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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문요약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시행 후 상행지의  

골 개조 양상 관한 후향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후 골편간에 발생하는 형태 개조를 시

기에 따른 방사선 사진을 통해 관찰하여, 시기별 경과시의 골 유합 및 골 개조 양상

을 파악하고 치유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

술 술식을 시행한 100명의 환자, 양측 상행지 200개를 대상으로 수술 직후, 술 후 6, 

12 개월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후 전방 두부 규격화 사진을 이용하여 하악골 상

행지 부위의 형태 개조 현상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수술 직후 하악골 상행지의 근 원심간 골편의 중첩 양상 및 술 후 6, 12 개월간의 

골 개조 현상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수술 직후에 같은 형태를 

보일지라도 형태 개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2. 수술 직후 파노라마 사진에서 관찰된 근, 원심 골편간 상행지 하악각의 경우 

5 가지 유형을 보였으며, 수술 후 형태 개조는 5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술 후 12 개월에서 67.5%가 정상적인 하악각의 형태를 보였고, 9%가 가골 형태, 

23.5%가 일부 골 흡수 혹은 골 증식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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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직후 파노라마 사진에서 관찰된 근, 원심 골편간 상행지 S-절흔의 경우 

3 가지 유형을 보였으며, 수술 후 형태 개조는 4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술 후 12 개월에서 75.5%가 정상적인 S-절흔의 형태를 보였고, 1%가 가골 형태, 

23.5%가 일부 골 흡수 혹은 골 증식 형태를 보였다. 

 

4. 수술 직후 후-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된 근, 원심 골편간 상행지 

하악각의 경우 단일 유형을 보였으며, 수술 후 형태 개조는 6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술 후 12 개월에서 78.5 %가 정상적인 하악각 형태를 보였고, 3.5%가 가골 상태, 

12%가 일부 골 흡수 혹은 골 증식 형태를 보였다. 

 

5. 형태 개조 현상은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까지 동일 형태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골 형태가 감소하는 

대신 하악각에서는 골 증식 및 정상 형태가 증가하고 S-절흔에서는 정상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6. 하악각과 S-절흔의 형태 개조를 비교해 보면, 하악각 부위는 골 증식 형태가 골 

흡수 형태보다 많았으며, 골 증식 경향이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증가한 

것에 반해 S-절흔의 경우는 골 흡수 형태가 골 증식 형태보다 많았으나, 골 흡수 

형태는 동일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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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시행 후 상행지의 골 개조 양상에 

관한 2 차원 평면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구로, 3 차원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동반한 

추가 연구가 시행된다면 술 후 골 개조 양상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결론 및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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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시행 후  

상행지의 골 개조 양상에 관한 후향적 연구 

 

안 재 민 

(지도 : 박 형 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I. 서론 

 

구강안면기형증(Dentofacial deformities)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상적인 저작기능과 외모의 심미적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Skeletal maocclusion)을 가진 구강악안면기형증 환자들의 경우 부정교합과 

안모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 입체적 구조에 변화를 주는 악교정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악교정 수술의 대상이 되는 안면골 중 하악골은 심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안면 1/3 을 구성하며, 특히 저작, 발음 등의 다양한 구강 기능을 담당한다. 

하악골의 치궁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수술 술식은 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이하 SSRO 로 약칭; Trauner and obwegesser, 

1957)과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이하 

TOVRO 로 약칭; Phillips C. 등, 1986; Park, 2009)이다. TOVRO 는 흔히 IVRO(Intraoral 

vertical osteotomy)라고도 불려왔는데 이 용어는 하악골 전돌증의 교정 목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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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관절 장애의 치료 용어로 더 자주 이용된 것(박 2009)으로 악 교정 수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TOVRO 는 Moose(1965)의 구내 과두하부 골절단술 (Intraoral 

subcondylar osteotomy, ISO)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Striker 사의 Oscillating saw 를 

이용한 현재의 술식은 Winstanley(196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Herbert(1970)에 

의해 수정된 방법이다. TOVRO 술식은 SSRO 술식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고(Nordin, 

1987), 하치조신경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적어 술 후 지각신경 마비 등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Astrand 와 Ridell, 1973; Hall 과 Mckenna, 1987) 이동된 하악골의 술 

후 재귀성(relapse)이 적으며 계속적인 하악골 형태의 골 개조(Bone remodeling)를 

통해 심미적인 개선을 도모해 준다(정 등, 2003)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시술 후 과두의 전하방 변위(Bell 과 Yamaguchi, 1991)를 통해 관절원판으로의 

압력이 감소하고, 악 관절강 내의 하악과두의 위치를 생리적 평형위 (Physiological 

equilibration position)에 위치시켜 정상적인 과두-관절원판 관계의 회복 기회가 

부여되므로(Ueki 등, 2007) 측두하악 장애의 발생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TOVRO 를 

통하여 악관절 장애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Hall 과 McKenna, 1987; Astrand 와 

Ericson, 1974; Boyd 등, 1991; Egyedi 등, 1981). 

TOVRO 술식은 수술 기법상 골절단술 후 근심 골절편이 원심 골절편의 외측에 

위치하며 골절편 사이의 고정이 없이 피질골 대 피질골(Cortex-to-cortex)의 접촉만 

있는 상태로 치유과정(Reitzik, 1983)을 겪게 되므로 이는 통상적인 골절의 치유와는 

다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근심 골절편의 광범위한 골막 박리는 TOVRO 술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충분한 골의 개조현상(remodeling)을 일으켜 

보다 더 양호한 심미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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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골의 형태 개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연구(Hall 과 McKenna, 1987; 

Sherpherd JP, 1980)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동물실험을 통한 조직학적인 연구들이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의 골 유합에 관한 방사선 사진상의 연구였으며, 골절편의 

형태 개조에 따른 치유양상에 대한 연구 및 발표는 드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TOVRO 시행 후 골편간에 발생하는 골의 형태 개조를 시기에 따른 방사선 사진을 

통해 관찰하여, 시기별 경과시의 골 유합 및 형태 개조 양상을 파악하고 치유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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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IRB 승인 번호: 2-2011-0058 

 

1999 년부터 2004 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되어 한 명의 술자에게 양측 TOVRO 술식을 통한 악 교정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년 미만의 경과 관찰이 시행되었거나, 

방사선사진(Panoramic view 와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이 촬영되지 

않았거나, 특이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진단된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는 총 100 명이었으며 양측 상행지 200 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령 분포는 18 세부터 33 세로 평균연령은 22.47 세로 구성되었고, 41 명의 

남성 (41 %)과 59 명의 여성 (59 %)으로 구성되었다. 

양측 TOVRO 를 시행한 모든 환자는 술 후 7 일째에 발사를 시행하고 술 후 12 일 

째에 악간 고정을 제거하였으며, 기능적 물리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교육하였다. 

TOVRO 시행 시에 상악 치궁에 위치시킨 악간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본과에서 선정한 

물리 치료 지침을 적용하였다. 물리 치료 지침은 1 시간 동안 하악 개구운동, 좌우측 

측방운동 및 전방 운동을 한 후 두 시간 동안은 유도 고무줄을 이용하여 다시 

교합상태(Maxillomandibular fixation)를 유지하도록 하며, 수면 시에는 8 시간 동안 

교합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개구 상태가 회복되고 안정적이 교합 상태게 

유지될 때까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교합이 안정되고 개교합이 소실된 이 후에는 술 후 1 주, 3, 6, 12, 18, 24 개월마다 

두부 규격 방사선 계측 사진을 촬영하고 통상적인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술 직후는 술 후 1 주째를 뜻한다. 경과 관찰 시 시행한 술 후 1 주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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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개월에 시행한 두부 규격 방사선 계측사진(Panoramic view 와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을 이용하여 상행지의 치유양상을 후향적으로 연구 

관찰하였다. 

 

가. 하악각(Mandibular angle)의 치유 양상 

A. 수술 직후의 하악각의 형태를 다음의 5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단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였다. 

(1) Ra: 근, 원심 골편의 장축간 평행하며, 근심골편의 하방 첨부가 원심골편보다 

상방에 위치. 

(2) Rb: 근, 원심 골편의 장축간 평행하며, 근심골편 하방 첨부가 원심골편보다 하방에 

위치. 

(3) Rc: 근, 원심 골편간 장축간 각이 넓고, 골편간 중첩되지 않는 부위가 존재하며, 

근심골편이 원심골편보다 상방에 위치. 

(4) Rd: 근, 원심 골편간 장축간 각이 넓고, 골편간 중첩되지 않는 부위가 존재하며, 

근심골편이 원심골편보다 하방에 위치. 

(5) Re: 근, 원심 골편간 장축간 각이 좁고, 근심골편 보다 원심골편이 후하방에 위치. 

 

  Ra            Rb              Rc             Rd             Re 

Figure 1. Immediate postoperative type of mandibular angle in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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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술 후 6, 12 개월 시 형태개조 양상을 다음과 같이 5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R1: 골편 사이에 정상적인 치유양상을 보이며 통상적인 하악각의 형태. 

(2) R2: 골편 사이 연결이 가골 상태로 부분적으로 (bridge) 보이는 형태. 

(3) R3: 통상적인 하악각의 형태를 임의의 가상선으로 연결 후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부분적인 골 흡수 소견을 보이는 형태. 

(4) R4: 통상적인 하악각의 형태를 임의의 가상선으로 연결 후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부분적인 골 증식 소견을 보이는 형태. 

(5) R5: 통상적인 하악각의 형태를 보이도록 골편 사이를 임의의 가상선으로 연결 후 

이를 기준으로 골 흡수와 골 증식 소견을 구별할 수 없이 불규칙한 형태.  

 

 

 R1             R2             R3             R4             R5 

Figure 2. Remodeling type of ramus area in Panoramic view. 

 

나. 상행지 S-절흔 (Sigmoid notch)의 치유 양상 

 

A. 수술 직 후의 S-절흔의 형태는 다음의 3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Sa: 골편 사이 연결에 계단 형태의 어긋남이나 골 결손이 없는 형태.  

       (No step and no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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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 골편 사이 연결에 계단 형태의 어긋남이 존재하나 골 결손은 없는 형태.  

       (step but no gap) 

(3) Sc: 골편 사이 연결에 계단 형태의 어긋남과 골 결손이 모두 관찰되는 형태.  

       (step and gap) 

 

   

Sa                  Sb                  Sc 

Figure 3. Immediate postoperative type of Sigmoid notch area. 

 

B. 술 후 6, 12 개월의 재형성은 다음과 같이 4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S1: 골편 사이에 정상적인 치유양상을 보이는 통상적인 s-절흔의 형태. 

(2) S2: 골편 사이 연결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형태 (bony bridge). 

(3) S3: 골편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선을 기준으로 골 흡수 소견이 있는 형태. 

(4) S4: 골편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선을 기준으로 골 증식 소견이 있는 형태. 

 

 

S1                    S2                 S3                  S4 

Figure 4. Remodeling type of Sigmoid notch area in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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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치유 양상 

 

수술 직후 형태는 모두 단일하였다 (Figure 5.). 

6, 12 개월에 촬영한 후 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을 이용하여 골 개조 양상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다음의 6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P1: 골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호한 골 개조 양상을 보이는 형태. 

(2) P2: 술 후 초기 양상을 유지하여 골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형태. 

(3) P3: 골편 사이에 연결이 가골 상태로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형태. 

(4) P4: 골편 사이에 연결이 완성되어 있으나 근, 원심 골편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형태. 

(5) P5: 골편 사이에 연결이 완성되어 있고, 근, 원심 골편 형태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이 유합되어 있으나 골 흡수 양상이 보이는 형태. 

(6) P6: 골편 사이에 연결이 완성되어 있고, 근, 원심 골편 형태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이 유합되어 있으나 골 증식이 관찰되는 형태. 

 

Figure 5. Immediate postoperative type of mandibular ramus in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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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modeling type of mandibular ramus in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 

 

라. 통계 분석  

술 후 6 개월-12 개월 변화에서 두 시점간 분류 빈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Pearson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였고, 동일 형태간 일치성을 보기 위해 Kappa statistics 를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2 통계패키지(SAS Institute Inc.,cary,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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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모든 환자에 있어서 TOVRO 시행 후 양측의 상행지는 독립적인 치유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각각 독립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 100 명의 

환자의 양측 상행지 200 개에 대한 치유양상을 관찰하였다. 수술 직후는 술 후 1 

주일째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술 후 6, 12 개월째 촬영한 방사선 

사진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여 치유 양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하악각(Mandibular angle)의 치유 양상 

 

전체 200 개의 상행지의 치유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2 와 같다. 수술 직후 

하악각의 형태는 이론상 더 많이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관찰된 유형은 5 가지였다. 

가장 많이 관찰된 형태는 Ra (161 개, 80.5 %)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형태는 Rb 로 

27 개 (13.5%)가 관찰되었다. Rc, Rd, Re 는 각각 2.5%, 1.5%, 2%로 나타났다. 술 후 

6 개월에 가장 많은 형태는 R1 (130 개, 65 %)이었고, 그 다음 순서는 R2 (30 개, 

13.5 %), R4 (26 개, 13 %), R5 (11 개, 5.5 %), R3 (3 개, 1.5 %) 순으로 관찰되었다. 이후 

12 개월에는 R1 (135 개, 67.5 %), R4 (32 개, 16 %), R2 (18 개, 9 %), R5 (11 개, 3.5 %), 

R3 (4 개, 2%)로 관찰되었다. 수술 직후를 기점으로 술 후 6 개월까지 변화를 보면, 

Ra 에서 R1 type 으로 재형성된 경우(RaR1, 5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RaR4 

(10.5%), RbR1 (9.5%) 순이었다. 또한 술 후 12 개월까지 변화를 보면 RaR1 (51%), 

RaR4 (27%), RbR1 (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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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angle after TOVRO in 

Panoramic view on POD 6M.  

Immediate 

post-op. type
Remodeling type (POD 6M) 

 R1 R2 R3 R4 R5 Total 

Ra 
100 

(50%) 

26 

(13%) 

3 

(1.5%) 

21 

(10.5%)

11 

(5.5%) 

161 

(80.5%) 

Rb 
19 

(9.5%) 

4 

(2%) 

0 

(0%) 

4 

(2%) 

0 

(0%) 

27 

(13.5%) 

Rc 
5 

(2.5%) 

0 

(0%) 

0 

(0%) 

0 

(0%) 

0 

(0%) 

5 

(2.5%) 

Rd 
2 

(1%) 

0 

(0%) 

0 

(0%) 

1 

(0.5%) 

0 

(0%) 

3 

(1.5%) 

Re 
4 

(2%) 

0 

(0%) 

0 

(0%) 

0 

(0%) 

0 

(0%) 

4 

(2%) 

Total 
130 

(65%) 

30 

(15%) 

3 

(1.5%) 

26 

(13%) 

11 

(5.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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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angle after TOVRO in 

Panoramic view on POD 12M. 

Immediate 

post-op. type
Remodeling type (POD 12M) 

 R1 R2 R3 R4 R5 Total 

Ra 
102 

(51%) 

17 

(8.5%) 

4 

(2%) 

27 

(13.5%)

11 

(5.5%) 

161 

(80.5%) 

Rb 
22 

(11%) 

1 

(0.5%) 

0 

(0%) 

4 

(2%) 

0 

(0%) 

27 

(13.5%) 

Rc 
5 

(2.5%) 

0 

(0%) 

0 

(0%) 

0 

(0%) 

0 

(0%) 

5 

(2.5%) 

Rd 
2 

(1%) 

0 

(0%) 

0 

(0%) 

1 

(0.5%) 

0 

(0%) 

3 

(1.5%) 

Re 
4 

(2%) 

0 

(0%) 

0 

(0%) 

0 

(0%) 

0 

(0%) 

4 

(2%) 

Total 
135 

(67.5%) 

18 

(9%) 

4 

(2%) 

32 

(16%) 

11 

(5.5%) 

200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 사이 하악각 형태 개조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술 후 

6 개월째 정상 형태인 R1 은 총 130 개중 115 개가 동일 형태로 유지되었으나 그 

나머지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 전체 130 개중 10 개는 술 후 12 개월에서 골 증식 

형태인 R4 로, 3 개는 골 증식 및 흡수의 혼합 형태인 R5 로, 2 개는 골 흡수 

형태인 R3 로 변화했다. 마찬가지로 술 후 6 개월에서 가골 형태 R2 는 총 30 개중 

18 개가 동일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나머지 11 개는 R1 으로 변화하였으며, 골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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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R3 는 총 3 개중 2 개가 동일 형태를 유지하였고, 골 증식 형태 R4 는 총 

26 개중 4 개가 R1 으로 변화하였고, 나머지 22 개는 동일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골 

흡수 및 증식 혼합 형태인 R5 는 11 개중 4 개가 R1 으로 변화하였고 나머지 7 개가 

동일 형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의 

분류 빈도가 동일한지를 보기 위한 Pearson 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결과, p-

value<0.0001 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두 그룹간 빈도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각 형태간 빈도 비율이 달라져 술 후 

6 개월에 비해 12 개월에서 가골 형태인 R2 가 감소하고 골 증식 형태 R4, 정상 형태 

R1 이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또한 같은 형태끼리의 시기별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Kappa statistic 을 시행한 

결과, Kappa=0.6027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이때 Kappa 의 agreement 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분류의 

일치성이 있었다. 즉 같은 형태에서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14 

Table 3. Results of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angle after TOVRO in 

Panoramic view from POD 6M to 12M.  

POD 6M POD 12M 

 R1 R2 R3 R4 R5 Total 

R1 
115 

(57.5%) 

0 

(0%) 

2 

(1%) 

10 

(5%) 

3 

(1.5%) 

130 

(65%) 

R2 
11 

(5.5%) 

18 

(9%) 

0 

(0%) 

0 

(0%) 

1 

(0.5%) 

30 

(15%) 

R3 
1 

(0.5%) 

0 

(0%) 

2 

(1%) 

0 

(0%) 

0 

(0%) 

3 

(1.5%) 

R4 
4 

(2%) 

0 

(0%) 

0 

(0%) 

22 

(11%) 

0 

(0%) 

26 

(13%) 

R5 
4 

(2%) 

0 

(0%) 

0 

(0%) 

0 

(0%) 

7 

(3.5%) 

11 

(5.5%) 

Total 
135 

(67.5%) 

18 

(9%) 

4 

(2%) 

32 

(16%) 

11 

(5.5%) 

200 

 

 

Table 4. Analysis of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angle in Panoramic view from 

POD 6M to 12M.  

Pearson Chi-Square Test Kappa statistics 

Chi-Square 311.8804 Kappa(K) 0.6027 

Exact Pr>= ChiSq <0.0001 Two-sided Pr>=|K|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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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행지 S-절흔(Sigmoid notch)의 치유 양상 

 

S-절흔의 수술 직후 형태는 이론상 여러 가지로 더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관찰된 

유형은 3 가지 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Sb (106, 53%)이었고, 다음은 Sa (92, 

46%), Sc (2, 1%) 순서로 관찰되었다. 술 후 6 개월에는 S1 (129, 64.5 %)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다음은 S3 (40, 20 %), S2 (22, 11%), S4 (9, 4.5%) 순서로 관찰되었다. 

12 개월에 나타난 형태 변화 중 가장 많은 형태는 6 개월과 마찬가지로 S1 (151, 

75.5 %)이었으며, 이후는 S3 (39, 19.5 %), S4 (8, 4%), S2 (2, 1%) 순서로 관찰되었다 

(Table 5,6). 

수술 직후와 술 후 6 개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Sa 에서 S1(SaS1)으로 변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Sb 에서 S1(SbS1)로 재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술 후 

12 개월에서도 6 개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SaS1 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SbS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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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remodeling pattern of sigmoid notch after TOVRO in Panoramic 

 view on POD 6M.  

Immediate 

post-op. type
Remodeling type (POD 6M) 

 S1 S2 S3 S4 Total 

Sa 
67 

(33.5%) 

8 

(4%) 

13 

(6.5%) 

4 

(2%) 

92 

(46%) 

Sb 
61 

(30.5%) 

14 

(7%) 

26 

(13%) 

5 

(2.5%) 

106 

(53%) 

Sc 
1 

(0.5%) 

0 

(0%) 

1 

(0.5%) 

0 

(0%) 

2 

(1%) 

Total 
129 

(64.5%) 

22 

(11%) 

40 

(20%) 

9 

(4.5%) 

200 

 

 

Table 6. Results of remodeling pattern of sigmoid notch after TOVRO in Panoramic 

view on POD 12M. 

Immediate 

post-op. type
Remodeling type (POD 12M) 

 S1 S2 S3 S4 Total 

Sa 
79 

(39.5%) 

2 

(1%) 

9 

(4.5%) 

2 

(1%) 

92 

(46%) 

Sb 
71 

(35.5%) 

0 

(0%) 

29 

(14.5%) 

6 

(3%) 

106 

(53%) 

Sc 
1 

(0.5%) 

0 

(0%) 

1 

(0.5%) 

0 

(0%) 

2 

(1%) 

Total 
151 

(75.5%) 

2 

(1%) 

39 

(19.5%) 

8 

(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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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 Table 7.이다. 술 후 6 개월의 정상 

형태인 S1 은 12 개월까지 큰 변화는 없으나, 술 후 6 개월 가골 형태인 S2 는 

12 개월에서 총 22 개중 11 개가 S1 으로, 9 개가 골 흡수 형태 S3 로 변화했으며, 술 후 

6 개월의 골 흡수 형태 S3 는 총 40 개중 13 개가 정상 형태 S1 으로, 26 개는 같은 

형태인 S3 로 유지되었고, 술 후 6 개월의 골 증식 형태인 S4 는 총 9 개중 6 개가 

동일 형태의 S4 로 유지되었다.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의 분류 빈도가 동일한지를 보기 위해 Pearson 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결과, p-value<0.0001 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두 그룹간 빈도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가골 상태의 S2 가 감소하고 정상 형태인 S1 이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Table 8). 

또한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 두 시점간 같은 형태끼리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Kappa statistic 을 시행한 결과, Kappa=0.5649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이때 Kappa 의 

agreement 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분류의 일치성이 있었다. 즉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동일 

형태로 각각 유지되려는 경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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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remodeling pattern of sigmoid notch after TOVRO in Panoramic 

view from POD 6M to 12M. 

POD 6M POD 12M 

 S1 S2 S3 S4 Total 

S1 
126 

(63%) 

1 

(0.5%) 

2 

(1%) 

0 

(0%) 

129 

(64.5%) 

S2 
11 

(5.5%) 

1 

(0.5%) 

9 

(4.5%) 

1 

(0.5%) 

22 

(11%) 

S3 
13 

(6.5%) 

0 

(0%) 

26 

(13%) 

1 

(0.5%) 

40 

(20%) 

S4 
1 

(0.5%) 

0 

(0%) 

2 

(1%) 

6 

(3%) 

9 

(4.5%) 

Total 
151 

(75.5%) 

2 

(1%) 

39 

(19.5%) 

8 

(4%) 

200 

 

 

Table 8. Analysis of remodeling pattern of sigmoid notch in Panoramic view  

from POD 6M to 12M. 

Pearson Chi-Square Test Kappa statistics 

Chi-Square 191.1023 Kappa(K) 0.5649 

Exact Pr>= ChiSq <0.0001 Two-sided Pr>=|K|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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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치유 양상 

 

후-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 분석한 상행지의 골 개조 양상은 Table 

9.와 같다. 수술 직후 형태는 단일하였으며, 이후 형태 개조 중 가장 많은 형태는 

P1 으로, 술 후 6 개월에는 68 %, 술 후 12 개월에는 78.5 % 에서 관찰되었다. 근, 

원심 골편간 분리된 양상을 보이는 P2 는 술 후 6 개월에는 4.5%에서 관찰되었으나 

12 개월이 되면서 0.5%로 감소하였다. 또한 근, 원심 골편간 골 증식 소견을 보인 

P6 는 술 후 6 개월에 6.5% 였으나 12 개월에서는 10%로 증가하였다.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의 분류 빈도가 동일한지를 보기 위한 Pearson 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결과, p-value<0.0001 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두 그룹간 빈도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수술 직후 형태 P2, 가골 형태 P3 가 감소하고 

정상 형태 P1, 골 증식 형태 P6 가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Table 10).  

또한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간 같은 형태끼리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Kappa 

statistic 을 시행한 결과, Kappa=0.3689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이때 Kappa 의 

agreement 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분류의 일치성이 있었다. 즉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동일 

형태로 각각 유지되려는 경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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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ramus in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 

POD 6M POD 12M 

 P1 P2 P3 P4 P5 P6 Total 

P1 
121 

(60.5%) 

0 

(0%) 

4 

(2%) 

2 

(1%) 

2 

(1%) 

7 

(3.5%) 

136 

(68%) 

P2 
8 

(4%) 

1 

(0.5%) 

0 

(0%) 

0 

(0%) 

0 

(0%) 

0 

(0%) 

9 

(4.5%) 

P3 
19 

(9.5%) 

0 

(0%) 

3 

(1.5%)

2 

(1%) 

0 

(0%) 

2 

(1%) 

26 

(13%) 

P4 
2 

(1%) 

0 

(0%) 

0 

(0%) 

7 

(3.5%)

1 

(0.5%)

0 

(0%) 

10 

(5%) 

P5 
4 

(2%) 

0 

(0%) 

0 

(0%) 

0 

(0%) 

1 

(0.5%)

1 

(0.5%) 

6 

(3%) 

P6 
3 

(1.5%) 

0 

(0%) 

0 

(0%) 

0 

(0%) 

0 

(0%) 

10 

(5%) 

13 

(6.5%) 

Total 
157 

(78.5%) 

1 

(0.5%) 

7 

(3.5%)

11 

(5.5%)

4 

(2%) 

20 

(10%) 
200 

 

Table 10. Analysis of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ramus in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 from POD 6M to 12M. 

 

 

Pearson Chi-Square Test Kappa statistics 

Chi-Square 195.1056 Kappa(K) 0.3689 

Exact Pr>= ChiSq <0.0001 Two-sided Pr>=|K|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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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이하 TOVRO

로 약칭)은 전돌된 하악 치열을 상악 치열의 위치에 맞도록 후방 위치시키는 과정에

서 원심 골편에 대해 근심 골편이 외측으로 겹치게 되어 피질골 간 접촉을 이루게 되

며 골 절편끼리 고정 없이도 골 결합이 완성되는 독특한 치유 양상이 이루어진다. 이

에 대해 과거 선학들은 TOVRO의 비유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으며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하였다. Boyne (1966)은 원숭이 실험에서 수직 골 절단술 및 강선 고

정 후에 피질골로 중첩된 상태의 치유 면을 관찰 연구한 결과 내가골(internal callus)

과 외가골 (external callus)이 골 유합을 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Reitzik (1983)은 중

첩된 피질골들 간에 긴밀히 접촉(contact)되고 강성 고정(rigid fixation)되어야만 일차

적 골 유합(Primary bony union)이 얻어지므로 만일 1.0 mm 이상의 틈(gap)이 피질골 

간에 존재 시에는 골편 사이에 섬유성 조직이 개입되어 골 성 유합을 방해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질골을 박리하여 해면골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

히, 이들은 TOVRO 시행 후 골편들 간의 골 유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성고정(rigid 

fixation), 피질골 간의 긴밀한 밀착(contacting cortical bone surfaces) 및 피질골 삭제

술(Decortication for the gaps)이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과거에는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

여 여러 가지 골간 고정법이 TOVRO 시술에서 추천되어온 적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TOVRO 술식은 수술 기법상 골 절단술 후 근심 골절편이 원심 

골절편의 외측에 위치하며 골절편 사이의 고정이 없이 피질골 대 피질골(Cortex-to-

cortex)의 접촉만 있는 상태로 치유과정(Reitzik, 1983)을 겪게 되므로 이는 통상적인 

골절의 치유와는 다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근심 골절편의 광범위한 골막 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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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RO 술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충분한 골의 

개조현상(remodeling)을 일으켜 보다 더 양호한 심미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 등, 2003). 

본 연구에서 시행한 방식의 TOVRO후 하악골의 치유 과정 중에는 막성골 형성에 의

한 골 내막 가골(endosteal callus)의 형성과 함께 골편 주변의 광범위한 부위에서 역

시 막성골 형성에 의한 골막하 가골로 추정되는 신생골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와 박, 1997). 또한, 골편간 고정을 시행하지 않은 상기 실험에서 일부에서는 연

골성 골 형성 과정에 있는 연골 세포도 관찰되었는데 이들 연골은 주로 가골들의 연

결 부위에서 관찰되어 가골들의 결합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즉, 

TOVRO 시행 후 골편간 고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골 유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수술 직후 상행지 형태상 골편 사이의 접촉이 적었던 Rc, Rd type

도 술 후 12개월에 각각 R1, R3, R5로 형태 개조 되었으며(Table 2), S-절흔 상의 접촉

이 적었던 Sc type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형태 개조 양상(S1)을 보였음을 볼 때(Table 

6.), TOVRO후 골 비유합에 대한 선학들의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된다. 

 

골의 형태 개조는, 어떤 구조내의 각 부위에서 골조직이 기계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주어진 부하를 골 내의 조직들에 분포시켜 최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Harrigen, 1994) 일반적으로 골의 생성 및 흡수에 따른 전반적인 골격 

계의 변화를 말하며 이러한 형태 개조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조건하에서 

연구를 하였다. Westesson 등 (1991)은 TOVRO 후 골절편의 형태 개조와 주위 근육의 

변화를 추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술 전보다 골수강은 줄어들고 협설 측의 피질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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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후되었으며, 근육조직의 지방화 및 부피의 감소와 더불어 근 위축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변화들을, 비정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던 근섬유들이 재 위치되고 

새로운 악 골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상적인 골 치유 고정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형태 

개조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Rosenquist 등 (1987)은 IVRO 후 방사선 사진상에서 골 

절단 선을 따라 술 후 8 주 내에 특히 근심 골편의 하 외측으로 골 흡수가 일어나며 

골 절편 사이의 골 형성은 드물었고 술 후 12 개월에 하악지 후연은 술 후 

형성되었던 골 절편 사이의 어긋남(step)이 형태 개조 과정을 통하여 사라지나, 술 후 

12 개월에도 하악지 후연과 골절편 사이에 계속적인 흡수와 형태 개조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Bradely 등 (1975)은 골 절단 부위에 작용하는 주위 근육의 힘에 의해 

하악지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결정되며 골조직의 흡수는 수술 시 변화된 하악지에 

주위 근육이 재 부착된 후 변화된 근육 기능에 의해 일어나는데 하악골 상행지의 

혈액 공급은 대개 부착 근육으로부터 유래되므로 수술 시 박리로 인한 골조직의 

표면적 감소는 재 부착을 할 수 없는 근섬유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혈액 

공급의 감소와 점차적인 골 흡수가 야기됨을 밝혀 주위 근육조직이 형태개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수술 시 골막의 박리 정도와 악간 

고정 기간 및 술 후 물리치료 면에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방법과 다르다. 또한 본 

교실에서 박과 이 (1996)는 총 21 명을 대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 S-절흔 및 

하악각 부위 골절선의 연속성이 나타나는 시기 및 골절편의 중첩부위서의 골절선 

소실시기, 후 전방 및 측모 두부규격 방사선 사진상에서 근심 골편의 수직거리, 근 

원심 골절편 사이의 틈, 근심 골절편 사이의 수평거리 및 하악각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그 대상이 적고 정량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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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수술 직후 및 수술 후 변화된 형태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그 연결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골 유합 및 형태 개조 양상을 살펴보면, 수술 직후 하악골 상행지 근, 

원심 골편간 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비록 수술 직후 같은 형태를 

보일지라도 형태 개조 형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1,2,5,6). 

수술 직후 상행지의 형태는 이론상 더 많이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관찰된 유형은 

하악각의 경우 5 가지, S-절흔의 경우 3 가지였다. 하악각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형태는 

Ra (80.5%)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형태는 Rb (13.5%)였다. Rc, Rd, Re 는 각각 2.5%, 

1.5%, 2%로 나타났다. 술 후 6 개월에 가장 많은 형태는 R1 (65%)이었고, 그 다음 

순서는 R2 (13.5%), R4 (13%), R5 (5.5 %), R3 (1.5 %) 순으로 관찰되었다. 이후 

12 개월에는 R1 (67.5 %), R4 (16 %), R2 (9 %), R5 (3.5 %), R3 (2%)로 관찰되었다. 수술 

직후를 기점으로 술 후 6 개월까지 변화를 보면, Ra 에서 R1 type 으로 재형성된 

경우(RaR1, 5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RaR4 (10.5%), RbR1 (9.5%) 순이었다. 또한 

술 후 12 개월까지 변화를 보면 RaR1 (51%), RaR4 (27%), RbR1 (11%) 순이었다.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 사이 하악각 형태 개조 변화는 Table 3.와 같다. 술 후 

6 개월에서 정상 형태인 R1 의 88.5%는 같은 형태의 R1 으로, 1.5%가 골 흡수(R3) 

형태로, 7.7%가 골 증식(R4)로, 2.3%가 골 흡수와 증식이 혼합된 형태(R5)로 6 개월간 

다양하게 변화했다. 가골 상태의 R2 는 60%가 동일 형태로 유지되었고 36.7%가 정상 

형태(R1)로, 3.3%는 골 흡수와 증식이 혼합된 형태(R5)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술 후 

6 개월째 골 흡수(R3), 골 증식(R4), 이것들의 혼합 형태(R5)는 동일 형태 유지가 

아니면 정상 형태인 R1 으로만 변화하였다 (R3 의 66.7%, R4 의 84.6%, R5 의 

63.6%가 동일 형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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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6, 12 개월 두 시점간 분류 빈도가 동일한지를 보기 위한 Pearson 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결과, p-value<0.0001 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두 그룹간 빈도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가골 형태(R2)가 감소하고 골 증식 형태(R4), 

정상 형태(R1)가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또한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 두 시점간 같은 형태끼리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Kappa statistic 을 시행한 결과, Kappa=0.5649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이때 Kappa 의 

agreement 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분류의 일치성이 있었다. 즉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동일 

형태로 각각 유지되려는 경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S-절흔의 수술 직후 형태는 이론상 여러 가지로 더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관찰된 

유형은 3 가지 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Sb (53%)이었고, 다음은 Sa (46%), Sc 

(1%) 순서로 관찰되었다. 술 후 6 개월에는 S1 (64.5 %)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다음은 S3 (20 %), S2 (11%), S4 (4.5%) 순서로 관찰되었다. 12 개월에 나타난 형태 변화 

중 가장 많은 형태는 6 개월과 마찬가지로 S1 (75.5 %)이었으며, 이후는 S3 (19.5 %), 

S4 (4%), S2 (1%) 순서로 관찰되었다 (Table 5,6). 

수술 직후와 술 후 6 개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Sa 에서 S1(SaS1)으로 변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Sb 에서 S1(SbS1)로 재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술 후 

12 개월에서도 6 개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SaS1 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SbS1 이었다.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 Table 7. 이다. 술 후 6 개월째 정상 

형태인 S1 은 일부 골 흡수 형태(S3) 및 가골 형태(S2)로 바뀌는 양상 이외에 97.7%가 

동일 형태로 유지되었다. 다만 정상 형태(S1)가 가골 형태로 바뀐 증례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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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데 이는 특이한 경우로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가골 형태의 

S2 는 50%가 정상 형태(S1)로, 40.9%가 골 흡수 형태(S3)로 변화했으며 각 1 증례가 

가골 형태(S2) 유지 및 골 증식 형태(S4)로 변화하였다. 골 흡수 형태인 S3 는 65%가 

동일 유형을 유지하였으며, 32.5%가 정상 형태(S1)로 그리고 2.5%가 골 증식 

형태(S4)로 변화 했으며 골 증식형태인 S4 는 동일 형태 유지가 66.7%, 골 흡수 

형태(S3)가 22%, 정상 형태(S1)가 11% 이었다. 

술 후 6, 12 개월 두 시점간 분류 빈도가 동일한지를 보기 위한 Pearson 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결과, p-value<0.0001 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두 그룹간 빈도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골 형태(S2)가 감소하고 골 

흡수나 증식 경향 없이 정상 형태(S1)가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8). 

또한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 두 시점간 같은 형태끼리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Kappa statistic 을 시행한 결과, Kappa=0.5649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이때 Kappa 의 

agreement 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분류의 일치성이 있었다. 즉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동일 

형태로 각각 유지되려는 경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8). 

 

후-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 분석한 상행지의 골 개조 양상은 Table 

9.과 같다. 수술 직후 형태는 단일하였으며, 이후 형태 개조 중 가장 많은 형태는 

P1 으로 술 후 6 개월에는 68 %, 술 후 12 개월에는 78.5 % 에서 관찰되었다. 정상 

형태의 P1 은 88.9%가 동일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수술 직후 형태를 보이는 P2 는 

88.9%가 정상 형태 (P1)로 변화하였다. 가골 형태인 P3 는 11.5%가 동일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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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으나 73%가 정상 형태 P1 으로 변화하였고 나머지 7.7%는 골 증식 

형태(P6)로 변화하였다. 골 흡수 형태인 P5 는 66.7%가 정상 형태(P1)로, 나머지 

16.7%씩은 동일 유형(P5) 유지 그리고 골 증식 형태(P6)로 변화하였다. 골 증식 

형태인 P6 는 76.9%가 동일 유형 유지, 나머지는 정상 형태(P1)로 변화하였다.  

술 후 6, 12 개월 두 시점간 분류 빈도가 동일한지를 보기 위한 Pearson 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결과, p-value<0.0001 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두 그룹간 빈도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수술 직후 형태 P2, 가골 형태인 P3 가 감소하고, 정상 

형태인 P1, 골 증식 형태인 P6 가 증가하는 경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또한 술 후 6 개월과 12 개월간 같은 형태끼리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Kappa 

statistic 을 시행한 결과, Kappa=0.3689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이때 Kappa 의 

agreement 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0.0001 으로 유의수준 

α=0.05 하에서 분류의 일치성이 있었다. 즉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동일 

형태로 각각 유지되려는 경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10). 

 

상기 3 가지 연구에서 가골 형태인 R2, S2, P3 형태가 술 후 12 개월에서도 관찰되는 

것은 골 유합 및 골 형태 개조 현상이 술 후 12 개월 이후에도 지속됨을 시사하며 

(Table 1,2,5), 이는 Rosenquist (1987), 박과 이 (1996) 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형태 개조 양상 중 파노라마 사진상 R3, R5의 경우와 후 전방 두부 규격화 사진상 P5

는 골 흡수 소견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박 (1997)은 성견을 이용한 실험에서 

VRO 시행 후 근심 골편 하측 첨부에서 허혈성 골 괴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대개 심

한 골 흡수 없이 재 혈관화에 의해 신생 골로 대치되며 치유된다고 하였다. 즉, R3, R5, 

P5와 같이 상행지 골 흡수가 관찰되는 것은 이러한 허혈성 골 괴사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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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등 (1987)에 의하면 골막 박리를 최소로 하여 근심골편에 내익돌근을 최대로 유

지하는 VRO 시행 후 나타나는 근심 골편의 허혈성 골 괴사는 약 5%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술 후 12개월에서 R3, R5 합하여 7.5%, P5 2%로 관찰되는 것과 비교 

시, 본 교실에서 시행하는 광범위한 골막 박리가 골 흡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아

닌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파노라마 사진상 R4, S4 그리고 후 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상 P6은 골 증

식 소견을 보인다. 이는 술 후 회복 기간에 교근, 내익돌근등의 저작근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 골 개조 현상 및 광범위한 골막 박리로 인한 골막 반응 등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그런데 저작근 부착이 없는 S-절흔의 골 증식 형태인 S4의 경우 술 후 12개월 기

준으로 4%에 불과하나 그렇지 않은 하악각의 골 증식 형태인 R4는 16%, P6는 10%로 

높은 점으로 볼 때 이러한 골 증식 반응은 골막 반응이라기 보다는 저작근 작용에 의

한 골 개조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악각과 S-절흔의 형태 개조를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정상적인 형태가 가장 많

았으나, 하악각 부위에서는 골 증식 형태가 골 흡수 형태보다 많았으며 (R4, 13%>R3, 

1.5% 술 후 6개월), 이런 골 증식 경향이 술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증가한 것에 

반해 (R4, 13%→16%), S-절흔의 경우는 골 흡수 형태가 골 증식 형태보다 많았으며 

(S3, 20%>S4, 4.5%, 술 후 6개월), 골 흡수 혹은 증식 경향이 동일 기간 동안 거의 변

화 없이 정상 형태인 S1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1, 64.5%→75.5%) (Table 

3,7). 이와 관련하여 박과 이 (1996)는 근육 부착이 없는 S-절흔에서는 골 흡수가 일어

나고 교근과 내익돌근이 부착되어 있는 하악각에서는 골 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S-절흔 부위에서도 골 증식 형태(S4)가 적은 수지만 분명히 존재하

며, 더욱이 6개월 이후 S-절흔에서는 골 흡수 경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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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각에서는 골 증식 경향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육 부착 유무에 따른 상기 

가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다만 대부분의 술 후 교정이 약 6개월에서 종료되는 

바 교합 안정에 따른 저작력 증가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수술 직후 근심 골편과 원심 골편 사이에 간극이 존재

하여도 양호한 골 유합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술 후 불규칙한 형태 개조 현상을 보

이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심미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술 후 지속적인 형태 개조 

현상은 수술 직후 형태와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술 후 6개월째 같은 형태

는 12개월까지 주로 같은 형태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골 형태가 감소하는 대신 하악각 에서는 골 증식 및 

정상 형태가 증가하고 S-절흔에서는 정상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2 차원 방사선 사진에 의존한 바 특히 S-절흔의 경우 일부 방사선 

사진에서 해상도 문제로 형태 유형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었다. 또한 어느 

특정 형태가 동일 형태로 계속 유지되려는 시기별 일치성을 검증하는데 쓰인 Kappa 

statistics 에서 Kappa 계수는 상대적인 것으로 술 후 6 개월-12 개월간 뿐만 아니라 술 

후 12-18 개월간, 18-24 개월간 Kappa 계수끼리 비교해 보아야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추후 3 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이용한 연구 및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술 후 골 유합 및 형태 개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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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하악골 전돌증의 치료를 위해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술식을 시행한 100 명의 

환자, 총 200 개의 하악골 상행지를 대상으로 수술 직후, 술 후 6, 12 개월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후 전방 두부 규격화 사진을 이용하여 골 형태 개조 현상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술 직후 근심 골편과 원심 골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여도 양호한 골 유합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수술 후 불규칙한 형태 개조 현상을 보이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심미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2. 수술 직후 하악골 상행지 근, 원심 골편간 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수술 직후에 같은 유형이라도 수술 후 형태 개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3. 수술 직후 파노라마 사진에서 관찰된 근, 원심 골편간 상행지 하악각의 경우 

5 가지 유형을 보였으며, 수술 후 형태 개조는 5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술 후 12 개월에서 67.5%가 정상적인 하악각의 형태(R1)를 보였고, 9%가 가골 

형태(R2), 23.5%가 일부 골 흡수 혹은 골 증식 형태(R3, R4, R5)를 보였다. 

  

4. 수술 직후, 파노라마 사진에서 관찰된 근, 원심 골편간 상행지 S-절흔의 경우 

3 가지 유형을 보였으며, 수술 후 형태 개조는 4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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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후 12 개월에서 75.5%가 정상적인 S-절흔의 형태(S1)를 보였고, 1%가 가골 

형태(S2), 23.5%가 일부 골 흡수 혹은 골 증식 형태(S3, S4)를 보였다. 

 

5. 수술 직후, 후-전방 두부 규격화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된 근, 원심 골편간 상행지 

하악각의 경우 단일 유형을 보였으며, 수술 후 형태 개조는 6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술 후 12 개월에서 78.5 %가 정상적인 하악각 형태(P1)를 보였고, 3.5%가 가골 

상태(P3), 12%가 일부 골 흡수 혹은 골 증식 형태(P5, P6)를 보였다. 

 

6. 술 후 지속적인 형태 개조 현상은 수술 직후 형태와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술 후 6 개월부터 12 개월까지 주로 같은 형태가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골 형태가 감소하는 

대신 하악각 에서는 골 증식(R4, P6) 및 정상 형태(R1, P1)가 증가하고 S-

절흔에서는 정상 형태(S1)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7. 하악각과 S-절흔의 형태 개조를 비교해 보면, 하악각 부위는 골 증식 형태(R4)가 

골 흡수 형태(R3)보다 많았으며, 골 증식 경향이 술 후 6 개월에서 12 개월 사이 

증가한 것에 반해 s-절흔의 경우는 골 흡수 형태(S3)가 골 증식 형태(S4)보다 

많았으나, 골 흡수 형태는 동일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하악골 전돌증에 적용되는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을 

이용한 악 교정 수술 후 골 유합 및 골 개조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술 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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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인 형태 개조 현상이 계속됨을 알 수 있었다. 단 본 

연구는 2 차원적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구로, 추후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이용한 

3 차원적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술 후 골 유합 및 골 개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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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trospective study on the bone remodeling pattern 

of mandibular ramus after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modeling of bone segments after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through radiograph, to figure out bony union and bone remodeling 

feature, and to confirm its healing pha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a 

retrospective study on the 200 rami of 100 patients who had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on the mandible ramus shape remodeling by using panoramic view for 6 

months and 12 months and cephalometric P-A view. The result is as follows.   

 

1. Overlapping status of the proximal segment onto the distal segment of mandible ramus 

and bone remodeling after 6 and 12 months of the surgery were very diverse, and 

though it had same shape right after the surgery, its remodeling had different shapes 

afterwards.  

 

2. As to mandibular angle between proximal and distal segments observed in panoramic 

view right after the surgery, it had 5 types, and the remodeling appeared in 5 types after 

6 and 12 months.   

  67.5% had normal mandibular angle after 12 months of the surgery. While 9% had 

callus type, 23.5% had partial bone resorption or overgrowth.  

  

3. As to sigmoid notch between proximal and distal segment observed by panoramic view 

right after the surgery, it had three types, and it appeared in 4 types after 6 and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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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 had normal sigmoid notch after 12 months of the surgery. While 1% had callus 

type, 23.5% had partial bone resorption or overgrowth.  

 

4. As to mandibular angle between proximal and distal segment observed by 

cephalometric P-A view right after the surgery, it had a single type, and it appeared in 6 

types after 6 and 12 months.   

  78.5% had normal mandibular angle after 12 months of the surgery. While 3.5% had 

callus type, 12% had partial bone resorption or overgrowth.  

 

5. As to remodeling phenomenon, it tended to maintain same type up to 6 to 12 months 

after the surgery. While callus type decreases, mandibular angle increased bone 

overgrowth and normal shape, and normal shape increased in sigmoid notch. 

 

6. When remodeling between mandibular angle and sigmoid notch were compared, 

mandibular angle had higher bone overgrowth than resorption and bone overgrowth 

increased between 6 months and 12 months. On the other hand, as to sigmoid notch, 

bone resorption had higher than overgrowth, but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in bone 

resorption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is on the ramus bone remodeling shape after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using 2D flat radiograph, and if additional study together with 3D CT is 

executed, it would be able to get more in-depth conclusion and consideration on the 

feature of bone remodeling after the surgery.   

 

 

 

 

                                                                                       

Key words: mandibular prognathism, trans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bony union, 

bone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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