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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직골절단술(IVRO)을 이용한  

교정 전 양악 수술(POGS) 시 술 후 골격 변화 

 

악교정 수술 후 악골의 변화는 임상의의 관심사이나 수술 시기, 수술 방법, 

악간 고정 방법 및 술자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술 전 교정 없이 

악교정 수술(Pre-orthodontic Orthognathic Surgery: POGS)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은 더욱 중요하다.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는 강성 고정을 최소화하는 술식으로 술 후 기능적 견인에 따른 골편의 

유합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인 술식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IVRO를 동반한 양악 수술을 받은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전통적인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그룹과 POGS를 시행한 그룹 간에 수술 후 악골 

위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따라서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양악 수술(Le Fort I osteotomy +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을 받은 환자 중 술 전 교정 후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17명과 POGS를 시행한 17명을 선정하여 초진 시와 수술 전, 수술 직후, 

수술 후 6개월에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상의 변화를 계측하고 분석하여, 13개의 

계측 항목에 대하여 각 군내 시기별 변화량 및 두 군간 수술 전후, 술 후 6개월 

변화량의 유의차 검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술 직후 골격 변화량에서 Pog-N perp가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나 

POGS군에서 더 많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안면고경은 

대조군에서는 감소하였으나 POGS군에서는 증가하였고, 하악평면각은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POGS군에서 증가량이 더 커 계측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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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수술 직후 하악골이 POGS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후하방 위치하였다.  

 

2. 술 후 6개월 동안의 골격 변화량에서 SNB와 Pog-N perp가 

대조군에서는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악골이 대조군에서는 후방으로, POGS군에서는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3. 술 후 6개월 동안의 골격 변화량에서 전안면고경이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량이 많았으며 하악평면각은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량이 적었다. 하악골이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전상방에 위치하였다.  

 

4. 술 후 6개월 동안의 골격 변화량에서 ramal inclination은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량이 많았다. POGS군에서 하악골이 

autorotation되어 전상방으로 이동하였다.  

 

5. 술 후 6개월 동안의 U6-PP은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량이 많았다. 상악 구치부는 POGS군에서 더 큰 함입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비해 POGS 시행 시 교합 간섭으로 

인해 하악골이 후하방 위치하게 되며, 이후 교정 치료를 진행함에 따라 상악 

구치부의 함입에 따른 하악골의 전상방 회전이 일어나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는 

다른 양상으로 골격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교정 전 악교정 수술 치료, 양악 수술,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술 후 

골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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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골절단술(IVRO)을 이용한  

교정 전 양악 수술(POGS) 시 술 후 골격 변화 

 

<지도교수 : 이 기 준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지 은 

 

Ⅰ. 서론 

 

일반적인 악교정 수술 치료는 치성보상해소(dental decompensation)를 포함한  

술 전 교정의 시행, 악교정 수술 및 교합의 안정을 위한 술 후 교정의 단계로 진

행된다(Proffit WR, 2003). Epker 등(1977)은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 시

에 경조직 및 연조직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와 기능을 회복한 상태에서 교정

적 치아 이동이 더 쉽고 또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술 

후 안정적인 교합 형성을 위한 술 전 교정 과정을 최소로 하고 가능한 신속히 악

교정 수술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 Koole 등(1990)과 

Lee(1994)도 교정 치료는 정상적인 경조직 및 연조직 환경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

므로 악교정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고하였

다. 2002년 오 등(2002)은 악교정 수술 선행 후 미리 예측한 술 후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을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FOS)라 소개하였다.  

기존의 악교정 수술 및 교정 치료 술식은 골격 부조화에 의한 교합과 외모의 

이상이 있는 경우 주 원인 요소인 골격 이상의 치료에 앞서 골격 이상에 의해 나



- 2 - 

타난 치아치조성 변화를 먼저 개선하고 교합에 맞도록 골격 관계를 재위치하는 

개념이다. 기술적으로 치성보상의 해소 과정은 이미 형성된 소위 기능적 기질

(functional matrix)에 역행하는 치축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술전 교정 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외모를 더 악화시키는 등의 단점들

이 있다. 반면 교정 치료 전에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료 초기 단계에 비

교적 즉각적인 안모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새로 형성된 골격 및 기능적 기질 

내에서 치아의 이동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교정 전 악교정 수술 치료(Pre-orthodontic Orthognathic Surgery: 

POGS)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1) 불안정한 교합으로 인한 술 후 악골의 위

치 변화와 (2) 술 후 교정의 범위에 대한 예측의 난이성 등으로 임상에 일반적인 

술식으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미니스크류 혹은 미니 플레이트 등의 

골격성 고정원의 도입 및 저변화로 교정 치료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

과 함께 POGS에 관한 증례 보고나 연구가 증가하였다(Baek 등, 2010; Liou 등, 

2011; Nagasaka 등, 2009; Sugawara 등, 2010; Villegas 등, 2010; Wang 등, 

2010; Yu 등, 2010). Sugawara 등(2010) 및 백 등(2010)은 악교정 수술 시 강성

고정을 동반한 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을 이용한 POGS 술식을 보고하며 술 후 생리적 치아 이동을 통하여 비교

적 재현 가능한 치료 결과를 보고하였다. SSRO는 골편 간 접촉 면적이 넓어 수술 

후 치유가 비교적 빠르고, 악간 고정이 불필요하거나 고정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

어서 현재 악교정 수술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골절단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근심 골편의 위치 선정에 따라 술 후 

condylar sagging에 의한 하악골의 변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Wolford, 2000). 이러한 술 후 골편의 변화는 특히 예측 가능성이 요구되는 

POGS에서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은 

Moose(1964)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는 근심 및 원심 골편이 중첩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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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정 장치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차적 골 치유 과정(Secondary bone 

healing process)이 일어나는 술식이다. IVRO는 상대적으로 술식이 간단하고 빠

르며,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이 낮고, TMJ에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hali 

등, 2000; H. D. Jung 등, 2009; Y. S. Jung 등, 2010; Yoshioka 등, 2008). IVRO의 

경우 강성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술 교합 및 술 후 악간 고정이 

필요하므로 POGS에의 적합성이 의문시될 수 있으나, 수술 후 강성 고정으로 인

한 재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기능적 견인에 따른 골편의 유합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술 후 악골의 변화 양상은 임상의의 관심사로 이는 악교정 수술 후에 나타나는 

골격성 재발이 안모의 심미성 저해와 교합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정 치료 전에 악교정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 직후 구치부의 교합 간섭으로 

인해 하악골이 원래 계획된 위치보다 후하방에 위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구

치부 교합 개선으로 인해 하악골의 위치가 변화되므로 술 후 악골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VRO를 동반한 양악 수술을 받은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

의 술 전, 후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상의 변화를 계측하여 수술 및 교정 치료의 시

기에 따른 술 후 악골 위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 POGS를 위한 IVRO의 

적합성을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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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성장 완료된 부정교합 환자 중 골격

성 Ⅲ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양악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악

골은 LeFort I osteotomy를 동반한 상방 재위치를 시행하였으며, 하악은 양측성 

수직골절단술(IVRO)을 시행하였다. 술 전 교정 후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17명(대

조군, 남 7명, 여 10명)과 POGS를 시행한 17명(POGS군, 남 7명, 여 10명)을 선

정하였다. 대조군은 17세에서 27세까지의 연령분포 (평균 21.1 ± 3.1세)를, POGS

군은 16세에서 32세까지의 연령분포 (평균 23.2 ± 4.6세)를 보였다. 

 

 

2. 연구 방법 

 

가. 촬영 방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방사선과에서 CRANEX 3+ Ceph. (Soradex, 

Helsinki, Finland)를 이용하여 26 x 36-cm computed radiography (Fuji, Tokyo, 

Japan) cassette로 at a 5-foot distance, 10mA and 70kVp 조건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나. 계측 방법 

 

대조군의 경우 술 전 교정 전(T0), 수술 전(T1), 술 후 1개월 이내(T2), 술 후 

6개월(T3)에, POGS군의 경우 수술 전(T1), 술 후 1개월 이내(T2),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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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T3)에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 Cephalometric analyzing 

software(V-ceph Version 6.0, OSSTEM IMPLANT,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계측 항목 변화량을 통해 두 그룹의 술 후 골격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다. 계측을 위한 계측점과 기준 평면의 설정  

 

시상면에서 골격의 전후방적 위치 평가를 위한 6개의 수평 계측 항목과 수직적 

위치 평가를 위한 5개의 수직 계측 항목, 치아 위치 평가를 위한 2개의 치아 

계측 항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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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점의 설정 (Table 1), (Fig 1) 

  

Table 1. Definition of skeletal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Landmark Definition 

S(Sella) Center of Sella Turcica 

Na(Nasion) 
The most anterior point of frontonasal suture in 

midpalatal plane 

ANS(Anterior nasal spine) 
Tip of the anterior nasal spine of the palatal 

bone 

PNS(Posterior nasal spine) 
Tip of the posterior nasal spine of the palatal 

bone 

A(A-point) 
The deepest point between ANS and the upper 

incisal alveoulus  

B(B-point) 
The deepest point between Pogonion and the 

lower incisal alveoulus 

Pog(Pogonion) The most anterior point in the symphysis 

Me(Menton) The most inferior point in the symphysis 

Go(Gonion) 
The lowest posterior and the most outward point 

of the angle of the mandible 

Ramus down 
Lower point of a tangent of the posterior border 

of the ramus 

Ar(Articulare) 
Intersection of inferior cranial base surface and 

posterior surface of the condyle 

U6(Mx. 6 crown) Mesial cusp tip of maxillary 6th crown 

L6(Mn. 6 crown) Mesial cusp tip of mandibular 6th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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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평면의 설정 (Table 2), (Fig 1) 

 

Table 2. Definition of planes used in this study  

Plane Definition 

Horizontal plane Nasion 을 지나며 SN plane 의 7° 상방인 평면(SN-7°)  

Vertical plane 
Horizontal plane 에 수직이며 Nasion 을 지나는 선 

(N perp) 

 

 

라. 계측 항목 (Table 3,4,5), (Fig 1) 

 

Table 3. Measurements of antero-posterior skeletal relationship 

Measurements Definition 

1.SNA (degree) Angle of line Sella-Nasion and Nasion-A point 

2.SNB (degree) Angle of line Sella-Nasion and Nasion-B point 

3.ANB (degree) Angle of line Nasion-A point and Nasion-B point 

4.A-N perp (mm) 
Perpendicular distance from A point to the N 

perp line 

5.Pog-N perp (mm) 
Perpendicular distance from Pog to the N perp 

line 

6.Ramal inclination (degree) 
Angle of line Sella-Nasion and Articulare-Ramu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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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s of vertical skeletal relationship 

Measurements Definition 

7.AFH (mm) 
Anterior Facial Height. Distance from Nasion to 

Menton 

8.PFH (mm) 
Posterior Facial Height. Distance from Sella to 

Gonion 

9.SN-PP (degree) 
Angle of line Sella-Nasion and palatal plane 

(PNS-ANS) 

10.SN-OP (degree) 
Angle of line Sella-Nasion and maxillary occlusal 

plane 

11.SN-MP (degree) 
Angle of line Sella-Nasion and mandibular plane 

(Go-Me) 

 

 

Table 5. Measurements of dental relationship  

Measurements Definition 

12.U6-PP (mm) Distance from U6 to palatal plane 

13.L6-MP (mm) Distance from L6 to mandibula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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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ference lines, points and measurements 

 

 

 

3. 계측치의 분석 및 통계 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의 계측 및 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조사자 내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연구 

대상자의 술 후 6개월에 촬영한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을 1주일 간격으로 2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얻은 각 항목의 계측치를 SPSS 17.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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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전 교정 후 악교정 수술 및 POGS 각 군에서 계측 항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구하였다. 

(2) 조사자 내 오차를 검정하기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시행하였다. 

(3) 두 군간 초진 소견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다. 

(4) 각 군내에서 시기별 변화량의 유의차 검정을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5) 두 군 간 수술 전후 및 술 후 6개월 변화 비교 시 유의차 검정을 위하여 

모수적 방법으로 t-test를 시행하였다. 

 

  



- 11 - 

Ⅲ. 연구 결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본 연구의 계측치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논문의 계측치 중 

연구 대상자의 술 후 6개월에 촬영한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을 1주일 간격으로 2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r)을 구하였다.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는 0.986에서 0.998의 값을 보여 반복 계측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진 계측치의 유의차 검정 

AFH 및 U6-PP, L6-P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초진 

시 AFH는 POGS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더 큰 값을 보였고, U6-PP과 

L6-PP 역시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측정치들은 

대조군과 POGS군 사이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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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Control T0 and POGS T1 

 Variables  
Control T0  POGS T1 Difference 

(P-value) 
Sig 

Mean SD Mean SD 

Anteroposterior relationship  

SNA 80.37  3.49  80.10  2.50  0.796 NS 

SNB 83.30  4.29  83.86  2.97  0.658 NS 

ANB -2.93  3.04  -3.77  2.80  0.410 NS 

A-N perp -3.05  4.28  -3.25  2.97  0.876 NS 

Pog-N perp 2.20  10.00  3.90  6.88  0.568 NS 

Ramal inclination 90.60  4.65  87.26  6.42  0.910 NS 

Vertical relationship  

AFH 140.14  8.17  134.00  8.01  0.034 † 

PFH 90.55  7.04  86.98  8.21  0.183 NS 

SN-PP 9.07  3.76  9.11  2.84  0.978 NS 

SN-OP 16.62  4.83  16.68  4.77  0.971 NS 

SN-MP 36.18  4.39  34.46  5.49  0.321 NS 

Dental relationship  

U6-PP 28.29  2.48  26.19  2.86  0.029 † 

L6-MP 37.65  2.30  34.77  2.32  0.001 ††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p < 0.05: †, p < 0.01: ††, NS: not significant) 

 

 

3. 악교정 수술 전후 골격 변화량의 유의차 검정 

 

전후방 골격 관계 중에서 Pog-N perp가 대조군에서는 평균 9.45mm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13.90mm 감소하여 유의확률 0.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직 골격 관계 중에서 AFH는 대조군에서는 평균 2.26mm 감소하였으나 

POGS군에서는 평균 0.35mm 증가하여 유의확률 0.016으로 계측치 간 유의성 



- 13 - 

있는 차이를 보였다. SN-PP는 대조군에서 평균 3.56° 증가, POGS군에서 6.06° 

증가하여 유의확률 0.004로 계측치 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SN-OP는 

대조군에서 평균 4.81° 증가, POGS군에서 6.72° 증가하여 유의확률 0.030으로 

계측치 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SN-MP는 대조군에서 평균 3.44° 증가, 

POGS군에서 평균 7.31° 증가하여 유의확률 0.001로 계측치 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 7). 

 

Table 7. Cephalometric changes due to surgery (T2-T1) 

Variables 
Control T2-T1 POGS T2-T1 Difference 

(P-value) 
Sig 

Mean SD  Mean SD  

Anteroposterior relationship  

SNA 1.37  1.69  ** 0.31  2.19 NS 0.125 NS 

SNB -4.78  2.45  *** -6.43  2.56 *** 0.065 NS 

ANB 6.16  2.38  *** 6.74  3.59 *** 0.581 NS 

A-N perp 1.69  2.10  ** 0.44  2.57 NS 0.131 NS 

Pog-N perp -9.45  6.50  *** -13.90  5.27 *** 0.036 † 

Ramal 

inclination 
4.37  3.78  *** 5.86  4.53 *** 0.303 NS 

Vertical relationship  

AFH -2.26  2.26  ** 0.35  3.57 NS 0.016 † 

PFH -4.77  2.78  *** -6.33  4.69 *** 0.247 NS 

SN-PP 3.56  2.17  *** 6.06  2.47 *** 0.004 †† 

SN-OP 4.81  2.40  *** 6.72  2.50 *** 0.030 † 

SN-MP 3.44  3.12  *** 7.31  3.19 *** 0.001 †† 

* Indicates significant changes between T2-T1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p < 0.05: *,†, p < 0.01: **,††, p < 0.001: ***, NS: not significant) 

 

 



- 14 - 

4. 술 후 6개월 동안의 계측치 변화량의 유의차 검정 

 

전후방 골격 관계 중에서 SNB가 대조군에서는 평균 0.95°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0.20° 증가하여 유의확률 0.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og-N perp는 대조군에서는 평균 2.64mm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0.53mm 증가하여 유의확률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Ramal inclination은 대조군에서는 평균 2.46°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4.51° 감소하여 유의확률 0.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직 골격 관계 중에서 AFH가 대조군에서는 평균 0.79mm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3.21mm 감소하여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낮았다. SN-

MP는 대조군에서 평균 3.21° 증가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0.81° 증가하여 

유의확률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아 관계 중에서는 U6-PP가 대조군에서는 평균 0.68mm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평균 1.54mm 감소하여 유의확률 0.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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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ephalometric changes 6 months post surgery (T3-T2) 

 Variables  
Control T3-T2  POGS T3-T2 Difference 

(P-value) 
Sig 

Mean SD  Mean SD  

Anteroposterior relationship  

SNA -0.74  0.64  *** -0.39  1.16 NS 0.281 NS 

SNB -0.95  1.50  * 0.20  1.15 NS 0.017 † 

ANB 0.21  1.32  NS -0.59  1.88 NS 0.162 NS 

A-N perp -0.80  0.79  ** -0.39  1.24 NS 0.256 NS 

Pog-N perp -2.64  3.40  ** 0.53  2.51 NS 0.004 †† 

Ramal 

inclination 
-2.46 2.75 ** -4.51 2.98 *** 0.045 † 

Vertical relationship  

AFH -0.79  1.47  * -3.21  1.65 *** 0.000 ††† 

PFH -3.54  2.35  *** -3.69  2.84 *** 0.870 NS 

SN-PP 0.05  1.32  NS -0.19  1.05 NS 0.562 NS 

SN-OP 2.04  2.06  ** 1.04  2.20 NS 0.180 NS 

SN-MP 3.21  2.21  *** 0.81  1.70 NS 0.001 †† 

Dental relationship  

U6-PP -0.68  0.84  ** -1.54  1.08 *** 0.014 † 

L6-MP -0.37  1.27  NS -0.90  1.15 ** 0.211 NS 

* Indicates significant changes between T3-T2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p < 0.05: *,†, p < 0.01: **,††, p < 0.001: ***,†††,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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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SNB in each group 

 
 

 

Fig 3. Changes of Pog-N perp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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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anterior facial height in each group 

 
 

 

Fig 5. Changes of mandibular plane to SN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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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ramal inclination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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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POGS는 효과적인 치성보상해소와 생리적인 치아 이동으로 인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술 후 regional acceleratory phenomenon 

(Frost, 1983)에 의해 bone turnover rate이 증가하여 치아 이동이 빨라지는 것 

또한 치료 기간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안모의 즉각적 개선과 

이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 및 협조도의 증가 등이 POGS의 장점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POGS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특히 POGS는 술 후 교합

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는 술 후 골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치료 순서에 의한 악교정 수술 시에도 이상

적인 측모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상하악골의 이동량을 결정하여 수술하고 그 후

에는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술 후에 발생하는 골격성 

재발은 악교정 수술의 주요 합병증의 하나이다. 골격성 재발은 환자의 나이, 술자, 

수술 시기와 종류 및 방법, 악골의 이동량, 악간 고정 방법 및 기간 등 다양한 요

소의 영향을 받으며(Komori 등, 1987; Michiwaki 등, 1990) 재발의 양상에 관한 

많은 보고가 있다.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POGS를 진행하는 경우, 수술 

직후 구치부의 교합 간섭으로 인해 하악골이 최종 계획된 위치보다 후하방에 위

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술 후 하악골 위치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변

화 양상에 있어서 전통적인 악교정 수술과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술식이 간단하고 빠르며, 하치조신경 손상 위험이 낮고, TMJ에 안정적인 것으

로 알려져 많이 사용되고 있는 IVRO(Ghali 등, 2000; H. D. Jung 등, 2009; Y. S. 

Jung 등, 2010; Yoshioka 등, 2008)는 술 후에 강성고정을 하지 않으므로 전통적

인 악교정 수술과 POGS의 술 후 골격 변화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VRO를 동반한 양악 수술을 받은 골격성 Ⅲ급 부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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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환자의 술 전, 후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의 변화를 계측하여 수술 및 교정 

치료의 시기에 따른 술 후 악골 위치 변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1. 수술 직후 골격 변화량의 유의차 검정 

 

수술 직후 상악의 주된 변화는 SN-PP로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POGS

군에서 증가량이 더 컸다. SN-OP 또한 POGS군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POGS

군의 경우, 수술 전 치성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비발치로 치료하는 빈도

가 높아 수술 시 상악의 시계 방향 회전 양이 더 커지게 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악골 수술 양은 Pogonion을 기준으로 대조군의 경우 9.45mm, POGS군의 경

우 13.90mm의 후퇴량을 보였고, SNB는 대조군에서 4.78°, POGS군에서 6.43° 

감소하여 POGS군에서 수술 양이 더 컸다. 또한 AFH가 대조군에서는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으나 POGS군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SN-MP는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POGS군에서 그 증가량이 컸다. 이는 POGS군에서 수술 직후 구치

부의 조기접촉이 발생하게 되어 하악골의 위치가 대조군에 비해 후하방에 위치하

게 됨을 보여준다. 

 

 

2. 술 후 6개월 동안 계측치 변화량의 유의차 검정 

 

수술 직후부터 6개월까지의 변화량(T3-T2)에 대한 두 군간의 비교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 중에서는 SNB와 Pog-N perp 및 ramal inclination 값이, 수직 골격 

관계 중에서는 AFH 및 SN-MP 값이, 치아 관계 중에서는 U6-PP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하악골 위치 변화에 있어서 POGS군에서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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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술 후 6개월 동안 하악골이 전상방으로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POGS군

에서는 SNB 및 Pog-N perp 값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감소하였고, ramal 

inclination의 감소량이 POGS군에서 더 많았다. AFH 또한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

였으나 POGS군에서 그 감소량이 많았고, SN-MP은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증가량이 적었다.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전통적인 악교정 수술 후 재발 양상에 대해서 

1986년 Phillips 등(1986)이 IVRO에 비해 SSRO에서 술 후에 하악골이 더 전방

으로 이동함을 보고한 이래로 Proffit 등(1991)은 IVRO군에서 술 후 하악골이 후

방 이동하는 경향을 보고하였고, Athanasios 등(1992)도 EVRO 후 1년간 하악골

의 후방 회전 양상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박 등(1997)이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 후 회귀 성향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 등(1998)도 SSRO와 IVRO 재발 양

상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초기 하악골 재발은 IVRO에서 후방 이동 양상으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Yoshioka 등(2008)이 IVRO 직후 하악골의 

후하방 이동을 보고하였다. Kitahara 등(2009)도 IVRO 군에서 술 후 하악골의 후

방 이동을 보고하였으며 IVRO 후 gonion이 전상방으로 이동하고 하악 평면은 후

하방(clockwise) 회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POGS군

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수술 시기에 따른 술 후 악골 위치 변화 양상

의 차이는 술 후 교합의 미완성으로 인한 구치부의 조기접촉 및 술 후 교정 치료 

mechanic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술 후 교정 시에 POGS군에서는 미니스크

류를 이용한 구치부의 함입이나 구치부 또는 전체 치열의 후방 견인을 시행한 환

자가 12명이었지만 대조군에서는 없었다. 즉, POGS군에서 스플린트 장착 기간이 

다소 길었고 술 후 교정 기간 동안 intrusive mechanic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저작근력 또한 구치부 조기 접촉 부위의 함입을 유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B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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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resin 등, 2002). 이는 술 후 6개월 동안 상악골의 수직적 위치 및 회전 

양상은 두 군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OGS군에서 상악 구치부의 평균

적인 함입 양상이 더 커 U6-PP의 변화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악골이 전상방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재발 양상이 다소 

상쇄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amal inclination이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악골의 전상방 이동이 IVRO 후 근원

심 골편이 유합된 후에 autorotation된 것임을 보여준다. 

 

술 후 6개월 동안의 각 군내 변화량 유의차 검정에서는 대조군에서 변화량이 

더 큰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상악의 경우 수술 시 POGS군에 비해 전방 이동량이 

더 컸기 때문에 술 후 6개월 동안 골격성 재발로 인한 후방 이동량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악의 경우 POGS군에서 IVRO 후의 후방 이동 재발 양상이 

술 후 교정 치료에 의한 autorotation으로 인해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교정 수술 후 악골 변화는 수술 기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악

간 고정 및 술 후 교정 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우려되는 골격성 재발은 적절한 술 후 관리를 통해 조절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IVRO를 동반한 양악 수술을 받은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의 술 

후 6개월까지의 재발 양상에 대해 관찰하였다. 대부분의 재발은 술 후 첫 6개월 

동안 나타나므로(Kitahara 등, 2009) 초기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이후 및 치료 완료 후의 장기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더 

정확한 재발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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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IVRO를 동반한 양악 수술을 받은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전통적인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그룹과 POGS를 시행한 그룹 간에 수술 후 악골 

위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술 전, 후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상의 변화를 계측하고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수술 직후 골격 변화량에서 Pog-N perp가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나 

POGS군에서 더 많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FH는 대조군에서는 

감소하였으나 POGS군에서는 증가하였고, SN-MP는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POGS군에서 증가량이 더 커 계측치 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수술 직후 하악골이 POGS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후하방 위치하였다. 

 

2. 술 후 6개월 동안의 골격 변화량에서 SNB와 Pog-N perp가 대조군에서는 

감소하고, POGS군에서는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악골이 

대조군에서는 후방으로, POGS군에서는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3. 술 후 6개월 동안의 골격 변화량에서 AFH가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량이 많았으며, SN-MP는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량이 적었다. 하악골이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전상방에 

위치하였다. 

 

4. 술 후 6개월 동안의 골격 변화량에서 ramal inclination은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량이 많았다. POGS군에서 하악골이 

autorotation되어 전상방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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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 후 6개월 동안 U6-PP은 대조군에 비해 POGS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량이 많았다. 상악 구치부의 함입량은 POGS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술 전 교정 후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비해 POGS 시행 시 교합 간섭으로 인해 하악골이 후하방 위치하게 되며, 

이후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진행함에 따라 상악 구치부의 함입에 따른 하악골의 

전상방 회전이 일어나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는 다른 양상으로 골격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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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surgical skeletal change following  

pre-orthodontic double jaw orthognathic surgery  

using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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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ee Joon Lee, D.D.S., Ph.D.) 

 

Skeletal change after orthognathic surgery is clinician’s interest and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iming of surgery and surgery method, 

intermaxillary fixation, and surgeon. The prediction of the aforementioned 

change is very important in pre-orthodontic orthognathic surgery (POGS).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 is a surgery that minimizes rigid 

fixation, and has been known to be effective in inducing the fusion of the bone 

segments by post-surgical functional tra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keletal Class Ⅲ patients who underwent 

double jaw surgery with IVRO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skeletal 

change after surgery between the conventional orthognathic surgery group 

and the POGS group. Of patients who underwent double jaw surgery due to 

skeletal Class Ⅲ malocclusion, 17 patients who underwent orthognathic 

surgery after the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and 17 patients who 

underwent POGS were selected. A lateral cephalometric study was conducted 

on the subject groups before and after surgery,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s by time in each group, before and after surgery and 6-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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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urgery between the two groups were tested on 13 measur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1. As for skeletal changes immediately after surgery, the Pog-N perp 

was shown to decrease in both groups, and it was shown to be 

reduced more in the POGS group,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anterior facial height was shown to decrease in the control group, 

but to increase in the POGS group. The mandibular plane angle was 

shown to increase in both groups, and it was shown to increase more 

in the POGS group,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surgery, the 

mandible was shown to be located more posteroinferiorly in the POG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2. As for skeletal changes during 6 months after surgery, the SNB was 

shown to decrease in the control group but to increase in the POGS 

group,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mandible was shown to be 

moved posteriorly in the control group and anteriorly in the POGS 

group.  

 

3. As for skeletal changes during 6 months after surgery, the anterior 

facial height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more reduced in the POG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mandibular plane angle was 

shown to significantly more increase in the control group than in the 

POGS group. The mandible was shown to be located more 

anterosuperiorly in the POG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4. As for skeletal changes during 6 months after surgery, the ramal 

inclination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more reduced in the POG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mandible was shown to be moved 

anterosuperiorly in the POGS group by autora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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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uring 6 months after surgery, the U6 to PP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more reduced in the POG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Maxillary molars were intruded more in POGS group. 

 

In conclusion, the mandible was located more posteroinferiorly after 

surgery in POGS than in the conventional treatment. The mandible also rotates 

anterosuperiorly as maxillary molars are intruded during the post 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hus post surgical skeletal changes occur in different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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