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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골격성 Ⅱ  부정교합에서  

악교정 수술  후 치부 변화 양상

<지 도  :  유  형  석  교 수 >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정 윤 희

본 연구는 골격성 Ⅱ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환자 ,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31명(남 5명, 여 26명)을 상으로 하여 교정 (T0), 수술 (T1), 교정

치료 완료(T2), 유지기(T3)의 평균  표 편차를 구하여 각 단계사이의 변화

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와의 상 계를 구하 다. 한 하악 턱끝 수술  

측두하악장애 증상 여부, 소구치 발치여부에 따른 치부 변화 차이를 검정하

다. 이를 통하여 치료종료 후 유지기간 의 치부 변화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T2-T1)으로 하악은 방으로 이동하고,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Wits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U1 

to SN, IMPA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5). 

2. 유지기동안(T3-T2) 방이동 된 하악골의 유의한 회귀가 찰되었다

(p<0.05).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은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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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ANB difference,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변화는 

서로 유의한 상호연 이 있었다(p<0.01). U1 to SN, IMPA는 유의한 변화 

 상호연 이 없었다(p>0.5).  

3. U1 to facial plane, ANB difference, Wits의 악교정 수술  술후 교정

(T2-T1)시 감소와 유지기(T3-T2)의 증가는 상호연 이 있었다(p<0.05).

4. 하악 턱끝 수술 여부에 따라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T2-T1)시 치부 

변화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유지기간동안(T3-T2) 하악골과 

하악 치부 회귀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5. 측두하악장애 여부는 유지기간동안(T3-T2)의 계측항목 변화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p>0.1).

6. 술  교정시 비발치  상하악 소구치 발치 여부는 치부 계측 수치

(IMPA, U1 to facial plane)의 체 치료 결과  유지기간의 변화에 유의

한 향이 없었다. 

  본 연구 결과 골격성 Ⅱ  부정교합 수술  교정치료 시 수술에 따른 골격

성 회귀는 찰되나 교정 치료에 의한 치부 각도 변화는 유지기간 동안 회

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의 안정성 여부가 반 인 치료  

유지에 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치성  골격성 회귀 상을 충치료  악

교정 수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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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Ⅱ  부정교합에서  

악교정 수술  후 치부 변화 양상

<지 도  :  유  형  석  교 수 >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정 윤 희

Ⅰ .  서 론

골격성 부정교합은 인종,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체로 Ⅰ (평균 

68.7%)이 가장 많고, Ⅱ (20.9%) 그리고 Ⅲ (7.2%)순의 유병률을 보인다

(Joshi 등,  2014).  략 4%정도의 인구에서 수술과 치아교정이 동반된 치료가 

필요한 악안면기형이 나타나며, 이러한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의 치아는 보상작

용(compensation)을 나타낸다. 이러한 치성 보상작용(dental compensation)은 

후방, 수직, 측방으로 일어나는 3차원 인 작용이며, 이  후방 인 작용

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McNeil 등, 2014). 

수술이 필요한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의 경우 술  교정치료를 통하여 순측이나 

설측으로 보상되어있는 치를 치조골에 한 경사로 이동(decompensation)시

키며, 이는 악교정 수술 시 악골의 이동량  방향에 향을 미친다(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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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7, Capelozza 등, 1996, Kim 등, 2012, McNeil 등, 2014). 이러한 술  

탈보상(decompensation) 과정이 히 이루어지면 술후 교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골격성 Ⅱ  부정교합의 경우, 상악 치는 아분류 1,2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하악 치의 경우 주로 순측경사인 경향이 있다. 술  교정 시에

는 보상된 하악 치를 탈보상시켜 기 골에 해 한 치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탈보상이 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교정 수술시 한 수평피

개(overjet)  수직피개(overbite)를 형성하는데 제약을  수 있다(Potts 등, 

2009). 따라서 술  교정 시 순측 는 설측으로 이동된 치가 악교정 수술 

후에도 히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시 변화된 치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 재발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Willmot 등, 1984). Capelozza 등(1996)에 따르

면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경우 치부의 탈보상

(decompensation)은 상악에 비해 하악에서 잘 유지되는 것으로 밝 졌다. 

Kim 등(2012)에 의하면 수술을 동반한 골격성 Ⅲ  부정교합에서 유지기간 

 하악 치부가 설측으로 경사되는 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술후 하악골이 

방으로 이동하는 골격성 재발에 하여 교합을 유지하기 한 보상작용으로 

단하 다. McNeil 등(2014)에 의하면 술  교정 시 하악 치가 상악 치에 

비해 더 많이 탈보상 되었으며, 상악 치의 탈보상 양의 차이는 골격성 Ⅱ  

부정교합과 골격성 Ⅲ  부정교합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하악 치의 경우 골격

성 Ⅲ  부정교합에서 골격성 Ⅱ  부정교합에 비해 더 많이 탈보상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악교정수술 후 유지 기간 동안 골격성 변화와 치성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변화에 한 상하악 치부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부정교합에서의 치성보상에 한 연구는 유병률

이 높은 골격성 Ⅱ  부정교합에 한 연구들보다는 골격성 Ⅲ  부정교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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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많았으며, 특히 하악 치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이러한 

에서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골격성 Ⅱ  부정교합의 치부 변화에 한 장기

인 안정성 연구는 여 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격성 Ⅱ  부정교합 환자에서 수술  치아교정 시작 

, 술  교정 후, 수술  교정 완료시, 유지시기 별로 촬 한 측모방사선사

진을 통해, 상하악 치부의 변화양상  치료결과의 안정성 여부를 알아보고, 

골격 인 변화에 따른 연 성  상하악 치부의 변화와 련된 요소를 알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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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 구 상   방 법

 1 .  연 구 상

연세 학교 치과 학병원 치과교정과에서 골격성 Ⅱ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환

자 ,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환자들을 상으로 하 고, 본원 구강악안면외과

에서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31명(남 5명, 여 26명)을 최종 상으로 하 다. 

(1) 구순구개열  기타 두개안면 증후군의 증상이 없는 경우

(2) 양악수술을 시행한 경우

(3) 최소한 치료 종료 후 1년 이상의 변화를 찰할 수 있는 경우

(4) 심한 치조골 소실  하악 과두의 골흡수가 없는 경우

(5) 수술 시 나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yr)

gender T0 T1 T2 T3

Female(N=25) 21.4 ± 3.5 23.0 ± 3.3 24.4 ± 3.3 25.7 ± 3.6

 Male(N=6) 23.5 ± 2.5 25.5 ± 2.1 26.8 ± 2.5 28.4 ± 3.1

  Total(N=31) 21.8 ± 3.4 23.5 ± 3.3 24.8 ± 3.2 26.2 ± 3.7

Diag. Y N Total(n)

TMD# 20 11

31

Genio OP# 24 7

Premolar

Ext.#

Mx. 1

Mn. 16

Mx & Mn 6

Non Ext 8

   #Y : Yes, N : No, Mx. : maxilla extraction, Mn. : mandible extraction

   Mx&Mn. : extraction in both, Non Ext : withou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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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1명  여성은 25명, 남성은 6명이었고, 진시(T0)의 평균 연령은 여성 

21.4세±3.5 남성 23.5세±2.5로 확인되었다. 이들  TMD(Temporomandibular 

disorder) 증상이 있는 경우는 20명이었다. 치아교정 시 소구치 발치를 시행한 

경우는 23명(상악발치 1명, 하악발치 16명, 상하악발치 6명)이었다. 수술 시 

genioplasty를 통해 genio advancement를 동반한 경우는 24명이었다. 

 

 2 .  연 구 방 법

가 .  측 모  두 부  방 사선  규격  사진  촬

연세 학교 치과 학 방사선과에서 Cranex3+(soredex, Helsinki, Finland)를 이

용하여 통상 인 방법에 의한 촬  후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 의료 상 장 송시스템)에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상정보로 장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 다.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은 교정 (T0), 수술 (T1), 교정치료 완료(T2), 유

지기(T3) 시에 촬 된 상을 이용하 다. 

 

나 .  투사도  작 성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은 V-ceph™ 5.5(OSSTEM Inc.,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tracing하 다. 이 상으로 찰되는 구조물은 좌우 구조물을 간 을 

잡아 tracing하 다. 투사도 작성은 동일인에 의해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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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계 측  ( F i g  1 )

① S (Sella) : sella turcica의 

② N (Nasion) : frotonasal suture의 최 방

③ P (Porion) : external auditory meatus의 최상방

④ Or (Orbitale) : bony orbit의 최하방

⑤ Ar (Articulare) : 후두개 와 하악과두 후방면의 교차

⑥ ANS (Anterior Nasal Spine) : 경구개의 비극

⑦ PNS (Posterior Nasal Spine) : 경구개의 후비극

⑧ A (A point) : ANS와 상악 치 치조골 사이에서 가장 깊은 

⑨ B (B point) : Pogonion과 하악 치 치조골 사이에서 가장 깊은 

⑩ U1 (Upper incisor tip) : 상악 치 치  순면의 최 방

⑪ U1R (Upper incisor root apex) : 상악 치 치근

⑫ U6 (Upper 1st molar mesiobuccal cusp tip) : 상악 제1 구치 근심 측 교두

⑬ L1 (Lower incisor tip) : 하악 치 치  순면의 최 방

⑭ L1R(Lower incisor root apex) : 하악 치 치근

⑮ L6 (Lower 1st molar mesiobuccal cusp tip) : 하악 제1 구치 근심 측 교두

⑯ Pog (Pogonion) : symphysis의 최 방

⑰ Go (Gonion) : mandibular plane과 ramus가 만나는 

⑱ Me (Menton) : symphysis의 최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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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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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선  ( F i g  2 )  

  ① SN (SN plane) : Sella와 Nasion을 연결한 평면

  ② FH (FH plane) : Porion과 Orbitale를 연결한 평면

  ③ PP (Palatal plane) : PNS와 ANS를 연결한 평면

  ④ OP (Occlusal plane) : U6/L6과 U1/L1의 앙을 연결한 평면

  ⑤ MP (Mandibular plane) : Gonion과 Menton을 연결한 평면

  ⑥ FP (Facial plane) : Nasion과 Pogonion을 연결한 평면

Fig 2.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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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계 측 항 목  

(1) 골격계측항목

1) 각도 계측항목 (Fig 3) 

  ① Ar.A.(Articular angle) : S-Ar과 Ar-Go이 이루는 각도

  ② Go.A.(Gonial angle) : Ar-Go와 Go-Me이 이루는 각도 

  ③ SNA : SN plane과 NA plane이 이루는 각도

  ④ SNB : SN plane과 NB plane이 이루는 각도

  ⑤ ΔANB(ANB difference) : SNA에서 SNB를 뺀 각도

Fig 3. Angl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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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계측항목 (Fig 4) 

  ① AFH (Anterior facial height) : Nasion에서 Menton까지의 거리

  ② PFH (Posterior facial height) : Sella에서 Gonion까지의 거리

  ③ FHR (Facial height ratio) : PFH/AFH의 비율 

  ④ Wits (Wits Appraisal) : A point와 B point에서 Occlusal plane에 수

직으로 연결한 인 AO와 BO사이의 거리 

Fig 4. Lin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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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아 계측항목 (Fig 5) 

  ① IMPA : 하악 치 치축의 연장선과 MP plane이 이루는 각도

  ② U1 to SN : 상악 치 치축의 연장선과 SN plane이 이루는 각도

  ③ U1 to FP (U1 to facial plane) : 상악 치 치축의 연장선과 FP 

plane과의 거리

  ④ L1 to FP (L1 to facial plane) : 하악 치 치축의 연장선과 FP 

plane과의 거리 

Fig 5. Dent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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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 계 처리

조사자내 오차를 확인하기 해 1주 후 그룹마다 무작 로 5명씩 뽑아서 U1 

to SN, Articular angle, L1 to facial plane, AFH 네 개 계측항목의 계측 을 다

시 계측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 다. 계측항목의 오차는 Dahlberg formula 

(Se=√d2/2n) (d: 계측치 간 차이, n: 계측치 의 수)를 사용하여 계측하 다. 

계측된 자료들은 stata MP (Version 13.0)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 처

리하 다. 

(1) 각 시기(T0: 진시, T1: 술 교정 후 수술직 , T2: 수술  교정치료

완료, T3: 유지기)의 계측항목에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2)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 악교정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

(T2-T1), 체 치료에 의한 변화(T2-T0),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

(T3-T2)에 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 다(paired-sample t-test).

(3)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 사이의 

상  계를 구하 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4) 악교정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T2-T1)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

(T3-T2) 사이의 상 계를 구하 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5) 체 치료에 의한 변화(T2-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 사이의 

상  계를 구하 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6)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의 계측항목 사이의 상 계를 구하 다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7) 하악 턱끝 수술의 효과를 악교정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T2-T1)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에 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 다

    (independent–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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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 유무에 따른 계측

항목의 수치변화를 유의성 검정 하 다(independent–sample t-test). 

(9) 발치군(비발치, 하악 소구치발치, 상하악 소구치발치) 별로 시간 변화에 

따른 IMPA와 U1 to facial plane에 한 유의성 검정을 하 다(repeated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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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결 과

1. 조사자내 오차 검정

1주 간격으로 그룹마다 무작 로 5명씩을 추출하여 재계측한 후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길이 계측 항목(L1 to 

facial plane, AFH)에 한 방법오차는 각각 0.92㎜, 0.52㎜ 으며, 각도 계측 

항목(Articular angle, U1 to SN)에 한 방법오차는 각각 0.03o, 0.29o 다.

2. 진시(T0), 술 교정 후 수술직 (T1), 수술  교정치료완료(T2), 유지기

(T3) 시기의 계측항목에 한 평균  표 편차를 구하 다(Table 2).

Table 2.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 of Measurements on time 

Variables　
  T0   T1    T2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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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 98.60 ±  7.26 93.10  ±  8.56 90.88  ±  7.06 91.40  ±  6.61

U1 to SN(°) 101.74 ±  6.48 101.62  ±  5.46 99.83  ±  8.05 99.58  ±  7.02

U1 to facial plane(㎜) 15.89 ±  5.09 14.91  ±  4.29 9.25  ±  2.54 9.96  ±  2.81

L1 to facial plane(㎜) 11.15 ±  3.63 7.85  ±  3.90 5.59  ±  2.55 6.15  ±  2.94

Wits(㎜) 2.16 ±  3.75 2.59  ±  3.10 -.45  ±  3.21 .57  ±  3.44

Articular angle(°) 154.91 ±  9.27 154.88 ±  9.34 152.03  ±  8.53 150.36 ±  9.36

Gonial angle(°) 125.38 ±  8.44 125.87 ±  8.91 128.74 ±  8.87 130.30 ±  8.71

ANB difference(°) 8.02 ±  2.10 7.56  ±  2.16 5.70  ±  2.14 6.25  ±  2.58

SNB(°) 71.98 ±  4.49 71.96 ±  4.52 74.43  ±  3.91 73.97 ±  3.94

Posterior facial height(㎜) 75.98 ± 10.58 76.74 ± 10.76 72.97 ±  9.46 73.46 ±  9.19

Anterior facial height(㎜) 126.14 ±  7.55 126.69 ±  8.09 123.06 ±  6.26 124.48 ±  6.05

Facial height ratio(FHR) 60.16 ±  6.89 60.52 ±  7.15 59.22 ±  6.39 58.97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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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측항목에 하며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 악교정수술  술후교

정에 의한 변화(T2-T1), 체 치료에 의한 변화(T2-T0), 유지기간동안의 변

화(T3-T2)에 한 유의성 검정을 하 다.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에서는 하악 치(IMPA, L1 to facial plane)

가 유의한 설측 변화를 보 다. (Table 3).

Table 3. Measurements changes during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1-T0)

Variables N Mean±SD t

IMPA 31 5.50 ± 8.84  -3.465**

U1 to SN 31 .12 ± 6.18   -.106

U1 to facial plane 31 .98 ± 2.91  -1.879

L1 to facial plane 31 3.30 ± 3.34  -5.509***

Wits 31 -.44 ± 3.54    .684

Articular angle 31 .03 ± 7.09   -.026

Gonial angle 31 -.49 ± 5.49    .501

ANB difference 31 .46 ± 1.48  -1.728

SNB 31 .02 ± 1.39   -.066

Posterior facial height(PFH) 31 -.76 ± 3.34   1.271

Anterior facial height(AFH) 31 -.55 ± 3.97    .770

Facial height ratio(FHR) 31 .36 ± 2.34   -.860

     sig.(significant) *p<.05, **p<.01, ***p<.001 

악교정 수술과 술후교정에 의한 변화(T2-T1)에서는 SNB, Gonial angle을 

제외한 모든 계측 수치가 감소하 다. 치부 각도 계측 수치인 U1 to SN, 

IMPA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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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s changes during orthognathic surgery and post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T1)

　Variables　　 N  Mean±SD t

IMPA 31 2.22 ± 6.69  -1.848

U1 to SN 31 1.79 ± 6.18  -1.613

U1 to facial plane 31 5.66 ± 3.48  -9.057***

L1 to facial plane 31 2.26 ± 3.70  -3.403**

Wits 31 3.04 ± 4.55  -3.721**

Articular angle 31 2.85 ± 6.93  -2.291*

Gonial angle 31 -2.87 ± 6.96   2.295*

ANB difference 31 1.86 ± 2.57  -4.024***

SNB 31 -2.46 ± 2.64   5.192***

Posterior facial height(PFH) 31 3.77 ± 4.05  -5.186***

Anterior facial height(AFH) 31 3.63 ± 4.66  -4.337***

Facial height ratio(FHR) 31 1.30 ± 3.25  -2.226*

      *p<.05, **p<.01, ***p<.001

체치료에 의한 변화(T2-T0)에서는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와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에 의한 변화(T2-T1) 모두가 유의하게 찰되었다. (Table 5) 

Table 5. Measurements changes during entire treatment periods (T2-T0)

　Variables　　 N  Mean±SD t

IMPA 31 7.72 ± 8.13   -5.288***

U1 to SN 31 1.91 ± 9.69   -1.096

U1 to facial plane 31 6.64 ± 4.53   -8.164***

L1 to facial plane 31 5.56 ± 2.94  -10.541***

Wits 31 2.61 ± 3.94   -3.689**

Articular angle 31 2.88 ± 6.58   -2.440*

Gonial angle 31 -3.37 ± 6.55    2.860**

ANB difference 31 2.32 ± 2.28   -5.669***

SNB 31 -2.45 ± 2.69    5.065***

Posterior facial height(PFH) 31 3.01 ± 5.15   -3.247**

Anterior facial height(AFH) 31 3.08 ± 4.22   -4.065***

Facial height ratio(FHR) 31 .94 ± 3.53   -1.48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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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던 ANB difference

와 AFH, U1 to facial plane과 L1 to facial plane은 유의하게 증가하 다. 

(Table 6) 

Table 6. Measurements changes during retention period (T3-T2)

　Variables　　 N  Mean±SD t

IMPA 31 -.52 ± 4.10     .706

U1 to SN 31 .25 ± 3.08    -.458

U1 to facial plane 31 -.71 ± 1.05    3.766**

L1 to facial plane 31 -.56 ± 1.05    2.972**

Wits 31 -1.03 ± 3.25    1.762

Articular angle 31 1.67 ± 4.91   -1.896

Gonial angle 31 -1.56 ± 4.43    1.958

ANB difference 31 -.55 ± 1.36    2.257*

SNB 31 .45 ± 1.29   -1.959

Posterior facial height(PFH) 31 -.49 ± 2.52    1.074

Anterior facial height(AFH) 31 -1.43 ± 2.74    2.898**

Facial height ratio(FHR) 31 .25 ± 2.07    -.68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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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의 상

계(Table 7)

술  교정에 의한 변화(T1-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는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presurgical orthodontics and 

retention period

T3-T2

T1-T0
IMPA

U1 to 

SN

U1 to 

FP

L1 to 

FP
Wits Ar.A. Go.A. ΔANB. SNB PFH AFH FHR

IMPA .054 -.159 -.129 .029 .046 .049 -.154 .032 .062 .118 -.036 .122

U1 to 
SN -.349 -.353 -.345 -.142 .221 .061 .062 -.223 .354 .124 .015 .074

U1 to 
FP -.232 -.032 -.045 -.046 .185 -.056 -.014 .137 -.084 .464 .041 .402

L1 to 
FP -.029 -.087 -.073 .149 -.007 .250 -.293 .174 .056 -.103 -.050 -.066

Wits .386 -.149 .285 .436 .367 -.045 -.152 .431 -.384 .169 .208 .045

Ar.A. .274 .002 .052 .203 .041 -.330 .211 .099 .086 .224 -.066 .268

Go.A. -.283 .122 -.182 -.340 -.050 .365 -.208 -.259 .085 -.183 -.008 -.191

ΔANB .057 -.120 .126 .368 .157 .062 -.245 .491 -.241 .214 .314 .024

SNB -.178 -.028 -.136 -.066 .042 .214 .016 -.090 .288 .122 .238 -.042

PFH .006 .359 -.143 -.318 -.132 -.042 .168 -.112 .115 -.081 -.171 .006

AFH .279 .342 .098 .014 .007 -.108 -.012 .223 -.113 .034 -.146 .111

FHR -.210 .120 -.231 -.365 -.165 .021 .203 -.308 .209 -.085 -.080 -.04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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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에 의한 변화(T2-T1)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

(T3-T2)의 상 계(Table 8)

U1 to facial plane, ANB difference, Wits의 감소(T2-T1)와 증가(T3-T2)는 

상호연 이 있었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orthognathic surgery/postsurgical 

orthodontics and retention period

T3-T2

T2-T1

IMPA
U1 to 

SN

U1 to 

FP

L1 to 

FP
Wits Ar.A. Go.A. ΔANB. SNB PFH AFH FHR

IMPA -.086 .164 -.147 -.218 .008 -.047 .068 -.113 .276 -.203 -.143 -.129

U1 to 

SN
-.015 -.301 -.134 -.226 -.046 -.249 .236 -.225 -.080 .292 -.148 .351

U1 to FP .145 -.235 -.382* -.202 .004 .104 -.250 -.442* .266 -.042 .124 -.153

L1 to FP .090 -.130 -.144 -.267 -.026 -.241 .127 -.334 -.022 .153 .038 .106

Wits -.030 .153 -.040 -.191 -.498** -.074 .099 -.377* .171 -.102 -.156 -.017

Ar.A. -.074 .041 .024 -.154 -.047 -.316 .338 .114 -.086 .054 .170 -.061

Go.A. .096 -.219 .018 .216 .197 .067 -.327 .031 -.065 .113 -.020 .128

ΔANB .237 .005 -.126 -.018 -.234 .003 -.036 -.391* .196 -.081 .018 -.107

SNB -.115 .102 .356 .136 .027 -.062 .218 .174 -.425* .185 -.051 .235

PFH .012 .039 .339 .154 .003 .265 -.121 -.068 -.241 -.521** -.060 -.460**

AFH -.058 -.248 .038 -.027 -.067 .059 -.077 -.321 -.143 -.183 .019 -.185

FHR .044 .201 .269 .140 .063 .263 -.093 .118 -.109 -.413* -.070 -.35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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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 치료에 의한 변화(T2-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의 상

계(Table 9)

Articular angle, Gonial angle의 체치료에 의한 변화(T2-T0)와 유지기간

동안 변화(T3-T2)는 서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Table 9.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entire treatment and changes 

during retention period

T3_T2

T2_T0
IMPA

U1 to 

SN

U1 to 

FP

L1 to 

FP
Wits Ar.A. Go.A. ΔANB SNB PFH AFH FHR

IMPA -.013 -.038 -.261 -.147 .057 .014 -.112 -.058 .295 -.039 -.157 .026

U1 to 

SN
-.233 -.417 -.306 -.234 .112 -.120 .190 -.286 .175 .265 -.085 .271

U1 to FP -.037 -.201 -.322 -.185 .122 .044 -.201 -.252 .150 .266 .121 .141

L1 to FP .081 -.263 -.265 -.167 -.041 -.020 -.173 -.223 .035 .076 -.009 .058

Wits .313 .043 .209 .171 -.246 -.126 -.022 -.049 -.148 .035 .007 .021

Ar.A. .217 .045 .081 .057 -.005 -.688** .583** .227 .001 .298 .108 .225

Go.A. -.135 -.130 -.134 -.056 .168 .377* -.522** -.183 .002 -.033 -.027 -.024

ΔANB .305 -.073 -.061 .219 -.162 .044 -.200 -.122 .065 .048 .224 -.105

SNB -.205 .085 .280 .099 .048 .050 .222 .125 -.269 .244 .073 .209

PFH .013 .263 .173 -.085 -.083 .181 .014 -.126 -.115 -.461** -.158 -.357*

AFH .198 .047 .135 -.017 -.068 -.036 -.097 -.145 -.264 -.170 -.117 -.100

FHR -.098 .264 .095 -.113 -.051 .256 .049 -.095 .037 -.437* -.118 -.36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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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의 계측항목 사이의 상 계(Table 10)

유지기간(T3-T2)동안 SNB, ANB difference,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변화는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Gonial angle, Articular angle 

변화는 상호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Table 10.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s of the changes in the retention 

period

IMPA
U1 to 

SN

U1 to 

FP

L1 to 

FP
Wits Ar.A. Go.A. ΔANB. SNB PFH AFH FHR

IMPA 1

U1 to 

SN
.062 1

U1 to 

FP
.305 .235 1

L1 to 

FP
.484 -.097 .602** 1

Wits -.351 -.061 -.040 -.058 1

Ar.A. -.170 -.110 -.235 .055 .094 1

Go.A. -.081 .104 .194 -.064 .043 -.824** 1

ΔANB .181 .180 .651** .498** .292 -.223 .146 1

SNB -.207 .142 -.599** -.337 .053 .173 -.066 -.357* 1

PFH .061 .237 -.162 -.167 .058 -.321 .224 -.025 .041 1

AFH -.049 -.084 .090 .179 .190 .050 -.040 .137 -.169 .265 1

FHR .099 .304 -.179 -.237 -.066 -.345 .244 -.085 .143 .797** -.366*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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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악 턱끝 수술 시(T2-T1) U1 to facial plane과 L1 to facial plane이 유

의하게 더 감소하 다. 그러나 수술한 경우 유지기간(T3-T2) 동안 ANB 

difference와 L1 to facial plane이 유의하게 더 증가하 다(Table 11, 12). 

Table 11. The effect of Genio OP: orthognathic surgery/postsurgical

          orthodontics periods (T2-T1)

Variables Genio OP# N Mean±SD t

IMPA
Y 24 -2.68 ± 6.72

    .696
N 7 -.66 ± 6.86

U1 to SN
Y 24 -2.33 ± 6.34

    .897
N 7 .06 ± 5.61

U1 to facial plane
Y 24 -6.51 ± 3.16

   2.795**

N 7 -2.74 ± 3.07

L1 to facial plane
Y 24 -2.95 ± 3.90

   3.320**

N 7 .11 ± 1.22

Wits
Y 24 -3.85 ± 4.49

   1.900
N 7 -.28 ± 3.84

Articular angle
Y 24 -3.11 ± 7.70

    .382
N 7 -1.96 ± 3.45

Gonial angle
Y 24 2.41 ± 7.42

    .670
N 7 4.44 ± 5.24

ANB difference
Y 24 -2.20 ± 2.57

   1.363
N 7 -.71 ± 2.41

SNB
Y 24 2.76 ± 2.76

  -1.176
N 7 1.44 ± 2.06

PFH
Y 24 -3.73 ± 4.44

   -.100
N 7 -3.91 ± 2.54

AFH
Y 24 -3.79 ± 5.02

    .357
N 7 -3.07 ± 3.41

Facial height ratio
Y 24 -1.21 ± 3.65

   -.436
N 7 -1.60 ± 1.28

  *p<.05, **p<.01, ***p<.001

  #Y : with OP, N : without OP 



- 23 -

Table 12. The effect of Genio OP: retention period (T3-T2)

Variables Genio OP# N  Mean±SD t

IMPA
Y 24 .87 ± 4.29

   -.879
N 7 -.68 ± 3.38

U1 to SN
Y 24 -.34 ± 2.81

    .293
N 7 .05 ± 4.11

U1 to facial plane
Y 24 .85 ± 1.12

  -1.378
N 7 .24 ±  .59

L1 to facial plane
Y 24 .77 ± 1.01

  -2.181*

N 7 -.16 ±  .90

Wits
Y 24 .98 ± 3.21

    .160
N 7 1.20 ± 3.62

Articular angle
Y 24 -1.49 ± 5.30

   -.367
N 7 -2.28 ± 3.49

Gonial angle
Y 24 1.70 ± 4.78

   -.419
N 7 1.06 ± 3.15

ANB difference
Y 24 .83 ± 1.22

  -2.222*

N 7 -.39 ± 1.48

SNB
Y 24 -.46 ± 1.31

    .084
N 7 -.42 ± 1.31

PFH
Y 24 .22 ± 2.42

   1.090
N 7 1.40 ± 2.83

AFH
Y 24 .97 ± 2.72

   1.775
N 7 2.99 ± 2.34

Facial height ratio
Y 24 -.22 ± 2.14

   -.184
N 7 -.38 ± 1.96

     *p<.05, **p<.01, ***p<.001

     #Y : with OP, N : without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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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두하악장애(TMD) 증상 여부는 유지기간(T3-T2)동안의 계측수치 변화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Table 13).

Table 13. Changes in measurements of maxillary based on TMD: retention 

period (T3-T2)

Variables TMD# N  Mean±SD t

IMPA
Y 20 .97 ± 4.24

  -.823
N 11 -.30 ± 3.90

U1 to SN
Y 20 .44 ± 3.02

 -1.749
N 11 -1.51 ± 2.90

U1 to facial plane
Y 20 .62 ± 1.19

   .647
N 11 .87 ±  .74

L1 to facial plane
Y 20 .40 ± 1.06

  1.110
N 11 .84 ± 1.00

Wits
Y 20 .91 ± 3.82

   .264
N 11 1.24 ± 1.97

Articular angle
Y 20 -2.33 ± 4.07

  1.000
N 11 -.48 ± 6.20

Gonial angle
Y 20 1.62 ± 4.25

  -.100
N 11 1.45 ± 4.96

ANB difference
Y 20 .65 ± 1.59

  -.509
N 11 .38 ±  .82

SNB
Y 20 -.49 ± 1.39

   .187
N 11 -.39 ± 1.15

PFH
Y 20 1.09 ± 1.97

 -1.630
N 11 -.60 ± 3.11

AFH
Y 20 1.41 ± 3.04

   .059
N 11 1.47 ± 2.23

Facial height ratio
Y 20 .23 ± 1.37

 -1.509
N 11 -1.13 ± 2.82

     *p<.05, **p<.01, ***p<.001

     #Y : Yes, N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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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간 변화에 따른 IMPA의 변화(Table 14)(Fig 6).

시간의 변화에 따라 IMPA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비발

치군, 하악 소구치 발치군, 상하악 소구치 발치군으로 구분하여 IMPA를 측정

하 다. 다변량 검정결과 시간에 따라 IMPA값의 차이가 존재하 다(F=11.336, 

p<.001). 그리고 시간과 그룹간의 교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F=3.289, p<.01).  

Table 14. Descriptive Statistics of groups on time(IMPA)

IMPA# T0 T1 T2 T3

Non ext (N=8) 97.8 ± 9.2 101.4 ± 8.0 95.2 ± 6.0 95.3 ± 5.1

Mn. ext (N=16) 98.1 ± 7.1 89.3 ± 7.6 87.3 ± 6.0 88.1 ± 6.6

Mx. & Mn. ext (N=6) 102.1 ± 4.1 91.7 ± 3.5 92.6 ± 5.8 94.0 ± 4.6

Total (N=30) 98.8 ± 7.2 92.9 ± 8.6 90.5 ± 6.8 91.2 ± 6.6

# Non ext : without extraction, Mn. ext : mandible extraction, 

Mx. & Mn. ext : extraction i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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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PA changes of groups on time

10. 시간 변화에 따른 U1 to facial plane의 변화(Table 15)(Fig 7).

시간의 변화에 따라 U1 to facial plane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비발치군, 하악 소구치 발치군, 상하악 소구치 발치군을 상으로 구분

하여 U1 to facial plane을 측정하 다. 다변량 검정결과 시간에 따라 U1 to 

facial plane값의 차이가 존재하 다(F=22.314, p<.001). 그리고 시간과 그룹간

의 교호작용 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F=4.31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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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escriptive Statistics of groups on time(U1 to facial plane)

U1 to facial plane#    T0    T1    T2    T3

Non ext (N=8) 13.8 ± 8.6 15.8 ± 6.2 8.9 ± 2.5 9.7 ± 2.5

Mn. ext (N=16) 17.3 ± 2.8 15.7 ± 3.2 9.7 ± 2.7 10.4 ± 3.3

Mx. & Mn. ext (N=6) 15.6 ± 2.2 12.1 ± 2.5 8.2 ± 2.1 9.1 ± 1.6

Total (N=30) 16.1 ± 5.0 15.1 ± 4.2 9.2 ± 2.5 10.0 ± 2.8

# Non ext : without extraction, Mn. ext : mandible extraction, 

  Mx. & Mn. ext : extraction in both 

Fig 7. U1 to facial plane changes of groups on time



- 28 -

Ⅳ .  고 찰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 시 치료의 목표는 안정 인 교합을 형성하

여 기능과 심미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Kiyak 등, 1988, Proffit 등, 1992). 이를 

해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골격성 Ⅱ  부정교합의 술  교정 시 보상된 치

아를 술후 안정 인 교합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탈보상 시킬 필요가 있다. 

(Burden 등, 2007, Capelozza 등, 1996, Kim 등, 2012) 

  진시와 술  교정 완료 후 수술 직 의 변화(T1-T0)에서 순측경사 된 하

악 치가 설측이동 하여 IMPA와 L1 to facial plane 값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술 시 하악의 방 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

다(김범수, 2003, Kim 등, 2012). 이번 연구의 경우 총인원의 약 74%인 23명에

서 술  교정 시 소구치발치를 하 고 이  16명(총 인원의 약 50%)에서 하

악 소구치를 발치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순측보상 된 하악 치를 탈보

상 시키고 수술시 안정 인 골격이동을 확보할 수 있었다(Boeck 등, 2010, 

Troy 등, 2009).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을 통한 변화(T2-T1)에서는 하악의 방이동으로 

유의하게 SNB값이 증가하고 ANB값이 감소하 다. 구치의 근심이동으로 

Articular angle은 감소하 으며 하악이 후하방 회 하여 Gonial angle은 증가

하 다. 한 PFH, AFH, Facial height ratio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이

는 PFH의 수치가 AFH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소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길이 계측 수치인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Wits 값은 감

소하 으나 각도 계측 수치인 U1 to SN, IMPA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

러한 변화는 치아의 인 치변화가 아닌 하악의 방이동으로 인한 기

(Pogonion)의 변화의 향으로 볼 수 있다(Mobarak 등, 2001, Willmot 

등,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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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교정과 수술, 그리고 술후 교정을 통한 체 인 변화(T2-T0)에서는 

술  교정(T1-T0)의 변화와 수술  술후 교정(T2-T1) 변화 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이상의 유지기간동안의 변화(T3-T2)에서 ANB difference와 AFH가 유

의하게 증가하는 골격 인 회귀를 보 다(Mobarak 등, 2001). 악교정 수술 시 

유지기간 동안 condyle이 remodeling되는데 이러한 변화도 해당수치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rpornmaeklong 등, 2004, Eggensperger 등, 

2004, 2006). 체치료(T2-T0)동안 감소되었던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은 유의한 증가를 보 지만 IMPA, U1 to SN, Wits 값은 유의하

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치의 인 이동이 아닌 하악의 골격 인 회

귀로 인한 기 평면(facial plane)의 변화로 보인다(Eggensperger 등, 2004, 

Willmot 등, 1984). 

  술  교정치료에 의한 변화(T1-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 사이

에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술  교정시 탈보상시킨 하악 치는 

유지기간 동안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ANB difference, U1 to facial plane, Wits값의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

(T2-T1)시 감소와 유지기간(T3-T2) 동안 증가는 상호 연 이 있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수술 시 방 치된 하악골의 relapse와 연 이 있다

(Eggensperger 등, 2004, Willmot 등, 1984). 하악 치아 계측치는 유지기간

(T3-T2)의 변화와 연 을 보이지 않았는데, 골격성 Ⅲ  부정교합의 경우 

치부 탈보상이 상악에 비해 하악에서 잘 유지된다(Capelozza 등, 1996, 

Willmot 등, 1984)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골격성 Ⅱ부정교합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 다. 

  체 치료의 변화(T2-T0)와 유지기간 동안의 변화(T3-T2)에서 Articular 

angle, Gonial angle의 변화는 서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체치료

(T2-T0)를 통한 치성변화는 유지기간(T3-T2)의 변화와 연 이 없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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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지기간의 변화가 골격 인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ggensperger 등, 2006).

  유지기간(T3-T2)동안 증가된 ANB difference의 값과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은 서로 상 계를 보 다. 그러나 IMPA와 U1 to SN은 

상 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상하악 치부의 이동이 치아의 

개별이동이 아닌 하악의 골격성 회귀에 의한 변화로 보인다 (Eggensperger 

등, 2006).  

  하악 턱끝 수술 시(T2-T1) Facial plane의 기 인 Pogonion의 변화로 수

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U1 to facial plane과 L1 to facial plane이 유의

하게 더 감소하 다. 하악 턱끝 수술 시 Mandibular plane의 변화 등으로 수

술 유무에 따라 골격 인 변화량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다. 유지기간(T3-T2)동안 하악 턱끝 수술을 한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ANB difference와 L1 to facial plane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데 수술 시(T2-T1) 유의하게 변한 U1 to facial plane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Park 등, 2013, Eggensperger 등, 2006) 

  31명  TMD 증상이 있는 20명과 나머지 11명은 유지기간(T3-T2) 동안의 

변화에서 상악, 하악 치성 계측치  골격성 계측치에 유의한 차이를 찰할 

수 없었다. Farronato 등(2016)은 TMD를 동반하는 골격성 Ⅱ  부정교합의 

경우 엄격히 질환(click, lock joint, dislocations)과는 연 성이 부족하고 

부분은 근육과 련된 문제라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치료에 의한 

증상의 안정화인지 골격성 Ⅱ  부정교합에서 TMD가 부정교합 수술  치료

에 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하악 치의 변화에서 술  교정시(T1-T0) 소구치 발

치를 진행한 경우(22명) 유의한 설측 변화를 보이지만 소구치 발치 없이 술  

교정 진행시(9명) 치아 총생  curve of Spee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순측 변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큰폭으로 정상범  방향으로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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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반 으로 모든 군에서 수술  교정완료 시 진 보다 감소된 수치를 보

인다. 그러나 유지기간(T3-T2)동안 발치를 한 경우에서 발치를 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IMPA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 는데 이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

았다. 따라서 발치의 여부는 하악 치의 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U1 to facial plane 역시 소구치 발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  교정시

(T1-T0)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악교정 수술로 인해 소구치 발치 여부와 상

없이 비슷한 범  내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U1 to facial plane은 유지기

간 동안 유의하게 회귀되는데 이는 소구치 발치 여부와 상 없이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 이를 통해 상악  하악 소구치의 발치는 상악 치의 유지기간 

동안의 회귀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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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골격성 Ⅱ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환자 ,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31명

(남 5명, 여 26명)을 상으로 하여 교정 (T0), 수술 (T1), 교정치료 완료

(T2), 유지기간(T3)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치료종료 후 유지기간 

의 치부 변화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T2-T1)으로 하악은 방으로 이동하고,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Wits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U1 

to SN, IMPA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5). 

2. 유지기동안(T3-T2) 방이동 된 하악골의 유의한 회귀가 찰되었다(p<0.05).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은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p<0.01), 

ANB difference,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변화는 서로 유의

한 상호연 이 있었다(p<0.01). U1 to SN, IMPA는 유의한 변화  상호연

이 없었다(p>0.5).  

3. U1 to facial plane, ANB difference, Wits의 악교정 수술  술후 교정

(T2-T1)시 감소와 유지기(T3-T2)의 증가는 상호연 이 있었다(p<0.05).

4. 하악 턱끝 수술 여부에 따라 악교정 수술과 술후 교정(T2-T1)시 치부 

변화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유지기간동안(T3-T2)의 하악골과 

하악 치부 회귀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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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두하악장애 여부는 유지기간동안(T3-T2)의 계측항목 변화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p>0.1).

6. 술  교정시 비발치  상하악 소구치 발치 여부는 치부 계측 수치

(IMPA, U1 to facial plane)의 체 치료 결과  유지기간의 변화에 유의

한 향이 없었다. 

  본 연구 결과 골격성 Ⅱ  부정교합 수술  교정치료 시 수술에 따른 골격

성 회귀는 찰되나 교정 치료에 의한 변화는 회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의 안정성 여부가 반 인 치료  유지에 요한 과정이며 이러

한 치성  골격성 회귀 상을 충치료  악교정 수술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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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0(pretreatment), T1(before surgery), 

T2(at debond), and T3(retention period) in the 31 skeletal Class II 

patients(5 males, 26 females) who have undergone orthognathic surgery. 

And the correlation of changes between periods and the retention, has been 

analyzed. At the same time, the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accordance 

with Genio OP, TMD, premolar extraction. The following results about the 

changes of incisors in the retention period were obtained. 

1. At the stage of T2-T1, the mandible showed anterior movement, and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and Wits has significantly 

decreased.(p<0.01) But U1 to SN, IMPA has not shown significant 

change(p>0.5). 

2. At the stage of T3-T2 significant retrusion of mandible has 

shown(p<0.05). U1 to facial plane, L1 to facial plane has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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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p<0.01), and ANB difference, U1 to facial plane, and L1 to 

facial plane has shown significant correlation(p<0.01). But U1 to SN and 

IMPA has not shown any significant change or correlation(p>0.5).  

3. At the stage of T2-T1, the decrease of U1 to facial plane, ANB 

difference and Wits has shown a correlation with their increase at the 

stage of T3-T2(p<0.05).

4. With the effect of Genio OP, a significant change has shown at the 

stage of T2-T1(p<0.01), and a significant amount of relapse at the 

stage of T3-T2(p<0.05).

5. TMD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on changes at the stage of 

T3-T2(p>0.1).

6. Premolar extractions in the presurgical treatment has not shown 

significant effect on measurements(IMPA, U1 to facial plane) of the 

whole treatment result and changes in retention period.

  As a result, with the result of othognathic surgery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skeletal Class II patients, the study has confirmed skeletal 

relapse by surgery but could not confirmed the relapse with orthodontic 

treatment. Therefore the stability of orthognathic surgery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whole treatment and its retention.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a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skeletal Class II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