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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의 하악 전돌 환자의 교정치료에서 하악 전치의 과도한 전방 경사로 

인해 alveolar bone housing을 벗어나게 된다면 치조골 손실과 치은 퇴축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 있어

서 전체 치료 기간에 걸친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 정도에 따라 하악 전치 부위의 

치주 조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전 연구에 이어 술전 교정이 완료된 시점 

(T1), 악교정 수술 직후의 시점 (T2) 그리고 치료 종료 후 (T3)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제III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이 계획된 환

자 16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80명의 환자에서 술전 

교정 전후 IMPA의 변화량과 genioplasty 여부에 따라 각 시점에서 치주 조직에 

미치는 연관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술전 교정 전후 IMPA의 변화량이 2° 미만인 

군 (mild proclination group, 31명), 술전 교정 전후 IMPA 변화량이 4° 이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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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하인 환자군 (moderate proclination group, 22명) 그리고 술전 교정 전후 

IMPA 변화량이 10° 이상인 군 (severe proclination group, 27명)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eriodontal parameter는 술전 교정 후 (T1-T0)와 술후 교정 후 (T3-T2)에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술전 교정 후 (T1-T0) 변화량이 컸다.  

2. Clinical crown length는 치료 종료 후 (T3-T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P<0.001) severe proclination group에서 0.75mm 증가하여 0.43mm 증가한 

mild proclination group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하였다 (P<0.05). 

3. Attached gingiva width는 치료 종료 후 (T3-T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 (P<0.001) severe proclination group에서 0.99mm 감소하면서 0.43mm 감소

한 mild proclination group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감소하였다 (P<0.01). 

특히 술전 교정 후 (T1-T0) severe proclination group에서 나머지 그룹과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감소량을 보였다 (P<0.01). 

4. Bone probing depth는 치료 종료 후 (T3-T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

며 (P<0.01)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P>0.05).  

5. CEJ-AC는 치료 종료 후 (T3-T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P>0.05).  

6. 치료 종료 후 (T3-T0) genioplasty group에서는 attached gingiva width가 

0.83mm 감소함에 따라 0.45mm 감소한 non-genioplasty group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많이 감소하였다 (P<0.01).  

즉, 치료 계획 수립시 탈보상 과정으로 인해 하악 전치의 과도한 전방 경사가 예상

되며 genioplasty를 동반할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해야한다. 

 

핵심이 되는 말: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 치은 퇴축, 부착 치은 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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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악 결합 부위는 하악 전치 부위의 뼈 두께가 얇아 해부학적으로 하악 전치 움직

임의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치주 질환이 이환 되기 쉬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Yamada 등, 2007). 또한 치조골의 지지 (alveolar bone support)는 전치부 치아의 

안정성과 심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치주 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악 

전치가 alveolar bone housing을 벗어나게 되면 수술을 통한 안모의 개선이 이루어졌

더라도 치근 흡수, 치조골 손실, 치조골 천공, 치은 퇴축 같은 부작용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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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nwright 등, 1973). 이러한 치주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요소로는 치은 

하방의 얇은 치조골 (Artun 등, 1998)과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와 같은 과도한 치아 

이동 (Batenhorst 등, 1974; Handelman 등, 1996)이 있다. 

하악 결합(Mandibular symphysis)부위 치조골 두께와 환자의 골격 패턴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전후방적으로는 골격성 III급 환

자들 중 normodivergent 혹은 hyperdivergent profile을 가지는 환자들은 비슷한 수

직 패턴의 골격성 I급이나 II급 환자들보다 더 얇은 치조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olina-Berlanga 등, 2013; Lee 등, 2018;  Artun 등, 1987). 또한 High angle 

group은 average group과 low angle group보다 CEJ 하방 2mm 부위 아래의 협설측 

치조골과 모든 부위 치조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얇은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Kim 등, 2010). 즉, 큰 하악 평면각을 가진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들

의 경우 얇은 하악 결합 부위 치조골을 가지므로 치조골 소실과 치은 퇴축의 위험성

이 더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골격성 III급의 하악 전돌 환자의 교정치료에서 하악 전치의 과도한 전방 경사는 치

조골 손실과 치은 퇴축을 야기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Batenhorst 등, 1974; 

Handelman 등, 1996; Choi 등, 2015). 특히 수술 전 교정치료 시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를 10도 이상 증가시킨 환자의 경우 최소한으로 전방 경사를 시행한 환자보다 

하악 전치의 치조골 소실과 부착 치은 감소량이 크다고 보고되었다 (Choi 등, 2015).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치주 조직의 변화를 시점에 따라 살펴보

면 Choi 등(2015)은 술전 교정 기간 동안 하악 전치의 clinical crown length,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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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ng depth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하악 전치의 순측 치은 변연과 부착 

치은의 apical movement양 (0.30-0.37mm) 보다 순측 치조골의 근단 이동량 

(0.77-0.78mm)이 더 크므로 이후 추가적인 치은 퇴축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ee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술전 교정 기간 동안 하

악 전치부의 수평적, 수직적 치조골 손실이 관찰되었으나 술후 교정 기간 동안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Weinspach 등(2012)은 악교정 수술 직전과 수술 6

주 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probing depth의 증가와 buccal gingival recession이 일

어났다고 하였지만 비심미적인 결과를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는 연조직이나 경조직을 각각 보아서 치주 조직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

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악교정 수술시 이부성형술 (genioplasty)를 동반한 경우 

치은 퇴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Foushee DG 등, 1985; Kim PG 등, 

2004) genioplasty와 같은 술식의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 하악 전치부 치근단방사선사진 및 임

상치주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들의 술전 교정 후, 악교정 

수술 직후 그리고 치료 종료 시점에서 나타나는 치조골과 치주 조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genioplasty 여부에 따른 치조골과 치주 조직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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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를 내원하여 치료

를 시작한 환자 중 골격성 제III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이 계획된 환

자 16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연구대상 수

집 및 자료 채득에 관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IRB No.: 3-2020-0283). 다음과 같은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제 3대구치를 제외한 상하악 치아의 선천적 결손이 있는 경우 (5명) 

2) 하악 치아의 발치를 시행한 경우 (9명) 

3) 교정 치료 전 치은 퇴축으로 인한 치근 노출이 있는 경우 (8명) 

4) 하악 전치부의 sulcus probing depth가 3mm 이상인 경우 (22명) 

5) Gingival index (GI)가 2 혹은 3 이상인 경우 (30명) 

6) 선천적 구강악안면기형이 있는 경우 (2명) 

7) 술전 교정 전후 IMPA 변화량이 2°이상이며 4°미만이거나 8°이상이며 10°

미만 인 환자 (8명) 

위 과정을 거친 연구 대상 80명 (남자 40명, 여자 40명) 을 이전 연구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Choi 등, 2015). 첫번째로 술전 교정 전후 IMPA (the 

angle of the mandibular incisor long axis to the mandibular plane)의 변화량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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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군 (mild proclination group, 31명), 술전 교정 전후 IMPA 변화량이 4° 

이상이며 8° 이하인 환자군 (moderate proclination group, 22명) 그리고 술전 교

정 전후 IMPA 변화량이 10° 이상인 군 (severe proclination group, 27명)으로 

나누었다. 치료시작 시 평균 (편차) 나이는 mild, moderate, severe group에서 각

각 22.96 (3.65), 22.02 (4.72), 21.98 (4.81)세였다. 평균 술전 치료기간은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에서 각각 13.02 (6.80), 13.20 (4.88), 

13.68 (4.60)개월이었으며 평균 술후 치료기간은 각각 6.39 (1.50), 6.62 (2.19), 

6.25 (2.44)개월이었다. 전체 치료 기간은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에서 각각 21.69 (9.50), 21.58 (6.11), 22.47 (6.29)개월이었다. One-way 

ANOVA test결과 세 군 사이의 치료 시작 나이와 술전, 술후 그리고 전체 치료기

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05). 두번째로 악교정 수술시 

이부 성형술 (genioplasty) 시행 여부에 따라 시행군 (genioplasty group, 45명)과 

시행하지 않은 군 (non-genioplasty group, 35명)으로 나누었다. 치료시작 시 평

균 (편차) 나이는 genioplasty, non-genioplasty group에서 각각 21.58 (4.72), 

23.45 (3.71)세였다. 평균 술전 치료기간은 genioplasty, non-genioplasty group

에서 각각 17.30 (10.26), 15.32 (10.34)개월이었으며 평균 술후 치료기간은 각각 

7.03 (2.92), 6.46 (2.58)개월이었다. 전체 치료 기간은 genioplasty, non-

genioplasty group에서 각각 27.90 (13.53), 24.84 (12.74)개월이었다. 

Independent t-test결과 두 군 사이의 치료 시작 나이와 술전, 술후 그리고 전체 

치료기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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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 at pretreatment. 

Demographics Mild (n= 31) Moderate (n=22) Severe (n=27)  

Mean SD Mean SD Mean SD P-value 

Sex  21 male, 10 female  8 male, 14 female 11 male, 16 female  

Pretreatment age (year) 22.96 3.65 22.02 4.72 21.98 4.81 0.692 

Duration of pre-surgical treatment (T1-T0, month) 13.02 6.80 13.20 4.88 13.68 4.60 0.918 

Duration of postsurgical treatment (T3-T2, month) 6.39 1.50 6.62 2.19 6.25 2.44 0.838 

Total treatment duration (T3-T0, month) 21.69 9.50 21.58 6.11 22.47 6.29 0.908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n, sample numbers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one-way ANOVA test for differences among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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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genioplasty, non-genioplasty group at pretreatment.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n, sample numbers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P<0.05, **P<0.01, ***P<0.001. 

Demographics Genioplasty (n= 45) Non-genioplasty (n=35)  

Mean SD Mean SD P-value 

Sex   22 male,  23 female   17 male,  18 female  

Pretreatment age (year) 21.58 4.72 23.45 3.71 0.075 

Duration of pre-surgical treatment (T1-T0, month) 17.30 10.26 15.32 10.34 0.483 

Duration of postsurgical treatment (T3-T2, month) 7.03 2.92 6.46 2.58 0.361 

Total treatment duration (T3-T0, month) 27.90 13.53 24.84 12.74 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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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측정 시점 및 평가 방법 

 

Figure 1. Treatment flow chart 

교정 치료 전의 시점을 T0, 술전 교정이 완료된 시점을 T1, 악교정 수술 직후의 

시점을 T2 그리고 치료 완료 시점을 T3로 하였다. 각 시점에서  임상치주검사, 측모

두부방사선사진 그리고 하악 전치부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을 시행하였다.    

임상치주검사시 좌우측 하악 중절치에서 치은염 지수(Gingival index, GI), 임상 치

관 길이(Clinical Crown length, CCL), 부착 치은 폭경(Width of attached gingiva, 

AGW), 치주낭 측정 깊이(Sulcus probing depth, SPD)를 측정하였고, 국소마취 하에

서 치조골 측정 깊이(Bone probing depth, BPD)를 측정하였다. 치주낭 측정 깊이와 

치조골 측정 깊이는 하악 중절치의 원심, 중심, 근심 측 3부위에서 측정하여 평균치

를 사용하였다. 평가시 좌우측 하악 중절치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전

치부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 시 10 mm의 016x022 inch stainless steel wire를 하악 

중절치 중심 순면에 위치시켜서 촬영하였다. periapical x-ray는 1200 dpi로 

scanning하여 컴퓨터상에서 guide wire의 길이를 10.0mm로 보정 시킨 후 Image 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을 사용하여 하악 전치의 근원심측 

cemento-enamel junction에서 alveolar crest까지의 거리를 0.01mm 단위로 계측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은 tracing하여 0.01mm 단위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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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 항목 

(1) 측모두부방사선사진   

1. SNA 

2. SNB 

3. ANB 

4. SN-GoMe 

5. Gonial angle 

6. IMPA: lower incisor의 axis와  

mandibular plane이 이루는 각도.       

7. Infradentale-to-MP: Infradentale에

서 mandibular plane까지 수직 거리 

 

(2) 하악 전치 치근단방사선사진 

하악 좌우측 중절치 근원심면의 백악-법

랑 경계부 (Cemento-enamel junction, 

CEJ)에서 치조골능 (Alveolar crest, AC)

까지 길이를 측정하여 평균치를 계산하였

다. 

 

 

Figure 2. Cephalometric measurements 

Figure 3. Periapic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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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 치주 검사 

1. CCL (Clinical Crown length, 임상 치관 길이): marginal gingival curvature의 최

심점에서 절단연까지의 길이 

2. AGW (Attached gingiva width, 부착 치은 폭경): 하악 중절치 중간 부위에서 

free gingival margin에서 mucogingival junction까지 거리에서 probing depth를 뺀값 

3. SPD (Sulcus probing depth, 치주낭 측정 깊이): free gingival margin에서 pocket 

base까지 깊이 

4. BPD (Bone probing depth, 치조골 측정 깊이): free gingival margin에서 alveolar 

crest 상방까지 깊이 

 

 

 

Figure 4. 

Periodontal tissue measurements 

 

1: clinical crown length 

2: Attached gingiva width 

3: sulcus probing depth 

4: bone prob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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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Data Editor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시행하였다.  

1) 술전 교정 기간 IMPA 변화량에 따른 치주 조직의 변화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의 임상 치주 검사 결과 (CCL, AG, 

BPD, SPD) 그리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의 CEJ-AC의 거리에 대하여 T0, T1, 

T2 그리고 T3 시점의 측정값에 대해서 각 군내에서 T1-T0, T2-T1, T3-T2 그

리고 전체 기간인 T3-T0 사이에 치주 조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

test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검사 항목의 T1-T0, T2-T1, T3-T2 그리고 전체 기

간인 T3-T0 사이의 변화량을 세 군 사이의 비교를 위하여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Bonferroni test를 행하였다. 

2) Genioplasty 시행 여부에 따른 치료 과정 중 치주 조직의 변화 

 Genioplasty group, non-genioplasty group의 임상 치주 검사 결과 (CCL, AG, 

BPD, SPD) 그리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의 CEJ-AC의 거리에 대해서 T0, T1, 

T2 그리고 T3 시점의 측정값에 대해서 각 군내에서 T1-T0, T2-T1, T3-T2 그

리고 전체 기간인 T3-T0 사이에 치주 조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

test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검사 항목의 T1-T0, T2-T1, T3-T2 그리고 전체 기

간인 T3-T0 사이의 변화량을 세 군 사이의 비교를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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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술전 교정 기간 IMPA 변화량에 따른 치주 조직의 변화 

 치료 시작 전 (T0)와 술전 교정 완료 후 (T1)동안 infradentale to MP의 변화량은 

severe 그룹에서 1.04mm 감소하여 mild 그룹 (0.32mm), moderate 그룹 

(0.52mm)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01). Clinical crown length

의 경우 (Figure 5), T1-T0시기에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각 

0.28mm, 0.31mm, 0.38mm 변화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05). T2-T1, T3-T2 시기에는 

severe 그룹에서만 각각 0.18mm (P<0.05), 0.19mm (P<0.001) 증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고 나머지 두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최종적으로 clinical crown length는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

각 0.43mm, 0.52mm, 0.75mm 증가하였으며 severe 그룹에서 mild 그룹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증가를 보였다 (P<0.05). Attachment gingiva width의 경

우 (Figure 6), T1-T0시기에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각 0.26mm, 

0.34mm, 0.68mm 감소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05). 특히 

severe 그룹에서는 나머지 그룹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감소량을 보

였다 (P<0.01). T2-T1, T3-T2 시기에는 T3-T2시기에 severe 그룹에서만 유의

미한 감소를 보이고 (P<0.05) 나머지 두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

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Attachment gingiva width는 mild, moderate, severe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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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0.43mm, 0.60mm, 0.99mm 감소하였으며 (P<0.001) severe 그룹에서 

mild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감소량을 보였다 (P<0.01). Bone probing 

depth의 경우 (Figure 7), T1-T0시기에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각 

0.31mm, 0.37mm, 0.42mm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세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05). T2-T1, T3-T2 시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최종적으로 Bone probing 

depth는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각 0.29mm, 0.32mm, 0.32mm 증가하

였으며 (P<0.05)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Sulcus probing depth의 경우 (Figure 8), T2-T1 시기에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0.24, 0.22mm 감소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05). 다른 기간 동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P>0.05), 최종적으로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05). CEJ-AC의 경우 (Figure 9), T1-T0시기에 mild, moderate, severe 그

룹에서 각각 0.14mm, 0.20mm, 0.23mm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으며 (P<0.01) 세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P>0.05). T2-T1시기에는 유의미한 

변화 없었으며, T3-T2 시기에는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각 0.14mm, 

0.11mm, 0.13mm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세 그

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P>0.05). 최종적으로 CEJ-AC는 mild, moderate, severe 그

룹에서 각각 0.29mm, 0.36mm, 0.39mm 증가하였으며 (P<0.001)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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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ment of variables associated lower incisor in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 
 

 

 

 

 

 

 

 

 

 

 

 

 

 

 

 

 

Mi, mild proclination group; Mo, moderate proclination group; S,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one-way ANOVA with Bonferroni test for differences among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s.  

*P<0.05, **P<0.01, ***P<0.001.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paired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0 and T1.  †P<0.05, ††P<0.01, †††P<0.001. 

 

 

 

 

 

 

Time Variable 

 

Mild (n= 31) Moderate (n=22) Severe (n=27) Between groups 

Mean SD Mean SD Mean SD P-value Post hoc 

T0 Infradentale to MP 35.87 3.01 34.53 3.03 33.88 3.30 0.064  

IMPA 89.37 5.09 84.81 6.22 79.25 8.2 0.000*** Mi>Mo>S 

T1 Infradentale to MP 35.58 2.91 34.01 2.98 32.84 3.41 0.008** Mi>S 

IMPA 89.87 5.07 90.46 6.96 92.50 8.33 0.260  

T1-T0 ∆Infradentale to MP -0.32††† 0.33 -0.52†††  0.41 -1.04†††  0.67 0.000*** S>Mo, S>Mi 

∆IMPA 0.50 1.15 5.65††† 1.46 13.25††† 2.83 0.000*** S>M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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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ephalometric measurements among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 

Mi, mild proclination group; Mo, moderate proclination group; S, severe proclination group;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one-way ANOVA with Bonferroni test for differences among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s.   

*P<0.05, **P<0.01, ***P<0.001. 

  Mild (n= 31) Moderate (n=22) Severe (n=27) Between groups 

  Mean SD Mean SD Mean SD P-value Post hoc 

SNA, degrees T0 80.72 2.56 81.29 3.66 81.34 4.36 0.840  

T3 81.56 2.577 82.69 4.00 82.01 3.17 0.635  

T3-T0 0.81 2.01 1.40 1.73 0.67 2.01 0.608  

SNB, degrees T0 82.46 3.04 84.68 4.47 85.29 4.16 0.063  

T3 78.41 2.44 80.17 4.42 78.79 3.24 0.353  

T3-T0 -4.17 2.37 -4.52 1.88 -6.50 2.27 0.007** Mi>S 

ANB, degrees T0 -1.74 2.07 -3.39 2.30 -3.95 3.09 0.026* Mi>S 

T3 3.10 1.47 2.52 1.67 3.22 1.52 0.472  

T3-T0 4.94 2.71 5.92 2.17 7.17 2.41 0.030* S>Mi 

SN-GoMe, 

degrees 

T0 35.60 5.21 36.29 9.67 34.53 6.55 0.782  

T3 39.49 4.22 36.46 4.78 40.53 5.27 0.088  

T3-T0 4.14 3.99 2.71 3.93 6.00 3.50 0.085  

Gonial angle, 

degrees 

T0 125.56 4.29 126.43 6.35 127.40 6.55 0.602  

T3 129.10 4.34 126.89 7.61 130.98 5.38 0.167  

T3-T0 3.67 4.03 3.46 4.66 3.58 4.8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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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surements of periodontal parameter according to T0, T1, T2, T3 in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CCL, clinical crown length; AGW, attached gingiva width; BPD, bone probing depth; SPD, sulcus probing depth; CEJ-AC,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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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the periodontal parameters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CCL, clinical crown length; AGW, attached gingiva width; BPD, bone probing depth; SPD, sulcus probing depth; CEJ-AC,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paired t-test for difference between time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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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amount of change in periodontal parameters among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CCL, clinical crown length; AGW, attached gingiva width; BPD, bone probing depth; SPD, sulcus probing depth; CEJ-AC,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one-way ANOVA with Bonferroni test among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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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6. Changes in the clinical crown length and attached gingiva width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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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8. Changes in the bone probing depth and sulcus probing depth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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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nges in the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mild, moderate and severe proclination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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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ioplasty 시행 여부에 따른 치주 조직의 변화 

 치료 시작 전 (T0)와 술전 교정 완료 후 (T1)동안 infradentale to MP의 변화량은 

genioplasty group과 non-genioplasty group에서 각각 0.26mm, 0.31mm 감소하였

으며 IMPA는 6.63˚, 5.27˚증가함에 따라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P>0.05). Clinical crown length는 (Figure 10) 두 그룹 모두에서 모든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5) 치료 종료 후 최종적으로 

0.56-0.57mm 증가하여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05). Attachment gingiva width의 경우 (Figure 11), genioplasty 그룹에서는 

모든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non-genioplasty 그룹에

서는 T1-T0시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001). 최종적으로 

genioplasty 그룹에서는 0.83mm 감소하였고 non-genioplasty 그룹에서는 0.45mm 

감소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 났다 (P<0.01). Sulcus probing depth 

(Figure 13)는 non-genioplasty 그룹에서 T2-T1시기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치료 종료 후 두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P>0.05). Bone probing depth  (Figure 12)의 경우 두 그룹 모두에서 T1-T0

시기에 0.35-0.38mm정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P<0.001) 치료 종료 후 

genioplasty 그룹에서 0.39mm 증가하였으며, non-genioplasty 그룹에서 0.19mm 

증가하였으나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CEJ-AC 

(Figure 13)는 T1-T0 시기에 genioplasty 그룹과 non-genioplasty 그룹에서 각각 

0.16, 0.24mm 증가하였으며 (P<0.001) T3-T2 시기에 0.12, 0.13mm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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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치료 종료 후 최종적으로 0.33, 0.37mm 증가하였으며 (P<0.001) 두 그

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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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surement of variables associated lower incisor i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independent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genioplasty group and non-genioplasty group.  *P<0.05, **P<0.01, ***P<0.001.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paired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0 and T1.  †P<0.05, ††P<0.01, †††P<0.001. 

 

 

 

 

 

Time Variable 

 

Genioplasty (n= 45) Non-genioplasty (n=35)  

Mean SD Mean SD P-value 

T0 Infradentale to MP 35.34 3.27 34.25 2.91 0.143 

IMPA 84.36 7.80 85.19 7.91 0.643 

T1 Infradentale to MP 34.59 3.43 33.64 2.99 0.061 

IMPA 91.00 6.13 90.46 7.87 0.734 

T1-T0 ∆Infradentale to MP -0.73††† 1.66 -0.61† 1.29 0.749 

∆IMPA 6.63††† 6.27 5.27††† 5.6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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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cephalometric measurements betwee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independent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genioplasty group and non-genioplasty group.  *P<0.05, **P<0.01, ***P<0.001. 

  Genioplasty (n= 45) Non-genioplasty (n=35)  

  Mean SD Mean SD P-value 

SNA, degrees T0 80.81 4.96 82.06 2.96 0.339 

T3 81.01 3.42 82.88 2.69 0.068 

T3-T0 0.20 4.81 0.82 3.29 0.642 

SNB, degrees T0 82.78 3.98 85.08 3.87 0.082 

T3 78.26 3.06 79.69 3.50 0.200 

T3-T0 -4.52 4.67 -5.40 4.12 0.543 

ANB, degrees T0 -2.59 3.01 -3.03 2.38 0.622 

T3 2.75 1.58 3.14 1.53 0.439 

T3-T0 5.34 3.37 6.17 2.18 0.361 

SN-GoMe, 

degrees 

T0 36.84 4.92 35.17 5.25 0.328 

T3 39.41 4.70 37.95 4.68 0.349 

T3-T0 2.57 7.11 2.77 5.48 0.920 

Gonial angle, 

degrees 

T0 126.68 4.97 126.27 5.10 0.805 

T3 129.30 5.48 129.52 5.59 0.904 

T3-T0 2.61 3.37 3.25 4.4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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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asurements of periodontal parameter according to T0, T1, T2, T3 i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CCL, clinical crown length; AGW, attached gingiva width; BPD, bone probing depth; SPD, sulcus probing depth; CEJ-AC,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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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amount of change in periodontal parameters i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CCL, clinical crown length; AGW, attached gingiva width; BPD, bone probing depth; SPD, sulcus probing depth; CEJ-AC,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paired t-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ime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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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amount of change in periodontal parameters between genioplasty and non-

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CCL, clinical crown length; AGW, attached gingiva width; BPD, 

bone probing depth; SPD, sulcus probing depth; CEJ-AC,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independent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genioplasty group and non-

genioplasty group.  *P<0.05, **P<0.01, ***P<0.001. 

 

Time Variable Total P-

value 

Genioplasty (n=47) Non-genioplasy (n=33) 

Mean SD Mean SD 

T1-T0 CCL 0.997 0.33 0.42 0.33 0.35 

AGW 0.176 -0.49 0.50 -0.34 0.45 

BPD 0.669 0.39 0.45 0.34 0.50 

SPD 0.548 0.16 0.55 0.09 0.43 

CEJ-AC 0.140 0.16 0.23 0.24 0.22 

T2-T1 CCL 0.741 0.14 0.33 0.11 0.32 

AGW 0.205 -0.14 0.44 -0.04 0.23 

BPD 0.245 -0.03 0.41 -0.15 0.54 

SPD 0.603 -0.15 0.57 -0.21 0.47 

CEJ-AC 0.388 0.04 0.14 0.00 0.20 

T3-T2 CCL 0.962 0.12 0.33 0.11 0.28 

AGW 0.213 -0.19 0.43 -0.08 0.37 

BPD 0.733 0.03 0.42 0.00 0.51 

SPD 0.428 -0.03 0.37 0.04 0.34 

CEJ-AC 0.761 0.13 0.13 0.12 0.16 

T3-T0 CCL 0.853 0.58 0.52 0.56 0.48 

AGW 0.007** -0.83 0.60 -0.45 0.58 

BPD 0.075 0.39 0.49 0.19 0.47 

SPD 0.505 -0.02 0.44 -0.09 0.50 

CEJ-AC 0.489 0.34 0.19 0.3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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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11. Changes in the clinical crown length and attached gingiva width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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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13. Changes in the bone probing depth and sulcus probing depth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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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hanges in the distance between CEJ and alveolar crest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in 

genioplasty and non-genioplasty group. T0, pretreatment; T1,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2, after orthognathic surgery; T3,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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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 있어서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 정도에 따라 하악 전치 부위의 치주 조직 변화를 알아본 결과 

Clinical crown length (CCL)는 치료 종료 후 (T3-T0) severe 그룹에서 0.75mm 

증가하여 0.43mm 증가한 mild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하였으며 

Attached gingiva width (AGW)는 치료 종료 후 (T3-T0) severe 그룹에서 

0.99mm 감소하여 0.43mm 감소한 mild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탈보상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악 전치에 10°이상의 전방 경사가 예상되는 경우 

치은 퇴축을 염두 하여 치은 이식술을 선행할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수직적으로 큰 하악 평면각을 갖는 사람들에서 하악 전치부의 

치조골 두께가 더 얇고 긴 형태를 갖는다고 보고되었으며 (Handelman CS 등, 1996) 

전후방적으로는 골격성 III급 환자들 중 normodivergent 혹은 hyperdivergent 

profile을 가지는 환자들은 비슷한 수직 패턴의 골격성 I급이나 II급 환자들보다 더 

얇은 치조골을 갖으므로 (Kim YS 등, 2010; Molina-Berlanga N 등, 2013; Lee SH 

등, 2018) 큰 하악 평면각을 가진 골격성 III급 환자의 치조골 소실과 치은 퇴축의 

위험성이 더 높다. 본 연구에서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의 치료 

전 하악 평면각(SN-GoMe)는 각각 35.60°, 36.29°, 34.53°로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gonial angle은 각각 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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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127.40°으로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기간 동안 나타난 치주 조직의 변화는 세 군 모두에서 술전 교정 이후 (T1-

T0)와 술후 교정 이후 (T3-T2)에서 변화가 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술전 교정 이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Infradentale to MP는 술전 교정 이후 세 그룹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severe 그룹에서 1.04mm 감소하여 mild 그룹 (0.32mm), 

moderate 그룹 (0.52mm)와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감소량을 보였다. 

이는 술전 교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로 인하여 치조골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술전 교정 이후 세 그룹 모두에서 CCL(clinical 

crown length), BPD(bone probing depth), CEJ-AC의 증가와 AGW(attached 

gingiva width)의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severe 그룹에서 나머지 두 그룹보다 큰 

AGW의 감소를 보였다. 술후 교정 이후에는 severe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CCL의 증가와 AGW의 감소를 보였으며 세 군 모두에서 CEJ-AC의 증가를 보였다. 

치료 종료 후 치료 전과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세 그룹 모두에서 CCL, BPD, 

CEJ-AC는 증가하였으며 AGW는 감소하였고 SPD는 변화 없었다. 특히 CCL과 

AGW는 severe 그룹에서 mild 그룹과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변화량을 

보였다. 이는 교정 치료 중 발생하는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가 치은 퇴축의 위험 

인자로 고려된다는 이전 연구들과 (Dorfman, 1978; Hollender 등, 1980; Artun 등, 

1987) 일치하는 결과이며 악교정 수술 후 치은 퇴축과 부착 치은의 감소가 

관찰되었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Foushee 등, 1985). 이러한 결과는 

severe 그룹에서 mild 그룹과 달리 alveolar bone housing을 벗어나는 하악 전치의 

과도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하악 전치부의 순측면 치조골 소실로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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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D의 증가, Infradentale to MP의 감소) 남은 치료 기간 동안 치주 조직의 퇴축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CCL의 증가양과 AGW의 감소양은 술전 교정 동안 가장 

많은 양이 나타났지만, 남은 치료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단, 술후 

교정 기간 동안 BPD와 SPD는 유의미한 변화없이 CCL, AGW는 비슷한 양이 

증감했음으로 치료 종료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CCL은 치료 종료 후 mild, moderate, severe 그룹에서 각각 0.45mm, 

0.52mm, 0.75mm 증가했는데 이는 1mm 미만으로 일반적인 교정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정도와 유사했으며 (Djeu 등, 2002; Renkeme등, 2013) minimal change 

group과 proclination group에서 각각 0.31mm, 0.76mm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Artun 등, 1987). 하악 전치의 근원심면에서 발생한 CEJ-

AC의 증가는 치료 기간 동안 0.29-0.39mm 정도로 일반적인 교정 치료에서 

발생하는 정도이며 (Renkema AM 등, 2013)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악교정수술시 이부성형술(genioplasty) 시행 여부에 따른 치주 

조직변화양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부 성형술을 동반한 

경우 치은 퇴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Foushee DG 등, 1985; Kim PG 등, 

2004). 술전 교정 기간 동안 IMPA의 변화는 genioplasty group와 non-

genioplasty group에서 각각 6.63°, 5.27°증가하였으며 infradentale to MP는 각각 

0.73mm, 0.61mm 감소하였다. 이는 술전 교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로 인하여 치조골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CCL은 genioplasty 

group과 non-genioplasy group 모두에서 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치료 종료 후 0.56-0.57mm 증가를 보였다. 두 그룹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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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의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BPD의 경우 술전 

교정 기간 동안 0.35-0.38mm증가 후 이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CEJ-

AC는 두 그룹 모두에서 술전 교정 기간과 술후 교정 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0.37-0.39mm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AGW는 두 그룹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Genioplasy group에서 AGW는 술전 

교정 기간 동안 0.48mm 감소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수술 후, 치료 종료 

시까지 꾸준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Non-genioplasty 

group에서 AGW는 술전 교정 기간 동안 0.34mm 감소하였지만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종료 후 최종적으로 genioplasty group에서 

0.81mm감소하여 non-genioplasty group에 비하여 0.35mm 추가적인 감소양을 

보였다. 이는 술 후 incision line의 영향과 genioplasty시 advance를 동반한 경우 

치주 조직에 장력이 가해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생각되며 SPD, BPD의 변화는 

없었기에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AGW의 0.35mm 

감소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하악 전치의 과도한 전방 경사와 

동반된다면 유의미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Severe proclination group 내에서 

genioplasty를 시행한 16명의 환자에서 치료 종료 후 평균 1.23mm의 감소를 

보였으며 치료 종료 후 평균 AGW가 1.90mm로 2mm 미만으로 치주 조직을 

보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양이었다 (Lang 등, 1972). 따라서 치료 계획 수립시 

탈보상 과정으로 인해 하악 전치의 과도한 전방 경사가 예상되며 genioplasty를 

동반할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 이며 필요시 attached 

gingiva의 증진을 위한 술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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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번째로 이번 연구에서는 2차원 

영상(측모두부방사선사진, 하악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 사진)으로 치주 변화를 

평가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CBCT를 이용시 디지털 방사선 촬영보다 더 

치조골의 변화를 평가하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Tyndall 등, 2008; Leung 등, 

2010) 3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BCT를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치주 변화를 평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치료 후 하악 전치의 치조골 소실이 일어났으며 (Kim 등, 

2009) 술전 교정 후에는 치조골 소실이 일어났지만 술후 교정 후에는 치조골 소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 2012). 하지만 CBCT 영상은 낮은 대조도를 

가지며 voxel size에 따라 labial bone을 0.01mm 단위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riodontal parameter을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치주 변화를 더 세밀한 단위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debonding 시점까지 치주 조직 변화를 살펴보았으므로 추후 debonding 이후 

유지기간동안 세 그룹 사이의 유지 기간 동안 치주 조직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각 군의 gingival biotype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keratinized gingival width와 gingival 

biotype에 따라 교정 전후의 치은 퇴축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Melse 등, 2003).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에서 치료 시작 전 

AGW는 각각 평균 2.63mm, 2.94mm, 2.92m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하지만 각 환자 별 gingival thickness와 gingival biotype을 고려하지는 

못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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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악교정 수술이 동반된 교정 치료를 받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80명 (남자 40

명, 여자 40명)을 치료 전 (T0), 술전 교정 후 (T1), 악교정 수술 후 (T2) 그리고 

치료 완료 후 (T3)에 촬영한 측모두부방사선사진, 하악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 사진 

및 임상치주검사를 시행하였다. 첫번째로 술전 교정 전후 IMPA의 변화량에 따라 

mild, moderate, severe proclination group으로 나누어 하악 전치부의 치주 조직 변

화를 평가 및 비교하였으며 두번째로 genioplasty group과 non-genioplasty group

으로 나누어 하악 전치부의 치주 조직 변화를 평가 및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술전 교정 후 (T1-T0) Infradentale to MP는 severe 그룹에서 1.04mm 감소함

으로써 mild, moderate 그룹 (각각 0.32, 0.52mm 감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감소하였다 (P<0.001).  

2. Clinical crown length는 술전 교정 후 (T1-T0) 세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P>0.05).  

3. Clinical crown length는 치료 종료 후 (T3-T0) severe 그룹에서 0.75mm 증가

하여 0.43mm 증가한 mild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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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4. Attached gingiva width는 술전 교정 후 (T1-T0) 세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P<0.05) 특히 severe 그룹에서 나머지 그룹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감소량을 보였다 (P>0.01). 

5. Attached gingiva width는 치료 종료 후 (T3-T0) severe 그룹에서 0.99mm 감

소하여 0.43mm 감소한 mild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감소하였다 

(P<0.01). 

6. Bone probing depth는 술전 교정 후 (T1-T0)와 치료 종료 후 (T3-T0) 세 그

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P>0.05).  

7. CEJ-AC는 술전 교정 후 (T1-T0), 술후 교정 후 (T3-T2) 그리고 치료 종료 

후 (T3-T0) 세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P<0.01)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P>0.05).  

8. 치료 종료 후(T3-T0) genioplasty group에서는 attached gingiva width가 

0.83mm 감소함에 따라 0.45mm 감소한 non-genioplasty group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감소하였다 (P<0.01).  

9. 치료 계획 수립시 탈보상 과정으로 인해 하악 전치의 과도한 전방 경사가 예상되

며 genioplasty를 동반할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필요시 

attached gingiva의 증진을 위한 술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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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iodontal consequences  

of mandibular incisor proclination 

after orthognathic surgery 

in Class III malocclusion patients 

 

Woochan Hwang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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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increases of clinical crown length and bone probing depth in the 

mandibular anterior teeth during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Moreover, 

there might be additional recession as the amount of gingival recession and apical 

migration of the attached gingiva was larger than that of the labial alveolar bon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alveolar bone 

and periodontal tissue in skeletal class III patients after pre-srugical orthodontic 

treatment, immediately after orthognathic surgery, and at the end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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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mild (n=31, 21 male and 10 female), moderate 

(n=22, 8 male and 14 female), severe (n=27, 11 male and 16 female) proclination 

group. Lateral cephalograms and periapical radiographs of the mandibular incisors 

were taken, and clinical periodontal examinations were performed pretreatment 

(T0),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1), after orthognathic surgery 

(T2) and debonding (T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eriodontal parameters showed changes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1–T0) and post-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3-T2), 

especially the amount change after pre-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T1–T0) 

was large. 

2. The clinical crown leng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in all groups 

after treatment (T3-T0) (p<0.001) and increased by 0.75 mm in the severe 

proclination group, significantly greater than in the 0.43 mm mild proclination 

group (p<0.05). 

3. Attached gingiva wid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especially in the severe proclination group (P<0.01). In 

addition, after treatment (T3-T0), it decreased by 0.99mm in the severe 

proclination group, which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than the 

0.43mm mild proclination group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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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ne probing depth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all groups after 

treatment (T3-T0),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p>0.05). 

5. CEJ-AC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all groups after treatment 

(T3-T0),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P<0.05). 

6. After treatment (T3-T0), in the genioplasty group, as the attached gingiva 

width decreased by 0.83mm, it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than in 

the non-genioplasty group decreased by 0.45mm (P<0.01). 

After all the treatments are over, the clinical crown length, bone probing depth 

and CEJ-AC increased and attached gingiva width decreased in the all group. 

Especially, the clinical crown lengt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greater 

increases than the mild proclination group in the severe proclination group and 

attached gingiva widt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than the mild 

proclination group in the severe proclination group.  

 

Keywords : Mandibular incisor proclination, gingival recession, attached gingiva 

wid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