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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적인 부조화로 인해 정상교합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자

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성장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술

의 도움으로 부정교합의 원인인 골격적인 부조화를 근본적으

로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타협적 치료

를 통해 가능한 최선의 교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

만 성장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성장 조절을 활용하여 상악과 

하악 간에 존재하는 골격 간의 부조화를 해결함으로써 정상

교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정상적 얼굴 형태와 변형(orthognathic, retrognathic,  

prognathic face), 그리고 부정교합의 해부학적 형태에 대

한 정확한 이해뿐 아니라 cranium의 정상적 형태(mesoce-

phalic cranium)와 변형(dolicocephalic, brachicephalic 

cranium)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그림 3-1). 

 

Dolicocephalic cranium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rotrusive nasomaxillary complex

② Downward and backward rotation of mandible 

③   Forward maxilla and backward mandible place-

ment 

④ Steep occlusal plane and deep curve of Spee

또한 Brachicephalic cranium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osterior maxillary placement 

② Retrusive and short naso-maxillary complex 

③ Relative forward placement of mandible 

④ Upward occlusal plane alignment

이러한 골격 구조에서는 정상적 형태의 cranium에서 형성

되는 상악과 하악 관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골격적

인 Class II나 Class III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골격적인 부조화는 정상교합의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

에 가능하다면 정상에 가까운 상악과 하악의 비례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골격 구조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추후에 정상

교합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어느 부위에서 언제까

지 일어나는지, 어떤 종류의 성장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

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controlling factor들이 무엇인지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Growth center와 growth site의 차이는 growth cen-

ter가 tissue separating 능력이 있고, 유전자에 의해서 성

장 조절이 되는 부위이며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데 반해서, growth site는 이차적이거나 보상적 성장이 일

어나는 부위로 suture나 periosteum 등을 지칭합니다. 그

러한 측면에서 condyle은 growth si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Retrognathic, orthognathic 및 prognathic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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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control이 발현되는 bone이나 cartilage 부위에서, 

또는 soft tissue matrix의 영향으로 craniofacial growth

가 일어난다는 성장 이론이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여

기에 대한 성장 이론들은 시간과 더불어 계속 변해오고 있

습니다. 이는 1960년대의 Melvin Moss에 의한 function-

al matrix theory나 1970년대 Alexandre Petrovic에 의

한 servosystem theory, 그리고 intrinsic genetic factors

와 extrinsic factors들에 의해서 성장이 조절된다는 mul-

tifactorial system이 현대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성장

이론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정

도까지 골격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

던 것처럼, 과거의 성장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 골격 성장 대조

군과 같은 신뢰할 만한 비정상 골격 성장 대조군의 부재로 인

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골격적인 부조화에 대한 성장기 치

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Transverse maxillary deficiency 

상악의 transverse deficiency는 Class II와 Class III 모

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Class II에서는 원래 정상적인 골

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종종 과도한 상악의 수직 성장과 함

께 scissor bite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Class III에서는 상악

골 자체의 수평적인 열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양상은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협소한 상악의 수평적 폭경이 crowding이나 구치부의 

crossbite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악의 확장이 필요

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치아의 크기나 상악 소구치의 폭경

과의 관계에서 정상적 상악궁 폭경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규명에는 미흡하다 할 수 있기 때

문에, 차라리 상악골과 하악골의 기저부 폭경을 비교해 보면

서 확장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

이다 할 것 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처음 악궁의 확장을 시도할 때는 과도한 

힘에 의존하였기에 생리적으로 잠재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

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보편적 악궁 확

장 방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성장기의 어느 시점에 악궁 확장

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상악골 성장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한데, 상악골의 폭경 성장은 전후방 성장이나 

수직 성장보다 빨리 완료되고, 그 시점은 청소년기 growth 

spurt가 나타날 때쯤이기 때문에, 그 이전(대략 9~10세 정

도)이라면 작은 힘으로도 suture를 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난 청소년기에는 suture의 부분적 interlocking

을 파괴하기 위해 jackscrew 같은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성

년이 되면 suture의 완전한 interlocking을 없애는 것이 불

가능하므로 외과적 확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악궁 확장은 rapid expansion과 slow expansion의 두 가

지 방법이 있습니다. Rapid expansion은 하루에 0.5~1mm 

정도의 mid-palatal suture의 확장을 얻기 위해서 10~20 

pound의 센 힘을 적용해서 2~3주 사이의 짧은 기간에 원하

는 확장량을 얻는 방법입니다. Slow expansion은 일주일에 

1mm 정도의 확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4 pounds 정도

의 약한 힘으로 2개월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원하

는 확장량을 얻는 방법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점차 센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그림 3-2).

Rapid expansion은 생리적 외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mid-palatal suture의 확장과 더불어 통증은 없지만 구개

부에 점상출혈이나 반상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확장된 suture가 새 뼈로 채워지면서 자연적으로 없

어지게 되는데, slow expansion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지 않습니다. 두 방법 모두 다 상악 중절치의 이개가 나타

나지만 이 또한 확장된 부위에 새 뼈가 채워지면서, gingival 

fiber나 periodontal fiber의 영향으로 점차 다시 붙게 됩니

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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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 Fixed palatal expander와 removable palatal expander. B, Tongue thrust를 방지하기 위해 tongue spur

가 첨가된 removable palatal expander.

A

B

그림 3-2. Rapid palatal expansion과 slow palatal expansion에서 나타나는 skeletal, dental change의 비교. A, Rap-

id palatal expansion. 초기에 치아는 반응하지 않고 suture가 열립니다. 2주 안에 10mm의 확장을 하고 이것은 8mm 골격

적 변화와 2mm 치성 변화로 되어있으나 추후 8주 동안 골이 차오르면서 skeletal relapse가 일어나 총 확장은 동일하나 치

성 이동에 의한 비중이 늘어나고 골격적 확장은 줄어듭니다. B, Slow palatal expansion. 주당 1mm의 속도로 총 확장은 처

음부터 약 절반은 골격적, 절반은 치성입니다. Rapid와 slow expansion 비교 시 2주 후에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10주 후에

는 비슷해집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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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 problems     

1800년대 말에 미국의 교정치료 선구자들은 상악에 구외력

을 적용하여 골격성이거나 치성 2급 부정교합의 개선에 효과

적으로 사용하였지만, Angle의 추종자들의 생각에는 Class 

II 고무줄의 사용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사

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사진의 중첩에서 나

타난 2급 고무줄의 효과가 하악 전치의 전방이동을 일으키고, 

하악을 후방으로 회전시키면서 교합평면의 변화를 야기해서 

치료 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재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알고, 구외력과 Class II 고무줄의 작용 기전이 확

연히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다시 구외력 장치

인 headgear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에 headgear를 사용할 때 기대한 효과는 상악 전치의 

후방이동에 의한 Class II의 개선이었지만, 방사선 사진의 중

첩은 상악 전치의 후방이동뿐 아니라 상악골의 성장이 억제되

면서, 생리적 보상작용인 balloon effect에 의해서 하악골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골격적인 Class II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악골에 대해 하방쪽

으로 힘이 가해지는 구외장치(예: cervical headgear)는 하

악골을 후하방으로 이동시켜 하악의 전방 성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얼굴만 길어지게 한다는 현상도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

에, 하악각이 작고 얼굴이 짧은 경우에만 cervical headgear

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그림 3-4).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골격적 Class II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악을 인위적으로 전방이동 시킴으로써 하악의 성장

을 촉진시키게 되는 functional appliance가 광범위하게 사

용되었습니다(그림 3-5).  

그림 3-4. A, HPHG. B, Cervical H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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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nator

그림 3-5. Functional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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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ppliance와 headgear의 효과와 차이점에 

대해서는 1990년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

versity of Pennsylvania, 그리고 University of Florida에

서 시행된 randomized clinical trial methodology에서는 

control group과 비교해서 functional appliance를 사용했

을 때 나타나는 하악의 전방성장 효과와 headgear를 사용

했을 때 나타나는 상악 성장에 대한 억제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잘 나타냈습니다. Control group에 비해서 func-

tional appliance와 headgear를 사용한 group에서 비록 

반응의 기전은 다를지라도, ANB의 감소와 같은 상악과 하

악 간의 골격적인 부조화가 개선되는 지표들이 functional 

appliance와 headgear 사용 groups에서 나타나고 또한 그 

변화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3-6).

그들의 연구 결과는 환자 개개인에게서 보여지는 성장의 다

양성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highly favorable, favor-

able, zero response, 그리고 negative response) 나타나기

도 하고, 치료에 대한 협조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

니다. 하지만 functional appliance가 하악 성장의 촉진으

로 SNB의 크기가 증가하고, headgear는 상악의 성장을 억

제해서 SNA가 감소함으로써 ANB의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서 조기치료를 통한 성장의 촉진이 true 

stimulation이 아니고 치료기간 동안의 temporary ac-

celeration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연구의 한계들에서 언급

한 것처럼 골격의 부조화가 심한 환자들에 대한 control 

group의 한계성이나 신뢰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

료과정에서 성장의 촉진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추후 성장에 대한 functional matrix의 영향력들을 감안

했을 때 조기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속단일 수 

그림 3-6. Functional appliance와 headgear 사용 groups에서 나타나는 SNA, SNB, A to Na perp., B to Na perp.의 변

화와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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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니라 성장을 이용한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부정

이나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 3-7).

또한 이러한 조기 치료의 결과에 대한 조사에서 조기치료 

group과 비치료 group에서 psychologic 만족도의 차이나 

치주 조직에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지만, 외

상에 의한 전치 손상의 빈도는 조기치료 group에서 현저하

게 개선되어 전치 손상이 낮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이유가 조기치료를 지지해주는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TMD 증상과 관련된 long-term study는 없지만 

short-term에서는 조기치료의 효과가 TMD 증상 완화에 기

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된 이유로 Class II의 2단계 조기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서 크게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2-phase 치료나 

1-phase 치료에 대한 결정은 개개인 환자의 상태 정도나 환

자나 보호자의 chief complaint에 준하여 교정의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골격적 Class II 문제는 전후방 관계만을 의미하는

데, 이 문제는 수직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

에 normal face, long face, short face에 따라서 성장을 이

용한 치료의 방법은 달라집니다(그림 3-8).  

Normal face의 skeletal Class II의 치료는 function-

al appliance를 사용하든 headgear를 사용하든 모두 효과

가 있을 뿐 아니라, 2-phase 치료를 하든 1-phase 치료를 

하든 치료결과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headgear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굴이 길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high-pull headgear가 더 좋기는 하지만, mandib-

ular plane angle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전후방 관계의 부

조화가 아주 심한 경우에 cervical headgear를 고려할 수

도 있습니다.

얼굴의 길이가 짧으면서 deepbite이 있는 skeletal Class 

II의 경우에는 전치부의 정출을 조절하고 구치부의 정출을 촉

진시켜서 deepbite을 해결하며, 하악 구치부의 정출을 통해

서 교합평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결과

는 functional appliance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cervical headgear를 사용할 경우에도 표면

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비슷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상악 구

치부의 정출에 의한 변화가 주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

합평면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

론 functional appliance 중에 상악 구치의 압하를 일으키

는 Herbst 같은 종류는 얼굴을 더 짧게 하기 때문에 사용되

어서는 안 됩니다. 

골격적 openbite을 동반하는 장안모의 skeletal Class II

의 경우에는 주로 ramus의 길이가 짧거나 palatal plane이 

거꾸로 들리는 특징적 양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상악골의 수

직 성장이 구치부 쪽에서 많이 일어나서 하악이 후하방으로 

그림 3-7. 조기 치료 시 나타나는 성장의 변화. Functional appliance

의 효과로 growth acceleration과 growth stimulation을 표현한 것입

니다. Functional appliance를 사용하여 일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

장이 일어나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여 최종적이 골격 크기가 커진다면 

true stimulation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빠른 성장이 장치 사용 중

에는 일어나지만 그후 느린 성장이 일어나 환자의 예상된 성장으로 회

귀한다면 이는 acceleration이며 true stimulation이 아닙니다. 하지만 

true stimulation이 안 일어난다 하여도 절대적인 성장양이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은 논리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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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keletal Class II long face 증례를 high-pull headgear를 사용하여 해결한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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