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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esents two cleft patients treated with orthognathic surgery, which showed different relapse pattern after
two-jaw surgery. The high relapse case was un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the low relapse case was b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Both cases underwent two-jaw surgery after growth completion. Differences in the surgical movement of the
maxilla and mandible in two cases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both cases showed backward movement (∆B-H,
-12.6 mm vs. -8.9 mm) and clockwise rotation of the mandible, the amount of clockwise rotation was significantly
larger in the high relapse case than the low relapse case (∆FMA, 17.4° vs 3.3°). Second, both cases showed clockwise
rotation of the maxilla by forward movement of the maxilla and elongation of the maxillary anterior portion in the
high relapse case (∆A-H, 4.5 mm; ∆A-V, 6.2 mm) and impaction of the maxillary posterior portion without forward
movement of the maxilla in the low relapse case (∆A-H, 0.9 mm; ∆A-V, 2.0 mm). Two cases showed different
relapse pattern after two-jaw surgery. First, while the high relapse case exhibited significant advancement of the
mandible, the relapse of the mandible was minimal (∆B-H, 4.4 mm vs. 0.8 mm). Second, the vertical relapse of the
maxilla occurred in the high relapse case, but the maxilla of the low relapse case was stable (∆A-V, -3.6 mm vs. -0.7
mm). Third, although the maxillary incisors of both cases was tipped labially, the amount of labioversion was lager in
high relapse case than the low relapse case (∆U1-SN, 7.1° vs. 4.3°). In order to prevent significant post-surgical
relapse of the mandible in cleft patients, several surgical methods that can reduce unnecessary clockwise rotation of the
mandible and increase the vertical stability of maxilla are required.
Key words : cleft; two-jaw Surgery; relaps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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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명의 구순구개열 환자에서 수술로 인한

Ⅰ. 서 론

변화와 재발 패턴을 비교하여, 구순구개열 환
구순구개열 환자는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자의 악교정 수술 전략을 보고하고자 한다.

시 생긴 반흔조직으로 인해 상악골 열성장을

재발율은 각 계측치의 술 후 변화량과 수술

동반한 골격성 Ⅲ급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

변화량의 비로 계산했다.

다.1-5 상악골 열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기
에 치아나 골을 고정원으로 이용한 상악골 전
방 견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5-8 그러나 일

Ⅱ. 증례보고

부 환자들은 상악골 전방 견인 치료에도 불구
하고 성장 후에 남아있는 전후방적인 부조화

1. 증례 1

를 해소하기 위해, 악교정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5,9-10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교정 수술 비

8세 편측성 구순구개열 남자 환자로서 구순

율은 25퍼센트에서 76.5 퍼센트로 논문마다 다

열 수술은 3개월에, 구개열 수술은 18개월에

5,11-13

그러나 구순치조열, 편측

받았다. 상악 좌우측 측절치가 결손되어 있었

성 구순구개열, 양측성 구순구개열로 갈 수록,

으며, 가철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상악 확장

르게 보고된다.

5,10

악교정 수술의 빈도는 증가한다.

치료 및 상하악 고정식 교정 치료를 시행하였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교정수술 시, 일반적

고, 11세 때 치조골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인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와는 다른 특징

12세에는 상악골 전방 견인을 위해 facemask

5,14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협조도가 좋지 않아 환

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환자
의 경우 치성보상으로 인하여 상악 전치가 순

자와 보호자에게 성장 완료 후 악교정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고 치료를 중단하였다.

측 경사 되어있는데 반해, 구순구개열 환자는

18세에 반대교합 개선을 위하여 본원 구강

입술 반흔 조직의 압력에 의하여 상악 전치가

악안면외과에 다시 내원하였고, 술전 교정 치

설측경사되어 있어, 술전 교정치료 과정에서

료를 위해 교정과로 의뢰되었다. 상악의 심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상악골 열성장 정도가

열성장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 교합 양상

심하여 수술시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할 양이

을 보였으며(Figures 1 and 2), 술전 교정치료

많으나, 구개의 반흔 조직으로부터 강한 인장

후 악교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력이 작용하여 실제 전방이동시킬 수 있는 양

술전 교정치료로 치열을 배열하고 상하악

이 작고, 셋째, 상악골의 골격 강도와 지지가

폭경을 맞추었다. 악교정수술 시 상악골은 전

약하여 Le Fort I 전진술의 안정성이 낮고, 넷

체적으로 전방으로 이동하였고(∆A-N per, 5.0

째,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과정이

mm; ∆A-H, 4.5 mm, Figure 3, Table 1), 전방부

정상환자보다 더 복잡하다.

는 하방으로(∆A-V, 6.2mm, Figure 3, Table 1),

악교정 수술 후 서로 다른 재발 경향을 보

후방부는 상방으로 이동하였다(Figure 3).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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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itial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Figure 2. Initial cephalogram and panoramic radiograph

상악골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하악골은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되었다(∆B-H, -12.6 mm; ∆
FMA, 17.4°; ∆SN-GoMe, 17.0°, Figure 3, Table
1). Genioplasty는 진단시에는 계획되었으나, 실

제 수술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Figure 4).
술 후 교정치료 후 교정 치료를 마무리 하
였다(Figures 5 and 6). 상악 양측 측절치가 결
Figure 3. Superimposition between pre-

손되어, 견치를 측절치로 대체하여 배열하였

surgery and 1 month after 2-jaw surgery

고, Ⅱ급 구치 관계를 형성하여 주었다. 장치

- 11 -

박윤희, 백승학

Table 1. Cephalometric analysis of high relapse case #1

Measurement

Pre-op

Post-op

Debonding

(T0)

(T1)

(T2)

Surgical

Post-surgical

change

change

(∆T0-T1)

(∆T1-T2)

SNA

73.9

78.3

77.5

4.4

-0.8

SNB

82.3

76.3

78.6

-6.1

2.3

ANB

-8.4

2.0

-1.2

10.4

-3.2

A-N perp

-7.2

-2.3

-4.8

5.0

-2.6

Pog-N perp

9.8

-4.9

-0.6

-14.7

4.3

U1-SN

105.5

99.2

106.3

-6.3

7.1

IMPA

93.3

87.4

90.5

-5.9

3.1

Interincisal angle

136.1

130.9

124.3

-5.3

-6.6

FMA

15.27

32.68

30.3

17.4

-2.4

SN-GoMe

27.4

44.4

43.4

17.0

-1.0

A-V

57.2

63.4

59.8

6.2

-3.6

A-H

61.3

65.9

64.8

4.5

-1.1

B-H

71.0

58.4

62.8

-12.6

4.4

Pog-H

75.9

60.7

66.1

-15.2

5.4

*
A-V, A point와 HRP 간 수직 거리

A-H, A point와 VRP†간 수평거리
B-H, B point와 VRP 간 수평 거리
Pog-H, Pog과 VRP 간 수평 거리
*

Horizontal reference plane(HRP), SN 선과 7°를 이루고 Sella를 지나는 수평선

†

Vertical reference plane(VRP), HRP과 수직을 이루고 Sella를 지나는 선

Figure 4. Cephalogram and panoramic radiograph taken at 1 month after 2-jaw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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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taken at the debonding

Figure 6. Cephalogram and panoramic radiograph taken at the debonding

제거 시와 수술 1개월 후 측모 두부계측방사
선사진을 중첩해보면(Figure 7, Table 1), 하악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전방으로 나왔다
(∆FMA,

-2.4°;

∆SN-GoMe,

-1.0°;

∆B-H,

4.4mm(재발율, 34%), Figure 7, Table1). 상악골

은 상방 이동하였고(∆A-V, -3.6 mm(재발율,
58 %), Figure 7, Table1), 상악 전치는 상당히

순측 경사되는 소견을 보였다(∆U1-SN, 7.1°,
Figure 7, Table1). 골격성 Ⅲ급 안모가 많이 해

소되었으나 이부의 돌출감이 남아 아쉬웠다.

Figure 7. Superimposition between 1 month
after 2-jaw surgery and de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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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치 및 상하악 제 3 대구치 발치 후, 악교

2. 증례 2

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다.
22세 양측성 구순구개열 남자 환자가 구강

술전 교정치료 진행 중, 치조골 이식수술

외과에서 술전교정 치료를 위해 의뢰되었다.

및 구개 천공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악교정

구순열 수술과 구개열 수술은 타병원에서 시

수술시 상악의 전방부를 약간 하방으로 이동

행되었다. 상악 좌측 견치와 하악 양측 제 1

시키고(∆A-V, 2.0 mm, Figure 10, Table 2), 상

소구치가 결손되었으며, 증례 1과 마찬가지로

악의 후방부는 상방 이동시켜서 상악골 전체

상악의 열성장을 동반한 골격성 Ⅲ급 부정 교

를 후상방 회전시켰고(Figure 10), 폭경 부조화

합 양상을 보였고, 하악은 좌측으로 변위되어

해결을 위해 2-piece osteotomy 를 시행하였다.

있었다(Figures 8 and 9). 이에 상악 우측 제 2

하악골은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시계방향으로

Figure 8. Initial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Figure 9. Initial cephalogram and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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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켰다(∆B-H, -8.9 mm; ∆FMA, 3.3°; ∆
SN-GoMe, 3.3°, Figure 10, Table 2). 전치부 교

차교합 및 구치부 Ⅲ 급 관계가 해소되었으며,
골격성 Ⅲ급 안모도 해소되었다(Figure 11).
술 후 교정치료로 I급 구치 관계를 얻은 후,
왜소치인 상악 우측 측절치 원심 측에는 보철
치료를 위한 공간을 두고 상악 좌측 제 1 소
구치는 견치를 대체하여 배열하였다(Figures 12
Figure 10. Superimposition between presurgery and immediately after 2-jaw surgery

and 13). 교정치료 완료시와 수술 직후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비교했을 때(Figure 14,

Table 2. Cephalometric analysis of low relapse case #2
Measurement

Pre-op

Post-op

Debonding

(T0)

(T1)

(T2)

Surgical

Post-surgical

change

change

(∆T0-T1)

(∆T1-T2)

SNA

72.1

72.1

70.6

0.0

-1.5

SNB

75.2

70.1

70.0

-5.1

-0.1

ANB

-3.1

2.0

0.7

5.1

-1.4

A-N perp

-8.7

-8.2

-10.1

0.5

-1.9

Pog-N perp

-7.8

-17.5

-16.6

-9.7

1.0

U1-SN

111.1

105.6

109.9

-5.5

4.3

IMPA

82.3

78.5

80.2

-3.7

1.6

Interincisal angle

122.0

127.4

122.4

5.4

-5.0

FMA

34.1

37.4

36.6

3.3

-0.8

SN-GoMe

46.7

50.0

48.9

3.3

-1.1

A-V

58.6

60.6

59.9

2.0

-0.7

A-H

58.4

59.3

58.1

0.9

-1.2

B-H

56.1

47.2

48.0

-8.9

0.8

Pog-H

55.5

45.8

47.5

-9.8

1.7

*

A-V, A point와 HRP 간 수직 거리
†

A-H, A point와 VRP 간 수평거리
B-H, B point와 VRP 간 수평 거리
Pog-H, Pog과 VRP 간 수평 거리
*

Horizontal reference plane(HRP), SN 선과 7°를 이루고 Sella를 지나는 수평선

†

Vertical reference plane(VRP), HRP과 수직을 이루고 Sella를 지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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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ephalogram and panoramic radiograph taken immediately after 2-jaw surgery

Figure 12.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taken at the debonding

Figure 13. Cephalogram and panoramic radiograph taken at the de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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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증례 1에서는 상악이 전방이동 되었
으나, 증례 2에서는 상악의 전방이동 양은 거
의 없었다(∆A-H, 4.5mm vs. 0.9 mm, Tables 1
and 2).

즉 증례 1이 증례 2보다 전후방적인 부조화
가 컸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며, 하악을 시계방향으로
많이 회전시켰다.
Figure 14. Superimposition immediately
after 2-jaw surgery and debonding

Ⅲ. 고찰
Table 2), 술 후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교정수술 후 재발에

(∆A-V, -0.7 mm(재발율, 35%), Figure 14, Table
2),. 하악은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방으로 나왔다(∆FMA, -0.8°, ∆SN-GoM,

첫째, 상악의 열성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

-1.1°; ∆B-H, 0.8 mm(재발율, 9%), Figure 14,

악골을 전방 견인하는 양이 커지게 된다. 그

Table 2). 상악은 후방부가 하방으로 약간 이동

러나 구순구개열 환자는 상악골의 양과 질이

하였고, 상악 전치는 다소 순측 경사되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술 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U1-SN, 4.3°, Table 2).

위해서는 상악 전방이동을 6mm 이내로 시행

두 증례의 악교정수술시 상, 하악골의 이동

하여야 한다.

5,9,14

그리고 구순구개열 환자에

서 악교정수술로 상악을 전진시켰을 경우, 술

양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증례 1에서는 하악 후방 이동량이 증
례 2보다 약간 더 컸다(∆B-H, -12.6 mm vs.

후 기간 동안 상악의 수직적 재발이 나타난다
는 보고가 있다.5,15
둘째, 남아있는 전후방적 문제를 해결하기

-8.9 mm, Tables 1 and 2).

둘째, 증례 2는 하악의 시계 방향 회전이

위해서는, 하악을 보상적으로 더 많이 후방

크지 않았으나, 증례 1에서는 하악이 시계방

이동시키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한다.

향으로 많이 회전하였다(∆SN-GoMe, 17.0° vs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술 후에 하악이 전방으

3.3°; ∆FMA, 17.4° vs 3.3°, Tables 1 and 2).

로 재발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Park 등 은

5

셋째, 두 증례 모두 상악을 시계 방향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교정수술시 하악의 후방

회전시켰지만, 증례 1에서는 주로 상악 전방

이동량이 클수록, 하악의 시계방향 회전량이

부를 elongation 시켰고, 증례 2에서는 주로 상

더 많을수록 술 후 하악이 전방으로 재발됨을

악 후방부를 impaction 하였다(∆A-V, 6.2 mm

보고했다.
셋째, 상악의 전방 이동과 동시에 상악 전

vs. 2.0 mm, Table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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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노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악 전방부

해서는 악교정수술시 지나친 하악의 시계 방

의 elongation을 계획할 경우, 절단면 상하의

향 회전을 막고, 상악의 수직적인 안정성을

골간 접촉이 적어 상악의 수직적인 안정성이

높여야 한다.5

16

매우 낮다.

그리고 술 후 일어난 상악 전방

부의 수직 재발은 하악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막아주지 못하여 하악의 재발을 더 심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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