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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를 이용한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의

수직 골격 패턴에 따른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분석

교정 치료의 생물학 측면에서 하악 치부를 지지하는 치조골의 두께

는 치료 계획의 수립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한 고려사항

이 되는데, 수직 골격 패턴에 따라 하악 치부 치조골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CBCT를 이용하여 성인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의 수직

골격 패턴에 따른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의 차이를 순설측의 다양한 높

이에서 밝히고자 시행하 다. 연세 학교 강남세 란스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 (ANB < 0°) high angle 31명 (SN-MP > 38.0°),

normal angle 32명 (30.0° < SN-MP < 37.0°), low angle 30명(SN-MP <

28.0°)과 조군으로 골격성 I 부정교합자 (0° < ANB < 4.0°) normal

angle 29명을 상으로 이미지 계측 소 트웨어 상에서 양측 하악 치와

측 치의 시상면 상에 치아 장축을 표시하고 순설측 백악법랑경계 하방 2

mm를 치조정으로 정하여 순측 설측 치조정 (BT0, LT0)과 그 하방 3 mm

(BT3, LT3), 6 mm (BT6, LT6), 9 mm (BT9, LT9)에서 치아 장축에 수직으

로 치조골의 두께를 각각 계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 치와 측 치 치조골 두께 비교 시 Class Ⅰ normal angle

group의 BT3, Class Ⅲ high angle group의 BT3,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의 BT3, LT3에서만 하악 측 치가 치보다 유의성 있

는 큰 값을 가졌으며 (p < 0.05), 나머지 모든 부 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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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의 하악 치부 순설측 치조골 두께 비교 시,

수직 골격 패턴에 계없이 치조정과 치조정 3 mm 하방까지는 순

설측 치조골 두께의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 치조정 6 mm 하방

과 9 mm 하방에서는 설측 치조골이 순측보다 유의성 있게 더 두꺼운

양상을 보 다 (p < 0.001).

3. 골격성 Ⅲ 과 Ｉ 부정교합자의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비교 시,

Class Ⅲ high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0를 제외한 모든 측정 부 에서 치조골 두께가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보인 반면 (p < 0.001), Class Ⅲ normal angle group과 Class Ⅲ

low angle group은 부분의 부 에서 Class I normal angle group과

치조골 두께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4.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의 수직 골격패턴에 따른 하악 치부 치조

골 두께 비교 시 Class Ⅲ high angle group은 Class Ⅲ normal angle

group과 Class Ⅲ low angle group보다 거의 모든 부 에서 치조골

두께가 얇게 나타났고 (p < 0.001), Class Ⅲ low angle group 은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6과 모든 설측 부 에서 유의

성 있게 큰 치조골 두께를 보 다 (p < 0.001).

5. SN-MP 각도와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사이에는 음의 상 계가

존재하여 SN-MP 각도가 커질수록 순측과 설측의 하악 치조골 두께는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 < 0.001, r= -0.217∼ -0.472).

골격성 Ⅲ 부정교합이면서 high angle인 경우 normal angle이나 low

angle보다 모든 부 에서 더 얇은 치조골 두께를 가졌으나, III 부정교합

의 normal angle과 low angle은 I 부정교합 normal angle과의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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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두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 수직 골격패턴에 계없이 치조

정과 그 하방 3 mm 까지는 순설측 치조골 두께에 차이가 없었는데, 특히

치조골 두께가 얇은 Ⅲ 부정교합 high angle의 경우에는 충치료나 수

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핵심되는말 : Cone beam CT(CBCT), 골격성 Ⅲ 부정교합, 수직 골격패턴,

하악 치부 치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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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를 이용한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의

수직 골격 패턴에 따른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분석

<지도교수 김 경 호>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p

이 상 희

Ⅰ. 서 론

교정력이 가해지면 개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주인 의 비후와 치

조골의 골 개조 과정이 일어나면서 치아는 이동하게 된다. 치조골의 양

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치아 이동은 치근의 흡수, 치조골의 상실과 천

공, 열개 치은 퇴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Wainwright,

1973). 특히 치의 순 설측 이동 시 치근의 치조정 부 나 치근 앙

부 는 치아가 이동함에 따라 치조골의 골개조가 발생하지만, 피질골

이나 하악결합(symphysis) 부근에 치한 치근단 부 에서는 골개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아 이동 시 치근 흡수나 치조골 상실을 일

으킬 수 있어서 치아 이동의 해부학 장애물이라고 하 다(Edward,

1976; Mulie와 Ten Hoev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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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하악골을 이용한 연구에서 하악 치부에 높고 얇은 치조골을 가

진 환자의 교정치료 시 치조골, 하악결합 복합체(symphysis complex)가

감소하고 치부 순측과 설측의 피질골 에 심한 치조골 손실의 발생 가

능성이 높다고 하 다(Wehrbein 등, 1996). 특히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

료를 요하는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경우 술 교정치료의 탈보상 과정

에서 하악 치의 과도한 순측 경사는 치조골의 상실을 심화시킬 가능성

이 있으므로 골격성 Ⅲ 부정교합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하악 치

부 치조골에 한 고려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Ahn과 Baek, 2011;

Choi 등, 2015). 따라서 교정 치료의 생물학 측면에서 치아의 이동량

뿐 만 아니라 하악 치부를 지지하는 치조골의 두께는 치료 계획의 수

립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Yamada 등, 2007).

수직 골격 패턴에 따라 하악 방부 치조골의 형태나 두께가 달라진

다고 하 는데 수직 으로 high angle을 가지는 부정교합에서는 일반

으로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가 얇다고 하 다(Handelmann, 1996; Kim

등, 2010; Molina-Berlanga 등, 2013). 그러나 low angle과 normal angle

을 보이는 경우는 부정교합에 따라 치부 치조골 두께가 다양하게 보고

되었다. Handelmann(1996)의 연구에 의하면 수평 골격패턴에 계없

이 모든 high angle group과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normal angle

group은 상 으로 치조골이 얇았다. 한편 Kim 등 (2010)에 의하면

high angle group 에서도 특히 골격성 Ⅲ high angle group에서 더

얇은 평균 치조골 두께를 보 고 골격성 Ⅲ normal angle group은 골

격성 Ⅰ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치근 간과 설측에서 더 얇은

치조골 두께를 보 다. Molina-Berlanga 등(2013)의 골격성 I 과 Ⅲ

부정교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골격성 Ⅲ 의 high angle grou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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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angle group과 low angle group에 비해 치조골이 얇았고 골격성

Ⅲ normal angle group은 골격성 Ⅰ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순

설측 모두 상 으로 두꺼운 치조골의 두께를 보 다. 이와 같이 기존

의 연구 간에 상이한 결과가 존재하 기 때문에 수직 골격 패턴에 따

른 하악 치부 치조골의 두께에 한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기존의 하악 치부 치조골을 평가한 연구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에서 두께를 계측 분석한 것이 부분이다(Handelmann, 1996; Choe

등, 2007; Chung 등, 2008; Kim 등, 2010; Molina-Berlanga 등, 2013).

그러나 Ahlqvist 등 (1986)과 Baumrind와 Frantz (1971)는 측모 두부 방

사선 사진에서 치조골의 계측은 가능하지만 정 선에서의 실제 한계부

는 방사선 사진을 투사한 것 보다 더 좁아 측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고 하 다. 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구들은 2차원 으로

최 방에 치한 치만을 상으로 하고 기존 측모 두부 방사선 투사

로그램 상에서 치아의 template를 이용해 치의 한계를 설정하기 때

문에 1 mm 내외의 얇은 치조골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Wehrbein 등 (1995)은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의 계측치가

실제에 비해 평균 0.2-1.2 mm 정도 과 평가 될 수 있다고 하 고,

Fuhrmann (1996)은 치조골 상에 인공 으로 발생시킨 결손부를 측모 두

부 방사선 사진 상에서는 감별할 수 없으므로 치조골에 한 진단학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 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사체 연구 (Han과 Jung, 2011)나 산

화 단층촬 을 이용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는 비침습 인 방법으로 계측 부 의 단면을 손상

없이 분석할 수 있어 두께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방사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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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간이 짧고 유효선량이 상 으로 낮아 최근에 리 사용되고 있

다. CBCT를 이용한 계측값이 임상 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한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Periago 등, 2008; Stratemann 등, 2008; Brown

등, 2009; Naji 등, 2014), 순측 치조골 피개량에 한 평가에서 CBCT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Ferreira 등 (2013)은 축상면

(axial plane)과 시상면(saggital plane)에서 계측 시 69.23%의 정확도를

보 고, 특히 치근의 앙 1/3에서 81.81%로 높은 정확도를 보 다고 하

다.

그러나 기존의 CBCT를 이용한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에 한 연구

는 수직 , 수평 골격 패턴에 따라 분류하여 수행되지 않았거나 분

류하 다고 하더라도 골격 인 패턴에 따른 분석을 하기에는 샘 의 수

가 무 었고(Ozdemir 등, 2013; Morad 등, 2014), 부분 치근단 부

는 치근단 치조정과 치근단의 두 군데에서만 치조골의 두께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로 치아가 이동할 때 향을 받는 높이에서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Choe 등, 2007; Kim 등, 2009; Kim 등, 2010; Kook 등,

2012; Lee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BCT를 이용하여 성인 골격성 Ⅲ 부정교합

환자의 수직 골격 패턴에 따른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의 차이를 순

설측의 다양한 높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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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연세 학교 강남세 란스병원 교정과에 2011년 1월에서 2015년 7월까

지 내원한 환자 성인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 (ANB < 0°)를 상으

로 하 다. 진 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사용하여 Sella-Nasion

line(SN)과 mandibular plane(MP)이 이루는 각도 (SN-MP)을 기 으로

수직 골격패턴을 low angle group (SN-MP < 28.0°), normal angle

group (30.0° < SN-MP < 37.0°), high angle group (SN-MP > 38.0°)

의 세 group으로 분류하 다(Lee 등, 1984; Lee 등, 1987; Chung 1997;

Kim 등, 2011).

연구 상자는 다음의 inclusion criteria를 만족시키는 경우로 하 다.

�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20세 이상의 성인

� 하악 치부에 치근단 병소가 없고 심한 치주 질환이나 치조골 소실

는 치은 퇴축이 없는 경우

� 보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결손치나 과잉치, 매복치아가 없는 경우

� 하악 치부에 3 mm 이하의 총생을 가진 경우 는 2 mm 이내의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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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선 변 2 mm 이하의 비 칭이 있는 경우

� dentofacial deformity가 없는 경우

이 게 분류한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는 high angle group 31명 (남

자 15명, 여자 16명, 평균 연령 22.8세, 평균 SN-MP 44.4°), normal

angle group 32명 (남자 17명, 여자 15명, 평균 연령 23.3세, 평균

SN-MP 34.1°), 그리고 low angle group 30명 (남자 16명, 여자 14명, 평

균 연령 24.1세, 평균 SN-MP 25.3°) 이었으며, 조군은 골격성 I 부

정교합자 (0° < ANB < 4.0°) normal angle group 29명 (남자 14명,

여자 15명, 평균 연령 24.3세, 평균 SN-MP 35.1°)이었다. 조군은 연세

학교 강남세 란스병원 외과에 2011년 1월에서 2015년 7월까지 제 3

구치 발치를 해 내원한 골격성 I 부정교합자 실험군과 동일한

inclusion criteria를 만족시키는 경우 다. 연구 상자의 특징은 Table

1에 나와 있다. 네 그룹 간 평균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

여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시행해 검정한 결과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연구 상 실험군인 골격성 Ⅲ

부정교합 세 그룹에서 골격성 치성 특성에 한 유의성 검정을 시행

한 결과 ANB와 Wits appraisal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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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keletal and dental characteristics among

groups.

Class I
normal angle

(n=29)

Class Ⅲ
high angle

(n=31)

Class Ⅲ
normal angle

(n=32)

Class Ⅲ
low angle
(n=30)

p-value

(ANOVA)
　 Mean±SD Mean±SD Mean±SD Mean±SD

Age(years) 24.3±6.84 22.8±5.19 23.3±5.83 24.1±6.49 0.743NS

SNA(°) 82.0±3.06 79.7±3.52 81.1±3.79 83.5±2.90 0.000

SNB(°) 79.7±3.04 82.0±4.06 83.5±3.94 86.2±3.41 0.000

ANB(°) 3.6±7.10 -2.3±1.97 -2.4±2.85 -2.7±2.78 0.817NS

SN-MP(°) 35.1±2.06 44.4±3.76 34.1±2.00 25.3±2.92 0.000

Wits(mm) -3.2±2.29 -10.9±5.31 -10.0±6.45 -8.2±3.79 0.126NS

1 to SN(°) 107.1±5.18 106.8±7.68 110.2±6.29 116.5±7.06 0.000

IMPA(°) 94.8±5.99 77.0±7.94 83.5±7.47 88.2±7.54 0.000

n, number ;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inificant; 1., upper central

incisor; Wits, wits appraisal ; IMPA, incisor mandibular plane angle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in all Class Ⅲ groups by oneway ANOVA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at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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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측정 부 의 선택 방사선학 분석

CBCT (Pax-Zenith3D, Vatech, Seoul, Korea, voxel size: 0.4 mm)를

이용해 연구 상자의 3차원 산화 단층 사진을 촬 하 다.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일로 장된

CBCT이미지는 소 트웨어 (OnDemand3DTM, Cybermed, Seoul, Korea)

를 이용해 양측 하악 치와 측 치의 시상면 상에서 치수강이 가장

명확한 장축에 해당되는 평면으로 재구성하 다. 이미지 계측 소 트웨

어 (Image-Pro Insight◯R , Media Cybernetics, SilverSprings, Florida,

USA)상에서 OnDemand3DTM 를 통해 획득한 시상면 상에 각 치아의

단연에서 치근단을 잇는 장축을 지나는 선을 표시하고 임의로 순측과

설측의 백악법랑경계(cementoenamel junction, CEJ) 하방 2 mm을 순설

측 치조정(alveolar crest)으로 정하여(Gargiulo 등, 1961; Morad 등,

2014) 기 으로 설정하고 (BT0, LT0), 그 하방 3, 6, 9 mm 높이를 설정

한 후 각각의 높이에 해당하는 순측 설측 치조골의 두께 (BT3, BT6,

BT9, LT3, LT6, LT9)를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각각 계측하 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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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surement of alveolar bone thickness at different

vertical levels.

(CEJ, cementoenamel junction; BT0 and LT0, alveolar bone thickness at 2 mm

apical to buccal and lingual CEJ i.e., arbitraty bucc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respectively; BT3, BT6, and BT9, aloveolar bone thickness at 3 mm, 6

mm, and 9 mm apical to the buccal alveolar crest, respectively; LT3, LT6, and

LT9, alveolar bone thickness at 3 mm, 6 mm, and 9 mm apical to the lingual

alveolar cres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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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7.0 (IBM,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CBCT에 한 계측 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이루

어졌으며, 조사자 내의 계측시의 신뢰도와 재 성을 검증하기 해 임의

로 추출한 3명의 하악 치 4개 치아, 총 32개 부 를 2주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intraclass correlation으로 비교하 다.

각 그룹 별로 하악 치와 측 치의 순측 치조골 두께와 설측 치조

골 두께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이때 좌우측 계측치의 평균을

이용하 다. 계측치에 한 정규분포 검사를 시행하 고 Shapiro - Wilk

test 결과 모든 계측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검정을

시행하 다.

하악 치와 측 치의 계측치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paired t–test를 이용해 유의성을 검정하 고, 순측과 설측 치조골 두께

를 치조정으로부터 치근단 방향으로 동일한 높이에서 paired t–test로

비교하 다. 한 수직 골격 패턴에 따라 분류한 네 그룹 간에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차이를 검정하기 해 ANOVA를 시행하 고, 각

그룹의 평균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Scheffe

별 사후 다 비교(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시행하 다. 이

때 통계학 유의 수 은 p < 0.05 로 하 다.

SN-MP 각도와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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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조사자 내의 오차 검정

본 연구의 계측치 측정에 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각 군에서 임

의로 추출한 3명의 하악 치부 4개 치아, 총 32개 부 를 2주 간격으로

3회 측정 하여 intraclass correlation으로 비교한 결과 상 계수가 0.927

로 신뢰할 만 하 다.

2. 수직 골격 패턴에 따른 각 치아의 치조골 두께 비교

하악 치와 측 치의 계측치에 한 유의차 검정에서 Class Ⅰ

normal angle group에서 BT3, Class Ⅲ high angle group에서 BT3,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에서 BT3와 LT3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p > 0.05). 그리하여 치와 측

치의 계측치를 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Table 2)

네 그룹 모두에서 치조골 두께가 가장 얇은 부 는 순측 치조정 부

와 설측 치조정 부 이었으며, Class Ⅲ high angle group에서 BT6를

제외하고는 백악법랑경계에서 치근단으로 갈수록 치조골 두께가 증가 하

여 치조정 하방 9 mm 부 에서 가장 큰 값을 보 다. 모든 군에서 LT9

은 1.5 mm 이상의 두께를 보 고 특히 Class I normal angle grou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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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Ⅲ low angle group은 2 mm 가까운 값을 보여 설측 치근단 부

치조골의 두께가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Class I normal angle

의 BT0를 제외하고 각 그룹에서 모든 BT0와 BT3는 LT0 LT3와 각

각 비슷한 두께를 가졌으나, BT6와 BT9 보다는 LT6 LT9가 각각

유의성 있게 더 두꺼운 양상을 보 다. (Table 3)

Class Ⅲ high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 과의 비교

시 BT0를 제외한 모든 측정 부 에서 치조골 두께가 유의성 있게 얇게

나타났다 (p < 0.001). 그러나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6, LT3에서만 유의성 있게 작았으며 (p

< 0.001), Class Ⅲ low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0, LT6, LT9에서만 치조골 두께가 유의성 있게 두껍게 나타났

다 (p < 0.001).

Class Ⅲ high angle group은 LT9을 제외한 모든 부 에서 Class Ⅲ

normal angle group보다 치조골 두께가 얇았으며, 모든 부 에서 Class

Ⅲ low angle group보다 치조골 두께가 얇게 나타났다 (p < 0.001).

Class Ⅲ low angle group은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6,

LT0, LT3, LT6, LT9 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보 다 (p

< 0.0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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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lveolar bone thickness of mandibular central and lateral incisors. (unit: mm)

　 Class I normal angle Class Ⅲ high angle Class Ⅲ normal angle Class Ⅲ low angle

CI
(n=58)

LI
(n=58)

Total
(n=116)

CI
(n=62)

LI
(n=62)

Total
(n=124)

CI
(n=64)

LI
(n=64)

Total
(n=128)

CI
(n=60)

LI
(n=60)

Total
(n=120)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BT0 0.40±0.10 0.41±0.14 0.40±0.12 0.34±0.15 0.40±0.15 0.37±0.15 0.46±0.17 0.46±0.23 0.46±0.20 0.49±0.19 0.47±0.17 0.48±0.18

BT3 0.85±0.41 0.98±0.39 0.92±0.40* 0.57±0.28 0.69±0.31 0.63±0.30* 0.70±0.36 0.85±0.36 0.78±0.37* 0.86±0.43 0.91±0.40 0.89±0.42

BT6 1.06±0.34 1.11±0.34 1.09±0.34 0.55±0.25 0.64±0.27 0.59±0.26 0.91±0.31 0.92±0.45 0.91±0.38 1.13±0.46 1.14±0.46 1.14±0.46

BT9 1.46±0.53 1.31±0.44 1.38±0.49 0.81±0.49 0.74±0.35 0.78±0.42 1.39±0.75 1.25±0.70 1.32±0.73 1.54±0.59 1.31±0.59 1.42±0.60

LT0 0.44±0.12 0.47±0.13 0.46±0.13 0.33±0.16 0.38±0.19 0.35±0.18 0.45±0.17 0.44±0.19 0.44±0.18 0.49±0.18 0.53±0.21 0.51±0.20

LT3 0.90±0.37 0.99±0.41 0.94±0.39 0.56±0.22 0.61±0.23 0.58±0.23 0.73±0.26 0.86±0.44 0.80±0.37* 0.87±0.30 0.97±0.34 0.92±0.32

LT6 1.28±0.24 1.28±0.30 1.28±0.27 0.82±0.46 0.93±0.41 0.87±0.44 1.15±0.53 1.37±0.76 1.26±0.66 1.37±0.46 1.50±0.43 1.43±0.46

LT9 1.90±0.35 1.91±0.36 1.91±0.36 1.56±0.82 1.67±0.75 1.62±0.79 1.67±0.84 1.78±0.89 1.73±0.87 2.21±0.20 2.26±0.54 2.23±0.53

See Figure 1 for the description of BT0, BT3, BT6, BT9, LT0, LT3, LT6, and LT9;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paired t-test at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entral and lateral incisors;

n,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CI, mandibular central incisors; LI, mandibular lateral inc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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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buccal and lingual alveolar bone thickness of mandibular incisors. (unit: mm)

　 Class I normal angle Class Ⅲ high angle Class Ⅲ normal angle Class Ⅲ low angle

Buccal
(n=116)

Lingual
(n=116)

Sig.
Buccal
(n=124)

Lingual
(n=124)

Sig.
Buccal
(n=128)

Lingual
(n=128)

Sig.
Buccal
(n=120)

Lingual
(n=120)

Sig.

Distance Mean±SD Mean±SD p-value Mean±SD Mean±SD p-value Mean±SD Mean±SD p-value Mean±SD Mean±SD p-value

0 mm 0.40±0.12 0.46±0.13 0.100 0.37±0.15 0.35±0.18 0.391 0.46±0.20 0.44±0.18 0.418 0.48±0.18 0.51±0.20 0.133

3 mm 0.92±0.40 0.94±0.39 0.615 0.63±0.30 0.58±0.23 0.184 0.78±0.37 0.80±0.37 0.674 0.89±0.42 0.92±0.32 0.545

6 mm 1.09±0.34 1.28±0.27 0.000 0.59±0.26 0.87±0.44 0.000 0.91±0.38 1.26±0.66 0.000 1.14±0.46 1.43±0.46 0.000

9 mm 1.38±0.49 1.91±0.36 0.000 0.78±0.42 1.62±0.79 0.000　 1.32±0.73 1.73±0.87 0.000 1.42±0.60 2.23±0.53 0.000

See Figure 1 for the description of BT0, BT3, BT6, BT9, LT0, LT3, LT6, and LT9;

Distance, distance from bucc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respectively;

n, number; Sig.,significance;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paird t-test at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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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in alveolar bone thickness of mandibular

incisors among groups. (unit: mm)

Class I
normal angle

(n=116)

Class Ⅲ
high angle

(n=124)

Class Ⅲ
normal angle

(n=128)

Class Ⅲ
low angle
(n=120) p-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BT00 0.40±0.12 0.37±0.15 0.46±0.20 0.48±0.18 0.000

a,b a b,c c 　

BT3 0.92±0.40 0.63±0.30 0.78±0.37 0.89±0.42 0.000

　 b,c a b b,c 　

BT6 1.09±0.34 0.59±0.26 0.91±0.38 1.14±0.46 0.000

　 c a b c 　

BT9 1.38±0.49 0.78±0.42 1.32±0.73 1.42±0.60 0.000

　 b a b b 　

LT0 0.46±0.13 0.35±0.18 0.44±0.18 0.51±0.20 0.000

　 b,c a b c 　

LT3 0.94±0.39 0.58±0.23 0.80±0.37 0.92±0.32 0.000

　 c a b c 　

LT6 1.28±0.27 0.87±0.44 1.26±0.66 1.43±0.46 0.000

　 b a b c 　

LT9 1.91±0.36 1.62±0.79 1.73±0.87 2.23±0.53 0.000

　 b a a,b c 　

See Figure 1 for the description of BT0, BT3, BT6, BT9, LT0, LT3, LT6, and

LT9;

n, number ;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at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The same letters indicate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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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MP 각도와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사이의 상 계

분석

SN-MP 각도와 하악 치부 순측 설측 치조골 두께는 유의성 있는

음의 상 계를 가졌다 (p < 0.001). SN-MP 각도와 BT0, BT3, BT6,

BT9는 -0.225, -0.217, -0.472, -0.428의 음의 상 계수(r)를, SN-MP 각

도와 LT0, LT3, LT6, LT9는 -0.321, -0.366, -0.413, -0.367의 음의 상

계수를 각각 가졌다. 즉 SN-MP 각도가 작을수록 순측과 설측 모두에서

치조골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 고 이는 치조정에서 가까운 부

보다 먼 부 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Table 5, 6)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N-MP angle and buccal alveolar

bone thickness of mandibular incisors.

SN-MP BT0 BT3 BT6 BT9

SN-MP -0.225** -0.217** -0.472** -0.428**

BT0 0.158* 0.137 0.061

BT3 0.549** 0.143

BT6 0.566**

BT9

The numbers indicat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r);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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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SN-MP angle and lingual alveolar

bone thickness of mandibular incisors.

SN-MP LT0 LT3 LT6 LT9

SN-MP -0.321** -0.366** -0.413** -0.367**

LT0 0.287** 0.170* 0.172*

LT3 0.618** 0.379**

LT6 0.697**

LT9

The numbers indicat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r);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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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 Class Ⅲ high angle group의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는

치조정 하방 3 mm 까지는 순 설측 모두 0.5 mm 내외 고, 설측 치조

정 하방 9 mm를 제외한 모든 치조골 두께가 1 mm 이내로, Class I

normal angle group,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Class Ⅲ low angle

group에 비해 히 얇았다. 이는 수직 골격 패턴에 따라서 하악

치부 치조골의 형태나 두께가 달라진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

(Handelmann, 1996; Kim 등, 2010; Molina-Berlanga 등, 2013)와 경향이

일치한다. 한편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 계측하고 방사선 확

율을 보정한 성인의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Kim 등, 2010)는 본 연구

의 결과에 비해 평균 0.32 mm 더 컸다. 이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

에서의 치부 치조골 두께의 계측치를 조직학 표본 상에서의 계측치와

비교하 을 때 평균 50% 과다 계측되고, 두 계측치 간의 상 계가

기 때문으로 (Wehrbein 등, 1995)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사

체에서 계측한 Han과 Jung (2011)의 계측치와는 유사한 수치를 보 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치조정 3 mm 하방 까지는 순설측 치조골 두께

에 차이가 없었고 보다 치근단에 가까운 치조정 하방 6 mm 와 9 mm

부 에서 순측에 비해 설측 치조골이 유의성 있게 더 두꺼운 값을 보

다. 교정치료에 의해 향을 받는 부 는 치아의 항 심 상방의 치조

골로 특히 순설측에서 모두 얇은 치조골을 가진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high angle인 경우라면 교정치료를 계획함에 있어서 하악 치부 치조골

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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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Class Ⅲ low angle group과

조군인 Class I normal angle group은 치조정 하방 3 mm 보다 치근

단 측에 치한 부 에서는 1 mm 이상의 치조골 두께를 보 고, Class

I normal angle group과 비교하 을 때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Class Ⅲ low angle group은 많은 부 에서 치조골 두께의 유의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Class Ⅲ low angle group은 하악 치부 치아이동의 측면에 있어서

는 Class I normal angle group에 하여 충치료에서 하악 치의

치를 결정하거나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에서의 하악 치부의 탈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등의 치료 계획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골격성 Ⅲ 부정교합에서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와 충치료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골격 부조화의 정도 뿐 만 아니라 치의 re-angulation

을 한 한 치조골과 치주조직의 존재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Graber

등, 2012). 성인에서 골격 인 부조화에 한 충치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치성보상을 증가시켜 재의 골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Jacobs와 Sinclair, 1983), Kuitert 등 (2006)은 충치료 시 치아

치조성 보상의 한계를 측해야 한다고 하 다.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충치료 시 하악 치가 설측 경사됨으로 인해 이부의 돌출감이 더 부

각되어 비심미 인 측모를 가지게 되고, 특히 3 악간 고무 을 사용할

경우 하악 치의 설측경사는 더 심해지게 된다(Stewart 등, 1978).

한편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 시 술 교정

치료에서 치의 탈보상 과정 하악 치의 순측 경사는 필수 이다.

하악 치의 순측 경사가 치주조직에 미치는 향에 해서 Batenhorst

등(1974), Wingard과 Bowers(1976), Steiner 등 (1981), Engelk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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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hrisson (1983)은 상하악 치의 순측 경사에 의해 피질골이 소실될

수 있음을 보고하 고, 교정치료 하악 치의 순측 경사가 치조골의

열개와 치은퇴축에 기여한다고 하 다. 탈보상 과정에서 하악 치부가

순측 경사될 때 alveolar housing이 얇은 경우 치은 퇴축은 피할 수 없

다고 하 고, 치료기간 유지기간 동안에 이러한 치은 퇴축의 발생이

높다고 하 다(Årtun과 Krogstad, 1987). 그러나 Allais과 Melsen (2003)

과 Ruf 등 (1998)과 Choi 등 (2015)은 순측으로 경사시킨 하악 치부에

일어난 치은퇴축이 임상 으로 유의한 양은 아니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 골격형태를 단하는 기 으로서 ANB 각도를,

수직 골격 패턴을 분류하는 기 으로 Handelmann (1996)과 같이

SN-MP 평면을 사용하 는데, 연구 상이 한국인 성인 골격성 Ⅲ 부

정교합자 이었으므로 한국인의 평균 두부방사선 계측치를 기 으로 분류

하 다(Lee 등, 1984; Lee 등, 1987; Chung 1997; Kim 등, 2011). 한편

본 연구의 연구 상자들의 골격성, 치성 특징은 Table 1에 나와 있는데

실험군인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세 그룹에서 골격성 치성 특성에

한 유의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ANB와 Wits appraisal은 유의성이 없

었고 (p > 0.05), IMPA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1).

Kuitert 등 (2006)은 치아 치조성 보상은 high angle과 low angle 모두에

서 일어나는데 이는 하악 치부 치조골의 응에 의한다고 하 다.

Yamada 등(2007)의 골격성 Ⅲ 부정교합 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의

하면 치아 치조성 보상에 의해 high angle 의 경우는 하악결합부가 얇고

길어진 형태를 띠며 하악 치가 정출 설측 경사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SN-MP 각도에 따라 분류된 연구 상 사이에 IMPA의 차이

가 유의성이 있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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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은 연령, 성별, 호르몬 등과 같은 신 요인과 치아의 존재

기능의 여부, 치주질환 등의 국소 요인의 향을 받으며 일생동안 변

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격성 I 부정교합이면서 수직 으로 정

상인 환자를 상으로 유년기, 청소년기,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연령에

따른 하악 치부 치조골의 순설측 두께 차이를 조사한 연구 (Choe 등,

2007)에 따르면 하악 치부 순설측 치조골의 두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의 CEJ 하방 2 mm 부 를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이 종료된 성인을 연구 상으로 하

고, 각 그룹의 평균 연령이 20 로서 그룹 간에 연령의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령이 치조골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 다고 할 수 있다.

Chung 등 (2008)의 연구에서 골격성 Ⅲ 부정교합 성인에서 개방교

합 환자의 경우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와 높이가 모두 정상군보다 작

았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개방 교합에 의한 기능의 부재가 하악 이부

의 형태 발달에 향을 미친 경우 다. 본 연구에서 골격성 Ⅲ 부정교

합의 high angle group은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는 9명과 개방교합이 없

는 2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방교합인 경우 수직피개의 평균은 -2.8 ±

1.62 mm 고, 개방교합이 없는 경우의 평균은 1.1 ± 0.80 mm 다. 개

방교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는 BT0, BT3,

BT6, BT9, LT0, LT3, LT6, LT9에서 각각 0.38 mm, 0.55 mm, 0.52

mm, 0.61 mm, 0.39 mm, 0.53 mm, 0.76 mm, 1.44 mm 고, 개방교합이

없는 경우는 BT0, BT3, BT6, BT9, LT0, LT3, LT6, LT9에서 각각 0.37

mm, 0.66 mm, 0.61 mm, 0.85 mm, 0.34 mm, 0.61 mm, 0.92 mm, 1.68

mm 다. 두 그룹 간 계측치의 유의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BT6를 제외

하고는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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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group의 개방교합에서 치부 교합을 이루기 한 치아의 보상성

맹출이 일어나 하악 이부가 길어진 형태를 지니게 되는 동시에 두께는

얇아진 것으로 인하여 개방교합에서 단 교합(Edge to Edge)이나 얕은

수직피개로 보상이 일어나 기능의 부재가 차폐(masking)된 결과로 생각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hung 등 (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지만 하악 치조골에 수직 골격패턴과 기능이 미치는 향을 명확히 구

분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하악 치 치근의 평균 길이는 백악법랑 경계에서 치근단까

지 치는 11.6 mm, 측 치는 12.9 mm이다(Kim, 2005). Gargiulo 등

(1961)은 건강한 치주조직을 가진 경우 치은열구에서 치조정까지의 평균

수치는 상피부착 0.97 mm에 결합조직부착 1.07 mm를 더한 2.04 mm로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백악법랑경계에서 치근단 방향으로 평균

2.04 mm에 치조정이 치한다고 하 다. 하악 치와 견치에서 백악법

랑경계부터 치조정까지 거리를 계측한 Morad 등(2014)에 따르면 하악

치는 2.09 ± 0.98 mm 고 하악 측 치는 2.48 ± 1.11 mm 이었다.

본 연구 상이 주로 치주 조직이 비교 건강한 20 이었으므로 하악

치의 백악법랑경계에서 2 mm 하방을 치조정으로 정하여, 임의로 정한

치조정에서부터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치조골의 두께를 분석하 다. 기

존의 하악 치부 치조골의 골두께를 분석한 연구들은 Handelmann

(1996)의 연구에서 사용하 던 치근단 부 에서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골의 외형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치조골 두께로 하는 방법을 그

로 사용하거나 치근단 뿐만 아니라 백악법랑경계에서 치근단 사이의

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골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 (Kim 등,

2009; Kook 등 2012; Lee 등, 2012)이 부분이었고, Choe 등 (2007),

Kim 등 (2010)은 백악법랑경계 하방 2 mm, 치근단 상방 2 mm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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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 의 에서 각각 순측과 설측의 치조골 두께를 분석하 다. 하

악 치부 치아이동의 형태에 따라 치조골이 향을 받는 부 가 달라지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백악법랑경계에서 2 mm 하방

(i.e.,임의로 정한 치조정) 그로부터 3 mm, 6 mm, 9 mm 하방의 지

에서 골 두께를 측정 하 다.

한 기존의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를 계측한 연구는 해당 부 의

총생과 공간은 고려하지 않았거나 4개의 치 총생이 있는 치아를 제

외한 치아를 계측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3 mm 이상의 총생을 가지

고 있거나 2 mm 이상의 공간을 가진 경우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고 4

개의 치를 모두 측정하 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볼 때 하악

치와 측 치의 하악 치부 치조골 비교 시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하악 치조골에

한 연구를 시행할 때 치와 측 치를 모두 측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CBCT의 특성상 얇은 피질골의 폭을 계측할 경우 번짐 상

(blurring)이 발생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Spoor 등, 1993; Silva

등, 1994), CBCT의 voxel size가 진단의 정확도에 향을 미치는데

CBCT을 통해 하악 치부 치조골의 상실량을 계측한 Kim 등 (2009)의

연구를 보면 voxel size 이하의 치조골 두께는 무 얇게 계측되어 치료

후 치조골이 설측에서는 75.94 %, 순측에서는 62.88 %로 과도하게 소실

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 Panzarella 등 (2011)과 Patcas 등 (2012)

은 voxel size가 0.25 mm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 는데 본 연

구에서 사용한 CBCT는 0.4 mm에 맞춰 찍었으므로 아주 얇은 골이 존

재하는 0.4 mm 이하인 Class Ⅲ high angle group의 순설측 치조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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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 수치보다는 다른

군과의 비교 경향성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 CBCT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 비해 방사선 투과도의 차이를

증폭하여 경계를 보다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이러한 원리로 골량에

한 정량 인 분석뿐만 아니라 골질에 한 정성 인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악 치부 치조골을 상으로 한 연구는 정량 인 분석만 되어

있을 뿐 골질에 한 정성 인 계측 분석은 거의 무하 다. 본 연

구에서도 치조정에서 치근의 앙까지는 재의 CBCT과 이미지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치조골을 피질골과 해면골로 구분하여 분석하기엔 어려

움이 있었다. 치조골이 아닌 하악결합 부 에서 피질골과 해면골의 두께

를 각각 계측한 연구 (Gracco 등, 2010)와 치조정 5 mm 하방에서 견치

부터 하악 제2 구치 사이 치간 치조골의 두께를 피질골과 해면골을 분

리하여 각각 계측한 연구 (Horner 등, 2012)가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재의 기술 인 한계 들을 보완하여 하악 치부 치조골의 정량 정

성 분석에 한 추가 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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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골격성 Ⅲ 부정교합자 high angle 31명 (남

자 15명, 여자 16명), normal angle 32명 (남자 17명, 여자 15명), low

angle 30명 (남자 16명, 여자 14명)과 골격성 I 이면서 수직 으로 정

상인 조군 29명 (남자 14명, 여자 15명)의 CBCT를 상으로 하악

치부 순측 설측 치조정 (BT0, LT0)과 그 하방 3 mm (BT3, LT3), 6

mm (BT6, LT6), 9 mm (BT9, LT9)에서 치조골의 두께를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각각 계측하여 수직 인 골격 패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lass I normal angle group의 BT3, Class Ⅲ high angle group의

BT3,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의 BT3, LT3에서만 하악 측

치가 치보다 유의성 있는 큰 값을 가졌으며 (p < 0.05), 나머지

모든 부 에서는 하악 치와 측 치 치조골 두께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p > 0.05).

2. 골격성 Ⅲ 부정교합은 수직 골격 패턴에 계없이 치조정과 치

조정 하방 3 mm까지는 순설측 치조골 두께의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 치조정 6 mm 하방과 9 mm 하방에서는 설측 치조골이 순

측보다 유의성 있게 더 두꺼운 양상을 보 다 (p < 0.001).

3. Class Ⅲ high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과의 비

교 시 BT0를 제외한 모든 측정 부 에서 치조골 두께가 유의성 있

게 작은 값을 보 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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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 에 비

해 BT6, LT3에서만 유의성 있게 작았으며 (p < 0.001), 그 외 부

의 치조골 두께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p > 0.05).

5. Class Ⅲ low angle group은 Class I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0, LT6, LT9에서만 유의하게 큰 두께를 가졌으며 (p < 0.001),

나머지 부 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p > 0.05).

6. Class Ⅲ high angle group은 Class Ⅲ normal angle group보다

LT9을 제외한 모든 부 에서, Class Ⅲ low angle group보다 모든

부 에서 치조골 두께가 얇게 나타났다 (p < 0.001).

7. Class Ⅲ low angle group 은 Class Ⅲ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BT6, LT0, LT3, LT6, LT9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보 다 (p < 0.001).

8. SN-MP 각도와 하악 치부 치조골 두께 사이에는 음의 상 계

가 존재하여 SN-MP 각도가 커질수록 순측과 설측의 하악 치조골

두께는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 < 0.001, r= -0.217∼ -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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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analysis of lower anterior

alveolar bone thickness in adult skeletal class Ⅲ

malocclusion patients with different vertical skeletal pattern

Sanghee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Ho Kim, D.D.S.,M.S.D.,Ph.D.)

With regard to the biological aspects of orthodontic treatment, the

thickness of the alveolar bone which supports lower anterior teeth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reatment methods, or making

treatment plan. Moreover, depending on the vertical skeletal pattern, there

are differences in mandibular anterior alveolar bone thicknes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alveolar bone thickness at

various lingual and labial portions in accordance with vertical skeletal

pattern in adult skeletal Ⅲ malocclusion patient using CBCT.

Skeletal ClassⅢ malocclusion patient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 SN-MP angle; 31 high angle group(SN-MP>

38.0 °), 32 normal angle group (30.0 ° <SN-MP <37.0 °), 30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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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SN-MP <28.0 °). And a control group was 29 skeletal Class I

malocclusion (0 ° <ANB <4.0 °) normal angle group. Sagittal images of

the mandibular central incisor and lateral incisors was obtained showing

their long axis from incisal edge to apex and 2 mm below the labial and

lingual cementoenamel junction were arbitrarily decided as labi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Alveolar bone thickness of mandibular anterior

teeth was measured at bucc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BT0, LT0) and

3 mm (BT3, LT3), 6 mm (BT6, LT6), and 9 mm (BT9, LT9) apical to

the bucc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respectivel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Mandibular lateral incisor had significantly thick alveolar bone than

central incisor at BT3 of Class Ｉ normal angle group, BT3 of

Class Ⅲ high angle group and BT3 , LT3 of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p < 0.05). However, in the re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entral and lateral incisors (p >

0.05).

2. In Class Ⅲ malocclusion patients, regardless of vertical skeletal

patter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veolar bone

thickness at bucc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and 3 mm apical to

the buccal and lingual alveolar crest (p > 0.05). However, lingual

alveolar bone was thicker than labial one at the 6 mm and 9 mm

apical to the alveolar crest (p < 0.001).

3. Compared to Class I normal angle group, Class Ⅲ high angle

group showed significantly thin mandibular anterior alveolar bone

thickness at all measured levels except BT0 (p <0.001). Meanwhile



- 37 -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and Class Ⅲ low angle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Class I normal angle group in

most levels (p > 0.05).

4. In terms of mandibular anterior alveolar bone thickness, according

to the vertical skeletal pattern of the Class Ⅲ group, Class Ⅲ high

angle group showed significantly thinner alveolar bone than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and Class Ⅲ low angle group in almost all

regions (p <0.001), and Class Ⅲ low angle group showed

significantly larger value than Class Ⅲ normal angle group at BT6

and all lingual measurement sites (p <0.001).

5. SN-MP angle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lower anterior

alveolar bone thickness and as SN-MP angle was increased, labial

and lingual alveolar bone thickness tended to decrease, respectively

(p < 0.001, r= -0.217∼ -0.472).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skeletal Class Ⅲ malocclusion

patients with high angle had thinner alveolar bone of mandibular incisors

in all portions compared to skeletal Class Ⅲ malocclusion patients with

normal angle and low angl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ing Class Ｉ with normal angle to Class Ⅲ

malocclusion with normal angle and low angle.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abial and

lingual alveolar bone thickness above 3 mm apical to the alveolar crest,

mandibular anterior alveolar bone thickness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reatment plan for camouflage treatment or orthodontic

treatment accompanied by the orthognathic surgery, especially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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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Class Ⅲ high angle patients who have the thinnest labial

and lingual alveolar bone.

Key Words : Cone beam CT, Class Ⅲ malocclusion, vertical skeletal pattern,

alveolar bone thickness of the mandibular inci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