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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서 Le Fort-I 골 절단술 및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을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 후의 장기간 안정성 

 

악교정 수술로 이동된 상·하악골 위치의 장기간 안정성은 수술로 재 창조된 

바람직한 안모의 형태와 이상적인 교합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악교

정 수술에서의 중요한 희망 사항이다. 하악골 전돌증 환자의 안모 및 교합 교정을 

위해 행해지는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에서 Le Fort-I 술식과 함께 하악골에서는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of the 

mandible, 이하 TOVRO로 약칭)이나 상행지 시상분할 골 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of the mandible, 이하 SSRO로 약칭)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 이 둘은 수술 기법이나 고정 방법 및 술 후 합병증 병발 예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특히 SSRO를 사용한 기법에 관한 장기

적인 위치 안정성에 관련하여 연구 보고된 문헌은 많으나 TOVRO에 관해 연구된 

문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본 논문은 동일한 술자에 의해 동일한 protocol에 의한 Le Fort-I 골 절단

술 및 TOVRO 술식이 사용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안면 

비대칭 및 두개 안면 이형이 없고, 2년 이상의 외래추적이 이루어져 술 후 2년간

의 임상 및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자료가 완벽히 갖추어진 46명(여자 : 30명, 남

자 : 1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술 직후와 술 후 2년 경과 후의 자료를 후향적

으로 비교 분석하여 술 후의 장기적인 위치 안정성을 연구한 논문으로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각 시기별 변수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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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NOVA를 실행하였고, 그룹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Two-sample t-

test 및 one-way ANOVA를 실행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성 평가에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사용되었다.  

 

1. 술 직후에서 술 후 2 년째 Pog 점은 수평적으로 평균 1.0±2.3mm 

후방으로, 수직적으로 평균 0.6±1.1mm 상방으로 이동하였으며(p<0.05), 

이는 이전의 문헌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후방 이동량은 더 큰 반면 

술 후 변화량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 관계 분석 결과,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이동 양이 클수록 

장기적으로 볼 때 술 후 원심 골편이 다소 전방으로 이동되며, 상방이동 

양이 클수록 원심 골편이 다소 하방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술 후 2 년째까지 A, ANS, PNS 점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1.0mm 이하의 

변화량을 보여 상악 골편의 위치는 술 후 2 년째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악골 후방부의 상방이동(posterior impaction) 양에 따른 Pog 점의 

변화에서, 3mm 미만인 그룹에서 수평변화 양이 다소 크게 나타나 상방 

이동량이 작을수록 술 후 장기간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술 직후와 술 후 2 년째의 수직, 수평 피개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0.05) 술 직후의 교합이 술 후 2 년째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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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하악 전돌증의 교정에 있어서 Le Fort-I 골 절단술 및 

TOVRO 를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은 술 후 장기간의 위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하악 전돌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술 후 회귀 방지에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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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전돌증 환자에서 Le Fort-I 골 절단술 및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을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 후의 장기간 안정성 

 

< 지도교수 : 박 형 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승  준 

 

 

Ⅰ. 서  론 

 

하악골 전돌증은 하악골의 돌출, 상악골의 후퇴 혹은 이 둘의 조합(combination)

에 기인하는 악안면 기형(maxillofacial deformities)의 하나로 반대 수평 피개량

(reverse overjet)을 갖는 Angle 제 Ⅲ급 부정교합을 보이며 상, 하악골의 성장 부

조화(disharmony)로 인하여 오목한 측 안모 외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악교정 수술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이환률 (prevalence)이 높다(Chang, 1985; Kang and Ryu, 

1992; Susami et al., 1971).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skeletal Class Ⅲ malocclusion)

을 가진 환자들은 부정교합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뿐 아니라 안모의 외형으로 인한 심

미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후기 하악골 성장(late mandibular growth)으로 인하여 

성장 치료 후 하악골이 다시 전방 이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치료의 안정성에 한계

가 있기(Battagel and Orton, 1993) 때문에 이를 개선 시켜주기 위해 악교정 수술

(orthognathic surgery)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은 안모의 외형과 교합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수술 방

법으로, 전돌된 하악골을 후방이동 시키기 위해 Le Fort-I 골 절단술과 함께 하악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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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of the 

mandible, 이하 TOVRO로 약칭)과 상행지 시상분할 골 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of the mandible, 이하 SSRO로 약칭)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 둘은 수

술 기법이나 고정 방법 및 술 후 합병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TOVRO는 

SSRO와 비교할 때 골 절단술 후 골편간의 강성 고정을 하지 않게 되므로, 수술 방법이 

간단하여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으며(Al-Bishri et al., 2005; Ghali and Sikes, 2000), 측두하악

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ysfunction)가 적다 (Hu et al., 2000; Jung et al., 

2009; Ueki et al., 2002)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술식이다. 

최근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이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Johnston et al., 2006), SSRO를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에서 하악골의 안정

성에 관하여 몇몇 문헌들이 발표되고 있지만(Costa, Robiony, Sembronio, et al., 

2001; Moldez et al., 2000; Proffit, Phillips, and Turvey, 1991) TOVRO의 장기간

의 안정성에 대한 문헌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본 교실에서의 장기간의 임상 경험

에 의하면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에서 TOVRO의 술 후 안정성은 심미적이나 교합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조사를 통한 장기간의 결

과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이에 연구자는 동일한 술자, protocol에 의한 Le Fort-I 골 절단술과 TOVRO 

술식이 사용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안면 비대칭 및 두개안면 이

형(craniofacial anomaly)이 없고, 2년 이상의 외래추적이 이루어져 술 후 2년간의 

임상 및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자료가 완벽히 갖추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술 직후

와 술 후 2년 경과 후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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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7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받고, 동일한 술자(surgeon)에 의해 동일한 protocol로 악교

정 수술을 시행 받은 474명의 환자 중  

1) 안면 비대칭(턱끝 변위량 2mm이상) 및 두개 안면 이형(craniofacial anomaly)이 

없으며, 

2) Le Fort-I 골 절단술 및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TOVRO)을 시행받고, (이

부 성형술은 시행받지 않음) 

3) 2년 이상의 외래추적이 이루어져 술 후 2년간의 임상 및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자료가 완벽히 갖추어진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모든 환자는 악교정 수술을 위한 술 전 교정 치료 및 술 후 교정 치료를 받았다. 

5)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22세(최소 나이 18세, 최고 나이 31세)였으며 

남자는 16명, 여자는 30명이었다.  

 

2. 수술 방법 

  

상악골은 Le Fort-I 골 절단술(osteotomy)을 시행하여 계획된 위치에 상악골의 

위치시킨 후 비-상악골 버팀목(nasomaxillary buttress)과 관골-상악골 버팀목

(zygomatico-maxillary buttress)에 4개의 L자 형태(L-shaped)의 타이타늄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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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판(titanium miniplate)을 이용하여 상악골을 고정하였다. 하악골은 양측성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B-TOVRO)을 시행하여 새롭게 형성된 상악골의 위치에 상

응하게 교합되도록 위치시켰으며, 익돌교근건(pterygomasseteric sling)을 박리

(stripping)하고, 튀어나온 근심 골편(proximal segment)의 하연(inferior border)

을 제거하고 다듬어 주었다. 모든 증례에서 이부 성형술(genioplasty)은 시행하지 

않았다.  

하악골 원심 골편(distal segment)은 상악에 고정시킨 레진 splint로 유도한 후 

골편간 고정을 시행하지 않고 악간 고정(intermaxillary fixation)을 시행하였다.  

 

3. 술 후 관리 

 

   환자들은 공히 술 후 2주일 째 악간 고정(intermaxillary fixation)을 제거하였으

며, 악간 고정을 제거한 후 상하악 전치부의 수술용 치궁강선(surgical archwire)에 

1/8인치(inch) 유도고무(training elastic)를 이용하여 Park 등이 고안한 시행표준안

(Park’s protocol)에 따라 철저히 하악골의 전방 및 측방운동(protrusive, lateral 

movement), 개구운동(opening movement)을 유도하는 능동적 하악골 운동(active 

mandibular exercise)을 시행하였다. 술 후 1달째 레진 splint를 제거하였고, 술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술 후 2년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였다.  

 

4. 자료 및 분석 방법 

 

대상 환자들은 술 전(T0)과 술 직후(T1), 1년째(T2), 2년째(T3) 측방 두부 계

측 방사선 사진을 교합위(centric occlusion)에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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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lateral cephalogram)은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 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있는 CRANEX 3+Cep. (제조사, SOREDEX, Finland)를 사용

하여 FOD(focus to objective distance) 1700mm, 10mA, 77Kvp의 조건으로 0.8초

간의 노출을 주었고 10”x 12”X-ray film을 사용하였다. 선형 확대율(linear 

magnification rate)은 1.1배 이었다. 모든 방사선 사진은 0.12mm 두께의 투사지 위

에 0.3mm 흑심 연필을 사용하여 그린 투사도 상에서 특정 계측점을 선정하여 평가

하였으며, 계측 기준은 0.5mm까지 하였다. 계측은 한 사람에 의해 2주 간격으로 2회 

시행하였으며, 그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1) 계측 기준점(reference points) 및 기준선(reference lines)의 설정(fig 1) :  

 

가. 계측 기준점 

ㄱ. Sella turcica(S) : 접형골의 뇌하수체와의 중심점 

ㄴ. Nasion(N) : 정중선에서 전두골과 비골의 접점의 최전방점 

ㄷ. Pogonion(Pog) : 하악골 이부 외형의 최전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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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는다.  

   y축에서 상방 이동 하였을 때 (-)의 값을 갖고, 하방 이동하였을 때 (-)의 값

을 갖는다.  

ㄹ. Upper incisor tip(Is) : 상악 중절치의 교두 끝 

ㅁ. Lower incisor tip(Ii) : 하악 중절치의 교두 끝 

ㅂ. A-point(A) : 상악골 전연의 가장 오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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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Anterior nasal spine(ANS) : 전방 코 가시의 끝 

ㅇ. Posterior nasal spine(PNS) : 구개골의 구개 돌기의 최후방점 

 

나. 계측 기준선 

ㄱ. X축 : S-N 선에서 7°하방으로 sella turcica를 지나는 선 

ㄴ. Y축 : X축에 수직이면서 sella turcica를 지나는 선 

 

Fig 1. Reference points and lines on lateral cephalograms 

 

2) 계측 항목 (measurement variables) 

가. 각 시기별 하악골 Pog점의 X축, Y축 좌표값 

   ㄱ. T0 : 술 전 Pog점의 X축, Y축 좌표값 

   ㄴ. T1 : 술 직후 Pog점의 X축, Y축 좌표값 

X축 
(+) 

Y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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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T2 : 술 후 1년째 Pog 점의 X축, Y축 좌표값  

ㄹ. T3 : 술 후 2년째 Pog 점의 X축, Y축 좌표값  

 

나. 하악골 원심 골편의 변화량 : X축 및 Y축을 기준선으로 Pog점의 X축, Y축 변화량

(mm) 

   ㄱ. T0 to T1 (T1-T0) : 술 전에서 술 직후까지 Pog점의 X축, Y축 변화량 

   ㄴ. T1 to T2 (T2-T1) :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까지 Pog점의 X축, Y축 변화량 

   ㄷ. T2 to T3 (T3-T2) : 술 후 1년에서 2년까지 Pog점의 X축, Y축 변화량 

   ㄹ. T1 to T3 (T3-T1) :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까지 Pog점의 X축, Y축 변화량 

 

다. 상악골 골편의 변화량 : X축 및 Y축을 기준선으로 A, ANS, PNS의 X축, Y축 

변화량(mm) 

     ㄱ. T0 to T1 (T1-T0) : 술 전에서 술 직후까지 A, ANS, PNS의 X측, Y축 변 

화량  

   ㄴ. T1 to T2 (T2-T1) :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까지 A, ANS, PNS의 X축, Y축 

변화량 

   ㄷ. T2 to T3 (T3-T2) : 술 후 1년에서 술 후 2년까지 A, ANS, PNS의 X축, 

Y축 변화량 

   ㄹ. T1 to T3 (T3-T1) :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까지 A, ANS, PNS의 X축, Y

축 변화량  

 

라. 하악골 후방이동(surgical setback) 양에 따른 Pog점의 X축, Y축 변화량 

ㄱ. Group S1 : 하악골 후방이동 양이 10mm 이하인 경우 

   ㄴ. Group S2 : 하악골 후방이동 양이 10mm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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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악골 후방부 상방이동(Posterior impaction) 양에 따른 Pog점의 X축, Y축 변

화량(mm) 

    ㄱ. Group P1 : 상악골 후방부 상방이동 양이 3mm 미만인 경우 

    ㄴ. Group P2 : 상악골 후방부 상방이동 양이 3mm이상, 5mm 미만인 경우 

    ㄷ. Group P3 : 상악골 후방부 상방이동 양이 5mm 이상인 경우 

 

바. 시기별 상, 하악 중절치의 수직 피개량(overbite)과 수평 피개량(overjet)및 그 

변화량(mm) 

    T0, T1, T2, T3의 수직 피개량과 수평 피개량 및 T0와 T1, T1과 T2, T2와 

T3, T1과 T3에서의 변화량 

  

3)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각 시기별 변수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d ANOVA를 실행

하였고, 그룹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Two-sample t-test 및 one-way ANOVA를 

실행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성 평가에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사용되었

다. 통계 프로그램은 PASW version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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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각 시기별 Pog점의 X축, Y축 좌표값 및 변화량 (Table 1, 2, Fig 2, 3, 4) 

 

1) 수평적 변화(horizontal change) : Pog점에서의 각 시기별 Pog점의 X축 좌표값은 

술 전(T0)에서 평균 73.8±9.9mm, 술 직후(T1)에서 평균 62.4±8.7mm, 술 후 

1년째(T2)에서 평균 61.0±8.4mm, 술 후 2년째(T3)에서 평균 61.4±8.9mm로 

나타났다. Pog점의 수술로 인한 평균 후방이동 양(T1-T0)은 11.5±4.9mm였으

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까지(T2-T1) 평균 1.4±2.2mm 후방이동, 술 후 1

년에서 술 후 2년째까지(T3-T2) 평균 0.3±0.8mm 전방이동, 술 후 1 주일에

서 술 후 2년째까지(T3-T1) 평균 1.0±2.3mm 후방이동 되는 양상이었다. 

  

2) 수직적 변화(vertical change) : Pog점에서의 각 시기별 Pog점의 Y축 좌표값은 술 

전(T0)에서 평균 122.3±7.9mm, 술 직후(T1)에서 평균 119.1±6.5mm, 술 후 1

년째(T2)에서 평균 118.1±6.7mm, 술 후 2년째(T3)에서 평균 118.4±6.6mm로 

나타났다. Pog점은 수술로(T1-T0) 평균은 3.2±3.2mm 상방 이동하였으며, 술 직

후에서 술 후 1년째까지는(T2-T1) 평균 0.8±1.1mm 상방 이동, 술 후 1년에서 

술 후 2년째까지(T3-T2)는 평균 0.2±0.7mm 하방이동,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

째까지(T3-T1)는 평균 0.6±1.1mm 상방이동 되는 양상이었다. 

 

술 직후(T1)와 비교하여 술 후 2년째(T3)에서 하악골이 후방 및 상방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후 있었다. 수술로 인한 하악골 원심골편의 후방이동 양과 술 후 2년째 

수평적 변화량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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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p=0.003, Fig 3), 하악골 원심골편의 상방이동 양과 술 후 2년째 수직적 변화

량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역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r=-0.47, 

p<0.001, Fig 4). 즉, 수술로 인한 하악골의 원심골편의 후방 이동량이 클수록 술 후 

2년째에서 원심골편이 수평적으로 전방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방 이동량

이 클수록 2년째에서 원심골편이 수직적으로 하방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Horizontal and vertical coordinates of Pog point(mm) on preoperation(T0), 

immediate postoperatively(T1), 1 year postoperatively(T2), 2 years 

postoperatively(T3) 

 

 

 

Table 2. Changes in Pog point (mm) during the following time periods; pre to 

immediate postoperatively(T1-T0), immediate to 1 year postoperatively 

(T2-T1), 1 year to 2 years postoperatively(T3-T2), and immediate to 

2 years postoperatively(T3-T1) 

Note:  Horizontal: (+) = anterior movement; (-) = posterior movement  

       Vertical: (+) = inferior movement; (-) = superior movement 

 
T0 T1 T2 T3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Pog 73.8 9.9 62.4 8.7 61.0 8.4 61.4 8.9 

Vertical Pog 122.3 7.9 119.1 6.5 118.1 6.7 118.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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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Pog -11.5* 4.9 -1.4* 2.2 0.3* 0.8 -1.0* 2.3 

Vertical Pog -3.2* 3.2 -0.8* 1.1 0.2* 0.7 -0.6* 1.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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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 Y coordinates of Pog point depending on time periods. 

 

 

 

 

Fig 3.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mandibular setback and the horizontal 

changes of Pog point at 2 years post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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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mandibular superior movement and the 

vertical changes of Pog point at 2 years postoperatively. 

  

 

2. 상악골 골편의 변화 (Table 3) 

 

1) 수평적 변화 : 수술적 변화량(T1-T0)은 A점에서 평균 2.6±2.1mm, ANS 에서 

평균 2.5±2.1mm, PNS에서 평균 3.6±2.2mm 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

째까지 평균 이동량(T2-T1)은 A점에서 평균 -0.8±1.2mm, ANS에서 평균 -

1.2±1.8mm, PNS에서 평균 -0.2±1.3mm이었고, 술 후 1년에서 술 후 2년째까

지 평균 이동량(T3-T2)은 A점에서 평균 0.0±0.4mm, ANS에서 평균 0.0±

0.7mm, PNS에서 평균 0.0±0.9mm이었고,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까지 평균 

이동량(T3-T1)은 A점에서 평균 -0.7±1.3mm, ANS에서 평균 1.1±1.9mm, 

PNS에서 평균 -0.4±1.5mm이었다.  

 

2) 수직적 변화 : 수술적 변화량(T1-T0)은 A점에서 평균 1.3±3.4mm, ANS 에서 

0.5±1.9mm, PNS에서 3.6±2.2mm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까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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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량(T2-T1)은 A점에서 평균 -0.6±1.1mm, ANS에서 평균 -0.6±1.2mm, 

PNS에서 평균 0.2±1.1mm이었고, 술 후 1년에서 술 후 2년째까지 평균 이동량

(T3-T2)은 A점에서 평균 0.0±0.4mm, ANS에서 평균 0.3±1.6mm, PNS에서 

평균 0.2±0.5mm이었고,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까지 평균 이동량(T3-T1)은 

A점에서 평균 -0.6±1.1mm, ANS에서 평균 -0.3±1.9mm, PNS에서 평균 0.4

±1.1mm이었다.  

 

Table 3. Changes in A, ANS, and PNS point (mm) during the following time 

periods; pre to immediate postoperatively(T1-T0), immediate to 1 year 

postoperatively(T2-T1), 1 year to 2 years postoperatively(T3-T2), 

and immediate to 2 years postoperatively(T3-T1) 

Note:  Horizontal: (+) = anterior movement; (-) = posterior movement  

       Vertical: (+) = inferior movement; (-) = superio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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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orizontal A 2.6 2.1 -0.8 1.2 0.0 0.4 -0.7 1.3 

Vertical A -1.3 3.4 -0.6 1.1 0.0 0.4 -0.6 1.1 

Horizontal ANS 2.5 2.1 -1.2 1.8 0.0 0.7 -1.1 1.9 

Vertical ANS -0.6 1.9 -0.6 1.2 0.3 1.6 -0.3 1.9 

Horizontal PNS 3.6 2.2 -0.2 1.3 0.0 0.9 -0.4 1.5 

Vertical PNS -5.1 2.3 0.2 1.1 0.2 0.5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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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악골 후방이동(surgical setback) 양에 따른 하악골 원심 골편의 수평 변화 

(Table 4) 

 

Group S1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후방 이동량(T1-T0)은 5.8±2.1mm

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2.3±1.6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T1) 평균 2.0±1.8mm 후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Group S2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후방 이동량(T1-T0)은 14.5±2.9mm이였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0.9±2.3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T1) 평균 0.5

±2.4mm 후방이동 되는 양상이었다. 

 

Group S1에서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까지의 Pog점의 변화량이 group S2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이고 있으나 두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해 시행

한 two-sample t-test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Table 4. Horizontal changes of mandibular distal segment (mm) depending on 

amount of setback.  

Note:  Horizontal: (+) = anterior movement; (-) = posterior movement  

       Vertical: (+) = inferior movement; (-) = superior movement 

 

Horizontal value 
T1-T0 T2-T1 T3-T1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 S1 (n=16) -5.8* 2.1 -2.3 1.6 -2.0 1.8 

Group S2 (n=30) -14.5* 2.9 -0.9 2.3 -0.5 2.4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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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악골 후방부 상방이동(Posterior impaction) 양에 따른 하악골 원심 골편의 변화 

(Table 5,6) 

 

1) 수평적 변화 : Group P1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후방 이동량(T1-T0)은 

13.1±4.5mm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1.6±1.6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T1) 평균 1.5±1.5mm 후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Group P2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후방 이동량(T1-T0)은 11.1±4.8mm

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1.3±2.6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T1) 평균 0.9±2.8mm 후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Group P3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후방 이동량(T1-T0)은 10.9±5.4mm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1.4±2.2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

(T3-T1) 평균 0.9±1.9mm 후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2) 수직적 변화 : Group P1 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상방 이동량(T1-T0)

은 1.7±0.9mm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1.1±1.4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T1) 평균 0.6±1.1mm 상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Group P2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상방 이동량(T1-T0)은 3.1±2.3mm

이었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0.5±1.1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T1) 평균 0.5±1.0mm 상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Group P3에서 

수술로 인한 Pog점의 평균 상방 이동량(T1-T0)은 4.5±4.7mm이었으며, 술 직

후에서 술 후 1년째(T2-T1) 평균 1.0±0.9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T3-

T1) 평균 0.8±1.2mm 상방 이동되는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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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1에서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 Pog점의 변화량이 group P2, P3에 비

하여 수평적, 수직적 방향 모두에서 더 큰 값을 보이고 있으나 세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해 시행한 1-way ANOVA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P>0.05) 

 

Table 5. Horizontal changes of mandibular distal segment (mm) depending on 

amount of posterior impaction.  

Horizontal value 
T1-T0 T2-T1 T3-T1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 P1 (n=10) -13.1 4.5 -1.6 1.6 -1.5 1.5 

Group P2 (n=22) -11.1 4.8 -1.3 2.6 -0.9 2.8 

Group P3 (n=14) -10.9 5.4 -1.4 2.2 -0.9 1.9 

* P<0.05 

Note:  Horizontal: (+) = anterior movement; (-) = posterior movement  

       Vertical: (+) = inferior movement; (-) = superior movement 

 

 

Table 6. Vertical changes of mandibular distal segment (mm) depending on 

amount of posterior impaction.  

Vertical value 
T1-T0 T2-T1 T3-T1 

Mean SD Mean SD Mean SD 

Group P1 (n=10) -1.7 0.9 -1.1 1.4 -0.6 1.1 

Group P2 (n=22) -3.1 2.3 -0.5 1.1 -0.5 1.0 

Group P3 (n=14) -4.5 4.7 -1.0 0.9 -0.8 1.2 

* P<0.05 

Note.  Horizontal: (+) = anterior movement; (-) = posterior movement  

       Vertical: (+) = inferior movement; (-) = superio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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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 하악 중절치의 수직 피개량(overbite)과 수평 피개량(overjet)의 변화 (Table 

7,8, Fig 5) 

 

1) 수직 피개량 : 술 전(T0)에서 평균 -1.4±2.9mm, 술 직후(T1)에서 평균 2.2±

0.8mm, 술 후 1년째(T2)에서 평균 2.5±0.9mm, 술 후 2년째(T3)에서 평균 

2.3±1.1mm로 나타났으며, 수술로 인한 평균 변화량(T1-T0)은 3.5±3.0mm이

었고,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까지(T2-T1)는 평균 0.4±1.0mm, 술 후 1년에

서 술 후 2년째까지(T3-T2)는 평균 -0.3±0.6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까

지(T3-T1)는  평균 0.1±1.2mm이었다. 

 

2) 수평 피개량 : 술 전(T0)에서 평균 -5.9±3.6mm, 술 직후(T1)에서 평균 2.9±

0.7mm, 술 후 1년째(T2)에서 평균 2.9±0.9mm, 술 후 2년째(T3)에서 평균 

2.8±1.0로 나타났으며, 수술로 인한 평균 변화량(T1-T0)은 8.8±3.8mm이었고, 

술 직후에서 술 후 1년째까지(T2-T1)는 평균 -0.1±1.0mm, 술 후 1년에서 술 

후 2년째까지(T3-T2)는 평균 -0.1±0.5mm,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까지

(T3-T1)는 평균 -0.2±1.0mm이었다. 

 

술 전 평균 수직 피개량은 -1.4mm, 수평 피개량은 -5.9mm이었고, 술 직후와 

술 후 2년째의 수직 피개량과 수평 피개량의 변화량은 각각 0.1±1.2mm, -0.2±

1.0mm로 그 양이 매우 작아서 술 직후의 교합이 술 후 2년째에도 잘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술 전에 개교증을 가진 환자에서 개교증의 정도와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까지의 수직 피개량의 변화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0.48, p<0.05), 

술 전 개교증이 큰 환자에서 술 직후에 비하여 술 후 2년째 수직 피개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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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mount of overbite and overjet (mm) on preoperation(T0), immediate 

postoperatively(T1), 1 year postoperatively(T2), 2 years 

postoperatively(T3) 

 

 

 

Table 8. Changes of overbite and overjet (mm) during the following time periods; 

preoperation to immediate postoperatively(T1-T0), immediate to 1 year 

postoperatively(T2-T1), 1 year to 2 years postoperatively(T3-T2), 

and immediate to 2 years postoperatively(T3-T1) 

Note.  Horizontal: (+) = anterior movement; (-) = posterior movement  

       Vertical: (+) = inferior movement; (-) = superior movement 

 

 

 

 
T0 T1 T2 T3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Overbite -1.4 2.9 2.2 0.8 2.5 0.9 2.3 1.1 

Overjet -5.9 3.6 2.9 0.7 2.9 0.9 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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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Overbite 3.5* 3.0 0.4* 1.0 -0.3* 0.6 0.1* 1.2 

Overjet 8.8* 3.8 -0.1* 1.0 -0.1* 0.5 -0.2* 1.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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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preoperative openbite and changes of overbite at 2 

years post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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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하악골 전돌증(mandibular prognathism)은 하악골의 돌출, 상악골의 후퇴 또는 

이 둘의 조합(combination)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Chang et al., 2006) 반대 수평 

피개량(reverse overjet)을 갖는 Angle 제 Ⅲ급 부정교합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Angle 제 Ⅲ급 부정교합은 대만,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인구에서 15%~23%

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환률(prevalence)를 보이는 반면(Kang and Ryu, 1992; 

Lew et al., 1993; Susami et al., 1971), 미국, 유럽, 아프리카계 백인(African 

Caucasian) 인구에서는 5% 이하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Graber, 1977; 

Jacobson et al., 1974; Thilander and Myrberg, 1973), Angle 제 Ⅲ급 부정교합의 

63~73%가 골격성 유형임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Chang, 1985; Susami, 

1967)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하악골 편악 수술(isolated mandibular surgery)을 이용하

여 전돌된 하악골의 후방 이동을 도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당시 상악골 

수술 기법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이 대부분 하악골의 단독 과성

장으로 인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Busby et al., 2002). 이후 상악골 수술 기법

이 발달하고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이 상악골의 수직적 부조화(vertical discrepancy) 

및 후퇴증 등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이 

정상적인 악 기능(jaw function)의 회복과 최선의 안모 심미성 및 장기간의 안정성을 

얻는데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 받아(Bell et al., 1986) 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특히 상악골은 하악골과 달리 상악골 자체의 발육 이상에 의한 기형(deformity)

도 발생하지만 하악골의 비정상적인 발육 이상에 따른 보상적 성장(compensatory 

growth)의 결과로 공간적 변화가 초래되기도 하므로 상악골 자체의 위치 교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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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뿐 아니라 하악골의 위치 이동을 삼차원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나 장기간의 

안정성을 위해 양악 악교정 수술이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Proffit 등(1991)은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편악 수술

(one-jaw syrgery)을 시행한 경우보다 안정성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으며(Proffit, 

Phillips, and Turvey, 1991), Costa 등(2001)과 Arpornmaeklong 등(2003)도 Ⅲ

급 부정교합에서 위해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Arpornmaeklong et al., 2003; Costa, Robiony, Sembronio, 

et al., 2001). 

전돌된 하악골을 후방이동 시키기면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상악골의 이동을 요하

는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에서 Le Fort-I 골 절단술과 함께 하악골에서는 구내 상행

지 수직 골 절단술(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of the mandible, 이하 

TOVRO로 약칭)과 상행지 시상분할 골 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이

하 SSRO로 약칭)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두 방법은 수술 기법이나 고정 방법, 

골절편의 치유 생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TOVRO는 1964년 Moose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Moose, 1964), 이후 Hall & McKenna에 의해 수술 기법이 정리되고 

Stryker회사(미국)의 oscillating saw blade의 개발과 함께 수술법이 단순화되면서 

하악골 전돌증을 교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었다(Greebe and Tuinzing, 1982; 

Hall and McKenna, 1987). TOVRO는 SSRO와 비교할 때, 수술 방법이 간단하여 수

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에 대한 손상의 위

험이 매우 낮으며(Al-Bishri et al., 2005; Ghali and Sikes, 2000), 측두하악관절 장

애(temporomandibular dysfunction)가 적다(Hu et al., 2000; Jung et al., 2009; 

Ueki et al., 2002)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이 두 술식은 골절편의 치유 생리의 

개념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SSRO에서는 근심골편(proximal segment)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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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골편(distal segment)이 해면골(marrow bone)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일차적 

골 치유과정(primary bone healing process)을 거치는 반면, TOVRO에서는 근심골

편과 원심골편이 피질골(cortical bone)끼리 중첩된 상태에서 특별한 고정 장치 없이 

서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차적 골 치유과정(secondary bone healing process)을 

겪게 되며, 이러한 치유 과정을 통한 골편간의 결합에 문제가 없음이 이(1996) 등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하악골 전돌증의 교정을 위한 SSRO의 술 후 안정성은 여러 문헌들에서 잘 보고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헌들에 의하면 SSRO 편악 수술의 경우 하악골 후퇴량

(setback)은 4.8~8.7mm(평균 6.49mm)이었고, 술 후 0.6~2.87mm(평균 1.49mm)

가 전방 이동하여 술 후 회귀율이 7.1~51.4%(평균 22.6%)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의 경우 하악골 후퇴량(setback)은 4.5~5.5mm(평균 

5.44mm)이었고, 술 후 0.7~3.58mm(평균 3.33mm)가 전방 이동하여 술 후 회귀율

이 15.5~71.6%(평균 61.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Costa, Robiony, and Politi, 

2001). 하지만, TOVRO의 술 후 안정성에 대한 문헌은 소수만이 보고되고 있으며

(Ayoub et al., 2000; Chen et al., 2008; Greebe and Tuinzing, 1982; Proffit, 

Phillips, Dann, et al., 1991; Yoshioka et al., 2008), Proffit 등(1991)은 1년의 경과

관찰에서 하악골이 평균 0.7mm 후방 이동하여 하악골 후퇴량과 비교하여 

12%(0.7/6.3mm)의 변화율을 관찰하였으며, Greebe와 Tuinzing(1982)은 TOVRO  

후 35증례에서 술 후 1년째 하악골이 1.2mm 후방 이동하여 16%(1.2/7.5mm)의 변

화율을 보고하였다. Ayoub 등(2000) 은 15증례에서 TOVRO 후 1년째 경과 관찰에

서 B-point가 평균 0.5mm 후방 이동하였음을 관찰하였고, Yoshioka 등(2008)은 

15증례에서 술 후 1년째 B-point가 후방으로 0.21mm, Pog이 후방으로 0.23mm 이

동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Chen 등(2008)은 25증례에서 TOVRO 후 2년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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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찰하였는데, Menton이 평균 1.3mm 전방 이동하여 10.2%(1.3/12.8mm)의 회

귀율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술 후의 변화는 SSRO 후 하악골의 이동 양

상과는 다르다. SSRO와 달리 TOVRO에서는 술 후 하악골이 대개 후방 이동하는 양

상이 관찰되며, 평균 변화량 또한 SSRO에 비하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TOVRO의 술 후 안정성에 대한 위의 문헌들은 모두 하악골 편악 수술을 시

행한 경우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에서의 TOVRO의 술 후 안정성에 대한 문헌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위의 문헌들은 경과 관찰기간이 대부분 술 후 1년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술 후 안정을 보고한 문헌 역시 하나 밖에 없다(Chen et al., 

2008). SSRO와 달리 TOVRO의 골절편 치유 과정은 골절편 간의 고정 없이 근심 골

편과 원심 골편이 겹쳐지면서(overlapped)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1년 이하의 경과 관찰기간은 술 

후 장기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Le Fort-I 골 절단술 및 TOVRO를 시행 받은 46명의 하악골 전

돌증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2년간의 경과 관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og점에서 하악골의 수평 후방 이동량은 평균 11.5mm였고,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

째 평균 1.0mm 후방 이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TOVRO의 안정성에 대한 이전

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하악골의 후방 이동량(setback)은 더 큰 반면 술 후 변화량 

은 더 작았다. 이전의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TOVRO가 심한 하악골 

전돌증의 치료에서 하악골 원심 골편을 후방 이동시키는데 유리하며 술 후 원심 골편

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과 술 후 회귀현상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Chen et al., 2010; Franco et al., 1989; Kobayashi et al., 1986; 

Mobarak et al., 2000), Kobayashi 등(1986)은 44명의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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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방향에서 볼 때 회귀량은 후방 이동량과 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Franco 

등(1989)은 하악골 편악 수술에서 후방 이동량이 회귀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

의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Mobarak 등(2000)은 SSRO를 시행받은 80명의 하악

골 전돌증 환자에서 하악골의 후방 이동량은 회귀량과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하였으

며, Chen 등(2010)도 TOVRO를 시행받은 25명의 환자에서 하악골의 후방 이동량은 

회귀량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과 Pog점에서의 술 후 2년째 회

귀량에 대하여 상관 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

(T1-T0)과 회귀량(T3-T1)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수직적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 및 상방 이동량이 클수록 술 후 

2년째 경과 관찰에서 술 직후에 비하여 원심 골편이 전방 및 하방 이동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 이동량에 따라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후방 이동량이 10mm이하인 그룹 S1에서 술 후 2년째 

Pog점의 후방 이동량이 2.0±1.8mm로 0.5±2.4mm를 보인 그룹 S2(후방 이동량이 

10mm 초과인 그룹)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 두 그룹간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e Fort-I 골 절단술 후의 상악골 위치 안정성은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데(Van Sickels and Richardson, 1996; Welch, 1989), 상악골편의 이동 방향에 따라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상악골의 상방이동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후방 이동의 경우 보고된 문헌이 거의 없고 술식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나 금속판(plate)을 사용할 경우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 상악골의 전방 이동의 경우 앞의 두 이동방향 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며,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하여 강선(wire) 고정보다는 금속판(plate)을 이용한 골내 강성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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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rigid fixation)법을 사용해야 하고, 이동량이 클수록 더욱 단단한 금속판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Louis 등(1993)은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환자군을 상악골의 전방 이동량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6mm이

하인 그룹에서는 회귀율이 0%였다고 보고하였다(Louis et al., 1993). 상악골의 하방 

이동은 전통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Ellis et al., 1989; Quejada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상악골이 전방 및 상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술 후 2

년 째 상악골의 위치 변화량은 A, ANS, PNS 점 모두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1.0mm 이하의 매우 작은 양으로 나타나 술 후 상악골의 위치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문헌들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

였다.  

상악골의 후방부 상방이동(posterior impaction) 양에 따라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방이동 양이 비교적 적은(3mm 미만) 그룹 1에서 그룹 2,3(3mm 이

상)에 비하여 술 후 2년째 Pog점의 변화량이 수평적, 수직적 방향 모두에서 더 큰 

값을 보여, 상악골의 시계방향 회전(clockwise rotation)양이 더 클수록 하악골 원심 

골편의 위치가 술 후 2년째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Moldez 

등(2000)은 3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개교합(openbite)이 있는 경우 구개 평면

(palatal plane)의 시계방향 회전(clockwise rotation)이 술 후 안정성을 높일 수 있

다고 하였으며, Proffit 등(1991)도 하악골을 시계방향 회전시켰을 때 술 후 안정성

이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Moldez et al., 2000; Proffit, Phillips, and Turvey, 

1991). 

상, 하악 중절치의 수직 피개량(overbite)과 수평 피개량(overjet)은 수술 전 

각각 평균 -1.4mm와 -5.9mm로 나타났으며, 술 직후에서 술 후 2년째 수직 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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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수평 피개량의 변화량은 각각 평균 0.1±1.2mm와 -0.2±1.0mm로 매우 작

은 값을 보여 술 직후의 교합이 술 후 2년째까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술 후 2년째 하악골 원심골편이 4mm이상 변화된 경우가 46증례 

중 3증례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중 1증례는 예외적으로 술 후 2년째 하악골 원심골

편이 8.5mm 전방 이동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 증례를 분석해 본 결과, 술 직후 상

악 전치부 각도가 106.5°였으나 술 후 2년째 119°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상악골

의 위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때, 술 후 교정치료에 의한 교합의 변

화로 발생한 원심 골편의 변화라고 분석하였으며 술 후 개교증(openbite)은 발생하

지 않았다.  

TOVRO를 시행할 경우 술 직후 하악과두가 전방 및 하방으로 처짐 현상(sag)이 

발생하며, 대부분 술 후 6개월째 경과 관찰에서 본래 위치(original position)로 회귀

된다고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고 (Astrand et al., 1973; Johanson et al., 1979; 

Kawamata et al., 1998; Ueki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술 후 경과 관찰에서 동

일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술 후 교정치료를 통해 하악 과두가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교합(occlusion)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술 후 하악골 원심 골편

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치과 교정 전문의

(orthodontist)와 외과 의사(surgeon)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술 후 2년째, 교합 및 골격의 위치

(occlusal and skeletal position)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하악골 전돌증의 교정에 있어서 Le Fort-I 골 절단술 및 TOVRO를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 후 골격의 장기간의 안정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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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골격의 장기간의 안정성 역시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골격의 안정

성은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골격 변화의 정도가 증례별로 다소의 차

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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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하악골 전돌증 환자에서 Le Fort-I 골 절단술 및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of the mandible, 이하 TOVRO로 약칭)

을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 후 장기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46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술 직후에서 술 후 2 년째 Pog 점은 수평적으로 평균 1.0±2.3mm 후방으로, 

수직적으로 평균 0.6±1.1mm 상방으로 이동하였으며, 95% 통계 수준에서 

유의하였다.(p<0.05) 이는 이전의 문헌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하악골의 

후방 이동량은 더 큰 반면 술 후 변화량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 관계 분석 결과, 하악골 원심 골편의 후방이동 양이 클수록 장기적으로 

볼 때 술 후 원심 골편이 다소 전방으로 이동되며, 상방이동 양이 클수록 

원심 골편이 다소 하방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술 후 2 년째 상악골의 위치 변화량은 A, ANS, PNS 점 모두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1.0mm 이하의 매우 작은 양을 보여 상악 골편의 위치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악골 후방부의 상방이동(posterior impaction) 양에 따른 Pog 점의 

변화에서, 3mm 미만인 그룹 P1 에서 수평변화 양이 다소 크게 나타나 상방 

이동량이 작을수록 술 후 장기간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수직 피개량(overbite)과 수평 피개량(overjet)으로 확인하였을 때 술 직후의 

교합은 술 후 2 년째에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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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술 후 2 년째, 교합 및 골격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하악 전돌증의 교정에 있어서 Le Fort-I 골 절단술 및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TOVRO)을 사용한 양악 동시 악교정 수술은 술 후 장기간의 

위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하악 전돌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술 후 

회귀 방지에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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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Term Stability of Simultaneous Two-jaw Surgery with  

Le Fort-Ⅰ and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for Correction 

of Mandibular Prognathic Patients 

 

 Seung-June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Sik Park, D.D.S., M.S.D., Ph.D.) 

 

Long-term stability of surgically repositioned maxilla and mandible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desirable facial profile and ideal occlusion, so it is 

important in orthognathic surgery. TOVRO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or SSRO (Sagittal Split Ramus Osetotomy) is representatively 

performed with Le Fort-I osteotomy in simultaneous two-jaw surgery for 

mandibular prognathism, but TOVRO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SSRO in 

surgical technique, fixation methods,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prognosis. Many studies have been reported about long-term mandibular 

stability when the mandible was setback by means of SSRO, but few studies 

is available on the stability of TOVRO relatively. 

In this study, 46 patients who satisfied the following criteria were 

studied: 1) mandibular prognathism without facial asymmetry; 2) Le F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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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VRO without genioplasty by one surgeon; 3) no associated craniofacial 

anomaly; 4) available clinical and radiographic data completely with a 

follow-up of 2 years or longer. After the immediate and 2-year 

postoperative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trospectively,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Repeated measured ANOVA was performed to testify 

differences among the variables in each stage and Two-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as performed to testify differences among group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evaluate correlation in variables.  

 

1. After the 2-year follow-up, Pog point was repositioned mean 1.0±

2.3mm backward in horizontal direction and mean 0.6±1.1mm upward 

in vertical direction(p<0.05). This showed the similar result in the 

mandibular movement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but mean setback 

amount was larger whereas mean change was smaller than them. 

2. I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the greater mandibular distal 

segment moved backward, it moved forward a little postoperatively 

over the long term. And the greater mandibular distal segment moved 

upward, it moved downward a little postoperatively.  

3. Up to 2 years postoperatively, A, ANS PNS point was changed less 

than 1.0mm in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That is, the maxillary 

segment position had been very stable until 2 years postoperatively. 

4. In the changes of Pog point depending on maxillary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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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ion, P1 group, less than 3mm, showed somewhat greater 

amount of change in horizontal direction, That is, the smaller amount 

of superior movement, the less postoperative long-term stability.  

5. The value of overbite and overjet from immediate to 2 years 

postoperativel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immediate 

postoperative occlusion was well maintained until 2 years 

postoperatively. 

 

Abov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imultaneous two-jaw surgery with 

Le Fort-I + TOVRO is very stable procedure for correction of mandibular 

prognathism and very useful to prevent postoperative relapse. 

 

  

 

 

 
 
 
 
 
 
 
 
 
 
 
 
 
Key words : Mandibular prognathism,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Long-term stability, Simultaneous two-jaw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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