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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
수술(pre-orthodontic orthognathic surgery, 

POGS)은 수술 전 치성 탈보상 과정 중의 안

모 악화, 저작 불편감 유발 없이 수술을 먼저 시행

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2 그러나 

선수술은 불안정한 교합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

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수술 후에는 안정된 교합

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Virtual set-up model(VSM)을 이용하여 수술 교합

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치아이동의 양과 형태를 정

확하게 예상해볼 수 있고 술 후 안정된 교합을 이루

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본 증례보고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VSM을 이용하여 수술 교합을 구성하고 악교정 수

술을 먼저 시행한 뒤 술 후 교정치료를 통하여 교합

과 안모의 개선을 이룬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례

진단

21세 남자환자로 ‘아래턱이 나오고 위아래 치아

가 덮이지 않아요’ 라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초진 

안모사진에서 하악의 돌출, 이부의 좌측 편위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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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입술의 돌출감 및 incompetency가 관찰되었다. 

구내 사진 및 진단모형에서 전치부 개교와 상하악 

치열 총생, 정중선 변위가 관찰되며, 우측 III급 교

합, 좌측 II급 교합관계를 보였다(그림 1).

 초진 시 측모 두부계측방사선 사진 분석에서 

SNA 83.0°, SNB 81.5°, ANB 1.54° 로 전후방적 수

치는 정상범주로 보이지만, SN-MP angle 45.0°로 

장안모 양상을 보이고 Body length 87.5 mm, Wits 

apparaisal -6.3 mm인 것을 고려하여 전치부 개교, 

장안모 및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으로 진단하였다. 치열분석에서는 U1 to SN 120.0°, 

IMPA 87.1°로 기저골에 대해 상악 전치는 순측, 하

악 전치는 다소 설측 경사된 양상을 보이나, 하악 

전치의 경우 L1 to facial plane 13.5 mm인 것을 고

그림 1.  초진시 안모 사진 및 구강 내 사진. 하악의 돌출, 이부의 좌측 편위 및 입술의 돌출감과 incompetency 가 관찰되고, 전치부 

개교와 상하악 치열 총생, 정중선 변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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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진 시 측모 및 정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과 파노라마 사진.

려해보았을 때 측모 분석상 상당히 돌출된 경향을 

보인다. 초진 정모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에서 교합

평면의 canting 및 이부의 좌측 편위가 관찰되었다

(그림 2, 표 1).

표 1.  초진, 술후, 치료 종료 시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계측치

Measurements Norm Initial Post-op Final

Sum ( ° ) 390.2 405.0 411.6 410.8

SNA ( ° ) 82.4 83.0 82.5 82.2

SNB ( ° ) 80.4 81.5 75.2 76.9

ANB ( ° ) 2.0 1.5 7.4 5.3

Wits (mm) -2.0 -6.3 -0.4 -1.6

FMA ( ° ) 22.0 36.5 43.6 42.9

SN-GoMe ( ° ) 32.0 45.0 51.6 50.8

U1 to SN ( ° ) 107.0 120.0 106.2 103.7

IMPA ( ° ) 95.0 87.1 83.2 83.9

U1 to facial plane (mm) 9.0 13.5 14.5 8.5

L1 to facial plane (mm) 5.0 13.5 7.9 6.9

Upper Lip E-plane (mm) 1.0 1.0 4.0 0.6

Lower Lip E-plane (mm) 2.0 5.4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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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계획

수술 교정 치료계획 중 환자는 빠른 안모개선을 원

하였고, 구강악안면외과와 상의 하에 선수술 치료를 

결정하였다. 상하악 치열궁의 공간 부족 및 상하악 

전치의 돌출도를 고려하고 과도한 하악골 후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상하악 모두 양측 제1소구치 발거를 

결정하였고, 전치부 개교는 발치공간 폐쇄를 통한 

draw-bridge effect를 이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Surgical Treatment Objective(STO)를 작성 시, 상

악 전치의 경우 제1소구치 발치 후 경사이동시켜 

상악 교합평면에 대한 상악 전치의 각도를 45°에

서 55°로 변화시켰다. 하악 전치의 경우 치열궁 공

간부족을 해소하면서 경사이동시켜 63°에서 69°로 

변화시켰다. 상하악 제1소구치 발거에 의한 치아이

동량은 VSM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 상악

은 전치부의 6.0 mm 후방이동, 하악은 전치부의 3.5 

mm 후방이동과 구치부의 3.0 mm 전방이동을 통

해 치열궁 공간부족 해소 및 발치공간 폐쇄를 계획

하였다. VSM 결과를 바탕으로 STO를 작성하였고, 

상악은 canting을 고려하여 Le Fort I 골절단술로 좌

우측 각각 6.0/4.0 mm 의 후방부 상방이동 (ANS 기

준) 을 시행하고, 그 결과 FH plane에 대한 교합평

면의 각도는 7.5°에서 14°가 되도록 하였다. 하악은 

구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을 이용하여 비대칭적

인 하악골 후퇴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Holdaway ratio를 고려하여 이부 전진 성형술도 계

획하였다(그림 3, 표 2). 수술교합은 셋업 완료모델

에서 원 모델로의 치환을 통해 구성하였고(그림 4), 

과도하게 협측 경사되어 구개측 교두의 정출을 보

이는 상악 좌측 제2대구치는 수술교합 시에 조기접

촉 예상부위이므로 수술 직후 미니스크류 식립을 

통하여 압하하기로 하였다(그림 5).

치료 경과

악교정 수술 전, .018” 슬롯 브라켓을 상하악 치

열에 간접 부착 술식으로 부착하였고, 미리 제작해 

놓은 .016 × .022” 스테인리스강 수술용 호선을 삽

입하였다(그림 6). VSM 을 이용하여 필요한 치아이

동의 양과 형태를 예상하였고, 수술교합을 구성하였

다. 이를 고려하여 수술용 스플린트를 제작하였다. 

그림 3.  Surgical Treatment Objective (STO) 및 Virtual Set-up Model (V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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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VSM을 이용한 치료 계획 및 목표

Plan Treatment goal

Transverse WNL Maintain

Vertical #27 palatal cusp intrusion Unilateral 1-point contact -> bilateral contact

A-P Upper : maximum retraction

           (Type A)

Lower : reciprocal retraction

           (Type B)

incisor molar

Upper 6mm retraction maintain

Lower 3.5mm retraction 3.0mm anchor loss

그림 4.  수술교합 구성과정. 셋업 완료모델에서 원 모델로의 치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3D virtual set-up program(3Txer, Orapix, 
Seoul, Korea)의 교합기 기능을 이용하여 조기접촉에 의한 수직고경의 증가를 예측하여 최종 수술교합을 구성한다.

그림 5.  수술교합 구성 후 (셋업 완료모델에서 원 모델로의 치환 후) 상하악 교합
관계. 상악 좌측 제2대구치 구개측 교두의 정출이 관찰된다. 수술교합 시에 조기
접촉 예상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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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술 전 구강 내 사진.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상하악 치열에 브라켓 부착 후 수술용호선을 삽입하였다. 

악교정 수술은 상악은 Le Fort I 골절단술, 하악은 

구내 하악지 수직골절단술 및 이부전진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1개월 후 교정과 내원 시 안모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입술 돌출감 및 incompetency

가 존재하였다. 수술 후 교합은 불안정한 1-점 접촉

상태이므로 상악에 고정되어 있던 수술용 스플린

트를 가철식으로 변경하여 착용을 계속할 것을 교

육하고 양측성 접촉을 위하여 구개측 경사면에 미

니스크류(Orlus, Ortholution, Seoul, Korea)를 식립 

후 정출되었던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구개측 교두

의 압하를 시행하였다(그림 7). 술 후 2개월 양측성 

접촉을 형성 후, 수술용 스플린트를 제거하고 NiTi 

호선으로 배열을 시작하였다.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의 압하로 전치부 개교가 다소 개선됨을 보인다(그

림 8). 배열 완료 후 원계획대로 상하악 발치공간 폐

쇄를 진행하였다. 술 후 11개월 전치부 개교가 개선

되었다(그림 9). 치료 25개월 발치공간이 완전히 폐

쇄되고 양호한 교합 형성 후 치료를 종료하였다(그

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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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술후 1개월째 안모 및 구강내 사진. 수술 후 환자는 골격성 I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외형을 보이며, 여전히 입술 돌출감 및 

imcompetency 가 존재한다. 수술 후 안정된 교합형성을 위하여 상악 좌측 제2대구치 구개측 교두의 압하를 시행하였다. 상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를 삭제한 수술용 스플린트는 가철식으로 착용한다. 

그림 8.  술후 2개월째 구강내 사진. 양측성 접촉을 형성 후, 수술용 스플린트를 제거하고 NiTi 호선으로 배열을 시작하였다.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압하로 전치부 개교가 다소 개선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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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술후 11개월째 구강내 사진. VSM 을 이용한 술후 교정치료 계획에 따라 상악은 미니스크류를 식립하여 고정원 보강 후 견

인을 하였다. 발치공간 폐쇄가 진행되면서 전치부 개교가 개선되었다. 

치료 결과

치료 종료 시 술전에 존재하였던 입술 돌출감과 

incompetency는 개선되었고 조화로운 안모를 관찰

할 수 있다. 상하악 치열은 양호한 배열을 보이고, 

이상적인 수평피개와 수직피개를 얻었다(그림 10, 

11). 치료 전후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의 중첩

은 계획된 STO와 유사한 치료 결과를 보였다(그림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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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치료 종료 시 안모 및 구강내 사진. 양호한 안모 및 교합상태가 관찰된다. 

그림 11.  치료 종료 시 측모 및 정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



대한치과교정학회 임상저널 19

구윤진•장지성•이기준

고찰

선수술은 전통적인 악교정 수술과 비교하여 여

러 장점들이 보고되고 있다.2-8 하지만 통상의 선수

술 과정은 정확한 재현과 예측을 위하여 모형셋업 

및 모형수술을 해야하며 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

이 소요된다. 특히 수술교합 구성은 현재 상태에서 

치료 종료 시의 교합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

운 과정이며, 발치 케이스의 경우라면 예측이 더 힘

들다. 또한 수술 시의 교합은 수술 후의 골격적 안

정을 위하여 적어도 3-점 접촉을 권장하고 있으나 

술전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만족시키기

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9 본 증례는 골격성 III급 부

정교합 환자의 선수술시 발치를 계획한 경우로써 

VSM 을 이용한 수술교합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수술계획 및 술후 교정을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는 상

악 전치의 순측 경사, 하악 전치의 설측 경사를 보

이며, 이 경우 악교정 수술 시 하악골 후퇴량의 증

가 및 하악 전치의 탈보상을 위해 상악 소구치 발

치만을 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IMPA 87.1°로 기저골에 대한 하악 전치의 각도는 

다소 설측 경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facial 

plane에 대한 하악 전치의 거리는 13.5 mm로 매우 

순측 경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도

한 하악골 후퇴 방지 및 현재의 양호한 횡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하악 소구치 발치도 시행하였다. 적절

한 하악골 후퇴량을 설정하기 위한 상하악 전치의 

후방 이동량은 VSM을 이용하여 예상해보았고 이

를 STO 및 술 후 교정치료 계획에 반영하였다. 

그림 12.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중첩. 수술 직후 증가
된 수직고경은 술후 교정중 하악의 전상방 회전을 통해 감소
하였다. 초진(청색), 수술 직후(녹색), 치료 종료(적색)

그림 13.  STO와 치료 종료 시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의 
중첩. 계획된 STO와 유사하게 치료결과가 얻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STO(청색), 치료 종료(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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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조기접촉에 의한 불안정한 수술교합은 

골격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워둔 

교정치료계획에 따라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압하

를 진행하면서 그 부위만을 삭제한 수술용 스플린

트를 가철식으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골격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측성 접촉을 확인

한 후 수술용 스플린트를 제거하였고 본격적인 술

후 교정을 시작하였다. 모든 과정은 수술의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골격관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진

행되었고 그 결과 계획된 STO 와 유사하게 치료 결

과가 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니스크류

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의 치아 이동이 가능

하게 되었고, 술 후 교정치료 시 수술용 스플린트를 

잘 활용한다면 예측 가능한 선수술을 할 수 있다. 

결론 

VSM을 이용하여 치아이동의 양 및 형태를 예상

하여 STO 및 술 후 교정치료계획에 반영하고 술 후

에는 계획에 따라 안정된 교합을 형성하기 위한 전

략적 접근을 한다면 보다 예측 가능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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