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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사용후 

측모 변화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박  영 철 1} • 신 자  영2〉• 유  형 석 3*

골격성 제이급 부정교합은 성장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부정교합의 형태로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그 심각 

성 이 더해가는 데에 문제점 이 있다. 성장기 골격성 제이급 부정교합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하악의 과성장으로 인한 경우，상악의 열성장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이 두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 

가 그것이다. 상악의 열성장을 동반한 골격성 제m 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성장의 조기에 상악골 전방견인 장 

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치의 효과 및 측모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선학들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 측모 변화 및 치료 효과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저자는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성장기 골격 성 제 m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받고 상악골 전 

방견인 장치로 치료받은 환자 중 재진단(fo llow - up)이 가능한 50명(남:18명，여:32명)의 환자를 선별하여 성 

별, 치료개시 나이별, 구강내 장치 종류별로 분류한 뒤，치료후 나타나는 측모 변화 및 치료의 안정성에 대하 

여 알아보고, 한국인 정상교합아동 20명(남:10명，여:10명)과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로 치료받은 환자사이에서 

성장량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사용전과 사용후를 비교한 결과 악안면 골조직과 연조직 및 치아의 계측항목에서 

많은 변화량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와 상악골 급속 확장장치(R .P .E .)를 함께 사용한 군에서는 악안면 골조직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순설측 유지장치 (L a- L i)를 함께 사용한 군에서는 치아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다.

3.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착용기간동안 치료군에서 나타나는 변화량과 정상군의 성장량을 비교하여 보면 상 

악골 전방성장량이 치료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4.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제거후 치료군에서 나타나는 성장 변화량과 정상군의 성장량을 비교하여 보면 상악 

골 전방성장량에 있어서 치료군의 성장량이 정상군의 성장량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악골 전방견인장치를 사용하는 중에는 상악골의 전방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전방견인이 끝난 후에는 상악골 성장의 자극효과가 소멸되어 상악골 열성장의 양상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주요단어 : 골격성 제 m 급 부정교합. 상악골 전방견인장치. 상악S  전방견인, 자극효과)

서 론

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과 교실, 교수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은 성장과 연관되어 나타 

나는 부정교합의 형태로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그 
심각성 이 더해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하악 전돌증

두개 안면 기형 연구소 연구원

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과 교실. 대학원생

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Hi정학과 교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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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환자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악의 과성장으로 인한 경우, 상악의 열성장 
으로 인한 경우，그리고 이 두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나 
는 경우가 그것이다12’13 1960년 이전만 하더라도 골 

격성 제 m급 부정교합의 치료를 하악에 국한하여 
chinᅭcup을 이 용해 하악성 장을 억 제 시키거나 성 장후 
악교정 수술에 의한 상하악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 
다. 성장기에 chin-cup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이 
론적으로는 하악과두에 가해지는 구외력이 그 부위 
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 
료한 환자와 치료하지 않은 환자간에 하악골 크기 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Mitani와 
Fukazawa291 등은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환자에서는 chin-cup이 적절한 치료방 
법이 아님을 보고하였고，ᄋppenheim34>은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하악을 후방이동시키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상악을 전방 
이동시킴으로써 돌출된 턱에 대한 상하악간 관계 부 
조화를 개선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Dellinger12， 
Kambara2®, JacksonZ4), Nanda30,31,32), Gersh1®는 동물 
실험에서 Controlled force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상악골 복합체의 전방이동과 
연골봉합부위 골형성을 보고하였다. ᄋppenheim3'  

Kettle과 Burnapp271, Nelson33), Irie와 Nakamura20*는 
상하악간 부조화가 존재하는 중안면 함몰환자에서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연조직 안모 
와 치아관계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Sarnas 

와 Rune39), Rygh3®는 구개파열 환자에서 상악골 전 
방견인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비교하였으 
며 백2’® 성*>，임47〕은 상악의 발육부진이 존재하는 한 

국인 성장기 골격성 제이급 부정교합 아동에서 상악 
골 전방견인 장치를 사용하여 그 치료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선학들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로 치료한 환자에서 치료후 시 
간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측모변화 및 치 료효과에 대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성장기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으 
로 진단받고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로 치료받은 환자 
중 재진단(follow-up)이 가능한 50명(남:18명，여:32 

명)의 환자를 선별하여 성별, 치료개시 나이별，구강 
내 장치 종류별로 분류한 뒤, 두부 방사선 즉모사진을 
이용하여 치료전，치료후, 재진단시의 측모변화 및 시 
간 경과에 따른 치료효과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누년적 두부 방사선 측모사진이 있는 
한국인 정상교합 아동 20명 (남:10명, 여:10명 )과 상악 
골 전방견인 장치로 치료맘은 환자사이에 성장량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n. 연구대상 및 방법

가 . 연구대상

(1) 치료군
치료군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에서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골격성 제!！[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되어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재진단(follow-up) 가능한 환자 5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두부방사선 사진은 상악골 전방견인 장 
치 치료 직전과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사용으로 반대 
교합의 개선이 완료된 직후와 재진단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평균 상악골 전방견인 기간은 8.9개월이 
고 상악골 전방견인 완료후 재진단 기간은 평균 34.6 

개월이었다.

(2) 정상군
정상군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에 소장되어 

있는 7.3세에서 15.8세까지 1년 단위의 누년적 두부방 
사선 사진이 있는 남자 10명과 여자 10명 의 골격 형 태 
가 정상인 정상교합 아동(Angle Class I )을 선택하 
였고，연조직 측모가 잘 구별될 수 있고 lip position이 
일정한 두부방사선 사진을 선택하였다.

나 . 연구방법

(1) 각 군 분 류

1. 치료군(Table 1)

1) 치료개시 나이별 분류
치료개시 시기에 따라 어떠한 악정형 효과와 연조 

직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6-8세 , 8-10 

세,10ᅳ12세 ,12-14세의 네 군으로 나누고 성별에 따라 
최대 성장기가 상이하므로 남녀별로 구분해서 분류 
하였다.

2) 구강내 장치별 분류
정중 구개봉합을 분리시키는 여부가 상악골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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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치료군의 각 군 분류

ᅭ Classification _ _ _ _  Subdivision _ _ _  Number

6.0 ᅳ 8.0세 6

치료개시 나이별 남  !0：0 ： I S  4

12.0 - 14.0세 4

6.0 - 8.0세 3 

여 8.0 ᅳ 10.0세 6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 - 12.0세 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0 — 14.0세_______  4 一

_ ,7, ,, R.P.E. 29
구강내장지별 T T.

La ~ Li 21

Table 2. 정상군의 성별, 나이별 분포

ᅳ ᅳ  7-8 8-9 9-10 I(H1 1H2 12-13 1344 1445 15*16

남(명) 10 8 10 8 9 7 6 6 9 

여(명) 10 10 10 9 9 5 6 8 7

견인 장치의 악정형 효과와 연조직 측모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중 구개봉합을 분리시키는 상 
악골 급속 확장장치 사용군 [이하  R.P.E.(Rapid Pa

latal Expansion)로 표시] 과 상악골의 분리없이 전 
방견인력을 가하는 순설측 유지장치군 [이하  La-Li 

(Labio-Lingual Appliance)로 표시 ] 의 두 군으로 분 
류하였다.

정상군 (남:10명, 여:10명)은 누년적으로 나이를 기 
준해서 분류하였다.

(2) 묘사 및 계측점 
각각의 두부방사선 사진을 view box상에서 trac

ing paper를 이용해서 필요한 해부학적 계측점을 묘 
사한 후 , 수작업과 computer에 digitizing하여 연조직 
과 경조직의 선계측과 각계측을 시행하였다.

Fig 1. Landmarks of the hard tiss니e

N (Nasion) : 전두비봉합부위의 경계 
A (subspinale) : 상악골 전연의 최심부 
B (supramentale) : symphysis 전연의 최심부 
Pog (pogonion) : symphysis 최전방점 
Me (menton) ： symphysis 최하방점 
CD (condylion) : 하악 과두상의 최첨점 
ANS (Anterior Nasal Spine) : 정중선상의 bony 

anterial nasal spine 의 최첨점 
PNS (Posterior Nasal Spine) ： 구개골의 구개돌기 

의 후연
Go (gonion) : 하악하연과 ramus早연의 교차점 
A r  (articu lare ) : a rticu la ris  m and ib u la ris  와 즉干골 

의 교차점 
Max 1 (U1) ： 상악중절치 
Man 1 (L1)： 하악중절치

2) 연조직 (Fig 2.)

G (glabella) ： 정중선상의 전두골 부위의 최돌출부 
Cm (columella point): 비 익부 columella의 최 전방점 
Sn (subnasale) ： 정중선상의 상순과 비공음영의 융 

합점
Ls (Labrale superius) ： 상순의 최첨점 
Pog' (soft tissue pogonion) ： 정 중선상의 연조직 턱 

의 최첨점

■ 계측점

1) 경조직 (Fig. 1)

S (Sella) : 접형골의 뇌하수체와의 중심

2. 정상군(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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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 meas니rements

② 정상군의 기술통계
③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치료후의 변 

화량 비교
④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후/재진단시의 

변화량 비교

⑤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재진단시의 
변화량 비교

m. 연구 결과

가. 치료군의 기술통계

치료군에서 남녀의 치료개시 나이별 (Table 3， 
Table 4)，구강내 장치 별 (Table 5)의 치 료전，치 료후, 

재진단시의 각 계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

나. 정상군의 기술통계(Table 6,Table 7)

정상군에서 누년적으로 남녀별로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다.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치료후 변화 

i f  비교 (Table 8,Table 9)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에서 상악의 전방성장을 반 

영하는 항목에서 높은 변화를 보임으로써 통계적 유 
의 차를 나타내었다. SNA 값，ANB 값，facial con

vexity angle, Mn. plane angle, Mx. length, A hori 

값은 (+) 변화량을 보였으며 SNB 값, AB plane 

angle, APDI, B hori 값은 (ᅳ) 변화량을 보였다. 

Nasolabial angle은 대체적으로 치료후 증가하였으나 
연조직의 긴장도에 의해 값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 

났다 .

라.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후/재진단시의 

변화링 비교 (Table 10,Table 11)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에서 상악의 전방성장을 반 

영하는 항목에서 정상군의 성장량에 비하여 적은 변 
화를 보였다. 장치 사용시 후하방 회전되었던 하악이 
정상성장함에 따라 SNB 값, AB plane angle, APDI, 

B hori 값이 증가하였다.

마.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재진단시의 

변화량 비교(Table 12,Table 13)

일반적으로 치료시 높은 유의차를 보인 항목에서 
정상군의 성장량보다 치료군의 변화량이 높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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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남자에서의 치료개시 나이별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치

6 - 8 세 

치료후 재 전단 치료전

8 - K) 세 

치료후 재친단

S N A  (° ) 78.11 ±1.75 80.07±2.06 81.40 士 2.46 77.15±4.34 79.95 土 5.31 79.92 ±4.94

SN B  C ) 79,56±1.48 77.75+1.27 80.40 + 2.09 78.80 ±3,52 76.85 土 3.86 78.22±3.97

A N B  (° ) -1.41 ±1.93 2,60±2.17 1.33+0.69 -1.35±1.43 3.07±2.26 1.77 ±1.27

F.con. A  (° ) -2.01+3.81 4,21 ±2.94 1.75±3,54 ~1.62±5,33 4.45+4.95 1.97+5.94

A B .P .A  (° ) 2.43+2.85 -2.40 土 2.11 -1.48+2.35 2.15+1.58 -2.42 土 3,06 -1.92+2.78

Mn,P.A C ) 37.18+3.34 38.56 + 2.80 36.88 + 2.39 37.50 ±3.78 39.40 + 2.35 38.47+1.86

FH ratio 62.71 ±3.49 61.81 ±3,13 62.51 ±3.51 62,40 土 2.29 61.52+2.14 62.20 土 1.93

W its (mm) -7.25±1.81 —2.95±L17 一 3.16±1.11 -5.87+1.81 -2.05+0.86 -1.27+0.69

APDI (° ) 92.10±4.78 85.70 + 3.40 89.38 ±3.21 89.85 ±3.60 82.37 土 5.21 86.12±4.22

Mx.length (mm) 73.96 ±2.78 77.61 ±1.42 83.41+4.14 80.52 土 1.06 82.80 土 1.58' 89.02 ±5,71

Mn.length (mm) 101,40±3.25 103,31 ±3.06 11413 土 4.32 108.05 ±5.34 109.10士5.93 120.25 士 5.90

A  hori (mm) 59.25 ±2.36 61.58 ±:2.88 6433 土 3.07 62.37±2.17 65.37±8.31 69.62 ±6.88

A  vert (mm) 53.25 + 3.51 55.41 ±2.70 60.16±3.38 56.87±2.95 57.75 ±2.32 61.62 ±2.05

B hori (mm) 58.58 ±3.24 56.33+3.45 60.83 土 4.32 59,87±3.27 61,00±4.70 65.95± 10.41

B vert (mm) 91.25+4.83 94 33 + 4.32 10Z50+5.13 97.50 + 4.65 100.12 土 4.09 107.00+3.02

U1 hori (mm) 60.91 土 1.56 64.25 ±2.20 69.83 ±3.38 65.62 土 4.38 68.50 士 5.06 73.50 ±5.62

U1 vert (mm) 75.00 + 3.84 76.91+3.80 83.50 土 2.88 78.25 土 2.62 80.25 土 3,40 84.75 ±1.25

L I hori (mm) 62.50+1.41 61.16±1.32 67.33 ±3.62 67.87±4.36 65.75 ±5.51 70.50 + 7.69

L I vert (mm) 73.83 ±3.54 75.83 ±2.80 81.66±3.01 76.75 土 3.09 79.25 + 2.62 83.12+2.17

Naso. A  (° ) 84.28± 10.48 87.86 ±9.74 89.16 ±10.49 104.47 ±12.09 104,87 土] 1.4 105,25± 11.25

F.con.AT  ) 2.70±1.87 6.10±2.19 6.83 土 2.72 4.32±4.03 6.90 土 3.75 7.27 土 3.39

10 - 12 세 12 - 14 4

치료전 치료후 재진단 치료전 치료후 재진단

SNA (° ) 76.05 + 4.74 77.77 ±4.46 77.75+4.11 78.37 土 3.67 79.87 ±2.99 80.40 ±3.34

SNB (° ) 77.72 士 3.67 75.97 + 3.69 76.92 土 3.66 79,52 ±3.20 77.70+2.36 80.25 + 2.40

ANB (° ) -1,70±Z12 1.55 土 0.42 0.82+2.37 4.15 土 2.20 2.17+1.38 0.15+3.08

F.con. A  (° ) -3.92+3.15 3.47+1.12 1.55±6.09 -1.75+6.04 4.42 土 4.12 0.30+9.06

AB.P.A (° ) 3.60+3.23 -2,42+1.16 -2.75+5.46 1.52+2.75 -2.97+1.57 -0.32±4.49

Mn.P.A C ) 38.40±3.27 41.25±2.63 39.47 土 3.14 37.22 ±1.55 39.27+1.12 36,72 ±422

FH ratio 62.52+2.85 61.50±1.99 62.35 ±2.83 63,50 ±1.92 62.75±1.51 62.97 + 2.26

W its (mm) -6.12±2.84 -1.47 ±2.68 -1.45 土 1.68 -8.02+2.33 -3.97+1.80 -3,40 土 0.89

APDI (° ) 94.87 ±4.26 84.82 ±2.79 87.00 + 5.77 92.22±1.78 84.22 士 2.17 90.30 士 4.14

Mx.length (mm) 82.15±5.58 84.62 ±5.58 88.32 土 7.37 83.12+3.22 85.37 士 3.39 89.30+1.93

Mn.length (mm) 113.72±8.01 114.92+8.54 121.07+8.73 114.70+5.41 117.02 土 5.48 123.50 +5.19

A  hori (mm) 58.87±4.26 61.37 土 7.39 63.75 土 7.46 63.50 ±3.53 65.00 士 3.53 66.00 ±5.03

A  vert (mm) 61,75+3.30 62.50+3.78 66.87 ±3.27 62.37±2.42 64.50 土 2.79 66.12±2.17

B hori (mm) 59:25 ±7.51 56.50+10.37 59.62 + 9.62 62.37±2.95 61.00 土 4.18 63.87 士 5.07

B vert (mm) 102.37 ±5.07 104.12±5.13 109.12 ±5.31 ]05.12±2,15 110,87±2.01 115.00+2.48

U1 hori (mm) 61.00+5.87 64.25 +6.60 67.37 ±7.38 65,25 ±5.25 69.50+4.91 73.25+3.88

U1 vert (mm) 81.62±4.06 84.00±3.74 88.87 ±2.89 86.12 土 3.11 89.75 + 2.62 90.75 ±1.89

L I hori (mm) 67.50 ±5.91 65.00 ±8,16 71.50± 10.44 69.12+4.25 67.50 ±6.64 70.37 + 4.75

L I vert (mm) 80.50 ±5.32 82.75+4.09 88.12+4.58 83.37 土 1,88 86.50 ±2.04 88.87 ±1.93

Naso. A  (° ) 91.65±9.02 89.95+2.16 94.00± 10.67 84.25± 10.81 87.35+12.37 88.50± 15.41

F.con.AT* ) 2.9010.77 6.72+1.85 6.37±1.18 4.90+3.15 10.27 土 Z14 8.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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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여자에서의 치료개시 나이별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치료전

6 - 8 세 

치료후 재진단 치료전

8 - 10 세 

치료후 재진단

SNA C ) 78.58 ±2.04 81.40±3.76 82.30±3,21 77.83 ±3.70 79.83 ±3.88 79.83 ±3.43

SNB (° ) 80.53 土 4,42 78.03 土 5.10 81.10+3.19 78.45 + 4.18 77.38 ±419 78.98±3.57

ANB (° ) -1.96+3.31 3.40±2.50 1.23±1.27 -0.65±1.29 2,46 土 1.85 0.86+2.06

F.con. A C ) -4.23 土 8.07 4.86 土 427 2.70 土 3.91 -0,98±2.40 6.23+3.71 0.71 ±2.87

AB.P.A C ) 3,66 士 5.18 -4.90+2.26 -1.63±1,61 1,00 士 2.01 —4,41 ±2/75 -0.83±2.75

M nP.A  (° ) 33.60 ±4.61 36.83±5.90 36.33 ±5.25 38.91 士 6.32 41.08+5.99 39.95 ±6.46

FH ratio 65,90 ±3.63 64.40 ±2.86 65.26 土 4.05 61.95 土 4.57 60.80+3.70 62,45±4.76

W its (mm) ~5.00±4,35 -0.93 土 2.19 -1.10 土 0.60 -7.00土 1.64 ᅳ2.60±0.76 ~2.86±0.92

APDI (° ) 96.06 + 6.42 82.83 ±4.35 89.56±1.05 90.46 ±3.51 82.90 ±3.89 90.00 土 4.08

Mx.length (mm) 76.76 + 2.54 80.46 士 3.00 83.43+1.91 75.90+416 78.06 + 3.48 80.63 ±3,08

Mn.length (mm) 105.40 ±6.08 106.86 ±6.49 116.16+5.15 104.03 土 3.76 105.16±3.75 112.41+4.15

A  hori (mm) 60.00 + 2.64 62.66 土 3.17 6466土 2.30 57.91 土 4.17 60.25 ±4.41 61.08±4.97

A  vert (mm) 57.16±2.92 58.33±1.04 62.33 ±3.05 56.00 ±2.38 57.16+3.20 60.33±3.65

B hori (mm) 56.50 + 7.26 61.83±5.34 55.60 土 8.18 53.91 ±7.21 151.50+8.69

B vert (mm) 98.50 ±5.22 105.33+7.63 93.66 + 3.76 96.50 ±3.92 102.33±5.24

U1 hori (mm) 60.16 土 4,25 64,66 ±4.72 67.83 + 3.61 60.16 士 4.65 63.91 ±4.98 67.08 ±5.27

U1 vert (mm) 76.33 ±4.16 80.16 土 2.84 84.83±4,19 75.91 士 3.10 78.50 ±4.13 83.00 ±6.22

L I hori (mm) 65.16±5,05 61,83 土 407 67.33+2.88 61.50 土 5.83 60.08±5.93 64.50 土 6.61

L I vert (mm) 74.66 ±2.51 79.66 ±4.16 84.16 ±4.80 75.83 + 3.69 77.75 + 3.57 82.58+5.06

Naso. A  (° ) 92.43 土 12.03 84.16+4.80 94.16+9.38 89.36+ 6.69 89.80 ±5.63 88.83 ±5.81

F.con.A /f ) 1.56 ±1,67 6.60 土 1.57 4.73±2.97 3.01 ±2,48 9.25+1.74 6.01 ±3.36

10 - 12 세 12 - 14 4

치료전 치료후 재진단 치료전 치료후 재진단

S N A  (° ) 78.21 ±2.04 80.22 ±2.29 80.70 + 2.19 80.70 士 1.89 81.65 ±1.93 81.95+1.36

SN B  (° ) 79,22±2.59 77.85 + 2.00 80.12±2,34 82.27 ±2.86 78.70 ±2.33 79.75 ±1.69

A N B  (° ) -1.13+2.00 2.37±1.35 0,56±1.75 -1.57 土 1.73 2.97=1,54 2.20±1.45

F.con. A  (° ) -1.75±5.26 3.66 土 453 0.58 ±5.14 -2.65+3.53 3.70+4.67 2.17±4.22

AB.P.A (° ) 1.48+3.04 -2.42+2.15 -0.90+2.45 1.67+2.44 -3.47=1.73 ~2,27 ±1.62

M nP.A  C ) 38.09+5.77 39.77+5.31 37.91 ±5.65 33.12 ±6,12 37.60 ±6.01 35.62±5.03

F H  ratio 62.25 土 3.65 61.04±2.94 62.15+3.97 65.92 + 5.40 63.70+4.63 65.65 ±6.07

W its (mm) -6,8기上 1,58 -2.78±1.71 -3.01 ±1.38 -6.97±2.59 -2.02±2.81 -3.07±1.26

APDI (° ) 91.11 ±4.98 84.96 + 3.71 89.12+4.02 94.27+2.98 85.62±3,66 88.02±3,54

Mx.length (mm) 80.56±3.45 83.18 士  405 84.81 土  4.86 82.50 ±3.53 84.50 ±4.16 85.02 ±4.26

Mn.length (mm) 110.92+3.46 112.22+3.46 118.13±4.63 113.40+4.24 112.67+3,36 114.42+4.28

A  hori (mm) 61.76+3.98 63.52±4.16 64.73 ±426 64.62 ±3.56 65.37 + 2,98 65.85 ±3.06

A  vert (mm) 59/71 土 3.25 60.71 ±3.22 61.92+3.93 61.12±1.03 61.25±1.25 61.62 ±1.25

B hori (mm) 60.05+ 5.29 58.10 土 4.82 62.39 士  5.92 64.50 ±4.93 61.39±4.75 63,37 土 4.75

B  vert (m m ) 100.63 ±5.82 103,44±5.52 107.47 ±6.36 101.00±5.94 103.00 ±5.09 103.87 ±6.11

U1 hori (m m ) 65,44 土 400 68.68±4.39 71.94±5.32 68.00 ±4.41 69.00 + 4.32 70.37+4.38

U1 vert (mm) 82.21 ±4.02 83.76+4.00 86.68 + 5.13 81.25 土 2.87 83.62 ±1.88 84.50 土 2,38

L I hori (mm) 66.86 土 3.75 65.28 土 3.83 69.57+4.96 69.00 +5.55 65.50 ±4.14 67.62 ±3.81

L I vert (mm) 80.57 ±4,92 83.44 + 4.63 86.26+4.96 78.87+4.13 83.25 土 3.74 84.62+4.30

Naso. A C ) 94.28± 10.95 95.37 ±10.82 95.05+10.96 85.50+12.47 90.15+10.65 90.75 ±9.77

F.con.A'(° ) 4.43 ±3,17 8.16±3.53 7.36±3.24 3.07±1.02 7.15±1.48 7.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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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구강내 장치별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치료전

La ~ U

치료후 재진단 치료전

R, P. E.

치료후 재진단

SNAt° ) 78.52 ±2.62 79.30 ±3.34 80.50 ±2,87 78.04 土3.07 79.88 + 2.79 80.55 + 3.05

SNB(° ) 79.70 + 2.71 77.71 ±2.91 79.57 土 2.91 79.15±3.31 77.58 士 2,65 79.69 ±2.74

ANB(° ) -1.44+1.47 2.64±1.94 0.94+1.91 -1.20±2.12 2.30±1.24 0.94±1.7：̂

F.con.AC ) -2.37 ±4.02 4.48+4.46 1,40±5.02 -2.05+5.02 3.91+3.52 0.92 ±4.89

ABP.A C ) 2.06±2.23 -3.02 ±2.76 -1.31+3.11 1.88+3.27 -2.82 + 1.74 -A：25±2.64

Mn.P.A(° ) 36.25 士 4.36 38.51 ±428 36.91 ±4.79 38.03 ±5.48 40.22±4.77 38.50 士 4.81

FH ratio 63.96 士 3.18 62.59+2.59 64.01 士 3.35 62.28±3.87 61.24±3.18 62.02 ±3.89

W its (mm) -6.81 ±1.86 -2,39 ±1.94 -2.32+151 -6.8312.22 -2.71 ±1.68 -2.93+1.23

APDK° ) 91,49 土 4.06 83.41+4.34 88.35 + 4.74 92.47 ±4.86 85.17±2.88 89.19+3.19

Mx.length (mm) 78.45+4.36 80.07 + 3.96 84.49 + 5.24 80.36 ±4.35 83.01 ±4.48 &5.33±485

Mn.length (mm) 107.34 ±5.23 1108.42+4.98 115.44 + 5.25 110.88 ±5.75 112.25±5.82 118.81 士 5.77

A  hori (mm) 60.40 ±3.80 62.47±3.96 64.21 ±5.27 61.56±3.99 63.45+4.10 65.10±4.32

A  vert (mm) 57.50 土 3.30 58.59±：159 61.42±3.85 59.39 + 4.19 60.46±3.68 62.81 ±3.60

B hori (mm) 59.52±5,61 57.23 ±5.78 61.26±7.44 60.10i5.63 58.36 ±5.73 62.1815.99

B vert (mm) 9(169+5.71 :L00.19+5.79 105.07+6.69 99.81 i  6.57 102,56±6.59 197.60+6.21

U1 hori (mm) 62.85+4.32 66.42 ±452 69.73 ±5.94 64.48 ±4.94 67.51 ±5.01 71.10±5.38

U1 vert {mm) 78.90 土 4.47 81,07±4.50 84.40 ±4,71 80.98±4.93 83.05 ±4.71 87.01 ±4.30

L I hori(mm) 65.54 土 4.52 63.45 ±4.91 67.88 土 5.35 66.46 ±4.89 64.68:ᄂ 5,03 69.29 ±5.81

L I vert (mm) 77.35 士 3.74 80.30 + 4.13 83.59±4.31 79.53±5.42 82.23 + 5.13 86.24±4.66

Naso.A(° ) 93.90+9.94 94.78 + 8.94 96.02+10.05 90.00± 12.17 91.99+11.26 91.79±11.31

F.con.A/(° ) 3.04 土 2.66 7.36±2.72 6.35 ±3.06 4.07 ±2.74 8.19±3.08 7.49 ±2.71

T able  6. 남자에서의 정상군 의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7 - 8세 8 - 9세 9 — K) 세 10 - 세 11 - 12세 12 -13세 13 - 14세 14 - 15세 15 -  16세

SNA r  ) 81.51+2.31 81.31 ±1.94 81.22 ±1.89 82.20 土 2.32 82.50 ±1.93 83.24+1.25 82.92±1.88 83.82 ±2,17 84.44 + 3.65

SNB (° ) 76.37+1.74 76.15+1.64 76.63±1.40 77.83 + 2.39 77.69 土 2.18 79.16+1.78 78.42+1.70 80.04 ±2.31 80.94±3.27

ANB (° ) 5.16±1.28 5.11 土 0.79 4.56±1.20 4.44 土 0.70 4.81 ±0.75 4.09 ±1.20 4.50±0.96 3.78±2.39 3.60 土 1.17

F.con. A (° ) 11.96+2.68 11.49 ±1.61 10.25+2.92 10.53 土 2.03 9.91 ±3.53 8.74±3.03 9.18 士 2.27 7.74 ±4.93 6.83 ±2.62

AB.P.A (° ) -6.33 土 2.04 -6.58±1.65 -6.30+1.72 -5.85 ±1.39 -5.64 ±1.88 -5.96±i.92 -6.85±1.36 -5.20±3.12 -5.36±i.78

Mn. P. A (° ) 38.01 ±4.14 39.08+3.04 37.91 ±3.48 37.46 土 4.56 37.26 + 4.27 35.33±4.19 35.60 ±5.02 34.80±3.70 34.41 ±4.48

FH ratio 63.60±3.06 62.03 ±2.23 63.03 ±2.47 63.38±2.93 63.80 士 3.41 65.79 ±3.93 65.67 土 3.72 66.40士3.46 67.52±3.54

Wits (mm) 0.20—12.56 -0.50+2.25 -1.37±1.90 -1.51±1.43 -1.10+2.27 0.67+2.52 0.82±1.61 -0.12+4.08 -0.07±2.58

a p d i r ) 77.81 士 2.45 77.38±1.69 79.56 ±1.77 80.25 土 2,05 80.19±2.13 80.94+2.78 81.00± 2.00 80.84 ±3.28 82.18+2.97

Mx.length (mm) 8428 上 4.19 85.13±4.40 85.75 土 3.58 B6.93±4.21 90.13i3.82 92.37±5.70 95.05 ± 7.43 96.56 士4.60 97.26 + 5.99

Mn.length (mm) 100.23 ±3.78 101.68±4.57 104.79±4.35 105.69 + 462 110.41 ±4.36 112.94±5.64 118.17 + 8.66 121.00-14.85 122.96 + 6.92

A hori tmm) 63.34 ±0.83 64.24 士 0.94 65.29 ±1.34 66.13±1.42 6(193+0.87 67.94 ：t0.72 68.52 ±0.80 68.62±0.51 69.38 ±0.95

A veil tmm) 55.98 土 1.84 57.73+1.92 59.43±2.16 60.83±2.45 62.36+1.79 64.57 + 3.04 66£512.51 67.44 + 3.05 69.84 + 1.98

B hori (mm) 54.87+0.98 55.31 ±0,92 56.15+1.24 56.44 ±1.52 57.12 土 1.29 58.43+1.48 60.28±1.05 59.80-11.30 62.03±2.11

B vert (mm) 96.68±1.67 99,09 ±2.66 101.00+2.53 102.94 + 2.27 105.52 ±1.97 107.11 ±1.84 110.35±2.60 112.26±1.97 116.36±2.51

U1 hori (mm) 65.49 士 2.05 67.20 ±2.41 69.12+2.28 71.31 土 2.31 73.64+2.35 75.43 ±1.89 76.88+1.46 80.00±1.70 82.44 ±2.27

U1 vert (mm) 76.63 ±2.06 79.39±2.67 81.2112.61 82.89 + 2.01 84.00 士 1.98 87.04+2.63 88.53±1.93 89.36+1.99 91.73±2.24

LI hori (mm) 63,63+1.29 64.69±1.64 65.41 ±1.47 66.29±1.51 66.97+1.38 67.51 ±1.66 69.00+1.52 70.20±1.04 71.93 ±0.80

LI vert (mm) 75.50 ±1.05 76.94 ±1.02 78.40 土 1.20 79.90士 1.45 81.39±0.93 82.86 + 0.99 84.58±1.88 86.10±1.29 88.33±1.58

Naso.At ° ) 108.61 + 11.10 107.84 + 7.51 110.19±8.82 107.49 ± 8.87 107.03+10.13 107.51 ±7.36 106.60 ± 7.27 107.08 ±4.88 104.09 土 6.51

F.coiiA 'f ) 14.27±3.11 14.43±3.17 14.73 ±3.42 14.85 + 2.85 13.74 ±2,66 16.36±2.95 16.73 土 2.62 14.66 土 2.62 14.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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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여자에서의 정상군의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7 ~ 8 세 8 - 9세 9 - 10세 10 - 11세 11 — 12세 12 -13세 13 - 14세 14 - 15세 15 ~ 16세

SNA (° ) 81.36+1.62 80.77±1.79 81.73±2.18 81.16±2.53 80.96±1.82 80.23 土 1.86 81.47 土 1.89 81.61 士 2.52 82.23 ±2.63

SNB (° ) 76,25 土 2.01 76.06 ±2.03 77.05+2.37 76.36±2.77 77.03+2.66 76.28±2.64 77.80:ヒ 3.10 77.75±3.27 80.47 + 4.23

ANB (° ) 5.10 土 1.14 4.71+1.21 4.82+1.38 4.60+1.09 4.02+1.29 463±0,76 3.63+2.12 3,68 ±1.03 3,04 土 1.67

F.con. A (° ) 10.62+2.85 9.46+3.23 9.75+3.46 9.08±3.30 8.04 土 3.71 9,58±2.69 5,58 土 4.08 6.79+3.47 5.06+4.10

AB.P.A r ) -6.60+1.40 -6.33±1.59 -6.57±1.64 -6.53±1.06 -5.94±1.49 -6.93+0.70 -5.18±2.01 -5.26±1.25 -5.10±1,85

Mn.P.A (0 ) 38.72 土 3.42 39.14±3.51 38.13 ±3.45 38.74 土 4.61 38.87±3.90 40.78±3.21 37.45 ±4.57 37.89±4.07 36.23±4.14

FH  ratio 61.50±2.45 61,55±2.66 61.92+2.87 61.80+3.76 62.12±3.17 60.40+2.80 63.25±3.44 62.59±3.05 64.70+3.23

Wits (mm) -1.18+2.35 -0.66+2.44 -0.82±1.86 -0.41+2.19 -0.63 ±1.30 -0.55+0.81 -0.12±1.95 -2.04+1.46 ~0.57±3.14

APDI (° ) 78.50 ±2.45 79.44±2.62 79.96 ±2.75 80.32±3.02 81.50 ±2.54 81.98±1.44 83.07 + 2.75 83.39 ±2.96 84.19+2.46

Mx.length (mm) 80.17+2.02 80.86±1.81 82.89 ±2.92 85.06 ±2.53 86.24 土 2.06 86.43 土 3.58 89.62 ±2.57 89.39 ±2,96 91.49+1.65

Mn.length (mm) 98.69 土 2.55 100.59 ±2,64 103.15+2.75 107.26+3.60 109.91 ±4,29 108.73 ±3.92 113.80+3.38 115.06±2.86 117.83±2.54

A  hori (mm) 60.36 ±0.76 61.36+0.37 62.20+0.41 63.03 土 0.58 63.52 ±0.44 63.88+0.59 64.05+0.60 64.18±0.55 64.39+0.35

A vert (mm) 54,93 土 1,21 56.86+1.12 59.10±1.17 60.62±1.39 61.59 ±1.08 62.25+1.19 61.83±0.88 62.63+0.99 62.79 + 0.86

B hori (mm) 50.75 土 0.98 51.45±0.80 52.59 ±0.56 53,59 ±0.63 54.44+ 0.58 54.75 + 0.50 54.92 ±0.38 55.13+0.52 55.57 + 0.53

B  vert (mm) 90.65 土 1.08 92.65+1.16 94.45+1.12 96.56+1.91 98.00+1.68 99.38+1.97 98.25±1.54 99.63 ±2.07 100.93+1.79

U1 hori (mm) 61,75 土 1.14 62.80+1.01 64.00+ 0.71 65.28+0.75 66.50+0.75 67.38±0.48 66.75+1.04 67.69±0.88 68.29±1.19

U1 vert (mm) 71.50 土 1.39 73.60±1.68 75.95+1.99 78.00+2.05 80.06±1.61 83.00±1.35 85.08 ±2.20 86.50±1.60 88.00±1.73

L I hori (mm) 59.80±1.01 60.96土 1.00 62.10±0.84 63.39±1.19 64.61+0.86 65.63+0.48 65.42 ±1.11 66.38 + 0.99 67.29 土 1.15

L I vert (mm) 69.20土 1.67 71.10 士 1.29 73.65±1.49 75.67 ±1.98 77.72+1.79 80.38±0.75 82.33±2.44 8456土 1.80 85.64+2.32

Naso. A (° ) 105.17±5.99 111.98± 12.86 108.36 ±8.02 110.19±8.59 109,39 ±8.83 106.15 土 15,43 107.25±6.34 102.41+8.85 104.73 +6.85

F.con.A'f ) 11.87+3.20 11.21 ±3.89 11.76±3.72 12.17±2.93 11.49±3.57 12.63±2.23 9,47±3.86 10.70±4.86 8.83 ±4.44

(a)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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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em ale

Fig 6. Change  of facial convexity angle

( T ; treatm ent gro니p during  treatment 

F ; treatm ent group  after treatment 

C ； control gro니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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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남자에서의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치료후의 변화량 비교 (KmskaHA/allis test)

치료개시나이

변화량

7 - 8세 

성장량 sig. 변화량

： - 9세 

성장량 sig. 변화량

- 10세

성장량 sig.

SNA(° ) 1.72±0.86 0.05+1.17 * 1.45±1.63 0.34±1.06 4.15+3.89 0,71 ±2.36

SNB(° ) -1.94±0.41 0.06+1.02 '-2.55±1.77 0.65+0.59 * -1.35+0.07 1.15±1.57 *

ANB(° ) 3.98 ±0.94 -0.10+1.00 ** 3,95±0.21 -0.30±0.88 木 4.90+2.97 -0.35±1.10 *

F.con.A( ° ) 6.60±2.22 -0.64+2.37 7.50 ±0.28 -0.67±2.18 피 4.65+4.74 -0,49±2.56

AB P.A r  ) -5.00±1.08 -0.26±1.10 木* -5.90+0.14 0.05+1.22 * -3.25+3.18 0.63+1.07

Mn.P.A(° ) 1.82+0.87 ~1.29±0.78 ** 3.45±0.35 -0.23 ±0.63 本 0,35±1.48 - 0.92 土 1.40

FH ratio -0.90 ±0.93 0.02+0.87 -0.95+0.07 0.34±0.82 -0.80+0.28 0.69±1.07

W its  (m m ) 442±0.95 -0.54+2.80 * 400+0.28 -0.96 土 1.44 3.65±2.19 -0.23+1.60

A PD If ) -7.06+2.28 0.05 ±2.80 -10.70±2.40 1.72+1.03 방 -425±2.47 0.80±1.19 ^

Mx.length (mm) 3.92 ±1.71 1.52+1.18 木 2.20 土 0.99 0.03 ±4.13 2.35±0.21 1.21 + 1.38

Mn.length (mm) 0.92 ±0.44 2.23 ±1.76 1.05 土 0.92 2.69 ±1.08 * 1.05±1.20 2.29±1.81

A hori (mm) 2.30 ±1.92 0.81 ±0.45 1,75±0.35 1.31 ±0,84 4.25±2.47 1.07±0.51 *

A  vert (mm) i.90±0,82 1.86±0.99 1.25+1.06 1.82±0.71 0.50±0.00 1.76 + 0.74

B hori (mm) -2.90±0.65 0.72±0.64 木* -0.25±0.35 0.75±1.15 -2.50±3.54 0.38±0.47

B vert (mm) 3.20+1.64 2.51 ±1.84 3.75±1.06 2.10 土 0.66 2.50±0.21 2..35+0.89

U1 hori (mm) 3.30±2.99 1.68±0.91 2,50±0.71 2.00+0.51 3.25±1,77 2.78±0.79

U1 vert (mm) 1.90±2.36 2.81 ±1.20 2.00±1.41 2.00±0.70 2.00+0.00 1.81 ±1.01

L I hori (mm) ~1.60±1.39 0.90 ±0.61 木本 -3.50+0.00 0.88±0.59 * -0.75±1.06 0.67 ±0.36 *

L I vert (mm) 1.B0+1.15 1.31 ±0.37 3.00+0.00 1.75+0.71 2.00±0.00 1.71 ±0.73

Naso.Af ) 3.94 ±3.04 -0.14+9.72 -4.25+6.72 1.71 ±7.22 5.05+5.59 ᅳ 3.65 ±7.48

F.con.A/r ) 3.80 ±1.85 0.48±1.46 ** 0.90+0.57 0.01 ±1.80 3.25±0.64 -0.43 ±1.57 *

비교기 간(년) 1 1 1

치료개시나이 10 - 11세 11 ~ 12세 12 - 13세

변화량 성 장량 sig. 변화량 성장량 sig. 변화량 성장량 sig.

SNA(° ) 1.70 ±1,70 0.60+1.86 L75±L06 0.62 ±1.61 1.57±1.26 -0.10±0.99 방

SNB(° ) -2.30 土 0.28 0.14 土 1.97 -1.20±0.28 1,32土1.18 * ~1.67±1.39 -0.07±1.23

ANB(° ) 4.05±2.05 0.40±0.70 * 2.45±2,05 - 0.72 土 0.54 * 3.23+1.19 -0.03+1.15 *

F.con.A( ° ) 8.45+4.45 0.40+1.84 ル 6.35+3.18 -0.70+2.71 本 5.57 :t 2.54 -0.73 ±1.69 木

ABP.A C ) -5.95±3.46 -0.59+1.04 * ~6.10±2.12 -0.17+2.18 尔 ᅳ 4.20 士 2.19 -0.05±2.80

Mn.P.A(° ) 3.00±1.14 0.09±0.88 * 2.70±1.27 -0.92 ±1.32 * 2.07+1.02 -0.60±0.77 *

FH ratio -1.65±0.92 0.06+0.92 -0.40+0.14 1.33±1.54 ᅳ 0.57 土 0.25 -0.03+0.91

W its (mm) 4.75±0.35 0,70 ±1.65 ホ 4.55±0.23 0.10±1.75 * 4.10+0.96 1.03+0.91 *

A PD If ) -8.80 ±0.84 0.20+2.24 * -11.30±1.84 0.55 ±1.60 * -6.93+2.87 0.85+1.74 *

Mx.length (mm) 2.40±0.85 1.86 土 1.36 2.55±1.63 3.67 土 1.90 2.23 土 1.68 1.52 土 0.69

Mn.length (mm) 0.10 ±1.27 2.83+1.76 2.30±0.71 4.53 ±1.42 * 2.33±0.35 3.10±0.84

A  hori (mm) 1.25±0.35 1.10 ±0.69 3.75±1.77 0.97 + 0.65 * 1.50+0.00 0.52±0.69 *

A vert (mm) 0.50+0.71 1.76±0.84 1.00+0.00 1.80+135 2.00+1.00 1.63 士 0.96

B hori (mm) -5.25+0.35 1.30+0.96 ^ -0.25+3.18 1.03+0.32 -1.67±2.25 1.30+0.48 *

B vert (mm) 3.00+2.12 2.56 土 0.51 2.50+2.83 1.88±0.69 4,67 ±1.89 2.15+0.58

U1 hori (mm) 3.00 ±3.54 2.19+0.37 3.50±2.12 2.12±0.87 4.00±1.80 2.22 ±0.26 *

U1 vert (mm) 2.00±0.00 1.50+0.84 2.75+1.77 3.23±0.90 2.83 ±0.76 1.55±0.84

L l  hori (mm) -4.50±2.12 1.07±0.75 * -0.50±2.12 0.82±0.81 -0.83+2.84 1.48±0.95

l 1 vert (mm) 2.75±1.77 1.54±0.82 1.75±1.06 1.75±0.52 2.67 ±1.53 2.50±1.15

Naso.AC ) -5.83±8.77 2.34±3.74 2.40±0.14 -0.73 ±5.06 2.13±0,81 0.50±4.43

F.con.AT  ) 3.15±0.35 0.36+1.29 * 4.50±2.83 1.22±1.79 5,63 ±2.83 -0.47 ±1.20 *

비교기 간(년)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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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여자에서의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치료후의 변화량 비교 (Kruskal-Wallis test)

치료개시나이
변화량

! - 8세 

성장량 sig. 변화량
8 - 9 세 

성장량 sig. 변화량
니  0세 

성장량 sig.

SNA(° ) 2.87 土 1.80 -0.59±0.84 木 1.63±0.85 0.96±1.33 木 2.37±1.32 -0,58±1.60 *

SNB(° ) 2.50±0.75 -0.19±0.91 상 0.97±0.96 0.99+0.73 * -1.17±0.29 -0,61 + 1.14

ANB(° ) 3.74土 1.61 0.65+0.56 * 3.02 ±2.43 0.58±0.85 493 土 1.72 0.20±0.75 *

F.con.A( ° ) 9.10±3.90 -1.16+0.71 * 6.87±3.16 0.29±2.27 * 7,57 ±1.81 -0.32 ±1.02 木

AB P.A C ) -4.35±2.97 0.50 土 0.72 木 - 2.93 ±1.49 -0.63±1.10 ホ -5.57 土 1.83 -0.07±2.60 *

Mn.P.A(° ) 3.23 土 1.38 0.42+0.65 * 2.00 土 0.98 -1.01 ±0.68 * 2.33+0.76 0.69+1.43

FH ratio -1.50±0.87 0.05±0.89 * -1.50±0.87 0.37±0.74 -0.70±1,04 -0.11 土 1.19

W its (mm) 4.07±2.32 0.53+0.30 4.10±1.61 -0.16+1.29 4.70±1.18 0,28±0.92 木

APDK0 ) -13.23+2.16 0.94 ±1.70 木 -5.93 ±4.52 0.52+1.18 * -9.20 ±1.41 0,70±1.79 *

Mx.length (mm) 3.70 ±1.21 0.69±1.69 후 1.87±0.90 2.03 ±1.71 2.47±1,50 2.10+1.43

Mn.length (mm) 1.47+0.47 1.90±1.71 1.27±0,25 2.56+0.92 * 1.00±0.50 3,98+2.37 *

A  hori (mm) 2.67+0.76 1.00+0.58 * 2.50 土 1.73 0.84±0.44 방 2.17+0.76 0,81 ±0,57 *

A  vert (mm) 1.17 ±1.89 1.93 ±0.51 1.50±2.29 2.24±0.54 0.83±0.29 1.69±0.72

B hori (mm) ᄀ4.33±0.76 0.70+0.42 벼 -1.33+0.56 1.14+0.52 木 -2.17+1.76 L04+0.35

B vert (mm) 3.20±1.64 2.51 土 1.84 3.75±1.06 2.10±0.66 1.50±0.71 2.35±0.89

U1 hori (mm) 4.50+0.50 1.05±0.37 4.67+2.02 1.20±0.54 ** 2.83±0.76 1.33±0.71 木

U1 vert (mm) 3.83±2.25 2.10 土 0.39 2.33±2.08 2.35+0.71 2,83 ±1.61 2.06 ±1.01

L I hori (mm) -3.33+1.04 1.16+0.52 法* -1.00+0.87 1.14 土 0.46 ** -1.83±0.29 1.33+0.61 우

L I vert (mm) 5.00±2.65 1,90 士 0.77 木 2,00±1.80 2.55 土 0.60 1.83 土 1.89 2.06+1.26

Naso.AC ) 1.70+3.14 6.81 ±11,12 1.97+0.90 -3.60+13.22 -1.10±2,10 1.20±7.49

F.con.AT  ) 5.03±0.32 ᅳ0.66±1.67 * 5.97±2.25 0.55±2.25 청 6.50±0.69 -0.56+1.42 *

비교기 간(년) 1 1 1

치료개시나이 10 - m 11 - 12세 12 - 13세
변화량 성장량 sig. 변화량 성장량 sig- 변화량 성장량 sig.

SNA(° ) 2.08 土 0.98 0.02±0,94 ** 우 1.85±1.33 -0.03±0.45 1.20±0.10 3.50±0.15 *

SNB(° ) -1.49±1.02 1.01 ±1.13 *** -1.08+2.33 -0.13±1.09 -3.70+1.65 3.20±1.01 *

ANB(° ) 3.74+1.61 0.65+0.56 3.02+2.43 0.58+0.85 木 4.93±1.72 0.20±0.75 木

F.conA( ° ) 6.43±4.50 -1.35+1.02 本** 3.25±1.96 0.67+1.05 6.57±4.98 0.20±1.01 *

ABP.A (° ) -8.57+2.93 0.27±0.73 木 -5.17+2.34 -0.24+0.95 * -5.67+1.70 0.23+1.21 *

Mn.P.A(° ) 1.83 ±2.26 0.10 土 2.70 ** 2.80+1.97 0,67±2,01 2.10 土 2.95 -1.00±2.54

FH ratio -L27 土 1.05 0.55±1.44 料 -1.08+1.02 -0.08+0.86 ᅳ Z73±2.22 2.70+0.88

W its (mm) 4.60±2.25 -0.20+1.55 木** 2.98+0.90 0.35+0.90 * 5.40±2.19 -1.60+2.22

APDI(° ) ᅳ7.23±4.83 0.95+1.43 木** -3.80±2.60 0.23+0.97 * -8.83+6.06 4.00 ±1.41 벼

Mx.length (mm) 2.88±1.84 1,43 ±1.11 2.03±1.48 0.93±1.22 2.23+0.67 2.00±1.33

Mn.length (mm) 1.22±0.88 2.79 ±1.78 * 1.48±0.71 1.40±0.42 0.97±3.50 Z40 土 1.10

A  hori (mm) 1.77+1.45 0.44±0.25 ** 1.75±1.86 0.25±0.91 1.17±0.29 0.60±0.13

A  vert (mm) 0.77+0.67 0.79+0.67 0.83±2.23 0.18+0.24 0.00+1.00 0.50 土 0.15

B hori (mm) -2.31 ±0.75 0.75±0.26 ~1.17±1.51 0.25±0.29 -4.17+3.55 0.00 土 0.41

B vert (mm) 3.00+2.12 2.56 土 0.51 2.50±2.83 1.88±0.69 4.67±1.88 2.15±0.58

U1 hori (mm) 3.27±2.23 1.38+0.79 * 3.17±1.63 0.88±0.25 * 1.17±0,29 0.00+0.34

U1 vert (mm) 2.19±0.97 2.31 ±0.37 2.33 ±1.25 2.63±0.25 2.83±1.04 3.00+0.41

L I hori (mm) -2.00+1.59 1.13±0.52 ** -0.67+2.21 1.00 土 0.71 3.17±2.89 0.00±0.78

L I vert (mm) 2.85±2.09 2.25±0.76 2.92+0.20 2.25 土 0.65 4.17+1.44 3.00±0.51

N aso .A f ) 1.50±6.43 0.10 土 4.82 0.20±2.49 -5.10+4.28 5.60±5.05 -2.00+2.31

F .co n .A T  ) 3.92±1.12 -0.20+1.34 우本 木 3.22±1.43 0.08 土 1.78 * 4.93±2.11 -2,80 土 1.54 *

비교기 간(년)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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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남자에서의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후/재진단의 변화량 비교 (Kruskal-Wallis test)

치료개시나이

細

1 - 8세

성장량 sig, 변화량

- 9세

성장량 sig, ■변화량

- 酬

성장량 sig.

SN A (° ) 0.93+1.98 1.81 ±1.38 -0.60+0.00 1.61 + 1.70 0.13±2.23 0.80±0.92

SNB(° ) 2.12±1.31 1.97 ±1.29 0,10±0,00 1.24±1.50 0.63+0.90 0.64+1.55

AN B(° ) -1.38±1.78 -0.11 ±0.52 - 0.40 土 0.00 0,41 ±0.73 -0.50+2.60 0.18±0.72

F.con,A ( ° ) -2,28 ±4.54 -1.69+2.89 -5.10+0.00 -0.14+2.24 0,70 土 2.67 -1,34±1.09

AB P.At° ) 1.05±3.39 0.70±1.62 3.50 ±0.00 0.24±1.53 -1.90+1.92 -0.60 土 1.77

Mn.P.A(° ) -1,95±1.77 -1.09 ±1.67 0.70 ±0.00 -1.04+1.37 H3.0n_l.44 -1.28+0.66

FH  ratio 1.25+1.48 1.04+1.36 0.10 土 0.00 1.03 ±1.34 -0.20±0.53 1.84±0.74 *

W its (mm) -0.35+1.81 -0.90+2.12 -1,41+0.00 0.48+2.16 0.57+1.81 1.80±1.80

A PD ir ) 4.35±1.81 4.00±0.00 490±0.00 3.05±1.아 0.97 ±2,58 2.11±0.06

Mx.length (mm) 5.10±4.09 3.71 ±1.15 0,60 士 0.00 3.88±3.31 5.90±3.05 6.10+3.48

Mn.length (mm) 9.50±5.45 726+148 4.00 ±0.00 4.92 ±1.68 9.20+6.19 10.14±3.26

A  hori (m m ) 1.88±2.43 2.77 ±1.04 1.00±0.00 1.83+0.88 2.17+5.06 2.26+1.18

A  vert (mm) 4.50 ±1.91 484  ±0.97 2.00±0.00 3.04 ±0.84 4.33 ±1.26 5.94 ±1.80

B hori (mm) 2.50±2.38 1.67±1.87 1.00±0.00 1.29±1.38 6.50 土 8,26 3.14+0.61

B  vert (m m ) 7.50+3.49 6.93 ±1.87 3.50±0.00 4.89 士 1.58 6.83 土 0.76 6.32 ±0.93

Naso.Af ) 3.78 ±1.58 -1.81 ±6,00 -2.00+0.00 -3.73 ±8.84 4.83+9.56 -2.54i5.50

F.ct)n.AT ) -0.13±1.37 -1.03+2.11 -0,60 i  0.00 -0.09+1.93 1.10+2.46 1.20±1.03

비교기 간(년) 3 2 3

치료개시나이 10

변화량

- 11세

성장량 sig.

11

변화량

 ̂ 12세

성장량 siる

12 —

변화량

13 세 

성장량 sig.

SNA(° ) -1.80+0.00 1.18±2.21 0.47±0.90 1.72±2.68 0.60±1.13 0.28 土 2.11

SNB(° ) 0.90±0.00 2.40 ±1.62 1.37+0.72 2.20 ±1.79 3.65±2.76 1.20+1.91

ANB(° ) -2,70±0,00 -1.21 + 1.81 -0,57 士 1.53 -0.57±1.08 -3.05+1.63 -0.77 ±0.41

F.con.Af ) -8.80 土 0.00 -2.00±3.48 0.10±5.56 -1.95±2.29 -5.95±4,31 -2.07+1.10

AB P.A(° ) 3.60 土 0.00 0.12±2.21 -1.10+4.17 0.62±2.02 3.70+3.68 1.06+0.57

MaP.A(° ) -2.50 士 0.00 -2.06+2.67 -2.20+2,19 -1.77+1.98 -425 + 6.01 ᅳ0.98±1.57

FH ratio 2.50+0.00 3.20 ±1.76 0.50+0.89 2.33±1.53 -0.25±0.49 1.68+0.69

W its (mm) 0.40 上 0.00 0.60±3.06 -0.10±1.40 0.08+0.99 1.05±3.04 0.14+1.16

A PD ir ) 5.10±0.00 4.00±2.35 1.43±5.27 1.25±0.99 7.80 士 4.53 4.05 土 3.04

Mx.length (mm) 2.00+0.00 6.34±1.15 4.73+1.90 3.78±1.05 1.35±0.92 2.08 ±0.97

Mn.length (mm) 6.00+0.00 11.42±2.03 6.90+1.01 7.83 ±2.53 5.85±1.20 4.43±1.81

A  hori (mm) 1.00+0.00 1.88±1.30 3.00±2.29 1.40+1.09 1.50±2.12 0.90±0.66

A  vert (mm) 5.00±0.00 5.66+1.00 3.18±0.76 5.38 ±1.26 1.25+1.06 3.20 ±114

B hori (mm) 4.00 ±0.00 2.94±0.43 1.83 ±2.25 3.48+0.50 6.00+7.07 2.70±0.98

B vert (mm) 7.50:ヒ 0.00 7.96±1.52 4.17±5.35 9.62+2.13 4.50±0.71 6.52 ±2.29

Naso.A(° ) -0.50±0.00 0.32+8.94 -0.23±0.29 -1.10+5.54 -0,50±0.57 -0.80+4.21

F.con.A /f ) 0.40±0.00 1.02±1.45 -0.53±1.08 -2.15+2.14 -2.35+3.46 -1.38±I14

비교기 간(년) 3 3 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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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여자에서의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후/재진단의 변화량 비교 (Kruskal-Wallis test)

치료개시나이

변화량

7 - 8세

성장량 sig, 변화량

-  9세

성장량 sig. 변화량

- 10세

성장량 Sig.

SN A C  ) 1.10±0.71 0.32+0.89 0.33+0.21 -0.88+1.08 0.26±1.54 0.98+1.19

SN B(° ) 2.70+2.55 1.19+1.19 2.03+0.85 0.53+1.79 1.40±1.81 1.64 ±1.53

A N B (D ) -1.60±L70 -0.77+1.05 -1,70±0.78 -0.72±1.23 -1,14土 L00 -0.68+0.89

F.con.A (° ) -2.65+2.33 -1.83+1.61 -5.37+1.95 -2.00+2.37 * -3.74+2.74 -2.48 土 0.65

AB P.A(° ) 3.05±3.61 0.42 ±1.33 3.67 土 2.51 0.05±1.47 2.10±1.94 1.10±0.48

Mn.P.A(° ) -0.40±1.70 -0.81 ±1.31 -1.13+1.50 1.20 ±1.24 * -1.30±1.84 -0,88±1.47

FH ratio 1.35±1.48 0.96+0.28 1.50+1.45 -0.05+1.14 1.60 土 1.53 1.76 ±1.44

W its (mm) -0.10±3.39 -0.10+2.09 -0,77 土 L14 0.03±0.92 -0.04±1.13 -0.87±2.29

a p e c  ) 460±4.81 4.00±2.13 7.07±0.81 3.07 ±1.14 4.92+3.59 3.21 ±1.73

Mx.length (mm) 2.30±0.99 5.62+0.95 * 3.47±0.65 4.02+1.73 2.10±1.56 3.78±2.57

Mn.length (mm) 6.95±1.06 9.59+3.25 8.33+3.62 7.32+2.92 7,28±3.41 6.60+1.82

A  hori (mm) 1.50+0.00 2.16±0.51 1.17±0.29 1.40±0.58 1.30+1.64 1.34+0.53

A  vert (mm) 2.25+1.77 4.59±0.99 4.33+0.58 3.13+0.95 1.90±1.64 2.08±1.60

B hori (mm) 3.75±1.77 3.00 土 0.71 4.00+2.18 2.15±0.24 3,70±1.60 1.64±0.88 *

B vert (mm) 4.75±0.35 5.33 ±1.30 7.17+1.26 4.25+0.65 4.50±3.64 2.50 ±1.46

Naso.A(° ) 0.30+0.28 -2.37±9.97 0.07 ±2.67 0.52 ±10.07 -2.08+1.11 -2.70± 10.01

Rcon.A 'r ) -2.90±2.26 0.59±2.77 -2.43±1.92 0.13±1.70 -3.50±1.33 ᅳ1.60±2.55

비교기 간(년) 3 3 3

치료개시나이 10

변화량

ᅳ 11세

성장량 sig*

11

변화량

- 12세

성장량 sig.

12 ~

변화량

13 세 

성장량 sig.

SNA(° ) 0.47 ±1,26 0.19±0.60 -0.65±0.07 0.46 土 0.13 0.40±0.14 0.34+1.23

SNB(° ) 2.34 ±1.45 0.29+1.42 1.20±1.13 -0.28+1.64 0.70±0.42 0.72 ±1.30

ANB(° ) -1.89 ±1.72 -0.46±0.89 -1.95±1.34 -0.70 ±0.55 -0.35+0.21 -0.36 ±1.40

F.con.A( ° ) -3.41 ±4.12 -1.47±1.78 -2.25±0.21 _1.38±1.14 -1.38 土 0.57 - 0.88 ±1.04

AB P.A(° ) 1.64 ±2.79 0.93 ±1.33 1.95+0.78 1.43 ±0.76 1.15+0.07 -0.38 ±1.30

Mn.P.A(° ) -1.80±1.59 -0.76+1.66 -2.45±1.48 -1.03+1.86 -L00±0.14 -0.86+1.26

FH ratio 0.85 ±1.25 0.71 ±1.04 4.75±0.07 0.57 士 1.09 1.50±2.26 1.00 ±0.94

W its tmm) -0.31 ±2.14 •ᅳ 0.79 ±1.27 -1.85+4.74 -1.08+0.85 -0.30+0.57 0.02 土 0.84

APDI(° ) 4.51 ±4.09 2.59±0.89 3.20±0.85 2.34 ±1.45 2.15+0.21 2.59+0.78

Mx.length (mm) 1.41 ±1.56 2.61 ±2.37 1.80+1.70 2.10±2.15 0.25 土 0.07 1.34±2.40

Mn.length (mm) 5.64±2.53 6.51 ±2,77 2.75 土 1.77 4.65+3.10 1.10+1.27 3.00+3.08

A  hori (mm) 1.00±0.89 0.64±0.38 0.60±0.71 0.38±0.50 0.42±0.35 0.52+0.35

A  vert (mm) 1,41 ±1.65 0.81 ±0.80 0.50±0.71 1.00±1.71 0.75±0.35 0,52 ±0.35

B hori (mm) 4.44±3.29 0.57±0.45 1.75+0.35 0.63 ±0.25 2.00±0.00 0.40±0.42 电

B vert (mm) 4.00 土 2.52 2.21±1.11 * 0.50+4.24 0,88±0.25 3.00±2,83 2.80±0.91

Naso.A(° ) -0.11 ±2.07 -5.39 土 5.11 -1.05±1.34 -1.32 土 5.60 0.70+2.55 -2.90+3.85

F.con.AT  ) -0.49 土 2.13 -0.57+1.57 -1,05 土 1.20 -0.32+1.59 1.95+0.92 -0.06±0,78

비교기 간(년) 3 2 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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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남자에서의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재진단의 변화량 비교 (Kruskal-Wallis test)

치료개시나이

변화량

7 — 8세 

성장량 Sig, 변화량

- 9세 

성장량 Sig, 변화량

~ 10세

성장량 %

SNA(° ) 3.34+2.33 1.52±2.05 2.10±0.14 1,82 ±1.38 3.45±1.48 2.08+2.06

SNB(° ) 0.58+1.38 1.57+2.12 -0.90+0.42 1.97+1.29 本 -0.25 土 0.49 2.27+1.20 *

ANB(° ) 3.16±1,51 -0.07+0.99 3.15+0.35 -0.11+0.52 本 3.10+1.13 -0.22 ±1.48 *

F.con.A(° ) 4.56+4.88 -1.60±1/73 ホ 3.35±1.06 -1.69 土 2.89 * 3.85+3.89 -1.23+3.02 *

AB P.At° ) -4.28+3.26 0.17±1.45 * -3,65 土 1.63 0.70+1.62 木 -450±0.99 -0.15±2.02

Mn.P.A(° ) -0.04±1.41 -1.20 ±1.49 2.40+2.83 _1.09±1.67 -0.45±0.78 -1.93±1.46

FH ratio ~0.18±0.42 1.13±1.18 0.30±1.70 1.04 ±1.36 ᅳ0.70±0.14 2.27 ±1.66

W its (mm) 4.52+1.91 -1.04±2.26 * 3.95+2.19 -0.90±2.I2 木 5.25 土 2.62 L55±1.44

APDK0 ) - 3.70 土 3.34 1.96±2.78 방 ᅳ5.60±2.69 2.67 ±1.42 * -1.86+3.46 1.53 ±1.86

Mx.length(mm) 8.64 ±2.66 5.27 ±1.70 7.50±7.78 3.7±8.15 9.60±2.83 9.80±6.38

Mn.length(mm) 11.04+3.76 9.66+2.25 11.50±8.20 7.26+1.38 12.90 土 467 13.17+3.93

A  hori (mm) 4.70±1.86 3.58+0.89 3.50+0.71 2.77+1.04 5.00+3.54 3.37±1.07

A  vert (mm) 5.80 土 1.44 6.52±1.14 5.25±3.89 4.84 土 0.97 4.25+1.06 7.48±1.32

B hori (mm) 0.90±2,04 2.27 ±1.35 0.75+0.35 1.67 ±1.87 3.00±4.07 3.62 ±0.74 *

B vert (mm) 10.20 ±1.75 9.10 土 1.12 10.75+3.89 6.93 ±1.87 8.25+0.35 8.60±0.88

Naso.A(° ) 5.52+8.75 -1.01 土 8.81 -2.25±1.06 -1,81 ±6.00 3.80±4.53 -5.25+5.04

F.con.A 'f ) 4.60±3,08 0.11 土 2.33 1.25±0.64 -1.03±2.11 4.65±2.76 1.20±1.89

비교기 간(년) 4 3 4

치료개시나이 10

변화량

- 1至세

성장량 sig.

11

변화량

- 12세

성장량 sig.

12 -

변화량

13 세 

성장량 sig.

SNA(° ) 1.70 ±0.85 0.80±0.92 1.70+0.99 1.18±2.21 2.47+2.08 1.72±2.68

SNBt° ) -2.00 ±0.57 0.64 ±1.55 0.40+0.57 2.40+1.62 1.07±2.96 2.20±1.79

ANB(° ) 3.75+1.34 0.18±0.72 1.30+0.42 -1.20 士 1.81 1.40+1.28 -0.47 士 L08

F.con.Af ) 5.90 ±4.38 -1.34±1.09 5.05±3.89 -2,00±3.48 2,57±3.93 -1.95 土 2.29

AB P.A(° ) -5.75+1.34 -0.60+1.77 -6.95±3.75 0.12+2.21 -2.27+1.90 0.62 土 2.02

Mn.P.A(° ) 2.45 ±1.34 -1.28±0.66 -0.30±L13 -2.96±2.67 -0.97±4.53 -1.77+1.98

FH ratio -0.80 ±1.41 1.84±0.74 0,45士 0.78 3.20+1.76 -0.80±0.62 2.33+1.53

W its (mm) 4.20 土 1.70 1.80 ±1.80 5.15±1.20 0.60+3.06 4.30±3.34 0.08 + 0.99 *

A PD ir ) -7.20+3,11 0.82±2.16 - 8.55 土 488 0.50 ±1.74 -2.13+3.26 1.35+1.19

Mx.length (mm) 5.10±0.14 6.10+3.48 7.25 土 4.31 6.34 土 L15 4.73 ±1.91 3.78 ±1.05

Mn.length(mm) 5.05±2.76 10.14+3.26 9.65+0.21 11.42±2.03 8.23 土 0.86 7.83 ±2.53

A  hori (mm) 2.75±0.35 2.26±1.18 3.00 土 4.95 1.88±1.30 3.33±1.61 1.40 ±1,09

A  vert (m m ) 5.75+1.06 5.94±1.80 4.50+0.71 5.66 ±1.00 3.67 土 0.29 5.38 ±1.26 *

B hori (mm) 2.00+0.71 3.14±0.61 2.75+1.77 2.94±0.43 2.17±4.54 3.48±0,50

B  vert (m m ) 8,25 土 1.77 6.32±0.93 5.25±9.55 7.96 ±1.52 10.00±0.87 9.62±2.15

Naso.A (° ) 2.45±3.61 -2.54 ±5.50 2.25±0.49 -0.32±0.94 1.67+1.20 -1.10+5.54

F.con.AT  ) 3.60 土 0.42 1.20±1.03 3.35±2.62 1.02 ±1.45 4.30 ±1,91 -2.15±2.14 *

비교기 간(년)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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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여자에서의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재진단의 변화량 비HI (Kruskal-Wallis test)

치트개시나이

변화량

1 ~ 8세 

성장량 sig. 변화량

~ 9세

성장량 Sig,

9 ~

변화량

1 0 4

성장량 sig.

SNA(° ) 3.77±1.36 ᅳ0.20±0.88 1,97±0.93 0.17±0.62 ^ 2.03 土0.25 -0.88+1.08 *

SNB(° ) 0.57+1.27 1.10+1.45 1.07+0.65 1.15±1.57 0.00+2.08 0.53±1.79

ANB(° ) 3.20+2.60 ᅳ1.19±1.03 방 0.90±0.69 -0.27±0.71 2.13±1.86 -0.72±1.23

F.conAC ) 6.93+4.48 -2,89+1.88 펴 1.50+1.54 -1.25+1.12 1.90±1.13 -2.00+2.37

AB P.A(° ) -5.30±5.20 0.77+0.80 * ᅳ1.50±0.96 ᅳ 0.35 ±1.32 -2.17±1.43 0.06 ±1.47

Mn.P.A(° ) 2.73+1.52 -0.40+1.27 * 0.87±2.17 0.13±1.84 1.20±1.15 1.20±1.24

FH ratio -0.63+0.47 0.94+1.48 0,00 土 0.78 0.28±1.52 1.00+1.01 -0.05+1.14

W its (mm) 3.90+4.67 0.26+1.91 3.33+2.29 -0.40+2.31 4.93+0.38 0.03 ±0.92 *

APDI(° ) -6.50+7.16 3.30±1.68 * 1.13+3.72 2.53+1.02 -2.07±2.95 2.70+2.25

Mxiength(mm) 6.67+0.65 6.33+1.56 5.33 ±1.26 6,48+2.13 4.13+2.32 402土 1.73

Mn.length(mm) 10.77+4.11 11.42±3.71 9.60+3.83 9.48+2.11 7.17±3.79 7.32 土 2.92

A  hori (m m ) 4.67±0.58 3,20 ±0.70 3.67+1.61 2.55±0.29 2.67 土 1.04 1.40±0.58

A  vert (m m ) 5.17±4.19 6.50±1.38 5.83±2.25 5,00±0.41 2.83±1.26 3.13±0.95

B  hori (m m ) 0.50 土 2.18 3.72±0.97 木 2.67 ±1.89 3.38±0.63 1.00±1.50 2.15±0.24

B  vert (m m ) 12.17±6.05 7.39+1.36 9.83±1.61 6.00 ±1.35 7.50±3.04 4,25±0.65

N aso.A (° ) 1.73 ±2.83 3,73±9.42 2.03 土 2.57 0.25 ±9.84 ᅳ3.10±2.95 0.52 ±12.07

F.c이iA '(D ) 3.17±2.08 -0.23+2.63 3.53+1.27 2.28 土 2.60 2.47 ±2.05 0.13±1.70

비교기 간(년) 4 4 3

치료개시나이 10

변화량

- 11세

성장량 sig.

11

변화량

- 12세 

성장량 sig.

12 -

변화량

니 13세

성 장량 sig.

SN A (° ) 2.25 土 1.05 0.30+0.91 3.00±1.31 0.19±0.60 향 1.43+0.70 1.90±0.25 ^

SNB(° ) 0.99+1.07 1.33 ±1.35 0.70 ±1.83 0.29 ±1.42 -2.63±2.50 3.40 土 1.50

A N B (° ) 1.41 ±1.00 ~0.99±0.65
** 2.33±1.42 ᅳ0.46±0.89 ** 4.07±1.80 -0.20+0.92 承

F.con.A (° ) 2.48+  3.23. -2.54+1.67 * 木 2.05 土 2.53 -1.47+1.78 * 5.18+4.46 -0.20+1.54

A B  P .A (° ) -2.40+2.06 1.26+0.94 -2.37±2.80 0.93+1.33 * -4.37+3.76 0.00+1.21 *

Mn,P.A(° ) -0.12+1.54 -1.21 + 1.70 -0.30+0.81 -0.76+1.66 2.23±2.85 -1.90+1.43

FH ratio -0.25+0.64 1,51 ±1.61 * 0.22+0.98 0.71 ±1,04 -0.10 土 0.72 2.70+0.83

W its (mm) 3.96 ±1.43 -1.17±1.86 3.65±1.49 -0.79 ±1.27 3.97±2.20 0.90 土 1.27

APDI(° ) - 2.28±2,79 2.56±3.00 水* -1.33+4.05 1.36±1.66 -6.40±5.89 1.10±3.41

Mx.length(mm) 4.16±2.59 3.99±2.65 4.43±2.11 2.61 ±2.37 2.87 土 0.32 3.30±2M

Mn.length(mm) 7.29+2.95 8,86±2.79 7.02+3.15 5.51 ±2.77 1.30±3.87 6.00+2.38

A  hori (mm) 3.08±1.06 1.14 ±0,62
*

2.58±1.43 0.64±0.38 本 1.50±0.50 0.90±0.00

A  vert (mm) 2.12±1.24 2.27 ±1.44 2.42 ±2.97 0.81 ±0,80 0.33 ±0.58 0.50±0.11

B hori (mm) 2.42 土 3.06 1.53+0.57 2.17 ±3.40 0.57±0.45 2.17±3.55 1.50±2.35

B vert (mm) 6.85 土 3.10 3.29±1.80
*

6.83+2.77 3.21 ±1.11 木 2.50^=1.50 3.50±2.11

Naso. AT ) 0.92±5.27 -5.63+4.37 0.42±2.24 -5.39±5.11 6.77 ±12.44 -9.50+4.89

F.con.A /f ) 2.68±1.67 0.83 士 1,58 3.47+1.92 -0.57+1.57 木* 4.40土 Z13 -3.00±2.15

비교기 간(년 )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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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장치 착용에 의해 상악골 전방변위가 가속 
화되었던 치료시의 변화량이 포함된 결과이다.

IV. 총괄 및 고찰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은 치료하기 매우 까다로 
운 부정교합의 형태로서 특히 동양권에서 발생빈도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골격성 제 m급 부정 교 
합의 치료는 크게 growth modification, camouflage 

treatment, orthognathic surgery의 세가지로 나굴 수 
있는데, 성장의 조기에 악정형력을 이용하여 조화로 
운 방향으로 악골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면 가장 바 
람직한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악정형력을 이 
용하는 데에 있어서 1960년대 이전에는 하악골의 과 
성장을 막기 위한 chin-cup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상악골 열성장을 동반하는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 
환자에서는H17’4U 적절한 치료방법 이 될 수 없음을 경 
험하게 되었다. 1944년 Oppenheim341 이 골격성 제 IE 

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를 치료 
에 도입 하여 사용한 이 래 많은 연구들이 행하여져 왔 

다 .

Dellinger12), Kambara26), Jackson24), Nanda ,31,32) 

둥은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구외전방견인력을 
이용하여 상악골 복합체의 전방이동을 입증하였다. 

또한 Gersh16)는 고양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상악골에 
인장력을 가하면 가해진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봉 
합부위에 골형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Kettle과 
Burnapp™은 구개파열 환자에서 그들이 개발한 장치 
를 이용하여 상악골 복합체의 전방견인에 성공하였 
고, Nelson331, Hass18>, Marx28), Irie와 Nakamura20,211 

도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를 이 용하여 상악골 전방 변 
위를 확인하였다.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의 효과는 상 
악골의 전방이동과 하악골 후하방 회전의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7,1 맨3,25,30.3ᅵ’35,37> 본 연구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다. 치료전과 치료후의 계측치 
를 비교하면 상악골의 전방변위를 나타내는 SNA 값 
과 point A의 수평거리가 증가하였으며 SNB 값의 감 
소와 Mn. plane angle의 증가가 나타났다. 또 재 위 치 
된 상악과 하악의 관계로 인하여 ANB 값, facial 

convexity angle, APDI 값의 변화도 나타났다.

골격성 제이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R.P.E.를 사용하 
는 경우에도 상악골의 전하방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데 Isaacson과 Murphey22)，Hass18)는 point A의 전하 
방 이동을 확인하였고, 탁"®은 point B와 pogonion의

후방이동을 보고하였으며 Byrumfi), David와 Kron- 

man9', Hass18), Wertz43)는 Mn. plane angle의 증가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 장치를 R.P.E.와 
La-Li appliance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는데 Nanda301， 
Turley4a가 주장한 바와 같이 R.P.E.군에서는 치료효 
과가 가중되어 상악골의 전방이동을 나타내는 A 

point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La-Li군에서는 치 
아에 대 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기 간에 
나타났던 이러한 상악골 전방변위 양상이 치료후 성 
장기를 거치면서 다르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SNA 값, facial convexity angle, AB plane angle, 

APDI 등의 angular measurement가 상악골 열성장 
양식을 나타내었으며，linear measurement에 있어서 
도 성장기간에 비해 변화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악골 전방견인력의 부재가 환자의 상악골 열 
성장이라는 성장패턴에 잠식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

1. 정상군외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치료후 변화 

량 비교

치료군에서 치료전후 변화량과 정상군의 성장 변 
화량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 
았다.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의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ᄋppenheim341 은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사용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 
였으나 Dellinger 2), Kambara261, Nanda 이는 사준フ 1 

최대성장기 전에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Cozzani 

8)는 4세경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Simonsen4W은 9세 
8개월경이 최적기라 하였으며 Delaire10’1ᅵ Irie와 Na- 

kamura201, Proffit3®은 구개봉합이 완성되지 않은 가 
능한 어린나이에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 치료개시 나이별로 분류하 
여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았다. 남자에서는 여자에 
서보다 통계적 유의차의 수준이 낮았는데 남자의 표 
본 수가 적어 구간벌 변화량에서 variation이 큰 경우 
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는 항목에 
서도 상악골의 전방이동량이 정상군의 성장량보다 
커서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에 의한 치료효과를 확연 
히 입증할 수 있었다. 교정치료 후의 연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발표가 있어왔는데1’3’4’19’4'  본 연구에 
서의 연조직 변화는 nasolabial angle과 연조직 con

vexity angle로 알아보았다. Nasolabial angle은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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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미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상악이 전 
방이동되면 말려올라간 상순이 내려와 치료후에는 
그 값이 증가되리라 생각되었으나 두부방사선 채득 
당시 환자의 입술 긴장도에 의해 그 값의 변화가 크 
게 좌우되는 결과로 해석된다13). 연조직의 convexity 

angle 값은 치료후 크게 증가됨으로써 장치 치료가 
연조직 측모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후 /재진단시의  
변화량 비교

상악골 전방 견인장치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선학들에 의해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 상악골 
전방견인장치로 치료후 환자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측모변화 및 치료효과의 안정성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Sarnas와 Rune3®은 상악골 전 
방견인 장치로 치료받은 환자를 재진단(follow-up) 하 
여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재진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성장에 의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 
다 . 본 연구에서의 재진단기간은 평균 34.6개월로 치 
료후 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치료군에서 상악골 전방 견인장치로 치 

료후 재진단시까지의 성장변화량과 정상군의 성장변 
화량을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았는데, 치 
료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보였던 대부분의 계측항목 
에서 정상군의 성장변화량보다 낮은 변화량을 보였 
으며 통계적 유의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계적 유의 
차를 보인 몇가지 항목에서는 상악골 성장의 자극 효 
과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성장량의 개인차에 기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SNA 값에서는 재진단시의 값 
이 장치 치료직후의 값보다도 작아 (_ )변화량을 보이 
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Nasion에 대해 열성장을 하는 상악의 관계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악골의 열성장 패턴은 상하 
악간 관계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프상에서 정 
상군을 기준으로 비교하여보면 치료시와 치료후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 6)

3. 정상군의 성장량과 치료군의 치료전 /재진단시의  
변화량 비교

치료군에서 치료시작 시기부터 재진단시까지의 성 
장변화량과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군의 성장변화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사용후 측모 변화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량간의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았다. 통계적 유의차 
를 보인 항목은 전체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내에 장치 
치료기간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장치제거 후 재진단시 까지의 성 장변화량은 정 상군의 
성장량에 훨씬 못 미치지만 장치치료시 구외견인력 
으로 인한 상악골 전방변위량이 포함되어 전체 변화 
량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상악골 열성장의 골격성 제 in급 부정 
교합환자에서 구외 전방견인력을 제거하면 상악골 
열성장 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상악골 열성장의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환자를 치 
료하는데 있어서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악골 

전방 성장 자극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서 상악골 열성장으 
로 인한 골격성 제 m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상악 
골 전방견인 장치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재진단(follow-up)이 가능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치료 직전과 상악골 전 
방견인 장치 사용으로 반대교합의 개선이 완료된 직 
후와 재진단시 3회에 걸쳐 촬영한 두부방사선 측모사 
진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사용전과 사용후를 비교한 
결과 악안면 골조직과 연조직 및 치아의 계측항목 
에서 많은 변화량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와 상악골 급속 확장장치 
(R.P.E.)를 함께 사용한 군에서는 악안면 골조직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순설측 유지장치 

(LaᅳLi)를 함께 사용한 군에서는 치아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다.

3.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착용기간동안 치료군에서 
나타나는 변화량과 정상군의 성장량을 비교하여 
보면 상악골 전방성장량이 치료군에서 더 크게 나 
타났다.

4.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제거후 치료군에서 나타나 
는 성장 변화량과 정상군의 성장량을 비교하여 보 
면 상악골 전방성장량에 있어서 치료군의 성장량 
이 정상군의 성장량보다 적게 나타났다.

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악골 전방견인장치를 
사용하는 중에는 상악골의 전방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전방견인이 끝난 후에는 상악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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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자극효과가 소멸되어 상악골 열성장의 양상 
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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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FILE CHANGE AND STABI니TY OF 

TREATM ENT AFTER  WEARING FACE MASK

Yo니ng-Ghel Park, D.D.S., M.S.D., Ph. D., Ja-Young Shin D.D.S., M.S 
Hyung-Seog Yu, D D S., M.S.D.

Department o f Orthodontics, College q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keletal Class IE malocclusions are growth-related discrepancies, and the problems are more severe until growth is complete. 

Causes of skeletal Class m malocclusion are classified into mandibular overgrowth, maxillary deficiency, and combination of 

the two. Face mask has been recommended for treatment of Class m  malocclusion with maxillary deficiency in the early time 

of growth.

Numerous experiments were performed and clinical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face mask ； nevertheless, studies on profile 

changes and stability after treatment of face mask are considered to be somewhat insufficient.

The author selected 50 patients who can be checked for follow-up. They had been diagnosed as skeletal Class m malocclusion 

with maxillary deficiency and then treated with face mask ； the sample group was divided according to sex, treatment beginning 

age, palatal suture opening (intraoral appliance). For each group, changing pattern of facial profile and stability of treatment 

observed, and comparison with 20 Korean normal children(AngJe,s Class I ).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skeletal, dental, and soft tissue measurements indicated more changes in the amounts of maxillary forward movement during 

face mask treatment.

2. R.P.E.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maxillofacial changes and La-Li group showed more dental changes.

3. Growth changes of maxilla induced in the treatment group during wearing face mask were much more than those of normal 

group.

4. Growth changes of maxilla in the treatment group after treatment of face mask were less than those of norm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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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obtained aata,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was a stimulative effect on forward growth of maxilla during the use 

of face mask ； however, on removal of face mask, the stimulative effect was eliminated and undergrowth tendency of maxilla 

resumed.

KOREA J ORTHOD. 1997 ； 27 ： 1-20

^  Key words : skeletal Class in ma loccl니sion, face mask, maxillary protraction, stimulative effect

박영철, 신자영, 유형석 대치교정지 27권 1호.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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