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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과도한 하악성장을 보인 구순구개열 환자의 장기간 교정치료
장영광, 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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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erm Treatment of Cleft Lip and Palate Patient
with Excessive Mandibular Growth
Received May 2, 2018;
Revised June 1, 2018;
Accepted June 22, 2018

Corresponding author:
Dong-Hwa Chung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119, Mannam-ro,
Dongnam-gu, Cheonan 31116 ,
Korea
Tel: 82-41-550-0231,
Fax: 82-41-550-0117,
E-mail: orthoforum@gmail.com

The authors have no commercial
interest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the study did not
receive any commercial financial
or material support.

Young-Kwang Jang, Dong-Hwa Chung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One of the typical facial growth pattern after reconstruction surgery is retruded maxilla due
to the surgical scar. Therefore, orthopedic treatment of cleft lip and palate patient is necessary
for most of the cleft cases. Facemask is the choice of the orthopedic appliances for retruded
maxilla. In this case a male patient with right side un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has been
gone through phase I treatment with maxillary expansion and protraction and phase two
with extraction and class III mechanics. Since the patient has mental retardation, behavior
management and control was very demanding. However, no professional care for psychiatric
aspect was involved in this case. Although maxillary expansion was successful, wearing
order for the facemask was not done well. The phase two treatment could not achieve the
goal of the treatment which is the formation of the positive overjet. The appliance was
removed by request from the patient and his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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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 상악 전치의 전방 경사, 하악 절치의 설측 경사를 동반
하게 된다.3 특히, 하악의 후하방 회전은 수직적 골격 형태

성장기 구순구개열 환자는 영유아기부터 안면기형의 회

를 고려해야 하는데 상악의 열성장을 보이는 단안모라면

복을 위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다. 수술시 생긴 반흔조직

상악 전방 견인 치료는 안면 고경을 증가시키는 부가적인

은 상악 성장을 억제하기에 상악의 열성장을 보이는 골격

효과를 통해 안모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장안모를

적III급 부정교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구순구개

보이는 경우에서는 심미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

열 자체에 대한 처치뿐 아니라 교정적으로는 상악의 성장

례로, Dogan은 편측성 구순구개열을 가진 class III 환자

을 유도하기 위한 악정형치료를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성

들을 Facemask로 치료한 결과 정상 대조군의 비해 하악

장기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료로 치성적 고정 혹은 골격적

의 후하방 회전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4 더구나 상악 전방

고정원을 이용한 상악 전방 견인장치는 효과적인 치료라

견인 치료 시 수직고경은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

1,2

할 수 있다.

로 보였는데 Yoshida 등은 단안모에 비해 장안모를 보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치아 고정 상악 전방 견인장치는

는 환자에서 상악 전방 이동과 상악체의 크기 성장 효과가

상악의 전방이동이외에도 상악의 반시계 방향 회전, 하악

작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wak 등은 Facemask 치료

의 후하방 회전으로 인한 하악평면각과 하안면고경의 증

로 인한 수직적 골격 변화가 치료 전 골격적 3급 부정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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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와 하악 평면각과 관련된다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

환자, 보호자, 술자 모두의 인내가 필요하다. 치료 계획 설

수직 고경은 상악 견인 치료시 여러방면으로 고민이 필요

립 단계에서 구순구개열의 종류와 범위와 같은 구강내 환

2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급 부정교합의 치료와 구순구개열의 관리는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구순구개
열의 치료는 유아기부터 시작되어 성인까지 지속되기에

경뿐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지는 치료의 특성상 환자의 나
이, 사회경제적 상황, 예상되는 협조도 등의 요소 역시 고
려가 필요하다.5
본 증례에서는 우측의 편측성 구순구개열을 보이고 있

Figure 1. Initial extraoral and intraoral photographs.

Figure 2. Initial cephalometric and panoramic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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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상악의 확장, 상악의 전방 견인을 시행한 후 발치를

보면 인중 우측 구순열, 좌측안면이 비대한 비대칭이 존재

동반한 phase II 치료를 시행한 장기간의 치험례를 보고하

하였고, 구내에서는 정중부 구개열과 #11, 12 상실 및 전

고자 한다.

치부 반대교합 상태였다(Figures 1, 2). 9세에 Iliac bone

증례보고

graft를 시행후, bonded RME를 장착하여 약 2주간 2.25

7세 남자로 구순구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모를

mm의 구개열 횡적 확장하였다. Facemask를(3/8’’, 16
oz, 12 hrs/day, parallel) 9세부터 10세까지 12개월간 사
용한 후 유치교환을 위해 장치를 제거하였다. Facemask

Figure 3. Cephalometric and panoramic radiographs after facemask use.

Figure 4. Cephalometric and panoramic radiographs after #23 traction for the substitute of #21.

Figure 5. Band type appliance for traction of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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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traor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t temporary debonding.

사용하는 동안 bonded RME를 환자가 잡아 뺀 채로 내원
하시거나, 진료 도중 체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등 지적
장애 경향을 보이며, 협조도가 좋지 않았다. 10세 6개월
경 소구치 맹출 후 RME를 확장없이 이용하여 Facemask
치료 다시 시작하였고(12 hrs/day), 다시 1년 4개월 사
용한 후 12세경에 Facemask치료 중지하였다(Figure
3). Panorama x-ray 분석시 #23의 이소맹출로 인한
#21 치근흡수 양상 나타냈고, #21 발치 후 #23 Window
Opening 및 Traction하여 중절치로 사용하였다(Figures
4, 5). Traction은 9개월간 이루어졌으며 rotation control
을 위해 #13 구개면과 #23 순면에 button 부착하여
elastic chain 연결하였고, direct bracket bonding 하여
배열하였다. 13세경 Phase II 치료를 시작하였고, 전치부
반대교합해소를 위해 하악 제1소구치 발치를 시행했으나,
완전한 반대교합 개선은 어려웠다. 환자와 보호자가 장기

Figure 7. Cephalometric radiograph at temporary debonding.

고찰

간의 치료로 장치제거를 요구하여 학업 마친 후 수술 혹은

Facemask 사용 전후를 보면 하악이 하방회전하며

재치료 하기로 하고 17세에 Debonding하였다(Figures 6,

FMA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8, Table

7).

1). 구순구개열환자에서 특히 장안모였던 환자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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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ephalometric analysis before and facemask use
SNA

Measurement

SNB

ANB difference

Before facemask
76.19

o

72.39

o

3.80o

After facemask
76.55

o

73.43

o

3.12o

SN-Po

71.69

73.15

Ramus height

41.82 mm

44.43 mm

Body length

Incisor overjet

Incisor overbite
FMA

o

63.16 mm
1.88 mm

–1.61 mm

42.50

o

o

68.64 mm
2.92 mm
1.15 mm

46.88

o

%BUB/P<>
%BUB/P<>

Change
0.36o
1.04o

–0.68o
1.46o

5.48 mm
2.61 mm
1.04 mm
2.76 mm
4.38o

%BUB/P<>
%BUB/P<>

Figure 8. Superimposition before and after facemask use.

Figure 9. Superimposition before and after adolescent
growth spurt.

길어진 하안모를 가지게 되었고, 향후 치료에서도 부담

하는 동안 Ramus height의 큰 성장량으로 미루어 볼 때

4

이 될 수 있다. 특히 초진 시 hyperdivergent한 형태는

상기 환자는 수직적 성장의 잠재력이 큰 환자이며, 협조도

Facemask에 의해 이러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반

가 좋지 않아 착용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길어진 안모

드시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Facemask를

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Body length 및 Ramus height의
값이 크게 증가하여 ANB의 확보에 실패하였다.

환자는 Phase II 치료를 시작하며 정상교합 형성을 목표
로 하악의 발치를 동반하여 치료하였다. 하지만 상악에서

Bonded RME와 RME의 2가지 type으로 Facemask

이미 #11,21 치아가 상실 상태였고, 사춘기동안 하악의 지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bonded RME를 환자가 직접 손

속된 성장으로 인해 overjet 확보에 실패하였다(Figure 9,

으로 잡아 빼거나 고무줄 장착불량 등 전반적으로 치료

Table 2). 오랜 기간의 교정치료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 모

협조도가 좋지 않았다. Facemask를 동반한 교정치료에

두 지쳐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치료중단을 원했고, 절

서는 고무줄의 작용시간이 치료결과를 좌우하는데, 지적

단교합 상태로 debonding을 진행하였다. Mandall 등은

장애 경향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협조도가 좋은 환자에

class III의 조기치료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리사회적인

비해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초진시의

이익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Hyperdivergent한 안모와 더불어 13세에서 17세로 성장

골격적 효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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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phalometric analysis before and after adolescent growth spurt
SNA

Measurement

SNB

ANB difference

13 years old (2014)

17 years old (2018)

77.86

77.97

o

o

74.39

76.28

o

o

3.47o

1.69o

SN-Po

74.09

76.26

Ramus height

45.53 mm

50.97 mm

Body length

Incisor overjet

Incisor overbite
FMA

o

o

75.07 mm

78.06 mm

–2.11 mm

–3.28 mm

–2.27 mm

–0.45 mm

45.32

45.93

o

o

에는 충분하지 못한 정도일 수 있다고 하였다.6 따라서 초
기의 골격적양상에서 추후 하악의 과도한 성장이 예상되
는 경우, 수술에 대한 고려를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논

2.

의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3.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상악의 열성장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협조도가 중요하다. Facemask치료 시에는 상악의
전방이동 효과 외에도, 상악의 반시계방향 회전 및 하악의

4.

후하방회전으로 인한 하안면고경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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