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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하악전돌증 치료에 있어서 구내 수직 상행지 

골절단술 후 치열궁간 견인을 이용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이 술 후 하악 골편들의 위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악골 전돌증을 치료 하기 위한 구내 수직 상행지 골 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 후 원심 골편의 위치 변화에 관한 관찰이 

보고 되어 왔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상하악골의 새로운 위치(ortho-position) 

선정에 대한 근거, 악간 고정 기간 및 술 후 악구강계 기능 재활을 위한 하악골 

운동 내용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저자 등은 IVRO 을 통한 

하악골 후방 이동 후 새로운 위치에 대한 근거로 Delaire 의 이상 교합 평면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악간 고정은 골편들의 효과적인 위치 확보와 동시에 골 

치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가골 형성을 위해 술 후 1 주까지만 하였으며, 

원심 골편의 위치 변화 방지 및 악구강계의 효과적인 기능 재활을 위하여 

치열궁간 견인을 이용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시행하였다. 저자 등은 이와 

같은 술 후 치료내용을 동반한 IVRO 술식이 술 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유용성의 평가를 위하여 30 명의 골격성 3 급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6 개월 동안 일련의 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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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후 6개월째 B점은 수평적으로 평균 -0.8  1.1mm(8.7%), 

수직적으로 평균 1.0  1.1mm 이동하였다. 

2. 술 후 6개월째 Me은 수평적으로 평균 -1.2   1.3mm(13.7%) 

수직적으로 평균 0.8  1.1mm 이동 하였다. 

3. 시기별 원심 골편의 변화는 술 후 1주일째(T1)와 비교하여 술 후 

1개월째(T2) 사진에서 후방 이동 양상을 보였으나, 술 후 3개월 (T3) 

부터 6개월(T4)째 사진에서 점차 경미한 전방 이동 양상을 보였다. 

4.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에 따른 술 후 원심 골편 변화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차이가 없었다.(P=0.44) 

5. 모든 연구대상에서 수술 1주일째 (T1)에 근심 골편의 하악 과두가 

전하방으로 처짐 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술 후 6개월까지 (T4) 계속하여 

처짐 현상이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6. 수술 1주일째(T1) 근심 골편의 시계 방향 회전량은 원심골편의 후방 

이동량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며, 술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었던 

근심 골편이 점차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P<0.001) 

이상의 관찰 결과로 하악 전돌증의 치료에 있어서 치열궁간 견인을 통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동반한 구내 수직 상행지 골 절단술은 술후 회귀 

방지와 측두 하악 관절증 발생의 예방에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하악골 후방이동, 골편의 변화, 견인,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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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전돌증 치료에 있어서 구내 수직 상행지 

골절단술 후 치열궁간 견인을 이용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이 술 후 하악 골편들의 위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이 충 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함 태 훈 

 

Ⅰ. 서 론 

 

악안면기형이란 상하악골을 포함한 악구강계(stomatognathic system)의 

특정 골격단위(structural component)의 기능이상으로 말미암아 해당 골격 

단위(architectural component)의 위치, 형태, 크기에 이상을 초래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의 목적은 악구강계 (stomatognathic 

system)의 기능 이상 부위(etio-pathogenic area)를 찾아내어, 그 기능 

이상으로 야기된 골격의 위치, 형태, 크기의 이상을 새로운 위치(ortho-

position)으로 재건 (reconstruction)하여 그 기능(function)의 회복을 도모하고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그 구성체가 적응할 때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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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악안면기형 치료를 위하여 악골을 이동하는 적당한 술식의 

선택과 술 후 악구강계의 효과적인 기능 재활(rehabilitation of stomatognathic 

system)의 방법도 악교정 수술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등은 상하악골의 새로운 위치(ortho-position)선정에 대한 근거로 

Delaire의 구조적 및 구성적 분석을 통한 각 개인에 합당하는 이상 교합 

평면(ideal occlusal plane)을 이용하였다. 교합 평면(occlusal plane)은 두개저에 

대한 상,하악골의 성장 발육과 동시에 치아-치조 골격 단위(dento-alveolar 

skeletal unit)의 적응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장 발육 결과 형성된 교합 평면은 

안면 구조의 다양성과 교합력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되었으며(Scott, 

1954), Silverman(1956)에 의하면 교합 평면은 악구강계의 기계적, 심미적, 

발음 등에 필수적이며, 호흡 및 연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결국, 

각 개인은 두개저에 대하여 악구강계의 기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이상적인 교합 평면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악골 전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 중 구내 수직 

상행지 골절단술(intr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을 선택하였다. 

IVRO는 시상 분할 상행지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과 비교 

하였을 때 하치조 신경 손상의 낮은 발생율, 기술적 단순함, 수술 시간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며(Hall, 1987), 특히, 관절와에 대한 하악 과두의 생리적인 위치를 

이루는데 유용한 술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VRO를 시행한 후 장기간(평균 4주)의 악간 고정 기간을 

가지지만(Greebe RB & Tuinzing DB, 1982; Ayoub et al, 2000; Lai SS, 2007; 

Chen CM, 2007), 이(1996)는 성견에서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후 조기 

운동 및 비고정시 골편 중첩 하에서 초기 골편간 결합을 완성시키는데 문제가 



3 

 

없음을 증명한 바 있으며, Israel 등(1997)은 술 후 하악골 움직임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물리적 자극(physical stimulus)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 등은 골편들의 효과적인 위치 확보와 동시에 골치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가골(soft callus) 형성을 위해 술 후 1주까지 악간 

고정을 하였다. 또한, 악구강계의 효과적인 기능 재활(functional rehabilitation of 

stomatognathic system)을 목적으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early active 

mandibular exercise)을 도모하였다.  

이전 문헌들에 의하면 술 후 회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악간 

고정(Trauner and Obwegeser, 1957), 강선 고정(Dal pont, 1961), 그리고 견고 

골내 고정(Spiessl, 1974) 등이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악교정 수술 후 회귀 

현상은 문제로 남아 있다. 악골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 된 후 골편간 고정을 

하더라도 악골과 연관된 근육이 주변 환경에 적응(adaptation)하지 못하면 

근육의 당김(pulling)에 의한 악골의 재형성(remodeling)은 필연적일 것이다. 즉, 

술 후 회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골과 연관된 근육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저자 등은 술 후 회귀 현상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의 

개념이 아닌 치열궁간 견인(interdental arch pulling)을 통해 근육의 당김 

(pulling)에  반대되는 힘(force)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 하악 전돌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저자 등은 

Delaire의 이상 교합 평면을 근거로 IVRO을 이용하여 하악골을 후방 이동 후 

치열궁간 견인을 통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실시 하였다. 이에 대한 술 후 

안정성과 이러한 술식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30명의 제3급 골격성 부정 교합 

환자들을 대상으로 술 후 6개월 동안 일련의 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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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1) 구조적 및 구성적 분석(Architectural and Structural Analysis)  

(Delaire, Schendel, and Tulasne, 1981) 결과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받고,  

2) 수술 직후 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 분석상 상악골의 교합 평면이 

Delaire의 이상 교합 평면(ideal occlusal plane)과 평행하며, 후안면고경 

(posterior facial height)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30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구순 구개열 환자, 두개 안면 syndrome 환자는 제외하였다.) 

3) 모든 환자는 악교정 수술을 위한 수술전 교정 치료 완료 후,  

4) 1명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으며, 

5)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21.16세(최소 나이 14세에서 최고 

나이27세)였으며 남자 19명, 여자 11명이었다.  

 

2. 수술 방법 

 

상악골은 Lefort I 골절단술(osteotomy)을 시행한 후 Delaire의 이상 교합 

평면(ideal occlusal plane)과 평행하게 위치 시킨 후 금속 고정판(metal plate)을 

이용하여 상악골을 고정하였다. 하악골의 경우 새롭게 형성된 상악골의 위치에 



5 

 

맞추기 위하여 양측성 구내 수직 상행지 골절단술(B-IVRO)을 하였으며,  

15증례 에서 이부 성형술(genioplasty)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익돌교근건 

(pterygomasseteric sling)을 박리(stripping)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근심 절편의 

하연(inferior border)을 제거하고 다듬어 주었다.  

하악골 원심 골편(distal segment)은 상악에 장착 시킨 교합상(resin splint)으로 

유도하여 골간 고정 대신 악간고정 (intermaxillary fixation)을 시행 하였다.  

 

3. 술 후 관리 

 

술 후 7일 째 악간 고정(intermaxillary fixation)을 풀었으며 (release), 

상하악 전치부의 수술용 치궁강선(surgical archwire)에 1/8인치(inch) 

유도고무(training elastic)를 이용하여 치열궁간 견인(Inter Dental-Arch 

Pulling)을 적용한 상태에서 하악골의 전방 및 측방운동(protrusive, lateral 

movement)을 시행하는 조기 능등적 하악골 운동(Early Active Mandibular 

Exercise)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달째 교합상(resin splint)을 제거하였으며, 

술 후 교정을 하였다. 하악골의 능동적 운동은 6개월까지 지속하였다. 

 

4. 자료 및 분석 방법 

 

1) 환자평가(subject assessment) 

환자들(subjects)은 술전(T0)과 술 후 1주일째(T1), 1달째(T2), 3달째(T3), 

6달째(T4) 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교합위(centric occlusion)에서 입술을 



6 

 

이완(relxation)된 상태로 촬영 하였다. 수술 후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MB), 근심 골편의 변화(하악 과두의 위치-각도 변화), 정중부에서 원심 

골편의 변화(B-point and menton), 측두하악관절증 발현 유무, 상하악 중절치의 

각도 변화를 측정 하였다. 

 

2) 촬영방법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 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있는 CRANEX 3+(제조사, 

SOREDEX, Finland)를 이용하여 FOD(focus to objective distance) 1700mm, 

63~81kV, 10mA의 조건으로 이중 증감지가 들어 있는 카세트를 사용하여 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촬영 후 통법의 현상과 정착을 하였다. 선형 확대율(linear 

magnification rate)은 1.1배이었으며, 완성된 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의 

투사도를 제작하였다. 

3) 계측점(reference points) 및 기준선(reference lines)의 설정(fig 1) :  

 
Fig 1. Reference points and lines on lateral cephalograms 

X축 

(+) 

Y축 

(+) 



7 

 

* B-point : 하악골 정중부 전연의 가장 오목한 점.  

x축에서 전방 이동 하였을 때 (+)의 값을 갖고, 후방 이동 하였을 때 (-) 

의 값을 갖는다. y축에서 상방 이동 하였을 때 (+)의 값을 갖고, 하방 이동 

하였을 때 (-)의 값을 갖는다.  

* Menton : 하악골 정중부 하연의 가장 최하방 점.  

* C3 (the superior line of the cranial base) : M점과 Clp을 이은 선.  

Y축의 기준선. 

M : 비전두봉합, 전두상악골봉합 및 비상악골 봉합이 만나는 점. 

Clp (apex of the posterior clinoid process) : 후상상돌기의 첨점. 

* CF5 (line of vertical facial plane) : ANS를 지나고 C3와 수직인 선.   

                                    X축의 기준선. 

* 하악 과두의 축(axis) :  

C1 상의 하악 과두 전연과 후연이 만나는 접점의 이등분점과 C1과 

평행하며 S상 절흔(sigmoid notch)을 지나고 하악 상행지 후연과 만나는 

점의 이등분점를 연결한 선.  

술전에 촬영한 하악 과두의 축을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경우 음의 각도(negative value)로 설정하였으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했을 경우 양의 각도(positive value)로 설정하였다. 

    * U1 (degree of upper incisor) : C3와 이루는 상악 중절치 각도. 

    * L1 (degree of lower incisor) : 하악 평면과 이루는 하악 중절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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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측항목 (measurement variables) 

* 하악골 원심 골편 변화량 : C3 및 CF5을 기준선으로 B점과 Me의 변화 

T1 to T2 : 술 후 1주일에서 술 후 1개월까지 x축, y축 변화량(mm)  

T1 to T3 : 술 후 1주일에서 술 후 3개월까지 x축, y축 변화량(mm)  

T1 to T4 : 술 후 1주일에서 술 후 6개월까지 x축, y축 변화량(mm)  

변화율(%) : 술 후 하악골 변화량/하악골의 후방 이동량 x 100 

* 술 후 시기에 따른 구간별 변화량 

T1 to T2 : 술 후 1주일에서 술 후 1개월까지 x, y축 변화량(mm) 

T2 to T3 : 술 후 1개월에서 술 후 3개월까지 x, y축 변화량(mm) 

T3 to T4 : 술 후 3개월에서 술 후 6개월까지 x, y축 변화량(mm) 

* 술 후 시기별 하악 과두 축의 변화량 :  

T1과 T2, T1과 T3, T1과 T4에서 하악 과두 축(axis)의 각도 차이 

* 술 후 시기별 상하악 중절치의 각도(°) 변화 :  

T1과 T2, T1과 T3, T1과 T4에서 U1, L1의 각도 차이 

 

5)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측방 두부 계측 분석의 계통 오차(systemic errors) 및 우연 

오차(accidental errors)를 평가 하기 위해 10명의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임의로 설정하여 평가 하였다.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은 한 명의 조사자(examiner)에 의해 2주 

간격으로 2회 중첩 되어 측정하였다. Paired t-test 결과 계통 오차는 존재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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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오차는 Dahlberg formula(Dahlberg, 1940)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Table 1) 

 

 

(d : difference between the repeated measurements, n : number of 

duplication determinations)  

모든 기준점에서 우연 오차는 0.5mm 이하였다. 

 

Table 1. Accidental errors of the cephalometric analysis 

Variable 
(mm) 

X y 

M 0.45 0.08 

Clp 0.34 0.30 

B point 0.38 0.26 

Menton 0.42 0.37 

 

 

각 변수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행하였으며, 필요 시 정규분포 검증을 위한 Shapiro-wilcoxon, Kolmogorov-

smirnov analysis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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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원심 골편의 변화(Table 2)  

 

* 수평적 변화 : B 점에서의 하악골 원심 골편의 평균 후방 이동량은 9.1mm 

(2mm~20mm)이었고 Me 점에서의 평균 후방 이동량은 8.7mm(1mm~21mm)

이었다. 술 후 6개월째(T4-T1) B 점에서는 평균 -0.8 ± 1.1 mm 이었으며, 

Me 점에서는 -1.2 ± 1.3 mm 였으며, 원심골편의 후방 이동량에 비해 B 점에

서 8.7 %, Me 점에서 13.7%의 변화율을 보였다. 시기별 원심골편의 변화량은 B 

점에서 수술 1주일째와 비교 했을 때 술 후 1개월 째 -2.1 ± 1.4mm, 술 후 3

개월째 -1.2 ± 1.2mm, 술 후 6개월째 -0.8 ± 1.1mm 것으로 수술 후 6개월

까지 하악골이 전방 이동되는 양상이 있었고, Me 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와 유

사하였다.  

 

* 수직적 변화 : B 점에서의 평균 상방 이동량은 1.8 ± 2.9mm이었고 Me 점에

서의 평균 상방 이동량은 2.5 ± 3.9mm 이었다. 술 후 6개월 째 (T4-T1) B 점

에서는 평균 1.0 ± 1.1mm이었으며, Me 점에서는 0.8 ± 1.1mm 였으며, 원심

골편의 상방 이동량에 비해 B 점에서 55.5 %, Me 점에서 32.0%의 변화율을 보

였다.  시기별 변화량은 B 점에서는 수술 1주일째와 비교했을 때 술 후 1달째 

0.2 ± 0.9mm, 술 후 3개월째 0.9 ± 1.1mm, 술 후 6개월째 1.0 ± 1.1mm이

었고, 술 후 6개월까지 점차적으로 상방 이동 양상이었고, Me 을 기준으로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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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이와 유사 하였다. 

 

수술 1주일째(T1)와 비교하여 술 후 6개월째(T4)사진에서 하악골이 후방 

및 상방 이동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Fig 2). 하지만, 원심골편의 후방 이동량에 

따른 술 후 6개월째 원심 골편의 변화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P = 0.44) 

 

 

 

 

Fig 2. 수술 1주일째과 비교하였을 때 수술 후 6개월째 하악골 원심 골편의 변화 

양상 

 

결국, 시기별 원심 골편 수평적 변화는 수술 1 주일째(T1)와 비교 했을 때, 술 후 

1달째(T2) 후방 이동 양상이 두드러 졌으며, 점차적으로 술 후 3개월(T3)부터 

6개월(T4)까지 경미한 전방 이동 양상이었고, 수직적인 변화는 상방이동 양상 

이었으나, 수평적인 변화에 비해 경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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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원심골편의 후방 이동량 및 수술직후와 시기별 술 후 변화량  

(B-point 및 menton) 

 T0 to T1 (mm) T1 to T2 (mm) T1 to T3(mm) 
(T2 to T3) 

T1 to T4(mm) 
(T3 to T4) 

B-point     

X coordinate -9.1  5.0 -2.1  1.4 -1.2  1.2 
(0.9  0.6) 

-0.8  1.1 
(0.4  0.5) 

Y coordinate 1.8   2.9 0.2  0.9 0.9  1.1 
(0.7  0.7) 

1.0   1.1 
(0.1  0.4) 

Menton     

X coordinate -8.7  6.1 -2.4  1.3 -1.6  1.1 
(0.8  0.6) 

-1.2  1.3 
(0.4  0.2) 

Y coordinate 2.5  3.9 0.1  0.9 0.7  1.2 
(0.6  0.9) 

0.8  1.1 
(0.1  0.6) 

 

Note :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를 의미함. X축에서 양(+)의 값은 전방이동; 

음(-)의 값은 후방이동. Y축에서 양(+)의 값은 상방이동; 음(-)의 값은 

하방이동. 

Abbreviation : T0 to T1, 하악골의 수술 후 변화량; T1, 술 후 1주일째; T2, 술 

후 1달째; T3, 술 후 3달째; T4, 술 후 6달째. 

 

 

2. 근심 골편의 변화 

 

모든 환자에서 수술 1주일째(T1)에 근심 골편의 전하방으로 처짐 

현상(sagging)이 관찰 되었으며(Fig 3), 술 후 6개월째(T4)까지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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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 현상이 해소 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수술 1주일째 시계 방향 

회전(clockwise rotation)량은 평균 6.4  4.2°(1°~20°)이었으며, 술 후 1달째 

3.2  2.5°, 술 후 3달째 1.6  1.9°, 술 후 6달째 0.2  0.8°로 점차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counter clockwise rotation)으로 회전 하였다(Fig 4)(Table 3). 

      

Fig 3. 술 후 1주일째 근심 골편의 처짐 현상 

 (가운데 사진 : T0, 오른쪽 사진 : T1) 

    

Fig 4. 술 후 6개월째 및 술 후 1주일째 근심 골편의 비교.  

 (가운데 사진 : T1, 오른쪽 사진 : T4) 

Note : 술 후 6개월까지 근심 골편의 처짐 현상이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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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하악 과두축의 시기별 각도 변화 

 T0 to T1 (°) T1 to T2(°) T1 to T3(°) T1 to T4(°) 

Mean -6.4 -3.2 -1.6 -0.2 

SD 4.2 2.5 1.9 0.8 

 
Note : 양(+)의 값은 반시계회전 방향. 음(-)의 값은 시계회전 방향을 의미함. 

Abbreviation : T0 to T1, 수술 시 변화량; T1, 술 후 1주일째; T2, 술 후 1달째; 

T3, 술 후 3달째; T4, 술 후 6달째.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과 수술 직후(T1) 하악 과두의 시계방향 

회전량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Fig 5) (P < 0.001).  

 

 

Fig 5. 하악골의 후방 이동량과 수술 후(T1) 하악 과두 각도변화관계 

Note : x축은 하악골의 후방 이동량. y축은 하악 과두의 시계 방향 회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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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악과두 형태의 변화 및 측두하악관절 증상 

 
술 전과 술 후 6개월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 하였을 때 특기할 만한 

하악 과두의 형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들의 술전 측두하악관절 증상은 

Table 4.에 있으며, 모든 증례에서 수술 후 6개월째 임상적인 관찰 결과 관절 잡음 

(clicking), 관절 동통(pain)은 발현되지 않았다. 

 

Table 4. 술전 측두하악관절 증상 (Pre-operative TMJ symptom) 

Symptom Clicking Pain Locking No. of TMJ 

N (%) 25 (41.6%) 9 (15%) 1 (1.6%)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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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아의 변화 

 
   술 후 시기별 상하악 중절치의 C3 및 하악 평면에 대한 각도 변화량은 table 

5에 표기 되어 있다. 술 후 1달째 일부 증례에서 상악 중절치의 정출 또는 

구개측으로 각도변화가 있었으며, 하악 중절치의 경우 역시 각 시기별로 각도 

변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술 후 1달째(T4) 상악 치아 각도 변화에 따른 하악골 변화량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 = 0.08) 

 

Table 5. 술 후 시기별 상하악 중절치의 각도 변화(°) 

 T1 to T2 T1 to T3 T1 to T4 

Upper incisor(U1) 0.6 ± 0.5 0.2 ± 1.2 0.3 ± 1.6 

Lower incisor(L1) 0.2 ± 0.4 0.2 ± 1.0 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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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악교정 수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악구강계의 기능 

이상 부위를 찾아서, 그 기능 이상으로 야기된 골격의 위치, 형태, 크기 이상을 

재건하여 두개골에 대해 상하악골을 조화로운 관계로 이동 시키고, 둘째, 변화된 

환경에 그 구성체가 적응할 때까지 그 위치를 유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교정 수술의 목적에 맞추어 골격성 3급 부정교합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Delaire의 이상 교합 평면(ideal occlusal plane)을 근거로 

IVRO을 이용하여 하악골을 후방 이동 후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 시 근심 

골편과 원심골편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여 술 후 안정성과 이러한 술식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저자 등은 악구강계의 기능에 관여하는 구조체의 총체적인 조화를 

회복하고자, Delaire가 제시한 구조적 구성적 분석법(Delaire, Schendel and 

Tulasne, 1981)에 의한 이상 교합 평면(ideal occlusal plane)으로 두개저에 

대하여 악골을 조화로운 위치로 이동하였다. Bjork는 성장을 하면서 안면구조는 

큰 변화를 하게 되어 교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Bjork, 1951), 교합의 발달은 환경적 요소, 내인성 및 외인성 유전요소, 

선천적, 대사적 및 영양적 요소, 내분비, 국소적인 치아 안면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Scott, 1954). 또한, 교합 평면은 이상적인 치아 배열의 기준이 

되고, 기계적, 심미적, 발음 등에 필수적이며, 호흡 및 연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Silverman, 1956). Scott(1954)에 의하면 안면 근육 성장 및 치열 형성의 

상관 관계를 언급하면서, 사춘기 이후 안면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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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의 이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Silverman(1962)는 총체적인 저작력의 방향은 전방부를 향하며, 교합 평면에 

거의 수직이 된다고 하였다. 결국, 성장 발육 결과 형성된 교합 평면은 안면 

구조의 다양성과 교합력의 방향에 영향을 주어 악구강계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술 후 회귀 현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전 문헌들에 의하면 시상 분할 상행지 골절단술(SSRO) 후 악골의 위치를 

유지 하기 위하여 Trauner와 Obwegesser(1957)는 근심측 골편과 원심측 골편 

사이에 환하악 강선고정 (circumferential wiring)을 고안하였으며, Dal Pont 

(1961)은 하악과두가 관절와 내에 위치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하악지의 

상연부에 강선고정을 고안하였다. 한편, Spiessl(1974)은 견고골내고정을 고안 

하였으며 이 후 여러 가지 견고골내고정 방법이 소개되었다 (Jeter, Van Sickels, 

and Dolwick, 1984; Rubens et al., 1988; Souyris, 1978). 이러한 하악골 후방 

이동 후 견고 골내 고정은 악간고정 기간을 단축시켜 술 후 빠른 시일 내에 

하악골 운동 및 저작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술 후 회귀 현상이 B 점에서 

9.9%에서 62.1%(Proffit and Phillips, 1991; Sorokolit and Nanda, 1990), 

Pogonion에서 15.7%에서 91.3%(Schatz and Tsimas, 199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국, 악골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 된 후 골편간 고정을 하더라도 악골과 

연관된 근육이 주변 환경에 적응(adaptation)하지 못하여 원래의 악골 위치로 

돌아가는 힘이 지속된다면 근육의 당김에 의한 악골의 재형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Wall and Rosenquist (2001)은 방사선학적 입체 계측 사진법(radiographic 

stereophotogrammetry)을 이용하여 원심 골편과 근심 골편을 분석한 결과 골내 

고정을 하더라도 골편간 미끄러짐 현상(osteotomy slippage)을 방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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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고 하였다. 즉, 술 후 회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골과 연관된 

근육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저자 등은 고정의 개념이 아닌 

치열궁간 견인(interdental arch pulling)을  통해 근육의 당김(pulling)에 반대 

되는 힘을 이용하여 술 후 회귀 현상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Bell 등(1983)은 악교정 수술 후 근육의 재활(muscular rehabilitation)을 

위해 하악골 운동의 방법을 언급한 바 있으며, 효과적인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통해 

술 후 근육 위축 방지, 근섬유증 방지, 술 후 개구 제한 예방, 측두 하악 관절증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torum(1984)은 40 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악교정 수술 후 6개월에서 42개월 하악골의 움직임(개구, 전방, 측방 

운동)을 기록하여 술전에 비하여 하악골의  기능 제한(근육 기능, 하악 과두 움직임, 

하악골 운동 범위)을 관찰 하여 술 후 체계적인 근육 재활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수동적(passive) 운동 보다는 능동적(active) 운동이 바람직 할 

것이다. 능동적 하악골 운동은 악골 주변 근육의 근섬유 긴장(tension)을 

발생시키지 않고 근력(muscle strength)을 강화 할 것이다. Israel 등(1997)은 

악관절의 물리적 자극(움직임)(physical stimulus)이 악관절의 생리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술 후 하악골 움직임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물리적 자극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IVRO후 장기간(평균 4주)의 악간 

고정 기간을 가지지만(Greebe RB, 1982; Ayoub, 2000; Lai SS, 2007; Chen CM, 

2007), 이(1996)는 성견에서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 후 조기 운동 및 

비고정시 골편 중첩하에서 초기 골편간 결합을 완성시키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 등은 악구강계의 효과적인 기능 재활 (functional 

rehabilitation of stomatognathic system)을 위하여 단기간(1주)의 악간 고정 후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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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술식을 받은  30명의 하악 전돌증 환자에 대한 술 후 6개월 동안 

일련의 측방 두부 계측 사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악 원심 골편이 술 후 6개월째 B 점에서 평균 0.8mm, Me 에서 평균 

1.2mm 후방이동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IVRO후 술 후 안정성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Greebe와 Tuinzing(1982)은 IVRO후 

35증례에서 1년째 Pog이 1.2mm 후방이동 한 골격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Proffit 

등(1991)은 1년 경과 관찰에서 평균 0.7mm 후방 이동하였으며, 후방 이동량에 

비해 12%(0.7/6.4mm)의 변화율을 관찰하였다. Ayoub등(2000)은 15명의 

증례에서 IVRO를 한 후 1년째 경과 관찰에서 B-point가 평균 0.5mm 후방이동 

하였고, Yoshioka 등(2008)은 15명의 증례에서 술 후 1년째 B-point가 후방 

0.21mm, Pog이 후방 0.23mm 이동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Chen 

등(2008) 구내 수직 상행지 골절단술 후 25명의 증례를 2년간 경과 

관찰하였는데, Menton이 평균 1.3mm 전방이동 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수술 후 변화는 시상 분할 상행지 골 절단술 후 하악골의 이동양상과 

다르다(Phillips, 1986).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상 분할 상행지 골 

절단술(SSRO)로 하악골 전돌증을 치료하고 술 후 1년째 전방 이동양상을 

보였으며, 평균 회귀량은 1.49mm 였다(Franco, 1989; Harada, 1997; Mobarak, 

2000; Costa, 2001). 

또한 하악 원심 골편이 술 후 6개월째 B 점(평균 0.8mm)과 Me(평균 

1.2mm)의 후방 이동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해부학적으로 B 점 보다 하방에 

위치한 Me의 이동량이 더욱 컸다. 이는 수술 후 하악각 부위에 지속적으로 

전달된 교합력이 하악골을 통하여 상악골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일부 증례에서 

상악골의 후방 부위가 상방 이동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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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증례의 양악 수술 환자 중에 11 증례에서 술 후 3개월째 상악 후방 부위가 술 

후 1주일째와 비교 했을 때 상악 구치부를 기준으로 평균 1.22mm 상방 이동 된 

것을 관찰 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 하악골의 변화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술 후 1달째 

하악골의 후방이동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점차적으로 술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하악골의 경미한 전방이동 양상이었다. 술 후 원심골편이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인 것은 하악골에 대한 주변 연조직과 근육의 당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Rosenquist et al, 1988). 하악골의 저작근은 하악골 후방부의 전상방 움직임을 

야기하는 반면에 상설골근은 하악골 전방부의 후하방 회전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술 후 1달까지 하악골의 원심 골편이 후방 이동 된 것은 초기 골 치유 

시 근심 골편에 대한 원심 골편의 불안정성과 상설골근의 작용(후하방 

회전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술 후 1달째 골간 신생골 형성 이후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통해 하악 근심 골편의 적절한 위치에 놓임과 동시에 저작력이 

지속적으로 하악각 부위에서 전상방으로 작용하여 술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하악골의 원심 골편이 점차적으로 전방 이동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술식을 통해 하악골을 후방 이동을 하였을 경우 하악 과두가 관절와 

대하여 원래 위치에 근접하거나 적절한 관계를 성립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1주일째(T1)에 근심 골편(하악 과두)이 전하방으로 처짐 현상 및 

시계 방향 회전량 6.4°였으나, 술 후 1달째 3.2°, 술 후 3달째 1.6°, 술 후 0.2°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거나 하악 과두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하악 과두 및 관절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Isaacon 등(1978)은 근심 골편 및 원심 골편을 

고정 하지 않더라도 악간 고정을 제거 후에 하악 과두가 서서히 술전의 위치로 



22 

 

돌아가거나 생물학적으로 평형 상태로 추정되는 위치에 놓인다고 하였으며, 

Johanson 등(1979)은 술 후 경두개 방사선 촬영(trancranial radiograph)을 

통해 하악 과두의 후연에서 골 재형성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고, 술 후 

6개월째 하악 과두가 관절와에 적절히 놓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하악 과두의 

변화는 턱관절 증상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Hall et al, 1987; Ghali, 2000; 

Ayoub, 2000). 술 후 골절편간의 견고 골내 고정이 없기 때문에 하악 과두에 

가해지는 토크(torque)가 최소화되어 하악과두가 해부학적으로 재적응하는데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하악골이 후방 이동되어 익돌교근건이 신장되어 

하악각 부위에서 전상방으로 신장력(tensile force)이 발생하여도 이런 효과가 

오히려 sagging되어 있는 하악 과두를 적절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Ayoub, 

2000).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 술 전과 술 후 6개월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 하였을 때 특이할 하악 과두의 형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술전 

존재 하였던 측두하악관절 증상(Table 4)이 수술 후 임상적인 관찰 결과 관절 

잡음(clickin), 관절 동통(pain), 개구 제한 등은 발현되지 않았다.  

IVRO를 통한 하악골 후방이동 수술에서는 하악골 후방 이동량과 술 후 

회귀현상의 상관 관계가 적다고 보고 되었다(Franco, 1989; Ingervall, 1995, 

Mobarak et al, 2000;). IVRO을 이용한 하악골을 후방 이동 수술은 상설골근과 

익돌교근건의 신장 효과가 미약하며, 하악골 후방 이동량에 제한이 크지 않다.  

이번 연구 결과 역시 하악골의 평균 후방 이동량은 Me에서 8.7mm 이었으나, 

하악골 후방 이동량에 따른 술 후 6개월째 (T4) 하악골 원심 골편의 변화에 

일관된 관련성이 없었다(P = 0.44). 하지만, 하악골 전방이동 한 수술의 경우(정, 

2009), 하악골 전방 이동량과 술 후 회귀 현상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 

하악골을 전방 이동 하였을 때 상설골근과 익돌교근건의 신장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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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인 힘을 야기하여 회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Epker and Wessberg, 1982; LaBanc and Epker, 

1984).   

이외에도 하악골이 후방 이동 하였을 때 혀가 새로운 위치에 적응 하는 것이 

장기간의 회귀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Joss and Thuer, 2008). 혀의 

위치 및 크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크기가 유지 된다면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 시키는 힘이 지속할 수 있어 술전과 술후에 혀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추가 설 절제술를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의 증례 선택 시 후안면고경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였다. 치료 계획상 후안면고경이 증가 할 경우 익돌교근건의 전상방력이 

하악골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술 후 개교합(open bite) 또는 술 후 회귀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부 성형술이 시행된 증례도 포함되어 B점과 Me을 기준점으로 

선정하였다. 이부 성형술은 이미 안정적이라고 보고된바 있으며(Reyneke JP, 

1997; Huang CS, 2006), de Villa(2005)은 이부 성형술에 의해 B 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Me은 이부 성형술 시 골 박리효과가 Pog에 비해 

적어, 술 후 골 재형성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준점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하악 전돌증 치료에 있어서 IVRO을 통한 하악골 후방 이동 후 

골격의 위치 변화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알아 보았다. IVRO 및 술 후 

치열궁간 견인(Interdental Arch Pulling)을 통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Early 

active mandibular exercise)은 하악골 후방 이동 시 효과적이며, 적절한 하악 



24 

 

과두 및 관절와 관계를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술 후 측두 하악 관절 증상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술 후 6개월째 하악골이 전방으로 

이동하기보다 오히려 후상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하악골이 후방이동 되어 

신장된 익돌교근건의 전상방력이 원심 골편에 전달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악 

과두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하악골의    

만기 잔존 성장 및 재형성(remodeling)등을 고려 했을 때 보다 정확한 술 후 

골격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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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구내 수직 상행지 골절단술을 통한 하악골 후방 이동 후 치열궁간 견인을 통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시행한 본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관찰 결과를 얻었다. 

 

1. 술 후 6개월째 B점은 수평적인 변화량에서 평균 -0.8  1.1mm(8.7%), 

수직적인 변화량에서 평균 1.0  1.1mm 이동하였다. 

2. 술 후 6개월째 Me은 수평적인 변화량에서 평균 -1.2  1.3mm(13.7%) 

수직적인 변화량에서 평균 0.8  1.1mm 이동 하였다. 

3. 각 시기별 원심 골편의 변화량은 술 후 1개월까지 후방 이동 후 술 후 

3개월부터 6월개월까지 점차 경미한 전방 이동 양상이었다. 

4.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에 따른 술 후 원심 골편 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차이가 없었다.(P=0.44) 

5. 모든 연구대상에서 수술 1주일째 (T1)에 근심 골편의 하악 과두가 

전하방으로 처짐 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술 후 6개월까지 (T4) 계속하여 

처짐 현상이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6. 수술 후 1주일째(T1) 근심 골편의 시계 방향 회전량은 원심골편의 후방 

이동량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며(P < 0.001), 술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었던 근심 골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점차 

이동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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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찰 결과로 치열궁간 견인을 통한 조기 능동적 하악골 운동을 

동반한 구내 수직 상행지 골 절단술 및 비고정술은 하악 전돌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회귀 방지와 측두 하악 관절증 발생의 예방에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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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keletal Changes after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with Early Active Mandibular Excercise via interdental arch pulling  

for Treatment of Mandibular Prognathism 

 

Tae-Hoon Hah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ong-Kook Yi, D.D.S., M.S.D., Ph.D.)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y reports concerning displacement of 

distal fragment after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 in 

mandibular prognathism patient. However, previous studies often lack of 

sufficient grounds for selection standard of ortho- position of upper and 

lower jaws, reference of intermaxillary fixation period or reference of 

mandibular excercise for post-operative functional rehabilitation of 

stomatognathic system. In this study, the ortho-position after mandibular 

posterior displacement with IVRO was based on the concept of ideal occlusal 

plane by Delaire.  Intermaxillary fixation was done only for a 1 week after 

the surgery to secure effective position of bone fragments and to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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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minimal soft callus needed for bone healing. Early active 

mandibular excercise were carried out using interdental arch pulling for 

effective functional rehabilitation of stomatognathic system as well as 

prevention of any positional changes of distal bone frag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utility and post-operative stability of the procedure, serial 

lateral cephalograms of thirty patients with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who underwent the surgery were taken and evaluated, from which following 

results were withdrawn.  

 

1. B point displayed -0.8  1.1mm(8.7%)of horizontal change and 1.0  

1.1mm of vertical change in average at six months after surgery.  

2. Me displayed 1.2   1.3mm(13.7%) of horizontal change and 0.8   

1.1mm of vertical change in average at six months after surgery. 

3. Periodic comparison of mandibular change displayed prominent 

posterior movement of mandible after post op 1month and slightly 

anterior movement of mandible and stabilized mandible after 3 months.  

4. Mandibular change after surgery due to the amount of posterior 

movem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P=0.44) 

5. The anterioinferior sagging phenomenon was displayed in every case 

at one week(T1) after surgery, but seems to be settled at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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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lockwise rotation of proximal segment at one week after surgery due 

to the amount of posterior movement of mandib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P < 0.001). Clockwisely rotated proximal 

segment gradually rotated counterclockwise with time. 

 

Results above demonstrate that the early active mandibular excercise 

with interdental arch pulling after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mandibular prognathism in preventing post operative 

relapse and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Key words : Mandibular setback surgery, Post operative skeletal change, 

Pulling, Early Active Mandibula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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