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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전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수술적 및 

비수술적 교정치료 후 교합력 변화 

: 2년 추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경호 교수) 

 

이준구 

 

골격성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 골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상악골 후

방부의 상방 이동을 동반한 악교정수술을 해야만 했으나, 최근에는 골격성 고정원의 

발달로 상악 구치의 절대적 압하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치부 개방교합을 치료할 경우 수술 없이도 안모의 심미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교

합 기능의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적으로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했을 때 치료 후에 구치가 정출되면서 

개방교합의 재발이 나타나며, 교합력이 약할 경우 구치부가 정출되기 쉽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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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Dental Prescale을 이용해서 전치부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

를 통해 치료한 19명, 악교정수술(상악 1-piece Le Fort I osteotomy, 하악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을 통해 치료한 37명, 비개방교합 환자로 통상

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로 치료한 35명에 대해 교정치료 전(T1), 치료종료(T2), 치료

종료 2년 후(T3)의 교합 접촉면적과 교합력을 측정하여 각 그룹의 교합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환자군의 follow-up 기간 상악 구치 정출

량을 측정함으로써 개방교합 원인 요소 중 하나인 교합력과 구치부의 정출 간 상관관

계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경우(intrusion group), 교합면적은 

치료 전보다 교정치료 직후에 감소하였으나 치료종료 2년 후에는 증가하여 비개

방교합군(non-openbite group)과 유의차가 없었다(p=0.17). 교합력은 치료 전

보다 교정치료 직후에 감소하였고 치료종료 2년 후에는 증가하였으나, 비개방교

합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p=0.02). 

2. 개방교합을 악교정수술(상악 Le Fort I osteotomy, 하악 IVRO)을 통해 치료한 

경우(surgery group),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치료 전보다 교정치료 직후에 감소

하였으나 치료종료 2년 후에는 증가하여 비개방교합군(non-openbite group)과 

유의차가 없었다(교합면적 p=0.20, 교합력 p=0.16). 

3.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경우(intrusion group)와 악교정수

술을 통해 치료한 경우(surgery group)에서 교정치료종료 후 2년 동안 상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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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치 압하량에 대한 재발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22.87%, 25.06%를 보였으며, 

이러한 재발률은 교정치료 종료 시점 및 교정치료 종료로부터 2년 후 시점에서

의 교합력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개방교합 치료를 할 경우 교합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재

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합 기능 변화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관찰이 필요하다. 구치

부 압하를 통한 개방교합 치료 후 재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합력이 높다고 해서 개

방교합 재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교합력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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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방교합은 치아가 맞물리는 중심교합 상태에서, 상하악 치아 간에 접촉이 결여되

어 치아 사이 공간이 발생하는 부정교합을 말한다(Mizrahi, 1978). 전치부 또는 구치

부에서 편측성 혹은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청장년기에서 약 3%의 빈도로 관찰된다

(Thilander et al, 1973). 

전치부 개방교합은 원인에 따라 치성 개방교합과 골격성 개방교합으로 나눌 수 있

다. 치성 개방교합은 상하악 전치의 맹출이 방해되어 생기며, 주로 손가락빨기 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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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혀의 비정상적인 위치에 기인하기 때문에 습관을 없애주는 것이 개방교합을 치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골격성 개방교합은 유전에 따른 성장 양상 혹은 

악관절의 골관절염에 의한 하악과두의 골 흡수에 의해 발생하며 하악이 과도하게 후

하방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Lin et al, 2013). 

골격성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 과거에 이를 교정치료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치

부를 정출시켜 치료해야 했는데, 이는 전치부 노출량을 증가시키며 장안모 형태의 골

격적 이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골격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성장이 완료된 시점에 상악골 후방부의 상방 이동을 동반한 악교정수술

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에 골격성 고정원의 발달로 상악 구치의 절대적 압하를 

통해 하악의 전상방 회전을 도모함으로써, 안모의 심미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전치

부 개방교합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Baek et al, 2010). 

개방교합 환자는 대체로 약한 교합력을 가지며(Sassouni, 1969), 골격성 개방교합

의 경우 장안모 성장 패턴을 보이는데 이러한 장안모 성장 패턴을 보일수록(하악 평

면각이 클수록) 교합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Cha et al, 2007; Miralles et al 1991; 

Fogle et al, 1995; Ringqvist, 1973; Proffit et al, 1983). 이러한 개방교합 환자를 악

교정수술로 혹은 교정적으로 구치부를 압하시켜 치료해 줄 경우 개방교합을 치료하는 

동시에 교합 기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교합 기능의 개선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적 절충치

료, 특히 구치부 압하를 통한 치료 후 교합력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일반적인 악교정수술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교합력 변화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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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개방교합 환자에 대한 악교정수술 전후 교합력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개방교합 치료는 치료 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의 유지 또한 쉽지 않

기 때문에, 교정치료 중에서도 어려운 치료에 속한다. 개방교합의 원인은 구강 악습관, 

구호흡, 턱관절 질환으로 인한 하악과두 흡수, 비정상적인 혀 위치, 약한 교합력 등 

다양하며(Lin et al, 2013), 이러한 요인이 남아있을 경우 치료 후에도 재발하기 쉽다. 

특히 교정적으로 구치부를 압하시켜서 개방교합을 치료했을 때 치료가 끝났더라도 구

치가 정출되면서 개방교합의 재발이 나타나는데(Baek et al, 2010), 약한 교합력이 개

방교합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근 운동이 개방교합 치료 및 유지에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이전 연구가 있었으나(English et al, 2005; Paik et al, 2016)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치부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경우와 

악교정수술을 통해 치료한 경우에 대해서 교합력과 교합면적의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고,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환자군의 follow-up 기간 동안 상악 구치 정

출량을 측정함으로써 개방교합 원인 요소 중 하나인 교합력과 구치부의 정출 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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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retrospective) 연구로서 연구대상 수집 및 자료 채득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IRB 승인(IRB No. 3-2017-0306)을 받은 뒤 연구

를 진행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전치부 개

방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여 고정식 교정치료로 치료를 받은 376명의 환자 중에서 다

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여성; (2)교정치료 시작 및 종료 

시 연령이 만 18세에서 40세 사이인 경우; (3)교정치료 시작 전 제2대구치가 완전히 

맹출되어 교합을 이루는 경우; (4)제3대구치를 제외하고 결손치가 없는 경우; (5)비발

치로 교정치료를 진행한 경우; (6)정모두부방사선사진사진 상에서 Skeletal Mindline

에 대해서 Menton deviation이 2mm 이하인 경우; (7)SN to mandibular plane angle

이 35° 이상인 경우; (8)턱관절 질환이 없는 경우; (9)전신적 질환, cleft lip/palate 혹

은 두개안면부 기형이 없는 경우; (10)이전에 교정치료나 보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

는 경우; (11)교정치료 종료 후 교합면을 덮는 overlay 형태의 retainer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치료시작(T1), 치료종료(T2), 치료종료부터 2년 후(T3)에 측모두부

방사선사진 및 교합접촉면적과 교합력 측정기록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는 97명의 환자 중에서 전치부 개방교합(Overbite <0mm)을 상

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군(intrusion group, 19명)과 악교정수술(상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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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 Le Fort I osteotomy, 하악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IVRO))을 통해 치료한 군(surgery group, 37명)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

다. 나머지 41명의 환자는 전치부 개방교합을 구치부 압하 혹은 악교정 수술 없이 전

치부 정출 등올 통해 치료한 환자들이었다. 

초진 시 전치부 개방교합이 없고(1mm≤OB≤4mm) 상하악 제1대구치의 전후방적 

위치 차이가 이상적인 제I급 구치 관계로부터 2mm 이내인 부정교합을 치료한 191명

의 환자 중에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3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non-openbite 

group). 모든 환자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3명의 교정과 의사들

에게 임의로 분배되어 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Intrusion group의 경우 국소마취 하에서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그리고 제1

대구치와 제2대구치 치근 사이로 협측과 구개측에 각각 miniscrew를 식립하였다. 제

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의 협면에는 bracket bonding 후 sectional 

archwire(0.016x0.022 stainless steel)를 위치시키고 각 치아의 구개면에는 metal 

button을 부착하였고, 총 8개의 miniscrew로부터 치아의 협측, 구개측에서 power 

chain을 이용해 구치에 압하력을 가하였다(Figure 1). 평균 5.2±1.3개월 동안 구치부 

압하를 시행하였고, overbite가 edge-to-edge 상태가 되었을 때 전치부에 bracket 

bonding을 시행하였다. 

Surgery group의 경우 모든 악교정수술은 1명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시행하였

으며, 선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에 상악골은 rigid fixation을 시행하였고, 하

악골의 proximal segment와 distal segment는 고정시키지 않았다. 수술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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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maxillomandibular fixation(MMF)을 시행하였다. MMF 후에 고무줄을 이용한 

물리치료(physiotherapy)를 통해 술후 재활을 진행하였다. 최대개구량이 40mm 이

상 확보되고 교합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술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수술일로부터 

평균 6.2±1.9개월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한 후 치료를 종료하였다. 

세 군 모두 교정치료종료 후에 상하악 전치부 설면에 고정식 유지장치를 부착하였

고 wrap-around 형태의 가철식 유지장치를 사용하였다. 

 

Figure 1. Biomechanics for intrusion of maxillary molar by using miniscrew implants; 

A, buccal view: B, palatal view.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의 평균연령은 T1에서 각각 

23.4, 24.2, 23.1세이고, T2에서 각각 25.7, 26.2, 25.1세로 세 군 간에는 유의차가 없

었다(P>0.05). 그러나 intrusion group의 치료기간(T2-T1)은 평균 27.3개월이 소

요되었고, 이는 다른 두 군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0.0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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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features and Treatment period (Mean±SD) of the study 

subjects. 

 Intrusion Surgery Non-openbite P value 

Age (years)     

Pre-Tx (T1) 23.4±5.6 24.2±5.1 23.1±5.0 .744 

Post-Tx (T2) 25.7±5.7 26.2±5.2 25.1±5.2 .752 

2Y after Tx (T3) 27.7±5.7 28.2±5.2 27.1±5.2 .752 

Treatment period 

(month) 

27.3±4.2B 23.8±4.2A 22.1±2.8A <.001*** 

 

One-way ANOVA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x, treatment. 

*** P< .001; Bonferroni corrected post hoc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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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골격 및 교합 상태 분석(Skeletal and Dental 

Pattern Analysis)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 그리고 non-openbite group 환자의 치료시작

(T1), 치료종료(T2), 치료종료부터 2년 후(T3)에 측모두부방사선사진(PMPROMAX 

(Planmeca, Helsinki, Finland))을 촬영하였다. 환자는 natural head position에서 최

대 교두감합 상태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은 0.01°, 

0.01mm 단위의 해상도를 가진 V-ceph 5.5(CyberMed, Seoul, Korea)를 이용해서 

한 명의 교정과 의사가 T1, T2, T3에서 각도 및 길이에 대한 계측치를 측정하였다

(Figure 2, 3, 4). 측정 오차 검증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임의 선택한 20명의 표본에 

대해 모든 변수의 측정을 시행하여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확인하였다. 

양측성 구조물은 좌우 구조물을 연결한 선의 중점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전치부 

Overbite, Overjet은 Nasion을 지나며 S-N line에 대해 7° 시계방향으로 회전된 선, 

Sella를 지나며 이에 수직인 선을 각각 수평기준선(Horizontal Reference Plane: HP), 

수직기준선(Vertical Reference Plane: VP)으로 하였다. 

각도에 대해서는 SN-GoMe angle, SNA angle, SNB angle, ANB angle, Gonial 

angle을 측정하였고, 길이에 대해서는 상악 제1대구치의 mesiobuccal cusp tip과 수

평기준선 간의 수직거리(U6-HP), 전안면고경(Anterior Facial Height: AFH), 후안

면고경(Posterior Facial Height: PFH), 상하악 전치 간의 수평피개(Overbite: OB), 

상하악 전치 간의 수직피개(Overjet: OJ)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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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ephalometric landmarks and reference planes. 

Reference planes - SN (SN Plane), a line through sella and nasion; HP 

(Horizontal Reference Plane), a line through nasion rotated 7° clockwise from 

sella-nasion line; VP (Vertical Reference Plane), a line through sella and 

perpendicular to the HP; MP (Mandibular Plane), a line through menton and 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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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gular cephalometric measurements (degrees). 

a, SN-GoMe; b, SNA, S-N-A angle; c, SNB, S-N-B angle; d, ANB difference, 

b-c; e, Gonial angle, Ar-Go-M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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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inear cephalometric measurements (mm). 

a, U6-HP: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obuccal cus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b, AFH(Anterior Facial Height): 

distance between Nasion and Menton; c, PFH(Posterior Facial Height): distance 

between Sella and Gonion; d, OB(overbite): distance between the incisal edges of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central incisors, perpendicu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e, OJ(overjet): distance between the incisal edges of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central incisors, perpendicular to the vertical referenc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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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합 접촉면적과 교합력 측정(Measurements of Occlusal Contact Areas and 

Forces)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 환자에서 T1, T2, T3에서

의 교합면적과 교합력을 측정하였다. 환자는 치과 체어에 앉아 natural head position

을 유지한 상태에서 pressure-sensitive films(Dental Prescale 50H, type R)을 최

대한 센 힘으로 5초간 물고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필름은 CCD camera(Occluzer FPT 

707, Fuji Film Corp.)로 판독하여 환자의 교합면적, 교합력을 각각 0.1mm2, 0.1N 단

위로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Statistic Analysis)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세 군의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Shapiro-Wilk’s 

test를 이용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세 군의 표본 크기를 각각 19, 37, 35명으로 하고 유의수준 0.05(α=.05)에

서 교합 접촉면적 및 교합력(Occlusal force)에 대한 T1, T2, T3 시점에서의 검정력을 

살펴본 결과 최소 effect size는 0.34, power는 80.1%(Occlusal force at T3)로서 세 

군 사이의 차이를 보기에 충분한 검정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환자군의 연령, 치료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하였다. 

세 환자군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치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 세 군의 같은 시점

에서 계측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각 군 내에서 시간에 따른 계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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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였고, 사

후검정으로 paired t-test와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하였다. 

세 군의 시간에 따른 교합면적과 교합력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였고, 공변량(covariate)으로 연령(age)과 SN-MP angle, Gonial 

angle, Anterior facial height(AFH), Posterior facial height(PFH), PFH/AFH, U6-

HP의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후검정은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하였다. 

또한, 세 군에 대해서 교정치료종료 후 2년 동안(T3-T2) 상악 구치부의 위치변화

량(mm) 및 재발률(%)과 T2, T3 시점에서의 교합력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p<0.05에서 수행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9.3(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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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의 골격 및 교합 형태 계측에 관한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조사한 결과 r=0.906-0.999로 계측치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세 환자군 골격 및 교합 상태 비교 (Table 2-1, 2-2) 

T1에서 SNB는 intrusion group이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보다 유의하

게 작았으며, ANB 각도는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에서 

각각 평균 5.64°, 1.24°, 2.86°로 intrusion group이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보다 유의하게 컸다(P<0.05). 치료종료 시점(T2) 및 치료종료 후 2년 뒤(T3)

에서 ANB 각도 또한 intrusion group이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보다 

유의하게 컸다. 

모든 시점(T1, T2, T3)에서 SN-MP angle 및 Gonial angle은 세 군 간에 유의차

가 없었다. 

T1에서 anterior facial height은 surgery group이 intrusion group, non-openbite 

group보다 유의하게 컸으나, T2, T3 시점에서는 세 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T1에서 posterior facial height은 세 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T2, T3 시점에서

는 surgery group이 intrusion group, non-openbite group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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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에서 U6-HP는 세 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T2, T3 시점에서는 non-

openbite group이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보다 유의하게 컸다. 

Overbite은 intrusion group에서 치료 기간 동안 평균 4.05mm 증가했고(T2-T1), 

교정치료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0.96mm 감소했다(T3-T2). surgery group에

서는 치료 기간 동안 평균 4.49mm 증가했고(T2-T1), 그로부터 2년 동안 0.79mm 

감소했다(T3-T2). non-openbite group에서는 치료 기간 동안 평균 0.48mm 감소

했고(T2-T1), 그로부터 2년 동안 0.09mm 감소했다(T3-T2). T1과 T3 시점에서 

non-openbite group이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보다 유의하게 컸다. 

Overjet은 intrusion group에서 치료 기간 동안 평균 1.79mm 감소했고(T2-T1), 

교정치료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0.29mm 증가했다(T3-T2). surgery group에

서는 치료 기간 동안 평균 1.73mm 증가했고(T2-T1), 그로부터 2년 동안 0.27mm 

증가했다(T3-T2). non-openbite group에서는 치료 기간 동안 평균 0.33mm 감소

했고(T2-T1), 그로부터 2년 동안 0.03mm 증가했다(T3-T2). T2와 T3 시점에서 

non-openbite group이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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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ephalometric measurements (Mean±SD) before treatment(T1), after treatment(T2) and 2 years 

after treatment(T3). 

 Pre-Tx (T1) Post-Tx (T2) 2Y after Tx (T3) 

Angular 

(°)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P 

value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P 

value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P 

value 

SNA 
79.94 

±3.57 

81.01 

±3.37 

80.32 

±2.98 
.490 

79.63 

±3.59 

81.62 

±3.80

80.34 

±3.00 
.113 

79.65 

±3.63 

81.57 

±3.85

80.40 

±3.01 
.143 

SNB 
74.30 

±3.70A 

79.76 

±4.41C

77.47 

±3.39B
<.001***

74.93 

±3.75A

78.74 

±3.66B

77.46 

±3.39B 
<.001***

74.83 

±3.72A

78.62 

±3.80B

77.47 

±3.40B
<.001***

ANB 
5.64 

±1.55C 

1.24 

±2.34A

2.86 

±1.72B
<.001***

4.70 

±1.57B

2.88 

±1.62A

2.88 

±1.69A 
<.001***

4.82 

±1.52B

2.95 

±1.65A

2.93 

±1.74A
<.001***

SN-MP 
46.14 

±5.20 

45.21 

±5.69 

43.14 

±3.17 
.062 

44.49 

±5.12 

45.83 

±5.28

43.55 

±3.33 
.116 

44.69 

±5.08 

45.95 

±5.25

43.59 

±3.29 
.081 

Gonial 
angle 

129.22 

±5.13 

128.09

±6.13 

127.25

±4.92 
.471 

129.47 

±5.18 

128.24

±6.13

127.04 

±5.01 
.318 

129.51 

±5.10 

128.15

±6.09

127.07

±4.86 
.311 

Linear 

(mm)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P 

value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P 

value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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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ANOVA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x, treatment. 

AFH indicates distance between Nasion and Menton; PFH, distance between Sella and Gonion; U6-HP,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obuccal cus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OB. overbite; OJ, overjet. 

* P< .05; ** P< .01; *** P< .001; Bonferroni corrected post hoc test, A<B<C. 

AFH 
132.02 

±6.14A 

136.36

±3.50B

130.15

±6.20A
<.001***

129.90 

±6.28 

131.82

±3.25

131.02 

±6.15 
.460 

130.35 

±6.27 

132.78

±3.12

130.82

±6.15 
.172 

PFH 
77.26 

±6.76 

78.18 

±5.58 

78.46 

±4.58 
.757 

76.69 

±6.79B

72.43 

±5.13A

78.75 

±4.64B 
<.001***

76.79 

±6.78B

72.84 

±5.09A

78.65 

±4.61B
<.001***

U6-HP 
80.97 

±3.86 

81.83 

±2.64 

80.85 

±2.96 
.867 

79.25 

±3.96A

78.57 

±2.80A

81.75 

±2.96B 
<.001***

79.59 

±3.94A

79.30 

±2.72A

81.67 

±2.97B
.005** 

OB 
-1.88 

±1.31A 

-2.30 

±1.81A

2.75 

±1.05B
<.001***

2.17 

±0.84 

2.19 

±0.44

2.27 

±0.43 
.746 

1.21 

±0.83A

1.40 

±0.98A

2.18 

±0.64B
<.001***

OJ 
4.96 

±2.05C 

1.27 

±3.29A

2.86 

±0.88B
<.001***

3.17 

±0.90B

3.00 

±0.62B

2.53 

±0.45A 
<.001***

3.46 

±1.13B

3.27 

±1.12B

2.56 

±0.50A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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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ephalometric measurements (Mean±SD) in intrusion group(G1), surgery group(G2), and non-

openbite group(G3). 

 Intrusion (G1) Surgery (G2) Non-openbite (G3) 

Angular 

(°) 
Pre-Tx 

Post-
Tx 

2Y after 
Tx 

P 

value 
Pre-Tx

Post-
Tx 

2Y after 
Tx 

P 

value 
Pre-Tx

Post-
Tx 

2Y after 
Tx 

P 

value 

SNA 
79.94 

±3.57B 

79.63 

±3.59 

79.65 

±3.63A
.036* 

81.01 

±3.37A

81.62 

±3.80B

81.57 

±3.85 
.029* 

80.32 

±2.98 

80.34 

±3.00 

80.40 

±3.01 
.406 

SNB 
74.30 

±3.70A 

74.93 

±3.75B

74.83 

±3.72B
<.001***

79.76 

±4.41B

78.74 

±3.66A

78.62 

±3.80A 
.002** 

77.47 

±3.39 

77.46 

±3.39 

77.47 

±3.40 
.964 

ANB 
5.64 

±1.55B 

4.70 

±1.57A

4.82 

±1.52A
<.001***

1.24 

±2.34A

2.88 

±1.62B

2.95 

±1.65B 
<.001***

2.86 

±1.72 

2.88 

±1.69 

2.93 

±1.74 
.323 

SN-MP 
46.14 

±5.20B 

44.49 

±5.12A

44.69 

±5.08A
<.001***

45.21 

±5.69 

45.83 

±5.28 

45.95 

±5.25 
.150 

43.14 

±3.17A

43.55 

±3.33B

43.59 

±3.29B
.001** 

Gonial 
angle 

129.22 

±5.13 

129.47

±5.18 

129.51

±5.10 
0.473 

128.09

±6.13A

128.24

±6.13B

128.15 

±6.09 
.008** 

127.25

±4.92B

127.04

±5.01A

127.07

±4.86A
.003** 

Linear 

(mm) 
Pre-Tx 

Post-
Tx 

2Y after 
Tx 

P 

value 
Pre-Tx

Post-
Tx 

2Y after 
Tx 

P 

value 
Pre-Tx

Post-
Tx 

2Y after 
Tx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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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measures ANOVA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x, treatment. 

AFH indicates distance between Nasion and Menton; PFH, distance between Sella and Gonion; U6-HP,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obuccal cus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OB. overbite; OJ, overjet. 

* P< .05; ** P< .01; *** P< .001; Post hoc test by paired t-test with Bonferroni method, A<B<C. 

AFH 
132.02 

±6.14C 

129.90

±6.28A

130.35

±6.27B
<.001***

136.36

±3.50C

131.82

±3.25A

132.78 

±3.12B 
<.001***

130.15

±6.20A

131.02

±6.15C

130.82

±6.15B
<.001***

PFH 
77.26 

±6.76C 

76.69 

±6.79A

76.79 

±6.78B
<.001***

78.18 

±5.58C

72.43 

±5.13A

72.84 

±5.09B 
<.001***

78.46 

±4.58A

78.75 

±4.64C

78.65 

±4.61B
<.001***

U6-HP 
80.97 

±3.86C 

79.25 

±3.96A

79.59 

±3.94B
<.001***

81.83 

±2.64C

78.57 

±2.80A

79.30 

±2.72B 
<.001***

80.85 

±2.96A

81.75 

±2.96C

81.67 

±2.97B
<.001***

OB 
-1.88 

±1.31A 

2.17 

±0.84C

1.21 

±0.83B
<.001***

-2.30 

±1.81A

2.19 

±0.44C

1.40 

±0.98B 
<.001***

2.75 

±1.05B

2.27 

±0.43A

2.18 

±0.64A
.001** 

OJ 
4.96 

±2.05B 

3.17 

±0.90A

3.46 

±1.13A
.001** 

1.27 

±3.29A

3.00 

±0.62B

3.27 

±1.12B 
.002** 

2.86 

±0.88 

2.53 

±0.45 

2.56 

±0.5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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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합 접촉면적 및 교합력 크기 (Table 3, 4, Figure 5, 6) 

3-1. 교합 접촉면적 

교합 접촉면적은 T1, T2에서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이 non-openbite 

group보다 작았으나(P<0.01), T3에서는 세 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P>0.05). 개방

교합군인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 간에는 모든 시점에 유의차가 없었다

(P>0.05). 

세 군 모두 T2보다 T3 시점에서 교합면적이 더 컸으며(P<0.001), T1, T3 시점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P>0.05). 

 

3-2. 교합력 

교합력은 T1, T2에서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이 non-openbite group보다 

작았으나(P<0.01), T3에서는 intrusion group만 non-openbite group보다 작았다

(P<0.05). 

세 군 모두 T2보다 T3 시점에서 교합력이 더 컸으며(P<0.001), surgery group은 

T1보다 T3 시점에서 교합력이 더 컸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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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ime-Dependent Estimated Mean, Standard Error, and P-value for 

Occlusal Contact Area of the study subjects Using a Linear Mixed Model (mm2). 

 Estimated mean(SEa)   

Area (mm2)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Time post 

hoc Sigd 

Overall 

P value 

Pre-Tx 6.0(0.6) 6.5(0.4) 9.1(0.4) 
G1c<G3*** 

G2<G3*** 

Group : 
<0.001*** 

Time : 

<0.001*** 

Group*time : 
0.058 

Post-Tx 4.8(0.3) 4.4(0.2) 6.2(0.2) 
G1<G3** 

G2<G3*** 

2Y after Tx 6.8(0.5) 7.1(0.4) 8.1(0.4) NS 

Group post 

hoc Sig 
T2b<T3*** 

T2<T1*** 

T2<T3*** 

T2<T1*** 

T2<T3*** 
 

 

a SE indicates standard error;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

openbite, non-openbite group; Tx, treatment. 

b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c G1,intrusion group; G2, surgery group; G3, non-openbite group. 

d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 P< .05; ** P< .01; *** P< .001; Bonferroni corrected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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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Changes in occlusal contact area (mm2):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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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Changes in occlusal contact area by Group (mm2):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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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Changes in occlusal contact area by Time (mm2):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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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ime-Dependent Estimated Mean, Standard Error, and P-value for 

Occlusal Force of the study subjects Using a Linear Mixed Model (N). 

 

a SE indicates standard error;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

openbite, non-openbite group; Tx, treatment. 

b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c G1,intrusion group; G2, surgery group; G3, non-openbite group. 

d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 P< .05; ** P< .01; *** P< .001; Bonferroni corrected post hoc test. 

 Estimated mean(SEa)   

Force (N) Intrusion Surgery 
Non- 

openbite 

Time post 

hoc Sigd 

Overall 

P value 

Pre-Tx 235.2(17.6) 253.2(12.3) 356.3(12.3) 
G1c<G3*** 

G2<G3*** 

Group : 
<0.001*** 

Time : 

<0.001*** 

Group*time : 
0.014* 

Post-Tx 207.3(13.9) 187.8(9.7) 265.0(9.7) 
G1<G3** 

G2<G3*** 

2Y after Tx 280.9(19.1) 309.6(13.3) 346.5(13.3) G1<G3* 

Group post 

hoc Sig 
T2b<T3*** 

T2<T1*** 

T2<T3***, 

T1<T3** 

T2<T1*** 

T2<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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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Changes in occlusal force (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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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hanges in occlusal force by Group (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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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Changes in occlusal force by Time (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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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환자군의 연령(age), SN-MP angle, Gonial angle, AFH, PFH, 

PFH/AFH, U6-HP와 교합면적 및 교합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5) 

세 환자군의 연령(age), SN-MP angle, Gonial angle, AFH, PFH, PFH/AFH, U6-

HP는 교합면적 및 교합력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5. P values for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Linear Mixed Models 

showing factors affecting time-dependent changes in occlusal force and occlusal 

contact area. 

Variables 
Occlusal force Occlusal area 

Univariable Multivariable Univariable Multivariable 

Group <.001 <.001 <.001 <.001 

Time <.001 <.001 <.001 <.001 

Group*Time 0.019 0.014 0.080 0.058 

AGE 0.155 0.154 0.319 0.261 

SN-MP 0.238 0.235 0.329 0.901 

Gonial angle 0.146 0.249 0.405 0.331 

AFH 0.275 0.763 0.297 0.195 

PFH 0.175 0.255 0.307 0.938 

PFH/AFH 0.316 0.572 0.253 0.486 

U6-HP 0.415 0.533 0.306 0.632 

 

Linear mixed model with regression analysis 

AFH indicates distance between Nasion and Menton; PFH, distance between 

Sella and Gonion; U6-HP,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obuccal cus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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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 환자군의 T1, T2, T3에 따른 상악 제1대구치 mesiobuccal cusp의 

위치변화(mm) 및 재발률(%) (Table 6) 

교정치료 기간 동안 Horizontal reference plane(HP)에 대해서 상악 제1대구치 

mesiobuccal cusp 거리는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의 경우 각각 평균 

1.72mm, 3.25mm 감소했고, non-openbite group의 경우 평균 0.91mm 증가했다

(T2-T1). 교정치료 종료 후 2년 동안 HP에 대해 상악 제1대구치 mesiobuccal 

cusp는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의 경우 각각 평균 0.34mm, 0.73mm 증가했

고, non-openbite group의 경우 0.09mm 감소했다(T3-T2). 이 기간 동안 상악 제

1대구치의 위치변화에 대한 재발률은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 non-openbite 

group 각각 평균 22.87%, 25.06%, 9.00% 이었다(T3-T2/T2-T1 x 100%) 

 

Table 6. Mean changes and Relapse rates of U6-HPa (Mean±SD). 

U6-HP Intrusion Surgery Non-openbite P value 

△T2-T1b (mm) -1.72±0.84B -3.25±1.92A 0.91±0.85C <.001*** 

△T3-T2c (mm) 0.34±0.21A 0.73±0.77B -0.09±0.08A <.001*** 

Relapse rate (%) 

([T3-T2]/[T2-T1]) 
22.87±15.41B 25.06±23.93B 9.00±19.96A <.001*** 

 

One-way ANOVA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Intrusion,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openbi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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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6-HP,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obuccal cus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b △T2-T1, change from initial to the end of treatment. 

c △T3-T2, change from the end of treatment to 2-year follow up. 

Negative values represent decrease; Positive values represent increase. 

* P< .05; ** P< .01; *** P< .001; Bonferroni corrected post hoc test, A<B<C. 

 

6. 세 환자군의 교정치료종료 후 2년 동안 상악 제1대구치 mesiobuccal 

cusp의 위치변화(mm) 및 재발률(%)과 T2, T3 시점에서의 교합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7) 

세 환자군의 교정치료종료 후 2년 동안 상악 제1대구치 mesiobuccal cusp 위치변

화량(△U6-HP [T3-T2])과 교정치료 종료 후 교합력(Force T2)은 상관관계가 없

었다. 

세 환자군의 교정치료 기간에 대한 교정치료종료 후 2년 동안 상악 제1대구치 

mesiobuccal cusp 위치변화량에 대한 재발률(△U6-HP [T3-T2]/△U6-HP 

[T2-T1])과 교정치료 종료 후 교합력(Force T2)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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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ange of U6-HPa and occlusal 

force(T2,T3) & between relapse rate of U6-HP and occlusal force(T2,T3). 

  Force T2 Force T3  Force T2 Force T3 

Group  Rb 
P 

value 
R 

P 

value
 R 

P 

value 
R 

P 

value 

Intrusion 

△U6-HP 

[T3-T2] 

-0.28 .274 -0.40 .114 relapse rate

(△U6-HP 

[T3-T2]/ 

△U6-HP 

[T2-T1]) 

-0.15 .567 -0.03 .911 

Surgery -0.30 .078 -0.06 .711 -0.31 .070 0.03 .856 

Non-

openbite 
0.05 .793 -0.05 .786 0.13 .465 0.11 .524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Intrusion indicates openbite group treated by upper molar intrusion; Surgery, 

openbite group treated by orthognathic 2-jaw surgery; Non-openbite, non-

openbite group. 

a U6-HP, perpendicular distance from the mesiobuccal cusp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to the horizontal reference plane; Force, Occlusal force; T2, after treatment; 

T3, 2 years after treatment. 

b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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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합면적과 교합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먼저 연령이 교합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Braun et al, 1995)와 영향을 준다는 

견해(Helkimo et al, 1977) 모두 존재한다. 비교적 최근에 많은 수의 표본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 교합면적이 40대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Yoo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 연령을 제2대구치 맹출이 완전히 끝났으며 성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18세에서 연령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40세까지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발치 여부가 교합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한 경우 초진과 비교해서 치료종료 

2년 follow-up 후에 교합면적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Yoon et al, 2017)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비발치 치료를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교합력 크기는 

안면 골격의 수직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악 평면각 및 Gonial angle이 클수록 

교합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Finn, 1978; Throckmorton et al, 1980; Proffit et al., 

1983). 본 연구에서 개방교합 환자군의 수직적 골격 패턴 조사시 SN-MP angle은 

대체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다양한 값을 보였기에, SN-MP angle 35도 이상의 

환자만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 다양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결국 비슷한 SN-MP angle 

및 Gonial angle의 값을 가지는 세 환자군을 선택해서 수직적 성장 패턴 차이가 

교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다. 반면 전후방적인 골격 형태는 교합력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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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있어서(Choi et al, 2003; Braun et al, 1995; Yoo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초진 시 ANB 각도를 통제하지 않았다(intrusion group > non-

openbite group > surgery group). 골격적 비대칭이 있을 경우 비대칭이 없는 환자와 

비교해서 교정치료 후 교합력의 회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이전 연구(Moroi et al, 

2015)를 참고하여 골격적 비대칭이 거의 없는 환자로 구성하였다. Surgery group은 

intrusion group과 비교할 경우 초진 시 ovebite는 비슷했으나(intrusion group 

overbite=–1.88mm, surgery group overbite=–2.30mm), 하악 전돌(mandible 

prognathism) 및 장안모(long face)에 대한 개선을 위해 수술을 택한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교합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최대교합력, 교합면적, 저작 효율,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phic activity), 저작근의 크기, 하악의 운동범위, 저작 주기의 

시간과 형태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교합 접촉면적(Lepley et al, 2011; Imamura et 

al, 2015; Owens et al, 2002)과 교합력(Ingervall et al, 1978; Kampe et al, 1987; 

Ow et al, 1989)은 교합 기능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러한 교합 

접촉면적과 교합력 간에는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Ingervall et al, 1997; 

Yoon et al, 2010; Bakke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전후로 세 환자군의 

교합 접촉면적과 교합력을 측정하여 세 환자군의 교합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교합면적과 교합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1990년대 초반 개발된 

Dental Prescale system(Fuji Film Corp., Tokyo, Japan) 은 매우 얇은 0.097mm 

두께의 압력감지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교합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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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치열 전체의 교합력 분포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장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오차가 적어 최근 교합 접촉면적 및 교합력 크기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Hidaka et al, 1999; Ando et al, 2007; Kwon et al, 2006). 

Dental Prescale System은 5 MPa 이상의 압력에서 무색 염료가 들어있는 필름 

내부의 미세입자가 터지면서 필름 내면에 코팅된 현상액과 만나 압력이 가해진 부위에 

붉은색의 마크를 형성하게 된다. CCD camera로 압력이 가해진 부위의 면적과 압력 

크기를 측정하며 구강 내 온도나 습도, 압력을 가하는 속도나 시간 등은 교합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Suzuki et al, 1994). 매우 얇은 두께의 압력감지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합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치열 전체의 

교합력 분포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거의 오차 없이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ssan et al, 1997; Matsui et al, 1996). 또한 측정 장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측정 결과가 검사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Sultana et al, 

2002), 측정에 이용한 압력감지 필름이 일정시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대규모 피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에 활용도가 높다(Kwon et al, 2006). 

교정치료 시작 전(T1) 교합면적은 개방교합이 있었던 intrusion group과 surgery 

group이 non-openbite group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개방교합 환자군의 교합 

기능은 비개방교합 환자군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종료로부터 2년 후(T3) 교합면적은 intrusion group과 surgery group의 경우 

치료시작 시점의 것보다 높았고 T3 시점의 non-openbite group 교합면적과 

비교했을 때 유의차가 없었는데, 이는 개방교합을 치료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수준의 교합면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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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력은 교합면적과 변화 양상이 유사했다. 하지만 intrusion group은 T3 시점의 

교합력이 비개방교합군에 미치지 못했고, surgery group은 T3 시점의 교합력이 

비개방교합군과 유의차가 없는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악교정수술을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개방교합군과 유사한 수준의 교합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개방교합을 가진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의 교합면적과 교합력을 서로 

비교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유의차가 없었지만 증가 및 감소 양상은 서로 달랐다.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surgery group보다 intrusion group에서 더 완만하게 

감소(T2-T1)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개선할 

경우 수술적 치료와 비교해서 골격 및 교합 변화가 교정치료 초기부터 서서히 

일어나므로, 저작근이 이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방교합을 악교정수술을 통해 개선할 경우 수술 즉시 상악과 하악의 골격 

변화뿐만 아니라 교합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나므로 수술 후 근육이 새로운 골격 및 

교합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근육을 골 표면으로부터 

박리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손상될 수 있고, 저작근은 maxillomandibular 

fixation(MMF) 기간 동안 위축되어 약해질 수 있다. Trawitzki 등은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phic activity)를 이용해서 골격성 III급 환자의 IVRO 혹은 

SSRO 수술 전후로 교근(masseter muscle)과 관자근(temporalis muscle)의 근전도 

활성 변화를 보았는데 수술 후 6~8개월 시점에서는 대조군에 못미쳤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여 수술 후 3년 시점에는 대조군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Trawitzki et al, 

2010). 즉, 하악 후방이동(setback) 수술 후 저작근 기능이 향상되기까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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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술일로부터 평균 6.2(±1.9)개월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한 후 치료를 종료하였으며 그 시점에 T2 교합력을 측정하였으므로, 

앞서 언급한 요인들은 surgery group에서 T2-T1 기간 동안 급격한 교합면적 및 

교합력 감소를 유발했을 수 있다. 물론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상악과 하악 치아 간 

접촉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근기능의 개선이 교합 기능의 개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Harada 등에 따르면 수술 후 근육의 전기적 활성(Electrical 

activity)은 정상치에 도달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교합면적 혹은 교합력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기적 활성이 교합면적 혹은 교합력보다 

정상치에 먼저 도달한다고 하였다(Harada et al, 2000). 즉,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근기능 뿐만 아니라 교정치료를 통한 교합 개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근기능의 

개선이 없더라도 교합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교합력과 교합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Nakata et al., 2007). 

하악 후방이동(setback)을 동반한 악교정수술 후에 교합 기능 개선양상을 살펴본 

최근의 systematic review에 따르면 악교정수술이 끝난 직후로부터 follow-up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합면적 및 교합력이 증가하여 수술 후 8주~6개월 시점에서 수술 전 

상태의 교합력을 넘어서며, 수술 후 3~4년이 지나서야 정상교합자와 비슷한 

교합력을 가진다고 하였다(Islam et al, 2017). 

본 연구에서 surgery group은 평균적으로 수술 후 6.2개월 시점에 교정치료를 

종료하였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시점에서는 저작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정치료종료 2년 후(T3) 시점에서는 

치료 전(T1)보다 유의하게 교합면적과 교합력이 증가하였으며 intrusion grou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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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서 증가하였다. 이는 수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손상되거나 

위축되었던 근육이 회복되고, 변화된 골격 구조에 저작근이 충분히 적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인 골격성 개방교합 치료법 중에서 소위 gold standard라고 알려진 악교정수술을 

시행한 surgery group과 비교할 경우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한 

intrusion group의 교합면적 및 교합력 개선 정도는 유의차가 없었다. 하지만 초진 시 

개방교합이 없었던 non-openbite group과 비교했을 때 intrusion group의 T3 시점 

교합력이 유의하게 낮았던 것으로 보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한 

환자의 교합 기능 개선은 악교정수술을 통해 치료한 환자의 교합 기능 개선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최 등(Choi et al, 2014)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악교정수술(상악 Le Fort 

I, 하악 IVRO) 환자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악교정수술 전후 및 수술 후 2년 시점까지 

교합력을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surgery group의 T1, T2, T3 시점에서의 

교합력은 이전 연구의 수술 환자들에 대해 비슷한 시점에서 조사한 교합력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surgery group을 초진 시 전치부 

개방교합이 존재하는 환자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dental compensation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연구 환자군에 비해 교합이 불안정했을 것이며, 치료 후 follow-

up 기간 동안 개방교합이 재발하여 교정치료종료 후 2년이 지난 T3 시점에서도 

이전 연구 환자군에 비해 불완전한 교합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큰 교합력을 갖는데(Yoon et al, 2010), 이전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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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 SN to MP angle 또한 본 연구가 이전 연구에 비해 

큰 값을 보이므로 이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세 환자군 모두 치료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년의 

follow-up 기간을 거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 군 모두 치료시작 시점보다 

치료종료 시점에 교합면적과 교합력이 감소(T2-T1) 한 것은 이상적인 교합을 이룬 

상태에서 교정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합정착(settling of the 

occlusion)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구강내 교정장치가 없어진 상황, 

즉 저작 시 별다른 주의가 필요치 않은 새로운 상황에 저작근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수 있고, 교정치료 기간 동안 감소된 근육 활동은 근육 atrophy를 유발하여 

근력의 감소를 가져와서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낮은 교합력을 보였을 수 있다(Varga 

et al.,2017).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으로 교합력은 교합면적과 비례관계를 

가지는데, 약한 교합력으로 인해 교합면적 또한 낮게 측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합정착이 이루어지고 근육과 주위 연조직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Razdolsky 등은 

교정치료종료 후 21개월까지 지속적인 교합정착을 보고한 적 있으며 (Razdolsky et 

al., 1989), 윤 등은 교합정착 과정은 2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였다 (Yoo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non-openbite group의 경우 교정치료 종료 2년 후의 

교합면적과 교합력이 치료 전의 값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방교합은 재발(relapse)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intrusion group과 

surgery group은 개방교합 치료 후 개방교합이 재발하면서 교합 기능이 저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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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도 2년의 follow-up 기간 동안 개방교합의 재발이 관찰되었으며 

T2 시점에 비해 T3 시점의 overbite이 감소하였다(intrusion group은 Overbite 

22.74% 감소, surgery group은 Overbite 18.20%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치부의 교합정착(settling of the 

occlusion)으로 인한 교합 기능 상승 효과가 개방교합 재발에 의한 교합 기능 저하 

효과를 능가했기 때문이며, 악교정수술 환자군의 경우는 이와 함께 근육의 적응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방교합 환자군에서 교정치료 종료 후에 교합면적과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혹은 개방교합이 재발하면서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2년 보다 더 긴 기간의 follow up이 필요할 것이다. 

교합력 크기는 안면 골격 형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안면 골격 형태의 전후방적 요소보다는 수직적 요소에 따라 교합력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Finn 등은 dolichoface 보다는 normal face를 가진 사람이 교합력이 더 크며 

brachyface를 가진 사람은 이들보다 더 교합력이 크다고 하였고(Finn et al, 1978), 

Braun 등은 [후안면고경(posterior facial height, S-Go)/전안면고경(anterior facial 

height, N-Me)] 비율이 클수록 교합력이 크다고 하였으며(Braun et al, 1995), 

Throckmorton 등은 gonial angle이 클수록 교합력이 작다고 하였다(Throckmorton 

et al, 1980). 최 등은 전안면고경이 짧을수록 제1대구치 교합력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Choi et al, 2003), 기타 문헌에서도 전안면고경이 짧을수록 교합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Sridhar Premkumar, 201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상악 구치부 압하 혹은 악교정수술을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할 경우 환자의 전안면고경과 후안면고경을 감소시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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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교합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에 대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intrusion group과 surgery group 모두 상악 

후방부의 압하를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안면골격 구조상 상악 

후방부의 압하는 후안면고경 길이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surgery group에서는 하악 

IVRO 수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하악의 전후방적 움직임이 나타나므로 상악 후방부 

압하량이 직접적으로 후안면고경의 변화량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군의 상악 제1대구치가 Horizontal reference plane에 대해 압하된 양 뿐만 

아니라 전안면고경 및 후안면고경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교정치료 전후로 안면골격의 

수직적 요소와 교합력 변화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과 교합력 간에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교합력 크기에 

대한 안면 골격의 수직적 형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의 표본 수집 단계에서 

SN to MP angle >35°인 경우에만 한정시켜서 실험군, 대조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방교합의 치료 후 안정성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최근의 메타분석에서 

1년 이상의 follow-up 후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안정성을 각각 82%, 

75%로 분석하였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Greenlee et al, 

2011).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한 개방교합 치료 후 안정성에 대해서는 백 등은 3년 

follow-up 기간 동안 22.88%의 재발률을 보고하였고(Baek et al, 2010), Deguchi 

등은 2년 follow-up 기간 동안 21.7%의 재발률을 보고하였으며(Deguchi et al, 

2011), Eiman 등은 4년 follow-up 기간 동안 13.37%의 재발률을 

보고하였다(Eiman et al, 2016). 반면 악교정수술을 통한 개방교합 치료 후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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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최 등은 골격성 III급 환자의 하악 IVRO를 동반한 2-jaw 수술 2년 후 

15명 중에 1명이 negative OB을 보였다고 하였고(Choi et al, 2016), Teittinen 등은 

상악 Le Fort I을 동반한 1-jaw(only maxilla) 혹은 2-jaw 수술 2~3.5년 후 24명 

중에 3명이 negative OB을 보였다고 했으며(Teittinen et al, 2012), Solano-

Hernandez 등은 메타분석을 통해 수술 치료 후 1~18년 follow-up한 결과 

12~16%의 환자에서 overbite이 2mm이상 감소했음을 보고하였다(Solano-

Hernandez et al, 2013). 

과거 Reitan 등에 따르면 교정치료종료 후 periodontal and gingival fiber가 

reorganization 되는 데에는 232일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지만(Reitan K, 1967),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치부 개방교합 치료 후 relapse는 교정치료종료 후 

최소 1년 이상 활발하게 일어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교합 치료 후 2년 follow-up 결과 Horizontal reference 

plane에 대한 상악 제1대구치 압하량에 대해 intrusion group, surgery group에서 

각각 평균 22.87%, 25.06%의 재발률을, Overbite에 대해서 각각 22.74%, 18.20%의 

재발률을 보였으며 negative OB을 보인 환자는 각각 5.3%(intrusion group 19명 중 

1명), 5.4%(surgery group 37명 중 2명)의 비율을 보였다. 

구치부 압하를 통한 개방교합 치료 후 재발을 본 연구 중에서 Eiman 등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4년의 follow-up 기간에도 불구하고 13.37%의 

상대적으로 적은 재발률을 보였는데, 이는 치료 과정에서부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혀 운동을 훈련시켜서 평소의 혀 위치를 바꾸고 치료종료 후에 구치부에 bite block이 

포함된 retainer를 장착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Eiman et al, 2016).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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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상악 구치부를 압하시켜 개방교합 치료를 끝낸 intrusion group에 대해 

상악 구치의 정출을 막기 위한 특별한 retention protocol을 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적극적인 retention을 시행했다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intrusion 

group의 교합 기능 개선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치부 개방교합을 악교정수술을 통해 치료한 surgery group의 경우에는 치료종료 

후에 posteriornasal spine 부위의 하방 이동 및 그로 인한 하악의 후하방 회전을 

동반한 골격적인 재발이 일어날 수 있고(Proffit et al, 2000; Teittinen et al, 2012), 

앞서 말했던 개방교합 원인 요소가 남아있을 경우 치성적인 재발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골격적인 재발은 조절하기 힘들지만, 환자가 혀 등에 의한 개방교합 원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intrusion group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근기능요법을 통해 

재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악교정수술 후에 환자에게 강하게 

저작하는 훈련을 시키면 저작근의 힘을 기르고, 치주인대의 sensitivity를 낮춰서 

교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Nagai et al., 2001), 본 연구에서 

악교정수술을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한 surgery group을 대상으로 술 후 교정치료를 

통해 적절한 교합을 형성해주는 동시에 꾸준히 저작근 강화훈련을 시켰다면 surgery 

group의 장기적인 교합 기능 개선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개방교합의 원인은 구강 악습관, 구호흡, 턱관절 질환으로 인한 하악과두 흡수, 

비정상적인 혀 위치, 약한 교합력 등 다양하며(Lin et al, 2013), 이러한 요인이 

남아있을 경우 치료 후에도 재발하기 쉽다. 특히 교정적으로 구치부를 압하시켜서 

개방교합을 치료했을 때 치료가 끝났더라도 구치가 정출되면서 개방교합의 재발이 

나타나는데(Baek et al, 2010), 약한 교합력을 가질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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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English et al, 2005; Paik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압하된 

상악 구치부의 정출과 교합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구치부 압하 후 재발을 일으키는 요소에는 교합력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합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합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구치의 정출을 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교합의 재발은 교합력 

크기보다는 환자의 평소 습관이나 혀의 위치와 같은 구강주위 연조직 요소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교합 환자의 경우 치료 전부터 개방교합을 

유발하는 어떠한 습관이나 연조직의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방교합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근기능훈련(myofunctional therapy)을 통해 꾸준히 혀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구치부 압하를 통해 개방교합을 치료한 경우에는 구치부에 bite 

block이 포함된, 혹은 overlay 형태의 retainer를 사용해서 구치의 정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방교합은 재발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교정치료 시 의도적으로 깊은 overbite를 만들어주어 

과교정(overcorrection) 상태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intrusion group에 대해 상악 구치 압하완료 직후에 촬영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이 없으며, 브라켓 부착 후에 레벨링 과정에서 압하되었던 구치가 

다시 정출될 수 있다. 즉 순수한 구치 압하량 및 재발량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이것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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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치부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경우와 악교정수술을 통해 치

료한 경우에 대해서 교합력과 교합면적의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고, 상악 구치부 압

하를 통해 치료한 환자군의 follow-up 기간 동안 상악 구치 정출량을 측정함으로써 

개방교합 원인 요소 중 하나인 교합력과 구치부의 정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경우(intrusion group), 교합면적은 

치료 전보다 교정치료 직후에 감소하였으나 치료종료 2년 후에는 증가하여 비개

방교합군(non-openbite group)과 유의차가 없었다(p=0.17). 교합력은 치료 전

보다 교정치료 직후에 감소하였고 치료종료 2년 후에는 증가하였으나, 비개방교

합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p=0.02). 

2. 개방교합을 악교정수술(상악 Le Fort I osteotomy, 하악 IVRO)을 통해 치료한 

경우(surgery group), 교합면적과 교합력은 치료 전보다 교정치료 직후에 감소

하였으나 치료종료 2년 후에는 증가하여 비개방교합군(non-openbite group)과 

유의차가 없었다(교합면적 p=0.20, 교합력 p=0.16). 

3. 개방교합을 상악 구치부 압하를 통해 치료한 경우(intrusion group)와 악교정수

술을 통해 치료한 경우(surgery group)에서 교정치료종료 후 2년 동안 상악 제

1대구치 압하량에 대한 재발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22.87%, 25.06%를 보였으며, 

이러한 재발률은 교정치료 종료 시점 및 교정치료 종료로부터 2년 후 시점에서

의 교합력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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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occlusal force after surgical and non-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in anterior open bite 

: 2-year follow-up  

 

JOONGOO LEE, D.D.S.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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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solve skeletal problems with skeletal open bite in the past, orthognathic 

surgery with upward movement of the posterior part of the maxilla should be 

performed. However, recently, development of the skeletal anchorage allowed to 

treat anterior open bite through the absolute intrusion of maxillary molars. In this 

way, when anterior open bite is treated, improvement of occlusal function can be 

expected while improving facial esthetics without surgery. 

However, it is known that when the anterior open bite is treated by molar 

intrusion, the molar extrusion is easily seen when the occlusal force i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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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used 19 open bite patients treated by molar intrusion, 37 patients 

treated by orthognathic surgery (Maxillary 1-piece Le Fort I osteotomy, Mandibular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and 35 non-openbite patients treated 

with fixed orthodontic appliances. The occlusal contact area and occlusal force of 

these patients were measured before treatment(T1), after treatment(T2), and 2 

years after treatment(T3) using a dental prescale and compared. 

Also, we measured the amount of maxillary molar extrusion in each group 2 

years after the end of treatment, and check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cclusal 

force and molar extrusion, which is known to cause recurrence of open bit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1. If the open bite was treated through molar intrusion(intrusion group), the 

occlusal area decreased compared to pre-treatment, but increased to similar 

level to the non-openbite group 2 years after treatment(p=0.17). The 

occlusal force decreased compared to pre-treatment and increased 2 years 

after treatment, but it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in the non-openbite 

group(p=0.02). 

2. If the open bite was treated through orthognathic surgery(Maxillary Le Fort 

I osteotomy, Mandibular IVRO, surgery group), the occlusal area and occlusal 

force decreased compared to pre-treatment, but increased to similar level 

to the non-openbite group 2 years after treatment(p=0.20 in occlusal area, 

p=0.16 in occlus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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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the open bite was treated through molar intrusion(intrusion group) and 

orthognathic surgery(surgery group), the recurrence rates of maxillary first 

molar intrusion 2 years after treatment were 22.87% and 25.06%, 

respectively. And these recurrence rat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occlusal force at the end of orthodontic treatment and at 2 year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Treatment of anterior open bite is expected to improve the patient’s occlusal 

function, but it requires more than two years of observation for changes in occlusal 

function because of recurren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for recurrence after 

open bite treatment through molar intrusion, the recurrence of open bite can not 

be expected to be reduced if the occlusal force is high, and various factors other 

than the occlusal forc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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