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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급 부정교합의 치료전략
성 재 현 1)

저자는 성장기 m급 부정교합자의 치료후 성장완료시까지 장기관찰 기록을 통하여 m급 부정교합치료 전
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장기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전치부 반대교합의 조기 개선시에 상악에서 상당한 전방성장이 많은 층례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악골에 대한 정형적 치료에 의한 성장조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인 효과만 인정되었다.
세째，반대교합을 가진 어린 환자에서 얻은 어떤 자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환자의 치료후 안정성을 예측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gonial angle은 어느 정도 예측의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성장이 된 연령에서 하악에 대한 정형적 후방력이나 하악의 급작스런 위치 변화는 악관절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m급 치료 전략을 제시한다.
• 반대교합은 가능하다면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 좋으며，정형적 치료는 10세 이전에 1-2년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이후에 바로 phase □ 치료에 들어가지 말고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린다. 즉 여자는 14세，
남자는 17세 경까지 기다린 후에 교정치료로 마무리할 것인지 악교정 수술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관찰
기간 동안에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도문제，혀자세, 습관, 제3대구치의 발육 등을 감독하고，성장에
관한 자료를 채득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앞에서 관찰한 치료 완료 후의 재발로 인한 재치료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실제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환자나 술자에게 모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주요단어 : m급 부정교합, 장기관찰)

m급 부정교합의 발생 빈도는 서양인에 비해 동양
인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 대학병원의 치
과교정과의 환자내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교수

25.6%(1997)\ 35.0%(1981)2, 41.1%(1細 3’ 49.1%(
1990)4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근래에는 내원환자의
반 가까운 숫자가 HI급 부정교합자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원 환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6세 이
하의 연령에서는 III급 부정교합자가 80%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서 조기에 내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HI급
부정교합자였다. 따라서，IE급 부정교합의 취급이 우
리 교정의에게 중요 과제이며，동시에 조기에 m 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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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만나게 되므로 성장이 완료될때 까지 장기간의
관리가 요구되고 이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격게된다.

DI급 부정교합의 일반적 치료 전략

HI급 부정교합의 분류 및 감별진단
HI급 부정교합와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부정교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감별 진단
을 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m 급 부정교합은 치성 in

in 급 부정교합은 원인에 따라，그리고 내원하는 환
자의 연령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은로 치료하지만,■일

급, 기능성 in 급, 그리고 골격성 in 급로 분류되고 있으
나, 치성 in 급을 제외하면 기능성 m 급과 골격성]n 급로

반적 전략은 2단계 치료(diphasic treatment) 전략으

구별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환자가 성장

로 행한다s 즉 성장기 아동(유치열 및 혼합치열기)에
서는 기능적 원인의 제거，하악골의 성장 억제, 상악
골의 성장촉진등을 통하여 정상적 상하악골 관계를
유도하는 악정형적 치료(Phase I )를 시행하며, 이후

중인 유치열이나 혼합치열기의 환자의 경우에는 끼
러한 감별이 용이치 않다.
비록 Moyers, Tulley 둥11이 여러가지 항목의 검사
로 기능성과 골격성 m 급을 감별할 수 있다고 하지 만，

에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청소년기에서는，치열에서의
부조화나 기저골간의 부조화를 치아의 교정적 이동

대부분의 발육중인 DI급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단지 어느 것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으로 위장하는 교정 작 치료(Phase 피를 시행하는 2단
계 치료 전략을 시행한다. 물론 이러한 2단계 치료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따라서 임

서 실패하는 경우 혹은 심한 골격적 부조화가 있는
경우는 외과적 교정술을 계획하게 된다.

m급 부정교합의 치료 방법
조기 악정 형적 치료(Phase I )에는 다양한 장치들을
증례나 술자의 기호에 따라 이용한다. 저자는 이러한
장치들의

반대교합 개선시에 나타나는 효과들을
Activator6, FR HI7, Chincap8, Facemask9와 같이 보
고한 바 있으며 이 효과들을 요약해 보면 반대교합의
개선시에 나타나는 변화는 사용된 장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상악전치의 순측이동，하악전치의 설측이
동 그리고 하악의 후하방 회전이 동 그리고 하방 또는

상가에게 악골의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
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측
하기 위한 abnormal growth prediction법을 제시한
schulhof 둥의 보고12>가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확성이 없다.
저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독자적으로 진료
및 강의에 임하면서 많은 HI급 부정교합자를 취급하
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거능적 요인이 많이 있는
환자들에서 초기치 료(Activator, chin cap 등)를 통하
여 대부분 반대교합을 개선할 수 있었고, 다소 골격적
요인이 강하고 어렵다고 예상되는.증례도 좋은 반응
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반대교합치료에 상당한

전방이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교합의
치료시에 나타나는 초기 변화는 치료 장치의 작용 기

자신감을 가졌었고，이것을 자료로 각종 치료 장치의
치료 효과들6-10)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후 시간이 지
나면서, 조기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서，또한 모든
과정의 치료(Phase I + Phase n )를 끝낸 환자에서

전의 특성에 의한 것보다는 반대교합의 자체의 특성
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차 심한 재발 증상을 관찰하게 되어 자신감을 잃고,
m 급 부정교합의 치료전략을 다시 재고해 보는 계기

기능적 요인을 가진 반대교합자의 치료후 나타난
이런 변화들이 장치를 제거한 후에 어떻게 유지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activator로 반대교합을 개선

가 되었다. 비록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이
미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었지만，직접 문제에
부닥치고서야 뒤늦게 과거에 치료한 m 급 부정교합

한 증례를 수년 동안 계속 관찰한 결과 초기반대교합
개선시 나타난 하악골의 시계 방향의 회전이 다시 반
시계 방향으로 닫히는 경향이 나타났다10
결국 초기에 얻은 하악골의 변화는 원래의 성장 방
향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았다. 장기적으로 유용한 자료
를 얻은 환자들이 많지 않아 통계적인 결과 처리는
불가능하였으나，case series study를 통하여, 나름대

따라서 초기의 악정형적 치료에 의한 결과가 성장
과 더불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증례
에 따라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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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몇 가지 잠정 결론은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기
초로 하여 m 급 부정교합의 치료전략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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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증례 분석 및 결과

• 치료 및 관찰 결과
Fig. IB 는 전치부 반대교합 개선후의 구내사진이
며, Fig. IF 는 치료개시 2년 4개월후의 두부 X 선 중첩
사진이다. 연조직측모에서 상순부위가 하순에 비해
더 많은 전방성 장이 있어, 초진시 하순의 돌출감이 상
대적으로 적어졌다.
상악(Ar-A)과 하악(Ar-Gn)의 성장량이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상악의 성장이 많았으며 따라서 ANB도
-1.60에서 -0.1°로 많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초기 악
정형적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후 관찰기간동안(Fig. G)에는，상•하악의 자체의
성장은 비교적 양호하게 성장하였으나, ZFMA의 상
당한 감소(5.0° 감소)로 하악의 전방 돌출이 증가되어
ANB가 -2.90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치열에서는 약한
III급 구치 관계 이고 견치 는 I 급에 가깝고 전치 부에
서 반대교합은 없었다(Fig. 1C).
사춘기 후기에 해당하는 14세 8개월에서 19세 9개
월까지의 중첩(Fig. 1H)에서는，상악의 성장에 비해
하악의 성장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적 성
장이 많아서 전후적 관계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치열에서는 Fig. ID 와 같아서 비록 ZANB가 -3.0°이

여기에 제시하는 증례는 성장이 거의 완료되었거
나, 완료된 시점의 기록이 있는 환자들이며，조기치료
(phase I)만 시행한 증례，조기치료(phase I) 와 교정치
료(phase II )를 시행한 증례로서 비교적 안정된 것과
재발된 증례 중에서 전형적인 것들이다. 자료를 다 제
시하기에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간추려 제시한다.
증례 1. case No 79-41 초진시 4세 남자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특히 아버지가
심한 HI급 부정교합으로 과거에 악교정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 구내 소견
유치열 상태이며，발육공극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
전치부에는 반대교합이 있고 유견치 및 유구치부에
서 심한 m 급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Fig. 1A).

• 측모 및 두부 X 선 규격사진 소견
연조직 측모에서 하순에 돌출감이 있었다. ANB는
-1.60°이며, 하악의 전돌이 있고 gonial angle 이 134°
로 컸으며, 상악전치는 설측으로 경사져 있었다(Fig.
IE).

지만 교정적치료 만으로도 교합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증례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됨
으로 성공적인 치료증례로 간주할 수 있다.
증31 2. Case No 79-43 7세 6개월의 여자

•진

단

아버지의 병력으로 보아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판
단되었고 전치부의 치축경사에서 그리고 구성교합
채득시 어느정도 기능적 요인도 관찰되어, 기능적 요

아버지가 심한 골격성 m 급 부정교합자여서，딸의
구강내 상태를 보고 앞으로 아버지와 같이 될것을 염
려하여 내원하였다.

인이 가미된 골격성 반대교합으로 진단하였다.

• 구내소견
■치 M
전치부 반대교합 개선을 위하여 activator와 chin
cap을 동시에 사용하였으며，반대교합이 개선 된 후
에는 chin cap 만 사용하였다. chin cap force는 편측
당 350gm정도이며 하루에 14시간이 상 장착토록 하였
다.
처음 2년은 아주 협조도가 좋고 열심히 chin cap을
사용하였으나 그후에는 착용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이후에는 특별한 장치없이 관찰하고 14세，19세에 기
록만 채득하였다.

구 0니

치여으
니ᄂ

6EXCB1 XBCDE6 이 ^
6YDC21ᄀ 12CDE6
1 였ᅳ1

전치 및 구치 모두에서 반대교합을 가지고 있었다

(Fig. 1A).
■측모 및 두부X 선 규격사진 소견
연조직 측모는 상하순이 약간 돌출되어 있지만, C
m profile을 보이지는 않았고，골격측모에서 동일 연
령의 profilogram과 비교시 상악골에서 약간의 후퇴
위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치와 유사하였다. AGP
가 -1.10으로 양호하였다(Fig.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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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S.

당시 상악의 성장촉진
방법 (Face mask)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단 chin
cap으로 하악성장을 억제

A E

하였다. 동시에 구치부 반
대교합 개선을 위하여 상
확장을
coffin's
spring으로 시도하였다.
8세 9개월에 전치 및 구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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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브라켈을 부착

미
0

14세까지 밤에만 계속 사
용하였다. 11세 이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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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반대교합이 개선
되었다(Fig. IB). 이후 계
속하여 chin cap이 사용되
었다. 환자의 협조도가 좋
아 1일 평균 1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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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아 배열을 시도하
여 14세에 debond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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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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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반대교합 개선시

.7

chin cap과 상악의 expansion(coffin's spring)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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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ig. 1. Case 1.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ition of lateral cephalᄋgrams

A : initial photo (4yrs, 1mos)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phase I ) (5yrs)
observation (14yrs. 8mos)
observation (19yrs. 9mos)
initial cephalogram tracing
s니perimposition before and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phase I )
superimposition 6yrs 5mos and 14yrs 8mos
superimposition 14yrs 8mos and 19yrs 9mos

진 단
상악 열성장에 의한 골격형 DI급으로 진단하였다.

• 치료 및 관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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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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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Mto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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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财 . 1 = .1

AisA

효과는 하악의 전방성장
이 억제되고 하방으로

drop 되었다. 상악은 측방
확대 (slow expansion)만
시행하였지만， 상악에서
상당한 전방성장이 있었
다. 따라서 상악(Ar-A)，
하악(Ar-Gn) 그리고 하안
면 높이 (Ans-Me)가 1 ：1
: 1로 증가되어 정상적인
비율 1 : 2 : 1 에 비교한다
면 상대적으로 상악의 전

방성장이 많았고 동시에 하안면 높이의 성장이 많았
다. 이러한 결과는 chin cap의 효과로 생각되고 초기
반대교합 개선에 따른 상악의 보상성 성장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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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나 생각한다(Fig. 2F).

oir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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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kTa

고정성 교정장치 치료
기간(11세-14세)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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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S

l SI 3 ?

I L

사춘기 성장기로서 하악
의 성장이 커서 골격적 문
제가 다소 악화되었지만

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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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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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 s

장만 있고，상악에서는 변
화가 없었다. zANB 는 악
화되었고 치열에서도 약

h l r

치열에서 정상관계를 유
지할 수 있었다(Fig. 2G).
관찰기 간(14세-21세)동안
에는 하악에서 약간의 성

치관계 등은 안정되어 있
었다(Fig. D.H).
이 환자에서 16세경 내
W

악관절에 clicking
sound가 발생하였다. 이때
원시

5W

0
1

G

도 이 환자는 턱의 전방성
장이 염려되어 계속 chin
cap을 사용하고 있었다.

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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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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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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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부 반대교합이 있
고 상 • 하악에 모두 심한
공극 부족이 있었다. 상악
의 치아정중선이 우측으
로 3腿 편재해 있었다(Fig.
3A). 기능검사에서 약간의

^

• 구내소견

.1

?

as

증려 3. Case No 81-14
10세 8월 남자

S S 5

' ,r

s

D H

r

점에 계속적인 강제적 하
악후방력의 사용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된다.

:

IH

s
^

l

였다. 이것만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성장의 완료시

l i

곧 chin cap사용을 중지시
키고 splint 치료를 시행하

Fig. 2. Case 2.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ition of lateral cephatograms

initial photo (7yrs, 6mos)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9yr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14yrs. 8mos)
after retention (21yrs. 7mos)
initial cephalogram tracing
superimposition initial and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phase I )
superimposition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phae \ \)
H superimposi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nd after retention (14yrs ~ 21yrs)

기능적 요인이 있었다.

측모 및 두부 X 선 규격사진소견
연조직 측모에서는 특이한 점이 없었다. 경조직에

서 동일년령의 정상 profilogram과 비교시에 하악에
약간의 과성장이 인지되고 다른 부위는 평균치와 비
슷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AGP는 -3.20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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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였다(Fig. 3G).

.진

ORIHOlM

TflMRpi
Hftrh

단

하악의 과성장과 기능
성 요인이 함께 있는 복합
성 m 급 부정교합으로 진

A flK l

AG

단하였다.

•치
너무 큰 공극부족으로
치료시작전에 상，
하악 소
구치 4개를 미리 발치하였
다. 이罕 activatoi•와 chin
cap을 동시께 사용하여 반
대교합을 개선하였다(Fig.

3B).
、
이후에는 chin cap만 계속
사용하였으며，곧 브라켈
을 부착하여 13세 10월에
최종교합을

완성하였다
(Fig. 3C). 이후 관찰하였
다. 17세에 구치관계 및 전

치부에서 재발이 발생하
여 19세까지 관찰한 후 다
시 재치료하여 20세에 종
료하였다(Fig. 3F).

• 치료 및 관찰 결과 분석
activator 및 chin cap의
치료결과로

반대교합이

개선되고，반대교합 개선
전후의 중첩사진(Fig. 3H)
에서 하악에 비해 상악의
많은 전방성장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 하악의 성장
이 거의 없고 하안면 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것은
아마도，소구치 발치 그리고 chin cap과 activator의
동시 사용에 의한 구치 및 전치에서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xed appliance 치료기간 동안(11세ᅳ13세)의 변화
는 하악이 많이 성장하였지만 ^FM A 가 감소되면서
하악의 반시계 방향 회전효과로 교합이 약간 깊은 상

의 전후적 관계의 재발은 심하지 않았다. 그러 나 치열
에서는 구치에서 HI급 관계가 재발되고 전치는 edge
bite까지 재발되었다(Fig. 3D, J). 19세에 관찰한 결과
구치에서 보다 심한 HI급관계를 전치에서는 다시 반
대교합이 형성되었다(Fig. 3E, K). 결국 재치료를 시
행하여 전치부 반대교합을 다시 개선하였지만 구치
관계는 완전히 I 급으로 개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하였다(Fig. 3F).
결국 이 증례에서는 10세에서 시작하여 20세에서

태로 교합을 달성하였다(Fig. 3C，I). 관찰기간(13세
-19세)은 사춘기 성장기간으로 많은 하악의 성장이

치료가 끝났다. 10년의 전체 치료기간이 소요되고도

있었지만 수직성분의 성장이 강하게 나타나 상하순

만족할만한 교합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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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l.4. Case No 80-14
6세 9월 여자

• 구내소견
상악 전치열이 하악 치
열에 갇혀 있어 전치 및
구치에서 모두 반대교합
을 보이고 있고 상악에는
양 중절치，그리고 하악에
는 4전치가 맹출해 있는
혼합치 열기 이였다(Fig.

4A).
• 측모 및 두부X 선 규격
사진 소견
연조직 측모에서 중안

Fig. 3. Case 3. Intraoral photos and s니perimpositiᄋn

A '■ initial photo
B :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phase I)
C : after orthodontic treatment (13yrs 10mos)
D ：after retention (17yrs)
E '■ after retention (19yrs 1mos)
F ■
' after retreatment
G : initial cephalogram tracing
H •' superimposition intial and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phase I)
I : superimposition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treatement (phase II)
J : superimposi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nd retention (13yrs - 17yrs)
K ：superimposition after retention (17yrs - 19yrs)
L : superimposition after retention and after retreatment

면부가 함몰된 오목형 측
모를 보였다. 6세 평균 정
상 profilogram과 비교시
상악은 후퇴, 하악은 전방
위치하고 있어，상악열성
장과 하악과성장이 혼합
된 El급이었다. AGP가
7.30으로 지극히 나쁜 비
정상 성장이 예상되었다

(Fig. 4E).
•진 단
임상검사에서 구성교합

국 계속되는 성장의 문제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 결과
조기에 개선한 상하악골의 관계가 안정성을 유지할

채득이 어려워 기능성요인이 없는 상악열성장과 하
악과성장에 기인된 골격형 in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조기 반대교합 개선으로 상당한 상악골의

하였다.

성장이(하악 전치에 의해 성장이 억제되었던 것이 반
대교합개선으로 catch up growth 함) 얻어지므로서

•치

.S

치료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부모의 요청으로 하악

또 이러한 전치에서 정상적 교합형성이 하악골 성장
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일단

의 성장억제를 위하여 chin cap을 그리고 상악성 장촉
진을 위한 activator 를 계획하여 치료하였으나 2년

조기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후에 조급
하게 fixed appliance로 이행하지 말고 성장을 계속

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다. 9세 5월에 maxillary pro
traction 법을 처음 시도하였다. 먼저 상악에 RPE를
행하고 expander의 소구치 band 에 hook을 납착하여
고무를 걸었다. chin cap에 vertical hook을 부착하여
occipito-mental anchorage(OMA)를 이용하였다. 실
제 고무의 힘은 편측당 약 300gm 정도 사용하였다. 8
개월 후 (10세)에 반대교합이 개선되었다. (Fig. 3B)

관찰하였다가, 성장이 완료된 早에 fixed appliance를
사용하므로써 실질적민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
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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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없어 다시 Face
mask 형태의 상악전방견
인도 시도하고 부가적으
로 CHI elastic도 이용하였
지만，좋은 교합을 달성할
수 없었다. 치은의 염증,
치아의 탈회등이 심하고
계속되는 재발증세로 치
료를 포기하고 관찰하기
로 하였다. (Fig. 3C) 장치
제거 만 4년후에 내원시
많은 하악의 성장으로 완
전한 m 급관계로 재발되
었다. (Fig. 3D)

• 치료 및 관찰결과 분석
초기 치료(chin cap +
activator)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Fig. 3F1) 그러나
9세 5월에 상악확대와 함
께 상악전방견인장치 사
용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변화는 하악의 후하방
회전으로 나타났고, 상악
에서도 약간의 전방성장
이 있었다. 이런 효과는 상
악의 급속확대와 상악전
방견인효과 및 chin cap의
효과가 동시에 복합적으
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Fig. 3F2). 이후 fixed
Fig. 4. Case 4.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ltions of lateral cephalograms
A : initial photo ( 6yrs. 9mos )
B ：after phase I ( 10yrs. 1mo )
C '■ after orthodontic treatment ( 13yrs 7mos )
D ：after retention ( 16yrs 11mos )
E ： initial cephalogram tracing
F1 . superimposition initial and after Functional appliance therapy
F2 ：superimposition before and after maxillary protraction
G ：superimposition after phase I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H • superimposition stop orthodontic treatment and observation

이후에 fixed appliance로 최종 교합달성을 시도하였
으나 계속되는 하악의 성장으로 도저히 교합을 마무

132

appliance 치료동안 (10세
-13세)은 상악에 비해 주
로 하악의 성장이 크게 나
타났다(Fig. 3G). 따라서
도저히 치열에서 보상을
할 수 없었다. 관찰기 간(13
세-16세) 동안에는 상악전
치가 오히려 후퇴되고，하
악만이 전방성장이 크게

나타나 완전한 HI급관계
로 재발되었다(Fig. 3D).
따라서 좀더 관찰후에 외과적 교정술을 시행하도록
부모와 첨의하였다. 이 증례 역시 6세에서 13세까지

Vol. 26f No. 2, 1996. Korea, J. Or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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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치료를 하고도 결
국 외과적 수술을 해야하
는 문제가 생겼다. 결과적
으로 이 증례에서는 AGP
값이 7.30으로 큰 값을 가
져서 비정상적 성장이 예
견되는 증례로서 결과가
확인된 증례<,다. 이처럼
아주 큰 AGP 값을 가지는
환자는 일단 관찰하는것
이 좋겠다. 즉 AGP 값이
이증례에서는 유용한 감
별 진단 자료가 될 수 있
었다.
증려I 5. Case No 81-89
5년 5월 여자

• 구내소견
유치열기로서 전치부에
반대교합 그리고 유견치
및 구치에서 심한 IH급 관
계를 보였다.(Fig. 5A)

I

단

i

^

•진

u

료 가능한 범주에 속하였
다(Fig. 5E).

^

;

Fig. 5. Case 5.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itions of lateral cephalograms

A

고 하악의 gonial angle이
141.7도로 상당히 컸다. 그
러나 AGP 는 1.53으로 치

u

r

l
-M

졌다. 비슷한 연령의 정상
인 평균 profilogram 과 비
교시 하악이 현저히 전방
및 하방으로 크게 나타났

39

lu

L1i

E

순이 약간 전방돌출하고
전체적으로 긴 측모를 가

l r ^

h

연조직 측모에서는 하

If

및 두부X 선규격
사진소견
•측모

E
F1
F2
F3

G

intial photo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fter s니rgical orthodontic treatment
initial cephalogram tracing
： s니perimposition initial and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 superimposition (chin cap)
： superimposition (stop chin cap)
s니perimpositiᄋn after phase I and after phase II
superimposition after phase II and retention

임상구강검사에서 기능 H
성 요인이 없었다.
하악과성장에 의한 골
격성 m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였다.

■치 M
우선 chin cap으로 하악성장을 억제하고 전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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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교합 정도 되었을때 Activator를 함께 사용하여
반대교합개선을 시도하였다 (Fig. 5B). 이후 계속하여

chin cap 만 사용하였다. 11세 2월에 구강내 상태로서
제 1소구치 발치를 통하여 교합을 달성할 수 있을것
으로 판단하고 제 1소구치 4개를 발치후에 fixed
appliance 로 치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악의
성장으로 Fig. 5C의 상태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관찰
후 외과적 교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Fig. 5D)
• 치료 및 관찰 결과 분석
악정형 치료 기간동안 변화는 반대교합 개선초기에.
는 (5-6세) 상악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Fig. 5F1).
그러 나 계속해서 chin cap만 사용한 (6-9세) 기간동안
에는 하악이 후하방으로 회전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
기간동안에는 gonial angle이 증가 되었다(Fig.'5F2).
이 가간동안 하악의 수직성장이 너무커서 이후 chin
cap사용을 중단하였다. chin cap사용을 중지한 9-11
세 사이에는 하악이 주로 전방성장 하였다. (Fig. 5F3)
이상의 변화는 chin cap 사용과 중단에 따른 하악
골의 반응이 저명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성장기 아동
에서 악정형력 사용의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후 고정성 교정 장치 치료기간(11-14세)에는 HI
급 고무를 사용하여，하악의 하방성장이 약간 우세하

치아는

6XXCX1 1XCXX6
로서 유구치가 모두
6XXC21 12CXX6

조기 상실되어 있었다. 구치관계는 I 급 이었다(Fig.

6A).
• 측모 및 두부X 선 규격사진 소견
연조직 측모에서 하순이 돌출되어 있었다. 동일 연
령 정상인 평균 profilogram 과 비교시 상악은 비교적
정상적 위치이나 하악이 전방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
다. 마치 하악이 전방으로 overclosure 된 모양이었
다. gonial angle 이 140도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AGP는 -0.7로 양호하였다. (Fig. 6E)

•진

단

기능적 요인이 있고 특히 유구치의 조기 상실에 의
한 하악의 overclosure 가 있어 기능성 요인이 상당히
있는 골격성 m 급으로 진단하였다.

.치 S .
activator 로 반대 교합을 개선하고 chin cap으로
하악의 성장을 억제 하였으며(Fig. 6B), 영구치열이
된후 제 1소구치를 발치하고 fixed appliance 로 마무
리 하려고 노력하였다.

게 나타났다.
이 증례에서 초진시 이미 하악골의 전하방 과성장
량이 크고, 특히 하악의 gonial angle 이 아주 큰 환자
였으므로 chin cap의 사용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사실이 고려되지 않고 반대교
합개선에만 전념하였고，그 부작용을 알지 못하였다.
특히 이 증례는 성장중에 소구치를 발치하여 ■치료하
는 우를 범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외과적교정을 위한
치료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역시 좋
지 않았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에서 gonial angle이
크고，수직적 성장경향이 강한 하악골을 가진 IE급의
치료시 에 chin cap과 같은 하악을 후하방으로 회전시
키는 치료는 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성장중인 환자에
서 상,하악의 소구치 발치는 피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된다.

• 치료 및 관찰결과 분석
악정 형적치 료기 간 (8-10)동안에, 반대 교합개선으
로 하악이 후하방으로 회전하였고 계속된 chin cap의
사용으로 그 위치에서 하방으로 drop되었다. 전후적
관계는 zANB 가 -3.7에서 -1.90로 개선되었으나 하
악이 하방으로 너무 많이 drop되어 안면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겼다.(Fig. 6F) 이후 fixed appliance로 치료
동안 (10-13세)에는 하악이 전하방으로 많이 성장하
였고, 상악 역시 상대적으로 성장이 많아, 하악이 약
간 돌출감이 있지만 교합은 I 급관계를 얻을 수 있었
다(Fig. 6G).
관찰기간동안 (13-16세)은 사춘기 급성장기로서
상악에는 거의 성장이 없고 하악에서만 엄청난 성장
이 있어, 심각한 DI급 관계로 발전하였다. zANB 가
-8.1°로 되었다(Fig. 6H).
이 증례는 사춘기전에 혹은 도중에 동적치료가 완

증311 6. Case No 85-215. 8세 9개월의 남자

• 구내소견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고 교합이 깊었다. 구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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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경우 사춘기 성장을 통하여 심하게 재발한 대표
적 증례로서，상악의 성장은 비교적 조기에 완성되지
만，하악의 성장이 늦게까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성장방향이 전방주도형이라 더더욱 전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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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하게 악화되었고 또

oMom-n% Bmitw
A gttS yft

l r E l §

성장량 역시 상악에 비해
10배이상 크게 나타나 심
한 in 급으로 진전되었다.

(Fig. 6D)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진단자료
어느것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었
다. 특히，AGP는 0.7로 양
호하여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gonial angle 이 140
도로 컸다는 것 뿐이었다.
증례 7. Case No 83-163 8
세 8월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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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들어가며 골격적 문
제가 없었다. 단지 gonial
angle 이 133도로 컸다

• 진 단 : 골격 및 기능적
문제가 없는 단순 치성 반
대교합으로 진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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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좌측 중절치 및 유견
치부에 부분적인 반대교
합이 있었다. (Fig. 7A)

(Fig.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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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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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 Case 6.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itions of lateral cephalograms
A ： initial photo
B :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10yrs 8mos)
before orthodontic treatment (12yrs. 9mos)
after retention (18yrs. 7mos)
initial cephalogram tracing
superimposition initial and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superimposition 10yrs 8mos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13yrs 8mos)
H superimposi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nd after retention (18yrs 7mos)

교합을 개선하고，공극부
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
1소구치 4개를 발치하고 12세에 fixed appliance로 치
료하였다. 14세에 교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종료하였다. (Fig. 7B)

• 치료 및 관찰결과 분석
치료초기변화 (8ᅳ11세)에서는 하악의 성장이 크고
상악의 성장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스ANB가 1.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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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5? y ^ r

lH

A D

증3(1

8.

Case

No

81-11. 14세 5 개월의 남
자

• 구내소견 ■ 6전치부에서
반대 교합이 있고 구치는
h

is

s
E

B E

m 급관계이다. 비교적 bite
".

.
4
ご

r

™:
1J
-4

가 깊고，기능적 요인도 있
었다(Fig. 8A).

• 측모 및 두부X 선소견 :
측모에서 하순이 약간 돌
출되었으나 크게 나쁘지

E

ir

r

C F

Fig. 7. Case 7.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itions of lateral cephalograms

A

initial photo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fter retention
initial cephalogram
superimposition initial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superimposit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nd after retention

는 않았다. 평균 profilogram과 비교시, 상악이 약
간 후퇴 위치하고 있고 하
악은 전•후적으로 문제
가 없고 하안면고가 약간
높았다. gonial angle이
133도로 비교적 컸고，
AGP는 1.3으로 양호한 편
이었다(Fig. 8E).
. 진 단 : 기능적 요인이
가미된 상악열성장에 의
한 골격성 m급으로 진단
하였다.
. 치 •로 : 하악에서만 제1

나빠졌다. fixed appliance치료 중 그리고 관찰기간을
포함하는 기간(11세-19세)동안에 하악의 많은 성장
양에 비해 상악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하악의 전돌이 심화되는 골격성 El급으로 변
화되었다. 특히 이증례는 두개저각이 평균치보다 훨
씬 많이 감소하여，하악의 위치에 영향을 미쳐서 더더
욱 HI급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생각된다. (Fig. 6E, F)
이 증례에서는 초진시 상，
하관계가 모두 정상범주에
들어가는 (단 gonial angle제외) 골격적 문제가 없는
단순 치성증례로 간주될 수 있었으나，하악의 성장량
은 비교적 정상에 가깝지만 상악 성장이 거의 되지
않아 발생한 HI급이며 동시에 두개저의 각이 감소되
면서 하악을 전방으로 밀어내기한 것도 한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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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치를 발치하고 fixed appliance로 치료하면서 상
악에다 maxillary protraction force 를 적용하였다.

• 치료 및 관찰결과 분석
6개월의 상악전방견인장치치료로 하악이 후하방
회전되면서 쉽게 반대교합이 개선되고，상악에서도
전방성장이 있었다. 이후 치료동안에 하악은 계속해
서 상악에 갇혀 하방으로 떨어졌다. 교정적 측면에서
좋은 결과로 보였다. 그러나 10년후 27세에 내원 하였
을 때 그림 (Fig. 8D)과 같이 splint를 착용하고 왔다.
심 한 TMJ 의 통증으로 splint therapy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 증례에서，거의 성장이 완료단계에 있는
14.5세경에 orthopedic force로 하악의 무리한 위치변

Ill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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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후하방이동)를 가져오
고, 이러한 위치에사 하악
의 전방이동이 제한됨으
로 condyle이 retrodiscal
pad를 압박하여 결과적으
로 TMJ에 problem을 야
기 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Fig.8G). 따라서 이 증
례는 성장이 완료된 혹은
얼마남지 않은 연령에서
하악을 후방이동시킬 수
있는 orthopedic force의
이용이나 갑작스런 하악
의 변화는 TMJ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주
는 증례이다.

요

약

저자는 이상의 성장기
m 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후 성장완료시까지 장기
관찰 기록을 통하여 m급
부정교합치료 전략 수립
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
보를 얻었다.
장기 관찰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전치부 반대교합의
조기 개선시에 상악一
에서 상당한 전방성
장이 많은 증례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악골에 대한 정형적
치료에 의한 성장조
절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제한적인 효과
만 인정되었다.
세째，반대교합을 가진 어

Fig. 8 . Case 8. Intraoral photos and superimpositions of lateral cephalograms

initial photo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after correction of anterior crossbite
10yr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splint
initiai cephalogram tracing
F1 initial cephalogram
F2 after correction of after cross bite with maxillary protraction
S니perimp ᄋsition

린 환자에서 얻은
어떤 자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환자의 치
료후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
러나 gonial angle은 어느 정도 예즉의 가능성

을 보였다.
넷째, 성장이 된 연령에서 하악에 대한 정형적 후방력
이나 하악의 급작스런 위치 변화는 악관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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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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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m 급 치료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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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strategies on Class 1 malocclusion based
on Long term follow up study

Jae-Hyun Sung, D.D.S., M.S.D., Ph.D.

Department cf Orthodontics, College c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author obtained some useful information for the class IE treatment from long term observation on the growing patients
with class 瓜 malocclusion. 8 pati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presentation.
From these observation so far my conclusions might be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correction of the anterior crossbite, considerable forward growth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maxilla
Second, as for the growth modification of jaws by orthopedic treatment, only limited effects were recognized from the long-term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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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nd, at early age of patients with anterior crossbite, any data couldn't make me predict the stability after treatment on the
long-term basis.
Fortunately, however, gonial angle showed a marginal possibility of it prediction.
Fourth, at an advanced age/ retraction orthopedic force on the mandible and the rapid change in the mandibular position may
cause some trouble in the T.M.joint.
Finally, the followings are recommendable.
As for the anterior crossbite, correct it early as possible, and use orthopedic force under the age of ten. Do not enter the phase
II treatment directly. Just wait and observe until the growth were almost completed, focusiong on some important factors
such as airway problem, tongue position, and third molar development. Of course, these factors may have some effects on
the mandibular growth.
for the female, at the age of around 14 years old and the male, around 17 years old, make a final decision whether the patients
will continue to be treated orthodᄋ
ntically or surgically.
Thereby, (I think) the relapse and retreatment problem after treatemnt we have observed so far might be minimized.
Furthermore, the active treatment time may be also reduced.

KOREA. J. ORTHOD. 1996 ；26 ：125-139
^Key words ：Cm malocclusion. Long term observation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