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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 직  골 격  패턴에  따 른 

가 철식 투명 교 정  장 치  치 료  결 과

<지 도  교 수  : 황 충 주 >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정 인 성

  치아 체를 감싸는 투명 교정 장치는 형태  특성으로 인해 장치 자체가 

posterior bite–block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교합력에 따라 수직 으로 향을 

받게 된다. 교합력은 환자 개인의 수직  골격패턴과 한 상호연 성이 있

으며, 수직 인 안모를 가진 환자일수록 교합력은 작아진다. 본 연구는 성인 

환자의 치료  수직  골격패턴에 따라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의 치료 후 결

과가 유의하게 달라지는지를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도의 총생 해소를 해 비발치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InvisalignⓇ, 

Align Technology, Santa Clara, Calif, USA)로 치료를 진행한 환자를 상으

로 mandibular plane angle (to SN)에 따라 low angle군 (남성 8명, 여성 21

명, 평균 26.2 ± 3.8세)과 high angle군 (남성 9명, 여성 26명, 평균 28.6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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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으로 나 어 두 군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해 치료  (T1), 치료 후 

(T2) 골격 , 치성 계측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골격  계측 항목에서는 low angle군과 high angle군 공통 으로 안면고

경이 감소하 고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low angle군에

서 더 많은 양 감소하여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후안

면고경은 low angle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여 (P<0.001), 두 군 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2. 구치부 계측 항목에서는 두 군에서 공통 으로 상하악 제2 구치가 유의하

게 압하 되었으나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상하악 제1

구치는 low angle군에서만 유의하게 압하 되었고 (P<0.01), 압하량은 low 

angle군에서 high angle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P<0.05).

3. 치부 계측 항목에서는 두 군에서 공통 으로 수직 피개가 유의하게 증가

하 으나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증가량은 low angle군

이 high angle군보다 더 컸다 (P<0.05). 수평 기 선에서 하악 치까지의 

거리는 low angle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여 (P<0.001),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결과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비발치 치료를 시행할 때, low 

angle의 환자는 high angle의 환자보다 구치부가 압하되어 수직 안면고경이 

감소하는 경향이 높다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수직  골격패턴,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교합력, 비발치, 

구치 압하, 안면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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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직  골 격  패턴에  따 른 

가 철식 투명 교 정  장 치  치 료  결 과

<지 도  교 수  : 황 충 주 >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정 인 성

Ⅰ .  서 론

  

  최근 교정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심미 인 

특성으로 성인 환자들 사이에서 선호 되는 치료 방법이다. 가철식 투명 교정 장

치는 연조직 통증을 거의 유발하지 않고, 생 리가 용이하지만 (Ziuchkovski, 

2008; Bae, 2016),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움직임을 조 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  교정 장치에 비해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임상

가들은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인 인비 라인이 치료  수직 피개를 깊게 만

드는 것을 인지하 는데 (Boyd et al., 2000), 이는 구치부 사이에 치하는 가

철식 투명 교정 장치 자체의 두께 (상하악 총 2개의 층으로 합 0.06 인치, 약 

1.5 mm)가 상하악의 구치부 사이에서 posterior bite-block 역할을 하게 되고, 

교합력에 의해 구치부를 압하시켜 후방 수직고경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Kuster, 1992; Boy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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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ior bite-block은 골격  개방교합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기능  교정 

장치로써 상하악 구치부 사이에 치하는 acrylic resin block이 교근의 근신

경계에 압력을 가하여 구치부 치아에 압하력을 가하게 된다. 교합력에 의해 

구치부 치아는 압하되고, 이에 따라 하악이 상방 회 을 하며, 성장기 환자

의 경우 수직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Posterior bite-block이 작용하는 데에는 

근기능  근육의 두께가 요한 인자가 된다고 보고되었다 (Altuna et al., 

1985; Iscan and Sarisoy, 1997; Akkaya et al., 2000; Albogha et al., 2015; 

Lione el al., 2017). 

  환자의 교합력은 안모의 수직  골격패턴과 해부학 ·기능 으로 한 상

호연 성이 있다. Proffit (1983)은 교합력이 약할 경우 구치부 치아의 과맹출

로 인해 하악이 시계방향으로 회 하여 수직 과성장이 유발된다는 가설을 제

시하 고(Proffit, 1983), Throckmorton 등 (1980)은 gonial angle이 커질수록 

역학 으로 거상근의 작용에 불리한 환경이 되어 교합 평면에 수직으로 작용

하는 교합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 다(Throckmorton et al., 1980). 수직  골

격 패턴에 따른 교합력의 차이를 비교한 이  연구들에 따르면, mandibular 

angle  gonial angle이 커질수록 교합력이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Braun 

et al., 1995; Ingervall et al., 1997). 제1 구치의 교합력은 안면고경이 짧을

수록 증가했으며 (Choi, Kim, 2003), brachyfacial한 사람이 dolichofacial한 사

람보다 교합력이 유의하게 컸다 (Quiudini et al., 2017). 수직  골격패턴과 교

합력의 연 성은 역학 인 요인뿐만 아니라 (Throckmorton et al., 1980) 해부

학  요인도 작용한다. 교합력은 상악의 intermolar width, 교근의 부피  두

께와 상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하악각이 커질수록 상악의 intermolar 

width, 교근의 부피  두께는 모두 감소하 다 (Bakke et al., 1992; Biond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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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체를 감싸는 장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가 

posterior bite–block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교합력에 따라 수직 으로 향을 

받는다면, 이 한 치료 계획을 세울 시 고려되어야 한다. 교합력은 환자의 수

직  골격패턴과 깊은 연 성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치료 후 수직고경이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Khosravi 등 (2016)은 치료  수직 피개에 따라 군을 

분류한 후 인비 라인으로 치료 한 뒤 수직 고경의 변화를 연구하 으나, 치

료  수직  골격 패턴은 배제하 고, 수직 피개만을 기 으로 실험군을 구

성하 다 (Khosravi et al., 2016). 환자의 치료  수직  골격패턴을 반 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의 치료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인 환자의 치료  수직  골격패턴에 따라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의 치료 후 

결과가 유의하게 달라지는지를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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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 구  상   방 법

1 .  연 구 상

  본 연구는 한 치과 의원에 내원하여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InvisalignⓇ, 

Align Technology, Santa Clara, Calif, USA)로 치료한 환자들  2015년 1월

부터 2018년 6월까지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의무기록,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치료 후 변화를 분석하는 후향  방법으로 진행하 으며, 연세

학교 치과 학병원에서 IRB 승인 (No.2-2018-0058)을 받았다. 

  연구 선정 기 은 비발치로 인비 라인 치료를 진행한 성인 환자  ANB 

값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골격  Class I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이  arch length discrepancy≤ 5mm의 경도의 총생 환자이며, 치부 

수직 피개량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환자들  악교정 수술 없이 치료한 

환자, 인비 라인 외 다른 교정 장치 ( . 고정식 교정 장치)는 진행하지 않

은 환자, 치간 삭제를 4-5.5 mm 진행한 환자만을 상으로 하 다. 치료  

후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채득한 환자  상의 질이 좋지 않은 환자는 배

제하 다. 

  총 219명의 환자들  mandibular plane angle (to SN) < 28°인 군을 low 

angle군으로, mandibular plane angle (to SN) > 38°인 군을 high angle 군으

로 나 었으며, 28° ≤ mandibular plane angle(to SN) ≤ 38° 의 normal 

angle군은 연구에서 배제하 다. 선정 기 을 만족시키는 64명 (남성 17명, 여

성 47명; 평균 나이 27.4 ± 4.4세)을 상으로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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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 에 부합하는 두 그룹의 연령, 성별, 치료 기간은 Table 1에 제시하

다. 두 그룹에서 연령과 남녀 분포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05), 골격   치성 상태는 mandibular angle (to SN) (P<0.001)을 제외

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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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SN-MP, mandibular plane angle (to SN); U1-SN, upper central incisor axis to SN 

plane angle; IMPA, lower central incisor axis to mandibular plane angle; ALD, 

arch length discrepancy

Va r i a b l e s

L o w  a n g l e  g r o u p

 ( n =2 9 )

Hi g h  a n g l e  g r o u p

 ( n =3 5 ) P  

M e a n  ±  S D M e a n  ±  S D

Age(years) 26.2±3.8 28.6±4.7 0.054 NS 

Sex

male 8 9
0.963 NS

female 21 26

Treatment 

duration(months)
17.6 ± 2.9 17.2 ± 2.4 0.586 NS

SNA(°) 82.23±3.45 81.16±3.77 0.475 NS

SNB(°) 79.64±3.28 78.32±3.69 0.805 NS

ANB(°) 2.59±1.91 2.84±1.54 0.871 NS

SN-MP(°) 26.31±1.31 40.20±2.55 0.000 ***

U1-SN(°) 108.24±5.12 110.01±4.84 0.251 NS

IMPA(°) 96.95±7.17 97.03±6.50 0.312 NS

Overbite(mm) 3.18±0.24 2.88±0.29 0.079 NS

Overjet(mm) 2.56±1.21 2.31±1.07 0.844 NS

ALD(mm) 3.24±1.18 3.85±0.96 0.751 NS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dependent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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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방 법

가 .  기 선 과  계 측  ( F i g u r e  1 )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은 환자의 Frankfort horizontal plane (FHP)과 바닥을 

평행하게 한 채로 촬 되었다. 치료  (T1), 치료 후 (T2) 시 의 측모두부방

사선사진 상에서 V-ceph 7.0 (OSSTEM Inc., Seoul, Korea)를 이용해 한명의 

조사자가 계측을 시행하 다. 이 상으로 찰되는 구조는 좌우의 을 선

택하여 계측하 다. 

(1) 기 선

수평  기 선 (horizontal reference line, HRL)

 : Sella와 Nasion을 이은 선을 Sella를 심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7° 내린 선

하악 평면 (mandibular plane, MP)

 : Gonion과 Menton을 연결한 선

(2) 계측

S: 뇌하수체와의 심

N: 두비골 합의 최상방

Go: 하악 우각부의 최후방

Me: 턱 끝의 하악 결합 외형선상에서 최하방

A: ANS와 Supradentale 사이 곡선의 최후방

B: Infradentale 하방과 Pogonion 상방에 있는 symphysis 상 최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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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최 방 상악 치의 단

U5: 상악 제 2 소구치 치 의 최후방

U6: 상악 제 1 구치 치 의 최후방

U7: 상악 제 2 구치 치 의 최후방

L1: 최 방 하악 치의 단

L5: 하악 제 2소구치 치 의 최후방

L6: 하악 제 1 구치 치 의 최후방

L7: 하악 제 2 구치 치 의 최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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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phalometric landmarks and planes

HRL (SN-7°), horizontal reference line (constructed by drawing a line through 

sella (S) 7° down from SN line; S, sella; N, nasion; A, A point; U1, crown tip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U5, most distal point of the crown of maxillary second 

premolar; U6, most distal point of the crown of maxillary first molar; U7, most 

distal point of the crown of maxillary second molar; L1, crown tip of mandibular 

central incisor; L5, most distal point of the crown of mandibular second premolar; 

L6, most distal point of the crown of mandibular first molar; L7, most distal point 

of the crown of mandibular second molar; B, B point; Me, menton; Go, 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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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계 측  항 목

(1) 골격  계측 항목 (Figure 2)

① 각도 항목 (단  : °)

SNA: SN 평면과 NA 평면이 이루는 각도

SNB: SN 평면과 NB 평면이 이루는 각도

ANB: SNA에서 SNB를 뺀 각도

SN-MP: SN 평면과 하악 평면이 이루는 각도

② 거리 항목 (단  : mm)

AFH (Anterior facial height): HRL에 평행한 선  각각 Nasion와 Menton을  

지나는 선 사이의 직선거리 (⊥HRL)

PFH (Posterior facial height): HRL에 평행한 선  각각 Sella와 Gonion을  

지나는 선 사이의 직선거리 (⊥H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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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keletal measurements (distance, angle)

1, SNA; 2, SNB; 3, ANB; 4, SN-MP, mandibular plane angle (to SN) and ; 5, 

AFH, anterior facial height (⊥HRL); 6, PFH, posterior facial height (⊥H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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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성 계측 항목 (Figure 3)

① 거리 항목 (단  : mm)

U5-HRL: U5에서 HRL까지의 직선거리 (⊥HRL)

U6-HRL: U6에서 HRL까지의 직선거리 (⊥HRL)

U7-HRL: U7에서 HRL까지의 직선거리 (⊥HRL)

L5-MP: L5에서 MP까지의 직선거리 (⊥MP)

L6-MP: L6에서 MP까지의 직선거리 (⊥MP)

L7-MP: L6에서 MP까지의 직선거리 (⊥MP)

Overbite: U1과 L1 사이의 직선거리 (⊥HRL)

② 각도 항목 (단  : °)

angle U1-HRL: U1의 치축을 연장한 선과 HRL 사이의 각도

angle L1-MP: L1의 치축을 연장한 선과 MP 사이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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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ntal measurements(distance, angle)

1, U5-HRL (⊥HRL); 2, U6-HRL (⊥HRL); 3, U7-HRL (⊥HRL)

4, L5-MP (⊥MP); 5, L6-MP (⊥MP); 6, L7-MP (⊥MP)

7, U1-HRL (⊥HRL); 8, L1-MP (⊥MP); 9, L1-HRL (⊥HRL); 10, Overbite (⊥MP) 

11, angle U1-HRL; 12, angle L1-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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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 계 분 석

  모든 통계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SPSS statistic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해 이루어졌고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모든 계측치에 하여 Shapiro-Wilk test에 의해 측정값이 정규성을 나타내

는 지 평가하 다. 각 군 내에서 치료  (T1)과 후 (T2) 측정값이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해 정규성 평가를 실시한 뒤 측정값이 정규성을 나타

낼 경우 Paired t-test, 나타내지 않을 경우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평가

하 다. 

  치료 후 측정값의 변화량 (T2-T1)을 군 간에 비교하기 해 측정값에 

하여 정규성 평가를 한 뒤 정규성을 나타낼 경우 Independent t-test, 나타내

지 않을 경우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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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결 과

1 .  조 사자  내  오 차 검 정   방 법  오 차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의 계측  분석은 한 명의 조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조사자 내의 신뢰도  재 성 검증을 해 표본의 30%를 무작 로 추출

하여 최  측정 2주 후에 재측정 하 으며, 측정의 신뢰성은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평가하 다. 각 계측치에 한 ICC의 범 는 

0.912에서 0.988 사이로 높은 신뢰도를 보 다. 계측항목  길이 계측항목에 

한 방법오차는 0.08-0.22 mm 이었고, 각도 계측 항목에 한 방법오차는 

0.24-1.59 ° 이었다. 

2 .  각  군 에 서 의 치 료  ,  치 료  후  골 격   치 성  계 측 치 ( T a b l e  2 )

  Low angle군에서는 치료 후 안면고경 (AFH)이 126.90 ± 3.16 mm에서 

125.71 ± 3.17 mm로 감소하 고 (P<0.001), 후안면고경 (PFH)은 85.92 ± 2.83 

mm에서 84.80 ± 3.02 mm로 감소하 다 (P<0.001). 수평 기 선에서 상악 제

2소구치까지의 거리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고, 수평기 선에서 상악 

제1 구치까지의 거리와 제2 구치까지의 거리는 각각 79.19 ± 3.84 mm에서 

78.20 ± 3.45 mm (P<0.01), 74.18 ± 4.37 mm에서 73.20 ± 4.55 mm (P<0.001)

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하악 평면에서 하악 제2소구치까지의 거리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고, 하악 평면에서 하악 제1 구치까지의 거리와 제2

구치까지의 거리는 각각 37.70 ± 2.54 mm에서 37.03 ± 1.65 mm (P<0.01), 

36.63 ± 4.01 mm에서 35.64 ± 3.79 mm (P<0.001)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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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 내에서 상하악 치부의 치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수평기 선에

서 하악 치까지의 거리는 81.21 ± 3.50 mm에서 80.12 ± 3.95 mm로 유의하

게 감소하 다 (P<0.001). 수직 피개는 3.18 ± 0.24 mm에서 4.25 ± 0.66 mm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1). 수평기 선과 상악 치 치축 사이의 각도

는 115.63 ± 6.83 °에서 109.46 ± 5.64 °로 감소하 고, 하악 평면과 하악 치 

치축 사이의 각도는 96.95 ± 7.17 °에서 94.06 ± 5.84 °로 감소하 다 

(P<0.001).

  High angle군에서는 치료 후 안면고경이 129.53 ± 4.10 mm에서 129.18 ± 

4.32 mm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P<0.05), 후안면고경도 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평 기 선에서 상악 제2소구치까지의 거리와 상악 제1 구

치까지의 거리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상악 제2 구치까지의 거리는 72.19 

± 3.57 mm에서 71.77 ± 2.54 mm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5). 하악 평면

에서 하악 제2소구치까지의 거리와 하악 제1 구치까지의 거리는 유의한 변화

는 없었고, 하악 평면에서 하악 제2 구치까지의 거리는 35.10 ± 4.04 mm에서 

34.68 ± 3.77 mm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1). 상하악 치부의 치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수직 피개는 2.88 ± 0.29 mm에서 3.55 ± 0.43 mm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5). 수평기 선과 상악 치 치축 사이의 각도는 

117.17 ± 5.00 °에서 111.52 ± 4.85 °로 감소하 고, 하악 평면과 하악 치 치

축 사이의 각도는 97.00 ± 4.53 °에서 95.15 ± 4.84 °로 감소하 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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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phalometric measurements before treatment(T1), after treatment(T2)

Va r i a b l e s

L o w  a n g l e  g r o u p

S N - M P  < 2 8 °  ( n =2 9 )

Hi g h  a n g l e  g r o u p

S N - M P  > 3 8 °  ( n =3 5 )

T 1 T 2   P T 1 T 2   P

S k e l e t a l

SNA(°) 82.55±2.60 82.39±3.12 0.372 82.26±3.35 82.16±2.53 0.652

SNB(°) 79.74±2.98 79.44±2.34 0.163 79.53±3.16 79.49±3.21 0.545

ANB(°) 2.80±0.57 2.94±1.28 0.688 2.73±0.94 2.66±1.10 0.791

SN-MP(°) 26.20±1.03 25.84±2.85 0.300 40.49±1.78 40.48±1.85 0.819

AFH(mm) 126.90±3.16 125.71±3.17 0.000*** 129.53±4.10 129.18±4.32 0.012*

PFH(mm) 85.92±2.83 84.80±3.02 0.000*** 89.21±4.53 89.17±3.66 0.840

D e n t a l

U5-HRL(mm) 82.76±4.30 82.40±4.20 0.206 83.59±3.62 83.55±3.86 0.723

U6-HRL(mm) 79.19±3.84 78.20±3.45 0.004** 78.71±3.80 78.56±2.72 0.493

U7-HRL(mm) 74.18±4.37 73.21±4.55 0.000*** 72.19±3.57 71.77±2.54 0.040*

L5-MP(mm) 39.92±2.77 39.69±2.43 0.065 39.37±3.50 39.25±3.70 0.150

L6-MP(mm) 37.70±2.54 37.03±1.65 0.001** 37.12±3.17 36.94±3.89 0.268

L7-MP(mm) 36.63±4.01 35.64±3.79 0.000*** 35.10±4.04 34.68±3.77 0.001**

U1-HRL(mm) 84.35±5.24 84.61±4.60 0.204 84.12±4.84 84.44±3.87 0.147

L1-MP(mm) 41.36±3.69 41.71±3.32 0.056 40.45±3.98 40.71±3.07 0.255

L1-HRL(mm) 81.21±3.50 80.12±3.95 0.000*** 80.29±3.89 80.13±3.95 0.120

Overbite(mm) 3.18±0.24 4.25±0.66 0.009** 2.88±0.29 3.55±0.43 0.032*

 U1-HRL(°) 115.63±6.83 109.46±5.64 0.000*** 117.59±5.78 111.26±5.20 0.000***

L1-MP(°) 96.95±7.17 94.06±5.84 0.000*** 97.03±6.50 94.73±5.77 0.000***

Data were presented at mean ± standard deviation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WIlcoxon signed rank tests for PFH, Paired t-tests were performed except PFH,  

*P<0.05; **P<0.01; ***P<0.001

SN-MP, mandibular plane angle (to SN); AFH, anterior facial height; PFH, 

posterior facial height; HRL, horizontal reference line; MP, mandibular plane; U1, 

maxillary central incisor; U5, maxillary second premolar; U6, maxillary first molar; 

U7, maxillary second molar; L1, mandibular central incisor; L5, mandibular second 

premolar; L6, mandibular first molar; L7, mandibular secon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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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군  간 의 치 료  후  골 격 ,  치 성  계 측 치  변 화  비 교 ( T a b l e  3 ,  F i g u r e  4 )

  

  Low angle군과 high angle군의 치료 후 변화량은 골격  계측 항목  

안면고경과 후안면고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P<0.001). 두 군에서 

안면고경과 후안면고경은 치료 후 모두 감소하 으나, 감소량은 모두 low 

angle군에서 컸다. 

  치성 계측 항목  구치부에서는 상하악 제1,2 구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평기 선에서 상악 제1 구치까지의 거리  제2 구치까지의 거

리는 두 군에서 모두 치료 후 감소하여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low angle군

에서 감소량이 유의하게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하악 평면에서 

하악 제1 구치까지의 거리  제2 구치까지의 거리 한 치료 후 두 군에서 

모두 감소하 으나, low angle군에서 감소량이 유의하게 더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P<0.05). 

  치부에서는 수평기 선에서 하악 치까지의 거리가 두 군 간에서 치료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low angle군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P<0.001). 수직 피개 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low 

angle군에서 유의하게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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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ephalometric changes (T2-T1) between low angle group 

and high angle group

Va r i a b l e s

L o w  a n g l e  g r o u p

S N - M P  < 2 8 °  ( n =2 9 )

Hi g h  a n g l e  g r o u p

S N - M P  > 3 8 °  ( n =3 5 )

T 2 - T 1 (△T ) T 2 - T 1 (△T )   P

S k e l e t a l

△SNA(°) -0.15±0.94 -0.10±1.34 0.853

△SNB(°) -0.29±1.10 -0.03±0.38 0.208

△ANB(°) 0.13±1.69 -0.06±1.40 0.608

△SN-MP(°) -0.36±1.85 -0.01±0.32 0.275

△AFH(mm) -1.19±0.87 -0.35±0.64 0.000***

△PFH(mm) -1.11±0.51 -0.03±1.07 0.000***

D e n t a l

△U5-HRL(mm) -0.36±065 -0.04±0.62 0.451

△U6-HRL(mm) -0.98±1.68 -0.14±1.26 0.026*

△U7-HRL(mm) -0.97±0.81 -0.42±1.18 0.038*

△L5-MP(mm) -0.24±0.69 -0.12±0.51 0.476

△L6-MP(mm) -0.66±1.00 -0.17±0.91 0.046*

△L7-MP(mm) -0.99±1.28 -0.42±0.70 0.028*

△U1-HRL(mm) 0.25±1.05 0.32±1.30 0.808

△L1-MP(mm) 0.35±0.94 0.25±1.32 0.762

△L1-HRL(mm) -1.09±0.92 -0.15±0.58 0.000***

△Overbite(mm) 1.34±1.59 0.48±1.39 0.025*

△U1-HRL(°) -6.02±2.68 -5.64±1.92 0.516

△L1-HRL(°) -1.88±2.34 -1.84±1.50 0.944

Data were presented at mean ± standard deviation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T, T2-T1

Mann-Whitney u-tests for PFH, Independent t-tests were performed except PFH,  

*P<0.05; **P<0.01; ***P<0.001

SD, standard deviation; SN-MP, mandibular plane angle(to SN); HRL, horizontal 

reference line; MP, mandibular plane; U1, maxillary central incisor; U5, maxillary 

second premolar; U6, maxillary first molar; U7, maxillary second molar; L1, 

mandibular central incisor; L5,  mandibular second premolar; L6,  mandibular first 

molar; L7,  mandibular secon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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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cephalometric changes (T2-T1) between low angle group 

and high angle group 

Red arrow, low angle group; red number, amount of cephalometric change between 

before (T1) and after (T2) treatment in low angle group (mm); Blue arrow, high 

angle group; blue number, amount of cephalometric change between T1 and T2 in 

high angle group (mm); arrow size indicates amount of change between T1 and 

T2; difference in arrow size between two group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ame arrow size indicat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 intrusion of maxillary second molar (mm); B intrusion of mandibular second 

molar (mm); C, intrusion of maxillary first molar (mm); D, intrusion of mandibular 

first molar (mm); E, extrusion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mm); F, extrusion of 

mandibular central incisor (mm); G, upward movement perpendicular to horizontal 

reference line of mandibular central inciso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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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본 연구는 환자의 수직  골격패턴에 따라 교합력  힘에 한 반응이 달

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이에 따라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치료 후 수직

인 측면의 결과가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비발치로 

가철식 투명 교정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mandibular plane angle (to SN)에 

따라 high angle군과 low angle군으로 나 어 치료 결과를 분석하 으며, 군

을 분류함에 있어 mandibular plane angle (to SN)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 

해 normal angle군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각 군에서 치료 후 공통 으로 안면고경이 유의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인비

라인 치료 후 수직  변화에 해 연구한 Khosravi 등 (2016)도 정상 피개교

합과 심피개교합의 환자들을 인비 라인으로 치료한 후 안면고경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Khosravi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안면고

경은 Nasion에서 Menton까지의 거리를 수평기 선에 수직거리로 측정한 길이

를 뜻하며, 이는 구치부  치부의 치에 향을 받을 수 있다. 실험군은 

모두 성인 환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골격  변화는 모두 치성 변화량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치료 후 구치부가 압하 된다면 하악이 상

방 회 을 하여 안면고경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구치부가 정출된다면 반

로 안면고경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Fukui et al., 2016). 

  Low angle군과 high angle군에서 모두 상하악 치의 각도는 치료 후 설측 

경사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P<0.001), 이는 치부의 총생 해소  후방 이

동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료를 진행한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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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치료 계획을 설정할 때 악궁 확장보다는 치간 삭제를 통한 치아 이동

을 우선 으로 설정하 다. 치료 후 상악 치부가 정상치보다 설측 경사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인비 라인의 치료 결과 계획된 치체 

이동보다 치근 움직임이 더디고 치 의 움직임이 더 크게 일어나 치 의 설측 

경사 이동이 주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Zhang et al., 2015). Kravitz 등

(2009)은 상악 치에서 설측 경사를 증가시키는 것이 순측 경사를 증가시

키는 것보다 약 두 배 더 정확하다고 보고하 고, 따라서 치 의 순측 경사를 

계획한 경우 과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Kravitz et al., 2009). 본 연구 

결과 두 군에서 공통 으로 수직 피개가 치료 후 증가하 는데, 상하악 치

의 설측 경사로 인한 치아의 정출을 그 원인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직  골격패턴과 교합력의 연 성은 상악동의 부피에도 향을  수 있

고, 상악동 부피는 결과 으로 상악 구치부 치아의 압하에 향을 주게 된다. 

Ahn 등 (2017)은 high angle 환자는 약한 교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Wolff’s 

law에 의해 골흡수 과정을 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악동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CBCT를 이용하여 수직  골격패턴과 상악 구치부 치근의 

apex에서 상악동 하벽까지의 거리의 계를 연구한 결과, 큰 하악각을 가진 

환자에서 상악 구치부 치근의 apex와 상악동 하벽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나

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 치료 시 상악 구치부의 압하는 상악

동의 함기화 때문에 어렵거나 느리게 일어날 수 있다 (Ah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high angle군에서 low angle군보다 상악 구치의 압하는 유의하게 

게 일어났다 (P<0.05). 

  Low angle군과 high angle군은 안면고경과 후안면고경의 치료 후 변화

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이 결과에 구치의 수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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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향을 주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구치는 low angle군과 high 

angle군 모두에서 압하 되었으나, 그 양은 모두 low angle군에서 유의하게 컸

다 (P<0.05). 본 연구는 구치의 근원심  치체 이동  경사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부 경도의 총생 환자들로 실험군을 구성하 기 때문에, 치료 

계획에 의한 구치의 수평  변화는 최 한 배제하 다. 한 정상 범 의 

치부 수직 피개를 갖는 환자들만을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치료  

구치의 의도 인 압하와 정출도 계획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두 군에서 계

획하지 않은 구치의 수직  변화가 발생한 것은 환자 교합에 의한 기능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Low angle군이 high angle군보다 교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Braun et al., 1995), 장치를 착용하면서 교합력의 차이에 의해 

구치부 치에 유의한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Hahn 등 

(2011)은 교합력에 의해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에 압하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이갈이와 같이 강하고 긴 교합력이 가해질 시 그 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 다 (Hahn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의 low angle군에서 구치부의 압하가 하악의 상방 회 을 

유도하여 1mm 정도의 안면 고경을 감소시켰지만 (P<0.001), 남아 있는 압하

량은 방부의 교합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 인 구치부의 개방교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외력 없이 장치 두께에 의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치료 종료 후 몇 주 안에 자연스럽게 정출되어 교합  될 

것을 기 해볼 수 있다 (Boyd et al., 2000).

  구치부에서 발생한 두 군 간의 유의한 압하량 차이는 하악의 회 으로 인해 

하악 치의 치에도 향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평 기 선에서 하악 

치까지의 거리는 두 군에서 모두 감소하 으나 low angle군에서 더 많은 양

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수평 기 선에서 하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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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거리는 하악 치 자체의 압하와 정출  하악의 회 이 향을  수 

있다. 하악골 내에서의 하악 치 치는 치료 후 두 군에서 모두 비슷한 양

이 정출되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평 기 선에서 하악 치까지의 거리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치의 악골 내 치보다는 구치부 압

하로 인한 하악골의 회 이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이것이 수직 피개 (P<0.05)  안면고경 (P<0.001)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 결과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치아 체를 덮는 인비 라인의 특성은 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치료에 있

어서는 오히려 도움을  수 있다 (Guarneri et al., 2013; Harnick et al., 

2012; Schupp et al., 2010). Boyd 등 (2006)은 인비 라인의 상하악 두 개의 

장치 두께 층이 구치부 치아의 압하를 유도하여 경도의 치부 개방교합 환자

에게 도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oyd et al., 2006). Khosravi 등 (2016)은 

이 을 이용하여 인비 라인으로 치부 개방교합 환자를 치료하는 략  

하나로, 환자에게 장치를 착용하면서 이악물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여 구치

부 치아의 압하를 도모하 다 (Khosravi et al., 2016). 반면 Moshiri 등은 

1mm 정도의 장치 두께가 구치부 치아에 bite-block으로써 주된 압하 효과를 

주기 보다는, 구치부 치아의 원치 않는 정출을 막아 으로써 개방교합 치료에 

도움을 다고 설명했다 (Moshiri et al., 2017). Moon 등 (2009)은 성인 환자

에서 구치부 정출로 인한 치부 개방교합의 재발을 막기 해 유지 기간 동

안 기존 가철성 유지 장치에 posterior bite block을 추가하 고, 찰 기간 동

안 성공 인 유지를 얻었다 (Moon et al., 2009). 따라서 이와 유사한 원리로 

치아 체를 덮는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는 원치 않는 치아 정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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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유추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

다. 첫 번째로 환자의 기 상태에 따라서 계획상에 biteramp나 power ridge

를 설정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수직 인 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

은 추가 인 장치들은 인비 라인 자체 두께에 의한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 

향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남성 표본의 수가 어서  연구 결과를 성별에 

무 하게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수직  골격패턴  교합력은 

선행 연구에 의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 진 바 있다 (Yoon 

H et a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군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는 발생하지 않아 성별에 따라 하  그룹을 나 지 않고 진행하 다. 남성 표

본의 수가 많았다면 치료  상태  치료 후 차이에 있어 군내에서도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상해 볼 수 있다. 셋 째, 조도 평가

의 한계이다. 환자의 조가 필수 인 가철식 교정 유지 장치의 특성 상 환자 

개인에 따라 치료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Chan et al., 2016). 본 연구

는 실험군의 환자들이 모두 조도가 우수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 기 때문

에, 개인에 따른 착용 시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동일한 치료 조건

하에서 더 많은 표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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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도의 총생 해소를 해 비발치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

(InvisalignⓇ, Align Technology, Santa Clara, Calif, USA)로 치료를 진행한 

환자를 상으로 mandibular plane angle (to SN)에 따라 low angle군 (남성 

8명, 여성 21명, 평균 26.2 ± 3.8세)과 high angle군 (남성 9명, 여성 26명, 평

균 28.6 ± 4.7세)으로 나 어 두 군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해 치료  

(T1), 치료 후 (T2) 골격 , 치성 계측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골격  계측 항목에서는 low angle군과 high angle군 공통 으로 안면고

경이 감소하 고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low angle군에

서 더 많은 양 감소하여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후안

면고경은 low angle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여 (P<0.001), 두 군 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2. 구치부 계측 항목에서는 두 군에서 공통 으로 상하악 제2 구치가 유의하

게 압하 되었으나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상하악 제1

구치는 low angle군에서만 유의하게 압하 되었고 (P<0.01), 압하량은 low 

angle군에서 high angle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P<0.05).

3. 치부 계측 항목에서는 두 군에서 공통 으로 수직 피개가 유의하게 증가

하 으나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증가량은 low angle군

이 high angle군보다 더 컸다 (P<0.05). 수평 기 선에서 하악 치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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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low angle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여 (P<0.001),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결과로 가철식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비발치 치료를 시행할 때, low 

angle의 환자는 high angle의 환자보다 구치부가 압하되어 수직 안면고경이 

감소하는 경향이 높다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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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 h e  e f f e c t  o f  v e r t i c a l  s k e l e t a l  p a t t e r n  

o n  c l e a r  o r t h o d o n t i c  a p p l i a n c e  t r e a t m e n t

In-Sung Chu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Ju Hwang, D.D.S., M.S., Ph.D)

  Due to it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removable clear orthodontic 

appliance that wraps the entire tooth, acts as a posterior bite-block and is 

vertically influenced by the occlusal force of the patients. As vertical 

skeletal pattern and occlusal force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patients with vertical growth pattern have smaller occlusal fo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hether the post-treatment results 

of the removable clear orthodontic appliance will change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pre-treatment vertical skeletal pattern of adult patients by 

using lateral cephalograms.



34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patients who have mild crowding and 

have been treated by removable clear orthodontic treatment (InvisalignⓇ, 

Align Technology, Santa Clara, Calif, USA) by non-extraction. Subjec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mandibular plane angle (to 

SN), which corresponds to the low angle group (8 males and 21 females, 

mean age of 26.2 ± 3.8 years) and the high angle group (9 males and 26 

females; mean age, 28.6 ± 4.7 years). Comparing the skeletal and dental 

measurements of both pre- (T1) and post-treatment (T2) using lateral 

cephalograms, we have come to some results as below.

1. In skeletal measurement, both low angle group and high angle group 

showed decrease of anterior facial height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but low angle group showed more decrease than high 

angle group (P<0.001). Posterior facial heigh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only in low angle group (P<0.001),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hange was significant in two groups (P<0.001)

2. In posterior part of dental measurement, both groups showed intrusion 

of maxillary and mandibular second molars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but maxillary and mandibular first molars were only 

intruded in low angle group(P<0.01). The amounts of intrusion were 

greater in low angle group than high angle group (P<0.05).  

3. In anterior part of dental measurement, both groups showed increase of 

overbite (low angle, P<0.001; high angle, P<0.05), but low ang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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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more increase than high angle group (P<0.05). Distance from tip 

of mandibular incisor to horizontal reference lin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only in low angle group (P<0.001),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hange was significant in two groups (P<0.001)

  Clinician should consider about the results that low angle patient, who 

received a non-extraction treatment using removable clear orthodontic 

appliance, were likely to experience more intrusion in the molars and 

consequently have decreased vertical facial height than high angle patient. 

Key words: vertical skeletal pattern, removable clear orthodontic appliance, 

occlusal force, non-extraction, intrusion of posterior teeth, 

facial he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