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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제 III급  

부정교합 성인 환자의 치성 보상 양상 

 

성인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은 개방교합이 없는 III급 부정교합에 비해 두개저

의 하방에서 개방교합성 요소가 기인하며 많은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

다. 그러나 절충치료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이 없는 성인에서 골격성 부정

교합의 절충치료는 이미 일어난 치성 보상을 더 증가시켜 현재 골격 상태와 조화

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의 절충치료시 대부분 전치의 정출을 시행하지만, 상악

과 하악 중 어느 부분을 주로 정출시킬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종

종 안면 고경과 절치의 노출도 등을 고려한다. 성공적인 절충치료를 위해서 치성 

보상이 이루어져 만족할만한 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개방교합 사이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성인 환자 중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군

(개방교합군)과 양호한 수직·수평 절치 피개관계를 이루는 군(비개방교합군)의 골

격적 특성 및 치성 보상 양상을 정상교합자와 비교하고, 상하방 및 전후방적으로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골격 양상을 보이는 개방교합군의 치성 보상 양상을 비개

방교합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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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군은 정상교합군에 비해 수평적, 수직적 골격 부조화를 

보이며, 두개저에 대한 상악 교합평면의 반시계방향 회전과 하악 교합평면의 

시계방향 회전에 의한 개방교합을 보인다. 

 

2. 골격성 III급 비개방교합군은 정상교합군에 비해 전후방적인 골격 부조화만을 

보이며, 교합평면의 반시계방향 회전을 보인다. 상악 교합평면 경사는 개방교

합군과 비교하여 유의차가 없으며 하악 교합평면의 차이를 보인다. 

 

3.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골격 양상을 보이는 개방교합군은 비개방교합군과 비

교하여 하악 교합평면의 시계방향 회전, 상악 전치부 치조고경 감소, 상악 절

치의 후방위치 및 하악 절치의 전방위치, normodivergent group에서 상악 

절치의 설측경사를 보인다. 

 

성인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에서 개방교합이 동반될 경우 수직적 부조화 또한 

존재하며, 골격관계가 비슷하지만 수직·수평 절치 피개관계가 양호한 경우와 비

교하여 상악 절치의 치조고경 감소 경향 및 절치의 전후방 위치에 차이가 있었

다.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의 절충치료계획 수립시 상악 절치 노출도와 함께 이

를 고려하여 상악 절치의 정출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출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개방교합, 치성 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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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제 III급  

부정교합 성인 환자의 치성 보상 양상 

 

 

(지도교수 : 박  영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영  우 

 

 

I. 서론 

 

성인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은 개방교합이 없는 III급 부정교합에 비해 두개저

의 하방에서 개방교합성 요소가 기인하며 많은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

다(Ellis 등, 1984). 그러나 절충치료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Hamamci 등, 2006; 

Hiller, 2002; Kondo 등, 2000; Lima 등, 2006; Miyajima 등, 1996), 성장이 없는 

성인에서 골격성 부정교합의 절충치료는 이미 존재하는 치성 보상을 더 증가시켜 

현재 골격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Jacobs 등, 1983).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 절충치료의 증례보고들은 대부분 전치의 정출을 이용한

다. 상악과 하악 중 어느 부분을 주로 정출시킬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

으며, 안면 고경과 절치의 노출도 등을 고려한다(Hamamci 등, 2006; He 등, 

2013; Hiller, 2002; Kondo 등, 2000; Lima 등, 2006). Segner(1989)는 특정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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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진 환자의 치료 목표 설정시 집단 평균(population mean)이 아닌 치료

받지 않은 환자의 안면 형태로부터 얻어진 개인별 기준(“floating norm”)을 이용

하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비슷한 치성 부정교합도 골격관계에 따라 다른 치료 방

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절충치료를 위해서는 골격성 부조화가 존재하

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져 만족할만한 교합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I급 구치부 교합을 보이는 정상

교합 대조군과 비교하였거나(Arriola-Guillen 등, 2014; Nahoum, 1971; Nahoum 

등, 1972), 혹은 개방교합이 없는 III급 반대교합군과 비교하였으며(Ellis 등, 

1984), 치성 보상이 이루어져 양호한 전치 피개를 이루는 III급 부정교합을 함께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성인 환자 중 (1) 개방교합을 동

반한 군(개방교합군)과 양호한 수직·수평 절치 피개관계를 이루는 군(비개방교합군)

의 골격적 특성 및 치성 보상 양상을 정상교합자와 비교하고, (2) 전치부 개방교합 

유무에 따른 치성 보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하방 및 전후방적으로 비개방

교합군과 유사한 골격 양상을 보이는 개방교합군의 치성 보상 양상을 비개방교합

군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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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1 정상교합군 

 

대조군으로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두개안면기형연구소의 소장 자료 중 임상 검사, 모형 검

사 및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참고로 하여 선정된 정상교합자 중 다음 조건

을 만족하는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을 group 1으로 설정하였다(Table 1).  

(1) ANB : 2 ± 2°, (2) SN-MP : 32 ± 5°, (3) 제 I급 Angle 구치 및 견치 관

계, (4) 수평 피개 및 수직 피개 : 1-4mm, (5) 제3대구치를 제외한 영구치의 결손

이 없는 자, (6) 치아간 공간이 1mm 이하이고 총생이 3mm 이하인 자, (7) 이전

에 교정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8) 전체치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9) 성장장애나 특기할 전신질환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normal occlusion group 

 

Measurement 

Normal occlusion group (group 1) 

n=30 (M=15; F=15) 

Mean SD Range 

Age (yrs) 24.2 3.5 18-33 

ANB (°) 2.53 1.08 0.65-3.98 

SN-MP (°) 33.32 3.11 27.29-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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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 

 

2004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한 18세 이상의 남성 환자 및 16세 이상의 여성 환자 

중 (1) 임상 및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검사 결과 골격성 제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자(ANB < 0°), (2) 제3대구치를 제외한 영구치의 결손이 없는 자, (3) CR-

CO discrepancy가 없는 자, (4) 퇴행성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없는 자, (5) 이전에 

교정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6) 성장장애나 특기할 전신질환 및 악안면 기형 등이 

없는 자를 선별하여 양호한 수직·수평 전치 피개를 보이는 비개방교합군(non-

openbite group) 및 개방교합군(openbite group)으로 구별하였다. 

비개방교합군은 overbite(이하 OB) 0mm 이상 4mm 이하 및 overjet(이하 

OJ) 1mm 이상 4mm 이하의 절치 피개를 보이는 군으로(Kim 등, 2014) 총 104명

(남자 46명, 여자 58명)을 선별하여 group 2로 설정하였다(Table 2). 환자 특성은 

평균 연령 20.4세(16-45세)였으며, 수직적으로 SN-mandibular plane angle(이하 

SN-MP)에 따라 hyperdivergent(SN-MP > 37°) 32명, normodivergent(27° < 

SN-MP < 37°) 59명, hypodivergent(SN-MP < 27°) 13명이었다. 

개방교합군은 0.5mm 이상의 전치부 개방교합을 보이는 군으로(Arriola-Guillen 

등, 2014) 총 157명(남자 93명, 여자 64명)을 선별하여 group 3으로 설정하였다. 평

균 연령은 21.9세(17-52세)였으며, hyperdivergent 96명, normodivergent 60명, 

hypodivergent 1명이었다. 

 

 



- 5 - 

 

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of the non-openbite and openbite groups 

 

Measurement 

Non-openbite (group 2) Openbite (group 3) 

n=104 (M=46; F=58) n=157 (M=93; F=64) 

Mean SD Range Mean SD Range 

Hyperdivergent n=32 (M=13; F=19) n=96 (M=52; F=44) 

ANB (°) -1.18 1.23 -5.69 to -0.07 -2.54 2.00 -8.46 to -0.04 

SN-MP (°) 40.67 2.94 37.22 to 49.10 42.04 4.24 37.02 to 58.67 

OB (mm) 0.74 0.51 0.03 to 2.39 -2.91 2.44 -12.55 to -0.51 

OJ (mm) 2.27 0.75 1.08 to 3.94 -3.36 2.96 -14.07 to 3.93 

Normodivergent n=59 (M=27; F=32) n=60 (M=40; F=20) 

ANB (°) -1.98 1.40 -6.86 to -0.18 -3.63 2.33 -8.01 to -0.03 

SN-MP (°) 31.65 3.09 27.17 to 36.91 33.28 2.74 27.82 to 36.86 

OB (mm) 0.88 0.61 0.06 to 2.94 -2.32 1.49 -7.27 to -0.60 

OJ (mm) 2.44 0.69 1.37 to 3.93 -3.40 2.51 -8.75 to 1.85 

Hypodivergent n=13 (M=6; F=7) n=1 (M=1;F=0) 

ANB (°) -2.43 1.25 -5.23 to -0.69 -2.39 
  

SN-MP (°) 24.46 2.96 21.01 to 25.96 23.79 
  

OB (mm) 1.68 1.00 0.23 to 3.55 -5.13 
  

OJ (mm) 2.93 0.65 1.97 to 3.98 -4.98     

 

위와 같이 분류된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비개방교합군과 골격관계가 비슷하

지만 개방교합을 보이는 경우의 치성 보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개방교합

군과 비슷한 골격관계를 가지는 개방교합군 환자를 matching 하였다(Table 3). 

Hypodivergent한 표본이 적으므로 hypodivergent를 제외하고 hyperdivergent, 

normodivergent한 골격을 보이는 비개방교합군에 대해 각각 30명의 개방교합군 

환자를 match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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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s characteristics of the non-openbite and matched openbite 

groups 

 

Measurement 
Non-openbite (n=102) Openbite (n=60) 

Mean SD Range Mean SD Range 

Hyperdivergent n=32 (M=13; F=19) n=30 (M=11; F=19) 

ANB (°) -1.18 1.23 -5.69 to -0.07 -1.29 1.08 -4.17 to -0.04 

SN-MP (°) 40.67 2.94 37.22 to 49.10 41.64 4.75 37.13 to 58.67 

Normodivergent n=59 (M=27; F=32) n=30 (M=17; F=13) 

ANB (°) -2.00 1.39 -6.86 to -0.18 -2.08 1.39 -7.97 to -0.05 

SN-MP (°) 31.66 3.06 27.17 to 36.91 32.91 2.50 27.82 to 36.73 

 

 

2. 연구 방법 

 

2.1.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촬영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CRANEX®  3+ CEPH(Soredex, Helsinki, Finland)

을 사용하여 10mA, 75kV, 0.8 sec(남성) 혹은 0.6 sec(여성)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경우 치료 시작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였다. 

 

2.2.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 계측 

 

촬영된 방사선 사진은 V-Ceph™ 5.5(OSSTEM, Seoul, South Korea)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계측을 시행하였다. 길이 계측은 0.01mm, 각도 계측은 0.0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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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측하였다. 계측 항목은 Kim 등(2014), Ellis 등(198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계측 항목은 Table 4, 5 및 Fig.1-1, 1-2와 같다.  

 

 

Table 4. Description of skeletal measurements 

 

Measurement Description 

Anteroposterior 

ANB (°) The angle between A - Nasion - B 

SN-AB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line B-A 

AF-BF (mm) The distance between A and B, parallel to the line porion-orbitale 

Body length (mm) The distance between gonion-menton 

Vertical 

SN-M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line gonion-menton 

FMA (°) The angle between the line porion-orbitale and the line gonion-menton 

SN-P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line posterior nasal 

spine-anterior nasal spine 

PP-M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posterior nasal spine-anterior nasal spine and 

the line gonion-menton 

AFH (mm) The distance between anterior nasion-menton 

LFH (mm) The distance between anterior nasal spine-menton 

PFH (mm) The distance between sella-gonion 

Ramus height (mm) The distance between articulare-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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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Description of dental measurements 

 

Measurement Description 

Occlusal plane 

SN-O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occlusal plane 

MP-O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gonion-menton and the occlusal plane 

SN-UO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upper occlusal plane 

PP-UO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posterior nasal spine-anterior nasal spine and 

the upper occlusal plane 

SN-LO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lower occlusal plane 

MP-LO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gonion-menton and the lower occlusal plane 

Vertical 

U6-PP (mm) The length of a line perpendicular to the palatal plane extending from the 

palatal plane to the mesiobuccal cusp ti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L6-MP (mm) The length of a line perpendicular to the mandibular plane extending from 

the mandibular plane to the mesiobuccal cusp tip of the mandibular first 

molar 

U1-PP (mm) The length of a line perpendicular to the palatal plane extending from the 

palatal plane to incisal tip of the maxillary incisor 

L1-MP (mm) The length of a line perpendicular to the mandibular plane extending from 

the mandibular plane to the incisal tip of the mandibular incisor 

Overbite (mm) The dista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incisor tips, perpendicular to 

the bisecting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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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Description of dental measurements 

 

Measurement Description Description 

Anteroposterior 

Mx1 to A vert (mm) The distance between the incisal tip of the maxillary incisor to the line 

perpendicular to the porion-orbitale line extending from A  

U1-NA (mm) The distance from the incisal tip of the maxillary incisor to nasion-A line, 

perpendicular to the nasion-A line 

L1-NB (mm) The distance from the incisal tip of the mandibular incisor to nasion-B 

line, perpendicular to the nasion-B line 

Overjet (mm) The distance between the most protruded surface of upper and lower 

incisor buccal surfaces, parallel to the bisecting occlusal plane 

Inclination 

U1-SN (°) The angle between the line sella-nasion and the long axis of the upper 

incisor 

U1-PP (°) The angle between the line posterior nasal spine-anterior nasal spine and 

the long axis of the upper incisor 

IMPA (°) The angle between the line gonion-menton and the long axis of the lower 

incisor 



- 10 - 

 

 

Fig 1-1. Cephalometric measurements 

1, SN-UOP; 2, SN-LOP; 3, MP-LOP; 4, U6-PP; 5, L6-MP; 6, U1-PP; 7, L1-MP; 8, U1-SN; 9, U1-PP; 10, 

IMPA; 11, AF-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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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ephalometric measurements 

1, U1- NA(shown in the box); 2, L1- NB(shown in the box); 3, Mx1 to A 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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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자 내 오차 및 방법 오차 

 

조사자간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측정은 한 사람에 의해 시행되었고, 계

측은 2주 간격으로 두 번 측정되었다. 계측치의 재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상교

합군 30명과 개방교합군, 비개방교합군 각각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각 30명에 대

해 계측치간 paired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방법오차는 Dahlberg’s fomula(Se=√

(∑d2/2n)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4. 통계처리 

 

SPSS(version 20, IBM SPSS, Chicago, Ill)를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을 시

행하였다. 유의수준은 모든 통계분석에 대해 0.05로 설정하였다. 

 

(1) 정상교합군, 비개방교합군, 개방교합군 계측항목의 비교 (1-way ANOVA with 

post-hoc Scheffe test) 

(2) 개방교합군의 계측항목간 상관관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3) 비개방교합군과 matching된 개방교합군 계측항목의 비교 (Independent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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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및 방법 오차 

 

2주 간격으로 측정한 계측치에 대해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계측항목 중 길이계측에 대한 방법오차는 0.16~1.17mm, 

각도계측에 대한 방법오차는 0.27~1.44° 이었다.  

 

 

2. 정상교합군, 비개방교합군, 개방교합군 계측항목의 비교 

 

2.1. 골격 계측항목 

 

전후방적으로 ANB, SN-AB, AF-BF 모두 정상교합군, 비개방교합군, 개방교

합군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여 III급 경향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6).  

수직적으로는 SN-MP, FMA, PP-MP, AFH, LFH 모두 개방교합군이 정상교

합군 및 비개방교합군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으며, 정상교합군과 비개방교

합군간 유의차는 없었다. 수직적 골격 부조화는 개방교합군에서 뚜렷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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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verall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tween the normal occlusion, 

non-openbite and openbite groups 

 

Measurement 

Normal  

occlusion 

Class III malocclusion   

P value Non-openbite Openbite 

 (group 1) (group 2) (group 3) 

 Mean (SD) Mean (SD) Mean (SD)   1-2 1-3 2-3 

Anteroposterior 

       ANB (°) 2.53 (1.08) -1.79 (1.38) -2.95 (2.19) 

 

** ** ** 

SN-AB (°) 75.32 (4.16) 84.03 (4.37) 86.72 (5.60) 

 

** ** ** 

AF-BF (mm) 4.59 (2.44) -2.24 (3.01) -5.10 (4.81) 

 

** ** ** 

Body length (mm) 82.36 (4.38) 84.34 (4.93) 85.77 (5.55) 

 

NS ** NS 

Vertical 

       SN-MP (°) 33.32 (3.11) 33.45 (6.17) 38.63 (5.68) 

 

NS ** ** 

FMA (°) 24.53 (3.25) 24.62 (5.83) 29.78 (4.81) 

 

NS ** ** 

SN-PP (°) 9.84 (3.38) 8.42 (3.64) 9.63 (3.44) 

 

NS NS * 

PP-MP (°) 23.48 (3.68) 25.03 (6.20) 29.00 (5.19) 

 

NS ** ** 

AFH (mm) 136.19 (7.45) 134.80 (7.89) 142.68 (8.96) 

 

NS ** ** 

LFH (mm) 76.16 (5.74) 75.90 (6.07) 81.87 (6.49) 

 

NS ** ** 

PFH (mm) 91.47 (6.27) 89.49 (7.78) 89.42 (7.85) 

 

NS NS NS 

Ramus height (mm) 55.18 (5.08) 55.67 (6.03) 56.50 (5.53) 

 

NS NS NS 

Occlusal plane 

       SN-OP (°) 18.17 (4.42) 15.27 (4.38)     - 

 

** - - 

MP-OP (°) 15.15 (3.53) 18.18 (4.28)     - 

 

** - - 

SN-UOP (°) 20.14 (4.67) 16.45 (4.37) 17.04 (4.77) 

 

** ** NS 

PP-UOP (°) 10.29 (3.95) 8.03 (3.83) 7.41 (3.71) 

 

* ** NS 

SN-LOP (°) 15.85 (4.40) 13.75 (4.59) 20.66 (5.62) 

 

NS ** ** 

MP-LOP (°) 17.47 (3.52) 19.70 (4.36) 17.97 (4.45) 

 

* NS ** 

Vertical 

       U6-PP (mm) 26.87 (2.49) 27.02 (2.41) 27.86 (2.58) 

 

NS NS * 

L6-MP (mm) 38.02 (3.33) 36.20 (3.47) 37.98 (3.27) 

 

* NS ** 

U1-PP (mm) 32.81 (2.50) 31.71 (3.19) 32.07 (2.98) 

 

NS NS NS 

L1-MP (mm) 46.37 (3.83) 44.89 (3.79) 45.95 (3.78) 

 

NS NS NS 

Overbite (mm) 1.75 (0.76) 0.94 (0.69) -2.67 (2.14)   NS ** ** 

ANOVA test; Scheffe test;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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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성 계측항목 

 

교합평면 경사에서 비개방교합군의 교합평면은 정상교합군에 비해 반시계방

향의 회전 양상을 보였다. 상악 교합평면 경사인 SN-UOP, PP-UOP는 정상교합

군에 비해 반시계방향 회전을 나타내는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 MP-LOP는 

나머지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 개방교합군에서도 상악 교합평면 

경사는 정상교합군에 비해 반시계방향 회전을 보였으며, 비개방교합군과 유의차가 

없었다. 하악 교합평면 경사는 정상교합에 비해 시계방향 회전을 보였다. 

치조 고경에서 상악 구치 고경인 U6-PP는 개방교합군과 비개방교합군 모두 

정상교합군과 비교시 유의차가 없었으나 III급 부정교합군끼리 비교시 개방교합군

이 유의하게 컸다. 하악 구치 고경인 L6-MP는 비개방교합군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 전치 고경인 U1-PP 및 L1-MP는 세 군간 유

의차가 없었다. 

 

 

3. 개방교합군의 계측항목간 상관관계 분석  

 

교합평면의 경사(SN-UOP, PP-UOP, SN-LOP, MP-LOP)는 수직 골격 계측

치인 SN-MP, FMA, PP-MP, PFH, ramus height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MP-LOP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후방적 골격 계측치인 ANB, SN-AB, AF-BF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7). 

치조 고경(U6-PP, L6-PP, U1-PP, L1-MP)은 수직 골격 계측치 중 각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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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skeletal measurements and dental measurements 

in the openbite group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B  

(°) 

SN-AB 

 (°) 

AF-BF 

 (mm) 

SN-MP 

 (°) 

FMA  

(°) 

PP-MP 

(°) 

AFH  

(mm) 

LFH  

(mm) 

PFH  

(mm) 

Ramus 

height  

(mm) 

SN-UOP (°) **0.313 **-0.572 **0.297 **0.606 **0.376 **0.245 0.013 -0.065 **-0.458 **-0.405 

PP-UOP (°) **0.208 **-0.366 **0.244 **0.371 **0.289 **0.480 0.052 0.131 **-0.243 **-0.304 

SN-LOP (°) **0.272 **-0.554 **0.295 **0.690 **0.519 **0.420 0.152 0.135 **-0.388 **-0.322 

MP-LOP (°) -0.032 0.005 -0.061 **0.405 **0.413 **0.496 **0.212 **0.288 *-0.164 -0.135 

U6-PP (mm) *-0.187 0.101 *-0.201 0.096 0.058 **0.226 **0.748 **0.796 **0.602 **0.611 

L6-MP (mm) 0.044 -0.040 0.066 -0.070 -0.015 0.067 **0.711 **0.733 **0.730 **0.624 

U1-PP (mm) -0.001 *-0.175 0.000 **0.345 **0.252 **0.531 **0.716 **0.805 **0.373 **0.330 

L1-MP (mm) 0.038 -0.014 0.028 0.066 0.124 **0.235 **0.708 **0.747 **0.584 **0.496 

Overbite (mm) -0.048 0.149 -0.127 **-0.307 **-0.363 **-0.396 **-0.271 **-0.360 -0.014 0.010 

Overjet (mm) **0.510 **-0.476 **0.554 -0.010 -0.006 0.058 -0.077 -0.054 0.006 -0.14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P < 0.05;  **P < 0.01 

 

측치보다는 길이 계측치와 상관관계가 컸으며(P<0.01), 특히 U1-PP와 LFH의 상

관계수는 0.805였다(P<0.01). 수직 각도 계측치 중에서는 PP-MP와 상관성이 가

장 큰 경향을 보였으나 길이 계측치보다는 상관관계가 작았다. 치조 고경과 전후

방적 골격 계측치와는 상관관계가 작거나 거의 없었다. 

수직피개는 PP-MP, FMA, LFH, SN-MP, AFH 순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17 - 

 

4. Matching된 개방교합군과 비개방교합군 계측항목의 비교 

 

전후방적 골격계측치는 hyperdivergent group에서 AF-BF를 제외하면 유의

차가 없었으며, 수직적 골격계측치는 normodivergent group에서 FMA와 

hyperdivergent group의 SN-PP가 개방교합군과 비개방교합군간 유의차가 있었

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skeletal measurements between the non-openbite and 

matched openbite groups 

 

  Hyperdivergent 

P value 

  Normodivergent 

P value 

Measurement Non-openbite Openbite   Non-openbite Openbit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nteroposterior 

      

  

ANB (°) -1.18(1.23) -1.29(1.08) 0.717 

 

-2.00(1.39) -2.08(1.39) 0.782 

SN-AB (°) 80.64(3.41) 81.50(3.79) 0.352 

 

84.81(3.65) 86.19(3.48) 0.090 

AF-BF (mm) -0.45(2.67) -1.83(2.44) *0.038 

 

-2.79(2.87) -2.85(2.96) 0.927 

Body length (mm) 82.51(4.88) 82.75(4.84) 0.851 

 

85.07(4.67) 84.21(5.49) 0.438 

Vertical 

       SN-MP (°) 40.67(2.94) 41.64(4.75) 0.334 

 

31.66(3.06) 32.91(2.50) 0.056 

FMA (°) 30.74(3.82) 30.95(4.32) 0.842 

 

23.00(3.72) 25.78(2.61) **0.000 

SN-PP (°) 10.05(3.92) 12.28(2.62) *0.011 

 

7.75(3.51) 9.22(3.47) 0.066 

PP-MP (°) 30.61(5.23) 29.36(3.50) 0.276 

 

23.90(4.09) 23.69(3.63) 0.812 

AFH (mm) 138.12(6.85) 138.44(7.82) 0.865 

 

134.36(7.62) 136.93(9.75) 0.175 

LFH (mm) 78.00(5.93) 78.12(5.18) 0.932 

 

75.83(5.75) 76.99(5.81) 0.374 

PFH (mm) 84.09(5.91) 83.24(7.12) 0.607 

 

91.03(6.95) 92.09(8.22) 0.525 

Ramus height (mm) 51.28(4.48) 52.07(5.09) 0.520   57.02(5.49) 57.31(5.43) 0.817 

Independent t-test;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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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 계측항목 중 교합평면 경사에서 SN-UOP의 경우 개방교합군과 비개방

교합군간 유의차가 없었으며 PP-UOP는 normodivergent에서만 유의차를 보였다

(table 9). SN-LOP와 MP-LOP는 hyperdivergent와 normodivergent 모두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며 개방교합군에서 하악 교합평면의 상대적인 시계방향의 회전을 

나타낸다.  

치조 고경에서 상악 전치 고경인 U1-PP는 개방교합군이 비개방교합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 나머지 계측치는 유의차가 없었다.  

절치의 전후방 관계는 개방교합군이 비개방교합군에 비해 상악 절치는 유의

하게 후방 위치, 하악 절치는 유의하게 전방 위치하였다. 상악 절치 각도는 

normodivergent group에서 개방교합군이 상악 절치의 유의한 설측 경사(U1-SN)

를 보였다. 하악 절치 각도는 유의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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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dental measurements between the non-openbite and 

matched openbite groups 

 

  Hyperdivergent 

P value 

  Normodivergent 

P value 

Measurement Non-openbite Openbite   Non-openbite Openbit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Occlusal plane 

      

  

SN-UOP (°) 20.19(2.73) 20.70(4.63) 0.602 
 

15.51(3.77) 15.37(2.63) 0.837 

PP-UOP (°) 10.14(3.70) 8.42(3.27) 0.058 
 

7.75(3.31) 6.15(3.83) *0.043 

SN-LOP (°) 17.63(2.98) 23.81(4.62) **0.000 
 

12.97(3.73) 18.95(3.00) **0.000 

MP-LOP (°) 23.04(3.71) 17.83(4.18) **0.000 
 

18.69(3.74) 13.96(2.90) **0.000 

Vertical 
       

U6-PP (mm) 27.22(2.59) 26.18(2.41) 0.109 
 

27.09(2.32) 26.68(2.65) 0.448 

L6-MP (mm) 34.89(3.03) 36.27(2.93) 0.072 
 

36.75(3.47) 37.78(3.42) 0.187 

U1-PP (mm) 33.07(3.21) 31.11(3.43) *0.024 
 

31.65(2.73) 30.11(2.88) *0.016 

L1-MP (mm) 44.81(3.74) 44.38(3.26) 0.631 
 

45.12(3.91) 44.25(3.51) 0.304 

Overbite (mm) 0.74(0.51) -2.40(1.77) **0.000 
 

0.90(0.64) -2.35(1.30) **0.000 

Anteroposterior 
       

Mx1 to A vert (mm) 8.17(2.36) 7.52(2.32) 0.286 
 

9.49(2.46) 7.18(2.31) **0.000 

U1-NA (mm) 9.18(2.41) 7.91(2.04) *0.029 
 

10.13(2.22) 7.86(2.45) **0.000 

L1-NB (mm) 5.11(2.16) 7.02(2.25) **0.001 
 

4.64(2.58) 6.58(2.38) **0.001 

Overjet (mm) 2.27(0.75) -1.96(1.85) **0.000 
 

2.45(0.69) -2.70(2.41) **0.000 

Inclination 
       

U1-SN (°) 109.68(5.54) 109.02(5.71) 0.644 
 

114.95(6.17) 111.70(6.42) *0.023 

U1-PP (°) 119.74(6.12) 121.29(5.10) 0.282 
 

122.70(5.49) 120.91(6.73) 0.183 

IMPA (°) 81.39(6.80) 83.92(6.17) 0.131 
 

87.23(7.28) 87.93(7.81) 0.679 

Independent t-test;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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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군은 정상교합군 및 골격성 III급 비개방교

합군에 비하여 LFH, SN-MP의 증가, body length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rriola-Guillen 등, 2014; Ellis 등, 1984; 

Nahoum 등, 1972).  

전후방적으로도 개방교합군에서 비개방교합군에 비해 더 심한 골격 부조화를

보였다. Ellis 등(1984)의 연구에서는 III급 개방교합군보다 III급 반대교합군에서 

심한 III급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비개방교합군에 반대교합을 보

이지 않는 표본만을 포함하였고, Ellis 등의 연구는 반대교합 표본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개방교합군에서 SN 평면 및 구개평면에 대한 상악 교합평면, SN 평면에 대한 

하악 교합평면 각도는 정상교합과 비교시 각각 반시계, 시계 방향의 회전을 나타

내었으며 구개 평면과 하악 평면에 대한 치조고경은 모두 정상교합자와 유의차가 

없다(table 6). Ellis 등(1984)의 연구에서 III급 개방교합은 III급 반대교합에 비해 

상악 교합평면의 반시계방향 회전이 있었고, 하악은 gonial angle 및 하악평면각, 

ramus의 후하방 회전 등을 보였다. 상·하악의 구치 고경은 모두 반대교합군에 비

하여 컸다. Nahoum 등(1972)에 의하면 III급 개방교합의 SN-UOP가 정상교합자

와 유의차가 없었으나 약간 작은 경향을 보이는데, 정상교합군의 SN-MP가 평균 

29.7°로 평균 33.32°인 본 연구에 비해 hypodivergent한 경향이 있으며, 개방교

합군의 SN-MP가 평균 40.5°로 평균 38.86°인 본 연구에 비해 hyperdiv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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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상대적으로 본 연구보다 hypodivergent한 정상교합군의 특징이 유의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악 구치 고경에서 Nahoum 등(1972)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방교합군

과 정상교합군간 유의차가 없다고 하였다. Flores-Mir 등(2014)에 의한 결과는 

정상교합군에 비해 III급 개방교합군에서 U6-PP가 평균 4.04mm 큰 값을 보였는

데, 이 연구에서는 1mm 이상의 반대수평피개를 가지며 40° 이상의 SN-MP, 29° 

이상의 PP-MP를 가지는 III급 개방교합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차이가 있다. 

시상적 골격 부조화에 대한 치아치조성 보상 중 하나로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

나며(Ishikawa 등, 1999; Kim 등, 2014), 표본 선택시 수평피개의 정도에 따라 개

방교합군의 전후방적 부조화의 심도가 달라지므로 교합평면의 경사 또한 달라질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구치 고경 계측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lores-Mir 

등(2014)의 연구에서 정상교합군의 U6-PP 평균은 22.02mm로, Nahoum 등

(1972)의 27.50mm, 본 연구의 26.87mm와 4.85mm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며, 

L6-MP 또한 29.68mm로, 본 연구의 38.02mm, Nahoum 등(1972)의 40.2mm와 

8.7mm 이상의 큰 차이를 보여, 인종적인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상교합과 비교하여 성인의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에서는 상악 교합평

면의 반시계방향 회전과 하악골의 회전을 따르는 하악 교합평면의 시계방향 회전 

및 정상교합자와 유의차가 없는 전방부 치조 고경으로 인하여 개방교합을 나타내

게 된다. 개방교합군의 하악 전치 고경 및 상·하악 구치 고경은 상악 전치 고경과 

다르게 수직 골격 계측치 중 각도 계측치와는 거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깝거나 작

은 상관계수를 가지며, 수직적 치성 보상이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상악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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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치조 고경은 대체적으로 수직 골격 계측치 중 길이 계측치와 높은 상관계수

를 가지나 이는 전반적으로 골격이 큰 사람일수록 전치 고경도 크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비개방교합군은 수직 골격 계측치에서 정상교합자와 차이가 없으며, 수평적 

부조화만을 보였다. SN-OP와 MP-OP는 모두 정상교합에 비해 반시계방향의 교

합평면 회전을 보였고, 이것은 시상적 골격 부조화에 대한 치성 보상을 나타낸다. 

SN-PP는 개방교합군에 비해 반시계방향 경사를 보이나 U6-PP가 개방교합군보

다 유의하게 작으며, SN-UOP와 PP-UOP는 개방교합군과 유의차가 없었으므로 

상악 교합평면의 치성 보상은 III급 부정교합 두 군에서 비슷하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SN-LOP와 MP-LOP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주로 하악골의 수직

적 부조화 및 하악의 치성 보상의 차이에 의해 개방교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Ellis 등(1984)도 두개저의 하방에서 개방교합성 요소가 기인한다고 하였다.  

안모 유형에 따라 치성 보상 양상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matching시 수직적 골격 형태를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일치하였

다. 전반적으로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골격 형태를 가지는 개방교합군은 비개방

교합군과 상악 교합평면 경사는 비슷하였으나 하악 교합평면이 상대적으로 시계

방향 회전을 보이며 개방교합군에서 상악 전치 고경이 작았다. 하악 전치 고경이 

유의차가 없음에도 하악 교합평면 경사의 유의차를 보이는 것은, 상악과 하악의 

구치 고경에 유의차는 없지만 개방교합군에서 상악 구치고경은 크며 하악 구치고

경은 작은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악 전치 고경의 차이는 개방교합군이 본래 

수직적 골격 부조화가 더 심하나 비개방교합군과 비슷한 골격관계를 가지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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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matching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직적 부조화가 경미한 표본이 추출되고, U1-

PP는 수직적 각도 골격 계측치 및 길이 골격 계측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짧은 U1-PP를 가지는 표본들로 matching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

된다. 김 등(2014)의 연구에서 III급 반대교합군과 III급 정상피개군 사이의 교합평

면 경사 차이와 하악 구치 고경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차가 

없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절치의 전후방 위치는 개방교합군에서 비개방교합

군에 비해 상악 절치의 후방위치와 하악 절치의 전방위치, normodivergent group 

에서 상악 절치의 설측 경사를 보였다.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은 절충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II급 부정교

합에 비해 하악 전치의 후방견인으로 이하여 상대적으로 돌출된 양상의 이부를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Proffit, 2013). 특히 개방교합이 동반될 경우 개방교합 폐

쇄를 위한 하악의 반시계방향 회전은 전돌 양상을 심화시켜(Park 등, 2006) 절충

치료는 더욱 어렵고 결과가 비심미적이서 하악의 후방이동을 위한 수술의 필요성

이 커진다(Arvystas, 1977).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 절충치료의 증례보고들은 대부

분 전치의 정출을 이용한다. 하악 전치의 정출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거

나(He 등, 2013; Lima 등, 2006), 상악과 하악의 전치를 함께 정출시켜 치료하기

도 하며(Hamamci 등, 2006; Hiller, 2002), III급 부정교합은 대부분 상악의 부족

에 기인하기 때문에 하악 전치의 정출을 방지하고 상악 전치의 전방 및 하방이동

을 유도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Kondo 등, 2000). 구치의 수직 조절과 

하악의 회전에 있어서는 후하방 회전이 일어나도록 치료한 경우(Kondo 등, 2000) 

및 하악의 후하방 회전을 방지하고 전상방 회전을 유도한 경우도 있다(Hama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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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6; Hiller, 2002). 증례보고 외에 MEAW를 이용한 전치의 정출시 2년간의 

안정성을 관찰한 연구가 있으나(Kim 등, 2000), 표본의 탈락률이 높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성인에서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의 절충치료 후 장기적 안정성에 관한 

규모가 큰 연구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성인의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 양호한 

절치피개를 이루는 경우에 비해 하악 교합평면의 시계방향 회전과 상악 전치부 치

조고경 감소, 상악 절치의 후방위치 및 하악 절치의 전방위치, normodivergent 

group에서의 상악 절치의 설측 경사 등의 특징을 보였다. 절충치료를 통한 개방

교합 폐쇄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한다면 상악 절치의 정출과 전방이동, 하악 절치

의 후방 견인, 하악 교합평면의 반시계방향 회전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상악 

절치의 수직 노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미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Kondo 등, 

2000), 노출도가 이미 충분한 경우 상악 절치의 정출은 비심미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하악 전치의 정출을 유도하는 것이 심미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Kim, 1987; Ribeiro 등, 2010). 따라서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의 절충치료시 치조

고경 감소 경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상악 절치의 노출도 평가하여 절치의 정출이 

바람직한 경우 적극적인 정출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Pikodoken 등(2009)에 의하면 하악 절치의 정출시 치은 변연은 치아 

이동량의 80%만큼 이동하여 임상치관의 길이가 증가하며, Kajiyama 등(1993)에 

의한 원숭이 실험에서도 치은 변연은 치아이동량의 90%만큼 이동하였다. 치관의 

폭-높이 비율이 작은 경우 많은 양의 정출이 이루어진다면 치관의 길이가 증가하

여 심미성이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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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도한 골격 부조화로 절충치료가 어려울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 

Kuitert 등(2006)은 절충치료에 있어서 치아치조성 보상의 한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안모 환자에서 수직피개를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LFH이며 

단안모 환자에서는 하악의 치조골 형태이며, 남성에서 LFH 76mm, 여성에서 

72m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mm의 수직 절치피개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수

술시에는 수평면 등이 아닌 각 기저골에 대해 치아를 이상적으로 배열한 후 기저

골의 부조화를 수술로써 해결하도록 한다(Jacobs 등, 1983). 골격성 III급 개방교

합군의 경우 정상교합군과 PP-UOP 및 MP-LOP가 모두 차이가 나므로, 상악과 

하악 모두 교합평면 각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Ellis 등(1984)과 비슷한 이유로 표본의 편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본 선택시 교정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는데, 개방교합의 경우 

경미하다면 성장기동안 치료를 시도하였을 수 있으며 심한 개방교합을 보였다면 

성장기에 치료를 시도하지 않고 성장 완료 후 수술을 고려할 것이므로 상대적으

로 심한 경우가 표본으로 포함되었을 수 있으나, 개방교합과 반대교합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성장기동안 치료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므로 경미한 부

조화의 경우도 표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26 - 

 

Ⅴ. 결론 

 

본 연구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성인 환자 중 (1) 개방교합을 동반한 군(개

방교합군)과 양호한 수직수평 절치 피개관계를 이루는 군(비개방교합군)의 골격적 

특성 및 치성 보상 양상을 정상교합자와 비교하고, (2) 전치부 개방교합 유무에 따

른 치성 보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수직적 및 전후방적으로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골격 양상을 보이는 개방교합군의 치성 보상 양상을 비개방교합군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방교합군은 정상교합군에 비해 수평적, 수직적 골격 부조화를 보이며, 두개

저에 대한 상악 교합평면의 반시계방향 회전과 하악 교합평면의 시계방향 회

전에 의한 개방교합을 보인다. 

 

2. 비개방교합군은 정상교합군에 비해 전후방적인 골격 부조화만을 보이며, 교

합평면의 반시계방향 회전을 보인다. 상악 교합평면 경사는 개방교합군과 비

교하여 유의차가 없으며 하악 교합평면의 차이를 보인다. 

 

3.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골격 양상을 보이는 개방교합군은 비개방교합군과 비

교하여 하악 교합평면의 시계방향 회전, 상악 전치부 치조고경 감소, 상악 절

치의 후방위치 및 하악 절치의 전방위치, normodivergent group에서 상악 

절치의 설측경사를 보인다. 



- 27 - 

 

성인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에서 개방교합이 동반될 경우 수직적 부조화 또한 

존재하며, 골격관계가 비슷하지만 수직·수평 절치 피개관계가 양호한 경우와 비

교하여 상악 절치의 치조고경 감소 경향 및 절치의 전후방 위치에 차이가 있었

다. 골격성 III급 개방교합의 절충치료계획 수립시 상악 절치 노출도와 함께 이

를 고려하여 상악 절치의 정출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출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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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bite components of adult skeletal class III openbite malocclusion 

arise below the cranial base, which often need surgical treatment. Camouflage 

treatment, however, is being done in non-growing patients, by increasing 

dental compensation to be in harmony with the present skeletal pattern.  

Many case reports describe extrusion of the incisors for camouflage 

treatment of the skeletal class III openbite malocclusion. But there is no 

consensus regarding which should be extruded between upper and lower 

incisors. Feasibility of dental compensation should be predicted for successful 

camouflage treatment. Thus, it would be helpful to observe non-treated dental 

compensation with acceptable occlusion under skeletal discrepanc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1) the skeletal pattern and 

dental compensation of skeletal class III adult patients with openbite(openbite 

group) and with acceptable anterior overbite and overjet(non-openbite group) 

with adults with normal occlusion, and (2) the dental compensation of the 

openbite group closely matched to the non-openbite group with the dental 

compensation of the non-openbite group. The results were list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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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openbite group had both sagittal and vertical skeletal discrepancy.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the upper occlusal plane relative to the 

cranial base, and clockwise rotation of the lower occlusal plane compared 

with the normal occlusion group was observed. 

 

2. The non-openbite group had only sagittal skeletal discrepancy.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the occlusal plane was observed, compared 

with the normal occlusion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pper occlusal plane angle bu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ower occlusal plane angle, compared with the openbite group. 

 

3. In the openbite patients with closely matched skeletal pattern to the non-

openbite group, clockwise rotation of the lower occlusal plane, shorter 

upper anterior dentoalveolar height, more posteriorly positioned upper 

incisors, more anteriorly positioned lower incisors, lingual tipping of 

upper incisors in the normodivergent group were observed, compared 

with the non-openbite group. 

  

In adult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patients, openbite group had vertical 

skeletal discrepancy compared with the normal occlusion and class III non-

openbite group. Openbite patients with closely matched skeletal pattern to the 

non-openbite group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upper anterior dentoalveolar 

height and antero-posterior position of the upper and lower incisors. In 

planning of the camouflage treatment of skeletal class III openbite patients,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upper incisor exposure, 

so that extrusion of the upper incisors can be done if needed. 

 

 

Keywords: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openbite, dental compensation, ad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