, 하악

지 수직골절단술의 경우는 수술후 1년 동안 B point가 평균 0.3mm 후방으로 

이동한다고 하 다. 이 등 (1998)에 의하면 수술 후 6주 동안 하악은 시상분

할골절단술의 경우에는 전방으로,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의 경우에는 후방으로 

이동하며, 그 후 수술 6개월까지는 모두 전방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하 다. 

Franco 등 (1989)은 시상분할골절단술 시행후 6개월 동안의 연구에서 수술후 

과두의 근심분절이 시계방향 회전을 한 후 점차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을 관찰하 는데, 이는 근심분절의 후방회전이 원인이며 특히 견고내고정

(Rigid Internal Fixation)을 한 경우에는 근심분절의 과두위치가 변화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하 다. 반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의 경우에는 시상분할골절

단술과는 달리 근심분절이 수술시 측방으로 분리되어 원심분절과 겹쳐지게 

되므로 수술 직후 원심분절에 의해 근심골편이 후방으로 리게 되어도 원심

분절에 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 (Bell, 1992).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의 경우는 재발양상이 다양한데 이는 시상분할골절단술에 비해

서 수술시 과두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Proffit 

등, 1991). 본 연구에서는 수술후 6개월 동안의 골격적 변화를 배제하기 위

하여 수술후 평균 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하 으며, 유

지기간 중에는 심한 골격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은 양이나마 전방으로

의 재발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술후교정의 향을 배제하고자 과도한 II/III급 악간 고무줄

을 사용한 환자와 술후교정을 너무 오래한 환자는 제외하 는데, 술후교정이 

유지기간중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중 양악수술을 시행

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데, 하악수술만을 시행한 환자와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골격성 II급 수술환자에서의 전치부의 변화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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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중 양악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25명(남자 12명, 

여자 13명, 평균연령 22.3 ± 3.49세)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전(T0), 수술직전

(T1), 치료종료(T2), 유지기간(T3)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치료종료

후 유지기간중의 하악전치부의 변화 및 골격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렸다.

1. IMPA는 유의성 있게 평균 1.74° 감소되었다(p<0.05).

2. 하악전치의 변화값과 술전교정시 하악전치의 순측경사량 사이에는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상악골은 유의성 있는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하악전치의 변  

   화값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4. 하악골은 수평적으로 유의성 있게 전방이동하 으며, 하악전치의 변화값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하악평면각의 변화는 평균적으로는 0이지만 변화양상이 다양하며, IMPA의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다른 하악전치 계측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유지기간중의 하악전치부의 변화는 골격성 재발, 특히 하악골의 

전방으로의 재발과 관계가 깊으며, 이 기간에 하악전치가 설측경사되는 현상

은 골격성 재발에 대하여 교합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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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stoperative changes of lower incisors 

in Class III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Bumsoo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 Wha Sohn)

 In skeletal Class III patients, lower incisors are retroclined by 

dental compensation and become proclined through preoperative 

orthodontic procedures. The position of lower incisors is important for 

performing orthognathic surgery and maintaining proper results.  

Comparing T0(pretreatment), T1(before surgery), T2(at debond) and 

T3(retention period) in the 25 skeletal Class III patients (12 males, 

13 females, average age 22.3 ± 3.49) who have undergone two jaw 

surgery, the following results about the changes of lower incisors and 

skeleton in the retention period were obtained.

1.IMPA was decreased in average 1.74 degrees(p<0.05).

2.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s of lower incisors in the

  preoperative period and the retention period.

3.Maxilla was maintained stably and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the maxilla and lower incisors.

4.Mandible moved forward and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the mandible and lower incisors.

5.The average change of the mandibular plane was zero, but the range    

  was variable. Mandibular plane was correlated to IMPA, but it was not  

  correlated to other lower incisor measurements.

 Conclusively, changes of lower incisors in the retention period is 

related to the skeletal relapse, especially in the forwar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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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clination of lower incisors in the retention period is considered 

as a dental compensation that maintains a occlusion against the 

skeletal relapse.  

Key Word : Changes of Lower Incisors, Orthognathic Surg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