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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흡수성 고정판과 미니스크류를 사용하여
상악의 르포씨 제1형 골절단술과 양측성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과 같은 술자에게 티타늄 고정판 및 미니스크류를
사용해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의 술 후 상악골의 이동량을 분석하여
흡수성 고정체를 사용한 군의 술 후 골격 안정성을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에 비교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한 술자에게 티타늄 고정체를 이용한 상하악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9개월~24개월 사이의 추적 방사선 기록이 있는
20명의 환자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동일 술자에게
흡수성 고정체 (forged unsintered hydroxyapatite/poly L-lactide;
F-u-HA/PLLA; Osteotrans MX®, Takiron, Osaka, Japan)를 이용한
상하악의 악교정 수술을 받고 9개월~18개월 사이의 추적 방사선
기록이 있는 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술전(T0), 수술 직후(T1), 술
후 9~24개월(T2)의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양측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술 후 골격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티타늄군에서

평균

3.7mm의

전방이동

후

0.1mm의

추가

전방이동, 2.3mm의 상방이동 후 0.5mm의 추가 상방이동, 1.6mm의
하방이동 후 1.0mm의 상방이동 경향이 관찰되었고, 흡수성 군에서
평균 3.2mm의 상방이동 후 0.4mm의 후방이동, 1.8mm의 상방이동 후
0.8mm의 추가 상방이동, 1.6mm의 하방이동 후 1.3mm의 상방이동
경향이 관찰되었다. 티타늄군과 흡수성군의 술 후 평균 이동량 및 술 후
이동량 절댓값을 양측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해 비교하였을 때 6개의
비교값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개평면은
티타늄군에서 평균 5.5°시계방향 회전 후 1.3°의 회귀를 보였고
흡수성군에서 평균 4.8°시계방향 회전 후 1.6°의 회귀를 보였다.
구개평면의 시계방향 회전 역시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Poly

L-lactide;

F-u-HA/PLLA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상하악의 악교정수술은 골편의 술 후 변위에 있어 안정성을 보였고 기존
발표된 흡수성 및 티타늄 고정체를 이용한 연구들과도 견줄만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골편의 이동 방향별 회귀량 분석 결과 상악의 상방 및
i

전방이동의 경우 회귀량이 1mm 이내로 매우 안정적이었고, 후방과
하방이동 역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골격 안정성을 보였다. 하지만
상악 A-point 기준 상하이동의 경우 고정체의 재료나 골편의 수술적
이동 방향과 관계없이 술 후 상방 변위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mm 전후의 작은 변위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술 시
고정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악교정수술, 흡수성 플레이트, HA/PLLA, 골격 안정성
학 번 : 2015-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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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상악의 르포씨 제1형 골절단술과 하악의 양측성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의 고정 방식으로 티타늄 고정판과 스크류를 이용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티타늄 고정체 역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크류가 느슨해져 움직임이 생겼을 때 염증이
생기거나 고정체 위를 덮는 점막이나 피부가 얇은 경우 생기는 고정체
노출이나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차 수술을 통해 제거가 필요한 점, 성장기 아동에서
정상적인 골격 성장에 대한 저해 가능성, 그리고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촬영 시 생기는 허상(artifact) 등이 대표적인 단점이다.1)~3)
근래에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생흡수성(bioabsorbable)
고정체가 개발, 발전되면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림 1]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상하악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술 후 1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고정체가 방사선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Poly glycolic acid(PGA)와 같은 초창기 흡수성 고정체는 너무
이른 시기(4~6주)에 분해되어 골절부 치유가 완료되기 이전에 변형이
생기고

산

분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4)

1990년대 초반 두개안면부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poly-L-lactide
(PLLA)는 높은 결정도(crystallinity)와 소수성(hydrophobicity)으로
가수분해가 지연되어 임상적으로 분해가 확인되기까지 약 3.5년이
소요되어 골절부 치유기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단점으로
1

약한 물성과 이물반응, 그리고 지연성 부산물 생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5) 대표적인 제품으로 Takiron사의 Fixsorb®가 있고, PLLA와
PGA의 혼합으로 조성된 Walter Lorenz사의 Lactosorb®도 있다.
PLLA의

입체이성질체(stereoisomer)인

poly-d-lactide(PDLA)는

PLLA에 비해 낮은 결정도와 낮은 소수성을 지녀 흡수가 빨라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PLLA와의

혼합체(P-L/D-LA)로

제작된다.

PLLA와 PDLA 혼합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Inion사의 Inion CPS®와
Bionix

Implants사의

BiosorbFX®가

있고

PGA,

PLLA,

PDLA의

혼합체(P-L/D-LA/GA)인 Stryker사의 Delta System®도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로

소아환자의

두개안면

골절부

고정에

사용되었던

흡수성

고정체는 Suuronen의 1992년 동물 연구와 1994년 인체 적용 이래로
악교정수술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티타늄에 견줄만한 골격 안정성과
회귀율을 나타내었다.6)~10) 하지만 서양에서 개발된 대부분 흡수성
고정체들은 티타늄 고정체에 비해 넓고 두꺼워 동양인 환자에게 적합이
용이하지 않고 과도한 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티타늄

고정체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비슷한

HA)을

크기로

혼합하여

제작된
골전도성을

PLLA와
부여한

forged unsintered hydroxyapatite/poly L-lactide(F-u-HA/PLLA;
Osteotrans MX®, Teijin, Osaka, Japan)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재료는 일부 flat 타입의 흡수성 고정체들(e.g. Grand Fix®, RapidSorb®,
Inion CPS®, Lactosorb® 등)에 비해 크기가 작아 과박리를 피할 수
있고 약 25주간 인간의 피질골과 유사한 굽힘강도를 유지하며 5년여에
걸쳐 완전한 흡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특히 기존 흡수성

고정체들과 비교 시 우수한 강도와 탄성을 보였고 6개월간 골편간
고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여 형태 적합이 용이하다.

12)

2

상온에서도

일정량의

변형이

[그림 2] Osteotrans MX® 고정체를 사용한 증례의 임상사진. 티타늄
고정체와 비슷한 크기로 일정량의 상온 변형이 가능하다.
기존의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악교정

수술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2급 부정교합 비율이 높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
3급 부정교합이 많은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악교정

수술의

골격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팽의 연구가 있지만 하악의 고정은
흡수성 bicortical screw를 이용한 경우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상악과
하악 모두 생흡수성 F-u-HA/PLLA plate와 monocortical screw를
이용한 수술의 결과를 동일한 술자에 의한 티타늄 고정판과 스크류를
이용한

수술의

결과와

비교하여

술

알아보고자 하였다.

3

후

상악골의

안정성에

대해

제 2 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한 술자에게 티타늄 고정체를 이용한 상, 하악 동시
악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추적 방사선
기록이 있는 20명의 환자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동일
기관에서

동일

술자에게

흡수성

고정체

(forged

unsintered

hydroxyapatite/poly L-lactide; F-u-HA/PLLA; Osteotrans MX®,
Takiron, Osaka, Japan)를 이용한 상, 하악 동시 악교정수술을 받고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추적 방사선 기록이 있는 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 (lateral cephalogram) 분석을 통한
골격 안정성 비교를 진행하였다. 단 구순구개열 등의 선천기형이나 심한
비대칭이 있었던 환자는 술 후 안정성에 비일률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상악의 르포씨 제1형 골절단술(Le Fort I osteotomy) 시행 후 양측
pyriforme base와 zygomatico-maxillary buttress 부위에 4-hole Lshaped plate를 적용하고 (총 4개) 같은 재질의 4mm screw를 이용해
고정하였다. 하악의 양측성 시상분할상행지골절단술 (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BSSRO)을 시행한 후 양쪽에 한 개씩의 4hole plate와 6mm screw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F-u-HA/PLLA
플레이트와 스크류의 사용법은 티타늄 고정체와 유사하나 파절 강도가
티타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법 상에는 실온에서 전용 기구를 이용해
천천히 힘을 주어 구부릴 경우 40도까지 변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변형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형태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파절 위험성이 있고 상온에서 변형 후에 형태의 회귀 가능성이
있어

온수조에서

가열한

뒤

형태를

변형할

것을

추천한다.

본

연구에서는 볼 버니셔 형태의 기구를 온수조에서 함께 가열하여 골
표면에 적합한 뒤에도 형태를 유지시킨 뒤 스크류 고정하였다. 스크류는
삽입 전 나사선 형성(tapping)이 필요하다. 따라서 드릴링 후 반드시
나사선 형성을 하고 이후 스크류홀 내부를 깨끗이 세척한 뒤에 스크류를
삽입할 것을 권장한다.
골격 안정성 평가는 각 환자의 술 전(T0), 수술 직후(T1),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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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사용군은 술 후 9~24개월,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은 수술 후
9~18개월(T2)의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분석하였고, 계측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환자의

T0, T1, T2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색을

반전시켜 출력한다. (추의 길이가 20mm인 것을 감안하여 인쇄
배율 조정을 통해 인쇄물이 실제와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한다.)
인쇄된 T0 측모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에 OHP용지를 덧대고
계측점과 중첩이 용이한 경조직(nasal bone, frontal bone, sella,
basion, palatal cortex, 상하악 전치 등)을 표시한다. (그림 3)

[그림 3] T0 방사선 인쇄물과 OHP 용지를 이용한 구조물 및 기준점
표시
2. 주요 계측점(S, N, A-point, ANS, PNS)에 바늘을 이용해
구멍을 낸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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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늘을 이용한 OHP 용지 상의 기준점 타공
3. 이와 같이 구조물 형태와 계측점이 구멍으로 표시된 OHP
용지를 인쇄된 T1 방사선사진에 중첩하여 S와 N 계측점을
재현한 뒤 OHP 용지 상의 상악을 각각 인쇄된 방사선 사진의
상악 중절치 및 상악골과 중첩하여 ANS, PNS, A-point를
재현한다. (그림 5) T2 방사선 사진 역시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그림 5] 구조물 기록 및 기준점 타공된 OHP용지를 이용한 T1 인쇄물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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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평 기준선(HOR)은 S-N 평면에서 7도 시계방향으로 S를
지나는 SN7 평면을, 그리고 SN7 평면과 수직으로 만나며 S를
지나는 SN7-perp선을 수직 기준선(VER)으로 삼았다. (그림
6)

[그림 6] 기준평면 및 기준점

5. 기준

평면으로부터

A-point까지의

수평

및

수직

거리를

이용하여 상악골의 위치 및 이동을 측정하였고 palatal plane
angle (ANS-PNS를 이은 선과 S-N 평면이 만나는 각)을
이용하여 상악골의 회전을 계측하였다. (표 1) 수평이동량 계산
시 양(+)의 값은 전방 이동, 음(-)의 값은 후방 이동을
나타내고, 수직이동량의 경우 양(+)의 값은 하방 이동, 음(-)의
값은 상방 이동을 나타내도록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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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점/계측각

표기

정의

Sella

S

Nasion

N

S-N plane

S-N

Anterior nasal spine

ANS

상악골의 최전방점, 전비극

Posterior nasal spine

PNS

구개골의 최후방점, 후비극

터키안장(sella turcica)의
중심점
정중 시상면에서
전두비골봉합의 최전방점
S 와 N 을 잇는 평면,
S-N 평면

ANS 와 PNS 를 잇는 평면,
구개평면
구개평면과 S-N 평면
Palatal plane angle
PPA
사이의 각도
전비극과 상악 치조점
A-point
A-point 사이에 있는 곡선상의
최후방점
[표 1] 계측점과 계측각의 정의 및 표기
Palatal plane

PP

이와 같이 계측한 기준점의 이동량과 회귀량, 각도의 변화값 등을
티타늄 군과 흡수성 고정체 군으로 나누어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20.0, IBM,
New York, NY, USA)를 이용한 양측 독립표본 t-검정(two-tailed
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였다. 먼저 같은 방향으로의 수술적
이동이 있었던 군 간의 평균 술 후 변위량과 이동경향, 변위량의 절댓값
평균을 비교하였고, 수술적 이동의 방향에 관계없이 술 후에 관찰된
수평이동의 절댓값, 수직이동의 절댓값, 구개평면 회전량의 절댓값을
비교하여 수술적 이동방향이나 술 후 이동방향에 관계없이 술 후 관찰된
이동의 절댓값을 비교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두 그룹 모두에서 최소
5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상악의

전방이동,

상방이동,

하방이동,

구개평면의 시계방향 회전, 상악의 수평적 이동 절댓값, 모든 수직적
이동 및 구개평면의 회전 절댓값)에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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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티타늄 고정체군의 수술적 이동(T1-T0) 및 술
후 변화(T2-T1)
A-point 기준 전방이동(advancement) 17명(3.7±2.3mm)과 후방
이동(setback) 3명(-3.0±0.8mm)이 있었다. 전방이동과 후방이동의
술 후 평균 이동량은 각각 0.1±1.2mm와 0.8±2.4mm였고 전방이동
후

이동량의

절댓값

평균은

상방이동(impaction)
8명(1.6±0.8mm),

0.7±1.0mm였다.

6명(-2.3±1.2mm),
이동

없음

6명이

상하적

이동으로는

하방이동(elongation)

있었다.

상방이동

후

평균

0.5±1.1mm의 추가 상방이동을 보였고, 하방이동 및 이동이 없었던
경우에도 술 후 각각 평균 1.0±0.9mm와 1.0±2.0mm의 상방이동을
보였다. 술 후 수직적 변화량의 절댓값 평균을 계산해본 결과 상방이동
후에 0.8±0.7mm, 하방이동 후에 1.0±0.9mm, 이동이 없었던 경우에
1.6±1.3mm로 나타났다.
구개평면(palatal plane)의 회전의 경우 19명의 시계방향(clockwise;
CW)

회전(평균

5.5±2.7°)과

한

명의

반시계방향(counter-

clockwise; CCW) 회전(-2.0°)이 있었다. 구개평면의 시계방향 회전
후에는 평균 1.3±2.1°의 반시계방향 회귀가 관찰되었고 반시계방향
회전이 있었던 한 명의

환자에서도 1.0°의 추가적인 반시계방향

회전이 있었다. 구개평면의 시계방향의 수술적 회전 후에 관찰된 술 후
변화량의 절댓값 평균은 1.8±1.6°로 나타났다. (표 2, 표 3)

제 2 절 흡수성 고정체군의 수술적 이동(T1-T0) 및 술
후 변화(T2-T1)
A-point 기준 전방이동 19명과 전후방 이동이 없었던 환자 한 명이
있었다.

A-point

기준

전방이동이

있었던

19명에서

평균

3.2±1.3mm의 전방이동 후 0.4±1.1mm의 회귀가 관찰되었고 술 후
변화량의 절댓값 평균은 1.0±0.8mm였다. 전후방적 이동이 없었던 한
명에서는
상방이동의

술

후

전후방

경우(n=9)

이동이
평균

관찰되지

않았다.

1.8±0.9mm의

A-point

수술적

이동

기준
후에

0.8±1.5mm의 추가 상방이동(절댓값 평균 1.1±1.3mm)이 관찰되었고,
상악의 이동 방향 중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하방이동의
9

경우(n=7) 1.6±0.8mm의 평균 이동과 1.3±1.0mm의 상방 회귀를
보였다.

(절댓값

평균

1.3±1.0mm)

상하이동이

없었던

환자군(n=4)에서도 술 후 평균 1.0±1.2mm의 상방이동이 관찰되었고
하방으로의

수술적

이동

후

수직적

변화량의

절댓값

평균은

1.3±0.9mm로 나타났다.
흡수성 고정체를 사용한 20명의 환자 모두에서 구개평면의 시계방향
회전이 관찰되었다. S-N 평면을 기준으로 평균 4.8±2.8°의 회전 후에
1.6±1.6°의 회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술 후 변화량의 절댓값
평균은 1.8±1.4°로 나타났다. (표 2, 표 3)

제 3 절 통계 분석
상악의 수술적 이동 방향에 따른 술 후 평균 이동량을 비교한 결과
상악의 전방이동(p=0.23), 상방이동(p=0.64), 하방이동(p=0.5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상악의 후방이동,
전후방 이동 없음, 상하방 이동없음 그룹의 경우 최소 샘플 크기에
미치지 못해 통계분석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수직적 이동이 없었던
티타늄 사용군 6명과 흡수성 사용군 4명의 술 후 이동 평균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개평면의 시계방향 회전의 경우에도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0.60) (표 2) 수술적 이동 방향에
따른 술 후 이동량의 절댓값을 비교한 결과 상악의 전방이동(p=0.41),
상방이동(p=0.71) 및 하방이동(p=0.57)에서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회전(p=0.97)

관찰되지
역시

술

않았다.
후

또한

변위량의

구개평면의

절댓값에서

두

시계방향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마지막으로
수술적 이동의 방향에 관계없이 상악의 수평적 이동(p=0.85), 수직적
이동(p=0.83), 구개평면의 회전(p=0.96)의 술 후 변위량 절댓값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티타늄 사용군과 흡수성 사용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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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Impaction
6
19
1

No movement

CW

CCW

8

0

No movement

Elongation

3

17

Advancement

Setback

n

수술적 이동방향

-2.0°

5.5±2.7° (1.0°~10.0°)

0mm

1.6±0.8mm (1.0~3.0mm)

-2.3±1.2mm (-4.0~-1.0mm)

n/a

-3.0±0.8mm (-2.0~-4.0mm)

3.7±2.3mm (1.0~8.5mm)

수술적 이동량* (범위)

8
6
19
1

CW

CCW

6

Impaction

Elongation

0

No movement

No movement

3

17

Advancement

Setback

n

수술적 이동방향
3.7±2.3mm (1.0~8.5mm)

-2.0°

5.5±2.7° (1.0°~10.0°)

0mm

1.6±0.8mm (1.0~3.0mm)

-2.3±1.2mm (-4.0~-1.0mm)

n/a

-3.0±0.8mm (-2.0~-4.0mm)

1.0°

1.8±1.6° (0°~5.0°)

1.6±1.3mm (0mm~3.8mm)

1.0±0.9mm (0mm~2.9mm)

0.8±0.7mm (0mm~1.9mm)

n/a

1.6±2.0mm (0mm~3.8mm)

0.7±1.0mm (0mm~3.8mm)

술 후 이동량 절댓값 평균** (범위)

-1.0°

-1.3±2.1° (-5.0°~5.0°)

-1.0±2.0mm (-2.0~1.0mm)

-1.0±0.9mm (-2.9mm~0.0mm)

-0.5±1.1mm (-2.0mm~1.0mm)

n/a

0.8±2.4mm (-1.0mm~3.8mm)

0.1±1.2mm (-2.0mm~3.8mm)

술 후 이동량** (범위)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
수술적 이동량* (범위)

[표 3] 수술적 이동 방향에 따른 술 후 이동량 절대값 비교

* 수술적 이동: T1-T0
**술 후 이동량: T2-T1

PPA

A-point (수직이동)

A-point (수평이동)

기준점/기준각

[표 2] 수술적 이동 방향에 따른 술 후 이동 경향 및 평균 이동량 비교

* 수술적 이동: T1-T0
**술 후 이동: T2-T1

PPA

A-point (수직이동)

A-point (수평이동)

기준점/기준각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

0

20

4

7

9

1

0

19

n

0

20

4

7

9

1

0

19

n

n/a

4.8±2.8° (1.0°~11.0°)

0mm

1.6±0.8mm (0.5~2.5mm)

-1.8±0.9mm (-0.5~-3.5mm)

0mm

n/a

3.2±1.3mm (1.0~6.5mm)

수술적 이동량* (범위)

n/a

1.8±1.4° (0°~6.0°)

1.3±0.9mm (0.5mm~2.0mm)

1.3±1.0mm (0.5mm~3.5mm)

1.1±1.3mm (0mm~3.0mm)

0.0mm

n/a

1.0±0.8mm (0mm~2.5mm)

술 후 이동량 절댓값 평균** (범위)

n/a

-1.6±1.6° (-6.0°~1.0°)

-1.0±1.2mm (-2.0mm~0.5mm)

-1.3±1.0mm (-3.5mm~-0.5mm)

-0.8±1.5mm (-3.0mm~1.0mm)

0.0mm

n/a

-0.4±1.1mm (-2.5mm~1.5mm)

술 후 이동량** (범위)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

n/a

4.8±2.8° (1.0°~11.0°)

0mm

1.6±0.8mm (0.5~2.5mm)

-1.8±0.9mm (-0.5~-3.5mm)

0mm

n/a

3.2±1.3mm (1.0~6.5mm)

수술적 이동량* (범위)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

-

0.971

-

0.574

0.711

-

-

0.409

유의확률
(양쪽)

-

0.604

-

0.574

0.639

-

-

0.233

유의확률
(양쪽)

기준점/기준각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 (n=20)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 (n=20)

유의확률
(양쪽)

A-point (수평이동)

0.84±1.18mm (0mm~3.8mm)

0.90±0.77mm (0mm~2.5mm)

0.85

A-point (수직이동)

1.10±1.00mm (0mm~1.9mm)

1.18±1.07mm (0mm~3.0mm)

0.83

Palatal plane angle

1.80±1.54° (0°~5.0°)

1.83±1.38° (0°~6.0°)

0.96

[표 4] 수술적 이동 및 회전 방향에 관계 없는 절대적 술 후 변위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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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현재 악교정 수술의 고정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티타늄 고정판과
티타늄 스크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생체친화성과 물성이 입증되었지만 티타늄을 이용해 고정한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고정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때 국소마취
또는 전신마취 하의 이차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기 아동에서 골격
성장의 저해 가능성, 영상검사시 생길 수 있는 허상(artifact)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티타늄 매식체가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s (MRONJ)의 위험요소로도 고려되고 있어14) 골절부위
치유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생흡수되어 사라지는 재료의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용화된 대부분의 흡수성 재료들은
서양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서인지 티타늄 플레이트에 비해 크기가 커서
전반적으로 악골의 크기가 작은 동양인 환자에게 사용시 적합이 어렵고
고정시 과도한 박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악교정

수술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동양인

환자의

악교정수술에서 상하악 모두 흡수성 플레이트와 monocortical 스크류를
이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상악과 하악 모두에서 F-uHA/PLLA 흡수성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한 한국인 악교정수술 환자
20명과, 같은 술자에게 티타늄 고정체를 이용해 수술받은 20명의
환자의 술 후 상악골의 이동 경향과 회귀량, 그리고 술 후 변화량의
절댓값 평균을 비교하여 상하악 모두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수술에서
상악골의 안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상악의

전방이동:

흡수성

플레이트

그룹의

A-point

기준

전방이동(n=19)은 평균 3.2±1.3mm의 이동 후 0.4±1.2mm의 후방
회귀를

보였다.

티타늄

그룹에서는

3.7±2.3mm의

전방이동

후

0.1±1.2mm의 추가 전방이동이 관찰되었다. 두 그룹 모두 술 후
이동량은 1mm 이내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술 후 이동의
방향에 관계 없이 변위량의 절댓값을 보았을 때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은
상악의 전방이동 후 0.1±1.2mm의 전후방적 변위를 보였고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은 1.0±0.8mm의 변위량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409). 흡수성 그룹에서 전후방 이동이
없었던 한 명의 환자에서는 술 후 전후방적 이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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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es의 2007년 연구에 의하면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에서 평균
3.54mm의 전방이동 후에 약 0.16mm의 회귀를 보였고, PLLA/PGA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에서는 약 3.5mm의 전방이동 후에 0.9mm
정도의 회귀를 보였다.15) Landes는 다시 2014년 논문에서 F-uHA/PLLA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때에는 평균
4.56mm의 전방이동 후에 약 3.82mm의 회귀를 보고하였다.10)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상악 전방이동 후의 변위량은 고정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1mm 내외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표 5)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
연구
Landes 2006
Costa 2006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

수술적 이동량

술 후 이동량

수술적 이동량

술 후 이동량

+6.3mm

-1.9±1.83mm

+2.5mm

-2.1±1.35mm

+3.54±1.54mm -0.16±0.72mm +3.5±1.65mm

Landes 2007

+5.4±3.4mm

-2.4±2.0mm

-0.9±1.37mm

+2.5±1.0mm

-1.2±0.8mm

Dhol 2008
Ballon 2012

+2.45±0.57mm -0.8±2.15mm +2.02±0.39mm -0.2±2.15mm
+4.28±2.37mm -1.59±1.48mm +2.70±1.94mm -1.84±1.69mm

Blakey 2014

+7.07±2.30mm -1.34±1.34mm +5.61±1.30mm -2.06±1.91mm

Landes 2014

+6.04±6.66mm -3.84±3.06mm +4.56±2.71mm -3.82±3.47mm

본 연구

+3.2±1.3mm

-0.4±1.2mm

+3.2±1.3mm

고정체 종류
Macrosorb®,
PolyMax®
Lactosorb®
Lactosorb®,
RapidSorb®
Lactosorb®
Inion CPS®
Inion CPS®,
BIONX®
Osteotrans MX®

고정체 조성
PLLA/PDLA (7:3)
PLLA/PGA (82:18)
PLLA/PGA (82:18,
85:15)
PLLA/PGA (82:18)
PLLDL
PLLDL
F-u-HA/PLLA

-0.4±1.2mm Osteotrans MX® F-u-HA/PLLA

[표 5] 타 연구와 비교- 상악 전방이동

상악의

상방이동:

흡수성

상방이동(n=9)의

경우

고정체

평균

사용군의

1.8±0.9mm의

A-point
수술적

기준

이동

후

0.8±1.5mm의 추가 상방이동을 보였고, 티타늄 그룹에서는 상악의
상방이동이 있었던 환자(n=6)에서 평균 2.3±1.2mm의 이동 후에
0.5±1.1mm 추가 상방이동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두 그룹에서 모두
상악의

상방이동

후에

작은

양이지만

추가적인

상방이동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로 가장 비슷한 양의
평균 수술적 이동량을 보였던 Dhol의 2008년 연구에서는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에서 평균 2.14mm의 상방이동 후에 평균 0.64mm의
하방이동을

보였고,

PLLA/PGA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에서

평균

2.46mm의 상방이동 후에 평균 0.12mm의 매우 적은 양의 술 후
이동을 보고한 바 있다.16) 이에 반해 Ballon의 2012년 연구에 의하면
PLLDL 고정체를 이용해 상악을 평균 3.13mm 상방이동 시켰을 때 약
14

2.67mm의 회귀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9) (표 6) 상악 상방이동 후
변위량의 절댓값을 보았을 때 티타늄 군은 0.8±0.7mm, 흡수성 군은
1.1±1.3mm로 두 군 모두 1mm 내외의 술 후 변위량을 보였다.
상악의

상방이동은

평가된다.

17)

악교정

수술

중에서

매우

안정적인

이동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상악 상방이동의 술 후 이동량은 평균

1mm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방이동 후
하방

회귀가

아닌

추가적인

상방이동이

생기는

경향이

관찰되어

수술계획 시와 수술 시에 주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
연구
Landes 2007
Dhol 2008
Ballon 2012
Landes 2014

본 연구

수술적 이동량
-3.3±2.7mm

술 후 이동량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
수술적 이동량

+2.2±1.5mm

-1.0±0.7mm

술 후 이동량
+1.1±1.1mm

-2.14±0.65mm +0.64±2.85mm -2.46±0.71mm +0.12±2.85mm
-3.25±1.55mm +1.40±1.42mm -3.13±2.25mm +2.67±2.08mm
-7.93±12.52mm +4.63±3.11mm -5.08±4.04mm +1.72±1.01mm

-2.3±1.2mm

-0.5±1.1mm

-1.8±0.9mm

고정체 종류
Lactosorb®,
RapidSorb®
Lactosorb®
Inion CPS®
Osteotrans MX®

고정체 조성
PLLA/PGA (82:18,
85:15)
PLLA/PGA (82:18)
PLLDL
F-u-HA/PLLA

-0.8±1.5mm Osteotrans MX® F-u-HA/PLLA

[표 6] 타 연구와 비교- 상악 상방이동

상악의

하방이동:

A-point

기준

하방이동(n=7)의

경우

흡수성

그룹에서 평균 1.6±0.8mm이 이동 후에 1.3±1.0mm의 상방 회귀를
보였고

티타늄

그룹(n=8)에서

평균

1.6±0.8mm

하방이동

후에

1.0±1.0mm의 회귀과 관찰되었다. 상악의 하방이동이 있었던 모든
환자에서 술 후 상방회귀가 관찰되어 술 후 변위량 절댓값 평균은 술 후
회귀량 평균과 같았다. 상악의 하방이동은 고정 방법과 관계없이 많은
회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회귀량은 이동량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17) Landes의 2007년 연구에 의하면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에서 상악골의 평균 3.7mm의 하방 이동 후에
3.1mm의 회귀를 보였고 PLLA/PGA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에서 평균
6.5mm의 하방이동 후에 약 2.0mm의 회귀가 있었다.15) PLLDL 흡수성
고정체를 사용한 Ballon의 2012년 연구 결과 티타늄 군에서 평균
2.92mm의 이동 후에 1.39mm의 회귀가, 그리고 흡수성 군에서 평균
5.22mm의 하방 이동 후에 2.68mm의 회귀가 보고되었다.9) 본 연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 Landes의 2014년 연구에서도 회귀량은 티타늄
군에서 2.88mm, 흡수성 군에서 1.98mm로 유사하게 보고되었다.10) 본
연구 결과에 보여진 티타늄 군의 1.0mm 회귀와 흡수성 군의 1.3mm
15

평균 회귀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유사하거나 나은 안정성을 보인다. (표
7) 하지만 본 연구의 평균 수술적 하방이동량은 두 그룹 모두 평균
1.6mm로 타 연구들에 비해 작은 이동량을 보여 그로 인해 회귀량이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술적 상하이동이 없었던
환자군(n=4)에서도 평균적으로 1.0mm 가량의 상방이동을 보였고,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상악의 상방이동 후에도 약간의 추가 상방이동이
그룹에 관계없이 관찰되어 이동 방향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술 후
상방이동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많은 수가 선수술 (Surgery-first orthognathic approach;
SFOA) 또는 최소 술전교정 후 수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술 후
교합간섭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티타늄 고정체 사용군
연구

수술적 이동량

흡수성 고정체 사용군

술 후 이동량

수술적 이동량

술 후 이동량

고정체 종류

+3.7±5.2mm

-3.1±3.6mm

+6.5±3.4mm

Ballon 2012
Landes 2014

Lactosorb®,
RapidSorb®
+2.92±2.64mm -1.39±1.55mm +5.22±4.05mm -2.68±2.65mm Inion CPS®
+3.25±1.95mm -2.88±4.19mm +2.32±1.12mm -1.98±0.86mm Osteotrans MX®

본 연구

+1.6±0.8mm

-1.0±1.0mm

+1.6±0.8mm

Landes 2007

-2.0±1.4mm

고정체 조성
PLLA/PGA (82:18,
85:15)
PLLDL
F-u-HA/PLLA

-1.3±1.0mm Osteotrans MX® F-u-HA/PLLA

[표 7] 타 연구와 비교- 상악 하방이동

구개평면의 회전: 상악의 회귀 경향은 구개평면 각도의 변화에서도
관찰되는데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했던 환자 20명 모두에서 수술적으로
구개평면의
1.6±1.6°의
구개평면의
5.5±2.7°의

시계방향

회전(평균

반시계방향
시계방향

회귀를

회전이

수술적 회전

4.8±2.8°)이
보였다.

있었던

티타늄
19명의

후에 1.3±2.1°의

있었고

평균

사용군의

경우

환자에서

회귀가

평균

관찰되었다.

절댓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그룹에서 모두 평균 1.8°가량의 술 후
변위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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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Poly

L-lactide;

F-u-HA/PLLA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상하악의 악교정수술은 술 후 골격 안정성에 있어 같은 술자에 의해
티타늄을 이용해 수술한 환자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기존 발표된
흡수성 및 티타늄 고정체를 이용한 연구들과도 견줄만 한 결과를 보였다.
골편의 이동 방향별 회귀량 분석 결과 상악의 상방 및 전방이동의 경우
회귀량이 1mm 이내로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후방과
하방이동 역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골격 안정성을 보였다. 하지만
상악 A-point 기준 상하이동의 경우 고정체의 재료나 골편의 수술적
이동 방향과 관계없이 술 후 상방 변위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mm 전후의 작은 변위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술 시
고정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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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keletal stability of the maxilla
following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with bioabsorbable F-uHA/PLLA fixation system
Jae Man Woo, D.D.S., FIBCSOMS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stoperative stability of maxilla following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using F-u-HA/PLLA fixation system by comparing results
to that of titanium fixation cases. Patients and method: 20 patients
who underwent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using titanium
fixation system and 20 patients using resorbable fixation system
(forged unsintered hydroxyapatite/poly L-lactide; F-u-HA/PLLA;
Ostetrans MX®, Takiron, Osaka, Japan) were included in the study.
Cephalographic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to compare postoperative movement of maxilla. Results:
With maxillary advancement, titanium group on average showed
0.1mm further advancement postoperatively while resorbable group
showed 0.4mm relapse. With maxillary impaction, titanium group
showed 0.5mm further impaction postoperatively while resorbable
group showed 0.8mm further impaction. With maxillary elongation,
titanium group showed 1.0mm relapse while resorbable group
22

showed relapse of 1.3mm on average. With clockwise rotation of
palatal plane, titanium group showed 1.3°of postoperative counterclockwise

rotation

postoperative

while

resorbable

counter-clockwise

group

rotation.

showed
No

1.6°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between groups in all movements
both

linear

and

rotational.

(p<0.05)

Conclusion: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using F-u-HA/PLLA plates and screws
showed stability comparable to similar previous studies and also to
titanium-fixation cases operated by the same surgeon. Superior
and anterior movements of the maxilla showed less than 1mm of
postoperative movement, and posterior and inferior movements
showed stability similar to that shown in multiple previous studies.
However, regardless of type of material, supero-inferior movement
of maxilla showed consistent postoperative superior movement.
Though the magnitude of superior movement may be negligible
(about 1mm on averag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during
planning and fixation to be more prudential.

Keywords : orthognathic surgery, resorbable fixation, HA/PLLA,
skelet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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