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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 Dimensional Computer Tomography를 이용한 한국인의 

연령별 상악동 크기 변화 

 

 

상악동(maxillary sinus)은 안면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기관이며 그 기능으로는 소리의 공명, 공기의 습도 및 온도 조절, 

충격 흡수, 점액의 분비 및 배출, 머리 무게 감소, 진화의 흔적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며, 또한 안면 성장 및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국인의 체형은 식생활 및 생활 습관의 변화로 신체 

계측에 있어서 키와 체중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생활의 변화는 

안면골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인의 성장에 

따른 상악동에 대한 형태 및 크기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상악동에 대한 연구는 사체(cadaver)를 이용한 연구와 영상의학 

기법을 이용한 연구로 대변될 수 있다. 초기 단순 방사선 촬영을 

이용하여 선상길이 계측항목(factor)인 상악동의 폭(width), 전후 

길이 깊이(anterior-posterior length), 높이(height)를 측정하여 

연령별, 성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단층촬영이 개발되고 

다채널, 고해상도 CT(computer tomography) 기기의 발달 및 3차원 

구성을 포함한 영상기법의 발달로 이차원적 계측항목에 국한 하지 

않고, 면적과 부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보고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개체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전체를 대별한다고 믿기 어려웠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인의 상악동의 1차원 선상길이 항목 및  부피를 

측정하여 연령과 성별 변화를 측정하여 상악동의 발달, 성장, 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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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알아보고 한국인의 표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6년에서 200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안면골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중 상악동 손상, 

부비동염, 교정치료, 악안면 기형 및 변형이 없는 영상을 대상으로 총 

164명 313개 상악동을 분석하였다. 남자 85명(생후 10주~85세), 

여자 79명(생후 4개월~75세)으로 구성되었고 20세 이하는 남자 

43명, 여자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폭, 깊이, 높이는 안면 단층촬영 

영상에서 정면, 측면을 기준으로 x, y, z축으로 하는 폭, 깊이, 높이를 

측정하였다. 축영상(axial view)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상악동의 

단면인 삼각형에서, 상악동 앞면에 해당하는 변을 기준으로 가장 긴 

거리를 가로 길이(transverse length), 가로 길이의 이등분점을 

지나고 상악동의 가장 뒤쪽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전후 

길이(depth)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상악동의 부피와 각각의 측정된 

선상길이들 간의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또한 

각 측정된 선상길이 항목들 간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상악동 부피 변화와 성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에서 폭, 깊이, 가로 길이, 전후 길이,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20세 이하의 성장기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30세까지 성장이 지속되지만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여자는 

20세까지 성장한 이후 별다른 크기 변화가 없었다. 상악동 부피는 

출생시부터 20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20대까지 성장을 하고 여자의 경우 10대까지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5세 단위로 세분화 했을 때 남자는 16세~20세까지도 성장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6세~10세에 성장을 하다가 이후 

성장 속도가 감소하였다. 남녀 차이는 20대에서 가장 뚜렸한 차이가 

있었다(p=0.04). 부피는 남자의 경우 20대에 가장 크다가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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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점차 감소하였고 여자의 경우도 10대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후 

큰 크기 변화 없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0대부터는 남녀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부피값이 측정되었다. 상악동 선상길이 항목과 

부피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높이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은 전후 길이, 가로 길이 순으로 상관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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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상악동, 3D CT, 폭, 깊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부피,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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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론서론서론서론    

  

부비동(paranasal sinus) 중에서 가장 큰 상악동은 고대 Galen의 

시기부터 논쟁이 많았으나, 생물학적인 기능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상악동은 소리의 공명, 공기의 습도 및 온도 조절, 

후각점막(olfactory membrane)의 면적 증가, 충격흡수, 비강내 습도 

유지를 위한 점액 분비, 열에서 신경계 보호를 위한 절연기능, 머리 

무게의 감소, 진화 과정의 흔적으로 남은 불필요한 공간 등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안면 성장 및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2 

 상악동의 형태는 피라미드 모양의 큰 공간으로 안면(facial surface), 

측두하면(infratemporal surface), 안와면(orbit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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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측면(nasal surface)의 벽면을 가지고 있다. 상악동 내측으로는 

상악동열공(maxillary hiatus)이 있고 위쪽으로는 사골(ethmoid 

bone)의 구상돌기(uncinate process), 아래쪽은 하비갑개(inferior 

nasal concha)의 상악돌기(maxillary process), 뒤쪽으로는 

구개골(palate bone)의 수직판(perpendicular plate)으로 이루어져 

있다.3 

상악동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하는데 태생 3개월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후 외측성장(lateral growth)과 하방성장(inferior 

growth)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외측성장은 1세 때는 

내측안와벽(medial orbital wall)까지, 4세때는 안와하관(infraorbital 

canal)까지, 9세에 이르러서 상악골 외측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하방성장은 9세경에 경구개(hard palate)까지 도달하고 이후 계속 

아래로 성장하면서 치조골(alveolar bone)의 

공기화(pneumatization)가 이루어질때까지 성장하게 된다. 

영구치(second dentition)가 맹출(eruption)된 이후 더욱 피라미드에 

가까운 모양이 이루어지고, 대략 18세경 최종 크기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4, 5 

상악동 주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활발하다.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상악동 관련 질환 및 

성장에 대한 연구,2, 9 치과 영역에서는 치성 감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13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매식하기 

위해서 상악동 내 어느 정도까지 공간을 침범하게 되는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악동에 뼈이식을 어떤 높이까지, 얼마만한 양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6, 14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상악동은 안면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안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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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에 미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상에 의한 

안면골 골절뿐만 아니라, 특히 안면골 성형술을 위해서 치아 교정, 

인위적인 Le Fort I 등의 수술을 할 경우 상악동의 위치 및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11 

그러나 과거의 연구들은 임상 의학자에 의하여 임상연구와 

해부학적 형태나 진화를 배경으로 비교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본 해부, 

인류학적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적 배경은 기능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으로 나누게 되었다.2-4 따라서 과거의 연구 방법들은 

인간 사체(cadaver)를 통한 연구이거나4, 6 동물 사체를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뤄졌다.7 사체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사체를 

포르말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막을 위축시켜 상악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방법 자체의 오차가 많고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체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병력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연구 방법은 1895년 X-ray의 

발명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3 특히 단순방사선(plain X-ray) 

영상을 이용하던 방법이 1990년대 초반부터 CT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8-10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8 1990년대 후반부터는 

CT 촬영기와 영상구성 기법의 발달로 촬영 간격이 더욱 조밀해지게 

되었고, 이후 3차원 영상을 이용하게 되었다.11 또한 사체를 이용하여 

내시경과 CT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보이는 것과 

영상에서 보이는 해부학적 차이를 연구하여 더욱 정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12  

최근에는 식생활 및 생활 습관이 고열량 음식과 활동량의 변화 

따라 신체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15, 16 이는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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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악동에 

대한 연구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가 많았고,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는 많지 않았다. Arigi(1993) 등이 115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230개의 상악동을 연령별, 성별 비교분석을 

보고한 예가 있으나,17 한국인에 대한 상악동의 연령별 크기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보고는 많지 않다. 박영석 등이 아동의 상악동 

성장에 대한 누년적 고찰(prospective study)에서 연구 대상의 

성장을 추적 관찰하여 보고하였다.13 각각의 연구대상을 개별적으로 

관찰한 것은 의미가 있었으나 측모두방사선 사진(lateral 

cephalogram)을 이용한 결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관찰 범위가 면적, 

상하 높이, 깊이에 한정되고 부피의 변화나 이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전범조 등은 3D CT를 이용하여 173명의 

한국인에서 238개의 상악동을 연령 및 성별 상악동 크기의 변화와 

피라미드 형태의 상악동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하였으나 20대 미만의 성장기 연령을 10년 단위로 구별하므로써 

성장기 상악동의 변화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CT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의 

수를 늘려 현재 한국인의 상악동 연령에 따른 변화와 부피의 

표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측항목을 다양화 하여 형태학 

변화의 정확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성장기 연령은 5년 단위로 

세분화 하여 연령별, 성별 성장 유형 및 노화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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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2007년 1월에서 2008년 3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안면골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3D facial 

bone computer tomography)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해상도(high resolution)  CT 이미지를 120kV, 180mA의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축영상(axial view)에서 간격은 1.0㎜, 0.8㎜간격으로 

촬영되었다. 촬영된 영상은 Centricity RA 1000(GE, Connecticut, 

USA)을 이용한 영상정보시트템(PACS: picture achie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통하여 연구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 

관리하였다. 

 총 164명 313개의 상악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85명(생후 

10주~85세), 여자 79명(생후 4개월~75세)으로 구성되었고 20세 

이하는 남자 43명, 여자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상악골 손상, 

부비동염, 교정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 후천성 악안면 변형 등 

질환이 있는 자료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연령별 구분에서 각 항목의 분석은 성장기의 

20세까지는 5년 간격으로 세분하고, 20세 이후는 10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폭, 전후 길이, 높이, 가로 길이, 깊이 및 부피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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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도.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TotalTotalTotalTotal    
AgeAgeAgeAge    

personpersonpersonperson    sinussinussinussinus    personpersonpersonperson    sinussinussinussinus    personpersonpersonperson    SSSSinusinusinusinus    

0~5 11 21 13 24 24 45 

6~10 11 21 6 12 17 33 

11~15 10 19 10 19 20 38 

16~20 12 23 7 14 19 37 

21~30 9 18 10 20 19 38 

31~40 8 16 13 26 21 42 

41~50 8 14 7 14 15 28 

51~60 10 17 5 10 15 27 

61~ 6 11 8 14 14 25 

TotalTotalTotalTotal    85858585    160160160160    79797979    153153153153    164164164164    3133133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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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상악동상악동상악동상악동    선상길이선상길이선상길이선상길이    항목항목항목항목    측정측정측정측정    

 

 연구대상에서 입체 영상에서 투영되는 상악동의 폭(width), 

깊이(depth), 높이(height)를 측정하였다. 폭, 깊이, 높이는 상악동이 

차지하고 있는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그림. 1). 이들을 

편의상 x(width), y(depth), z(height)라고 하였다. 또한 상악동 자체 

내부의 구조를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를 

가정한 상악동을 계측하였다. 즉, 상악동의 전벽(anterior wall)을 한 

변으로 했을 때 가장 긴 장축을 가로 길이(transverse length)라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이 가로 길이를 측정한 선이 지나는 평면이 

피라미드의 단면에서 삼각형을 형성하는데 가로 길이의 이등분점에서 

시작하여 상악동 뒤쪽으로 가장 긴 장축을 전후 

길이(anterior-posterior length)로 정의하여 편의상 x’ (transverse 

length), y’ (AP length)로 기술하고 측정하였다. 이때 안와하공이 

상악동 내측으로 돌출되어 실제 상악동의 모양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생략한 상악동 전벽을 도안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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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악동 선상길이 항목(1).  A. ①폭(width: x), ②깊이(depth: 

y), B. 상악동을 피라미드의 단면으로 봤을 때 상악동의 앞벽에 

해당하는 가장 긴 길이를 ①가로 길이(transverse length: x’), 가로 

길이의 이등분점을 지나고 삼각형의 가장 뒤쪽을 첨부를 지나는 

길이를 ②전후 길이(AP length: y’ )로 정의하였다. 

 

 

그림. 2. 상악동 선상길이 항목(2). 상악동 정면에서 상악동의 

기저부와 첨부 사이의 거리를 높이(height: z)로 정의하였다. 

    

    

③ 

④

x’ 

y’ 

B

①

① 

② 

x 

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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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상악동상악동상악동상악동    부피부피부피부피    측정측정측정측정    

 

각 영상들은 Image J(NIH, Washingto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mage J에서 불러온 영상들에서 공기 음영을 기준으로 

하여 역치(threshold)를 설정하여 상악동 영역에 해당하는 면적(S)을 

구하여 각 영상간의 간격(d)을 이용하여 부피(V)를 측정하였다.14, 17  

 

V=∑ (S ×d) 

  

 이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의 오차를 알아보는 선행연구로 50 ㎖ 

Conical tube(BD Falcon, USA)를 이용하여 같은 고해상도 CT로 

촬영하였다. 이 영상을 연구 대상과 같은 방법으로 PACS를 통한 

개인용 컴퓨터로 자료를 축적하여 부피를 측정하였다(그림. 3). 

 

 

그림. 3. 부피 측정 방법. 50 ㎖ conical tube(BD Falcon, San Jose, 

CA, USA)를 실제 연구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부피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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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선상선상선상선상길이길이길이길이    항목항목항목항목    간간간간    비율비율비율비율    

 

 상악동 자체의 형태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선형 

계측항목간 상대적 비율을 연령별, 성별 분석하였다(표. 2). 깊이에 

대한 폭의 변화, 높이에 대한 폭의 변화, 전후 길이에 대한 

가로길이의 변화, 높이에 대한 가로 길이의 변화를 각 항목들간의 

연령별, 성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측정항목과 상악동 

부피 변화의 상관 관계도 분석하였다.  

 

표. 2. 선상길이 항목 간의 비율 

FormulaFormulaFormulaFormula    RatioRatioRatioRatio    RemarkRemarkRemarkRemark    

1 width/ depth x/y 

2 width/ height x/z 

3 transverse length/ AP length x’/y’ 

4 transverse length/ height x’/z 

 

 

5.5.5.5. 통계통계통계통계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version 

1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대상은 연령별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악동 부피의 변화는 

각 연령대별로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유효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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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1.1.1. 상악동상악동상악동상악동    선상선상선상선상길이길이길이길이    항목항목항목항목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상악동 폭, 깊이, 가로 길이, 전후 길이, 높이를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였다. 상악동 폭에서 남자는 20대까지 성장하였고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하였다. 20대에서 남녀간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상악동 깊이 항목에서 남자는 20대까지 성장하였고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남녀간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표. 

3). 

 상악동 가로 길이에서 남자는 20대까지 성장하였고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하였다. 상악동 전후 길이 항목에서도 남자는 20대까지,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하였다(표. 4).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남녀 

차이는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상악동 높이에서는 남, 녀 모두 

10대까지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5). 

이상에서 선상길이 항목인 폭(x)과 가로 길이(x’ ), 전후 길이(y)와 

깊이(y’ )에서 남자는 20대까지, 여자는 10세까지 성장하는 유사한 

성장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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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별, 성별 폭(width: x), 깊이(depth: y) 분포 

Width(Width(Width(Width(㎜㎜㎜㎜))))    DepthDepthDepthDepth((((㎜㎜㎜㎜))))    
AgeAgeAgeAge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TotalTotalTotalTotal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TotalTotalTotalTotal    

0~5 14.28±6.64 17.30±7.51 15.89±7.27 20.15±7.66 24.23±8.16 22.33±8.19 

6~10 26.97±2.65 26.59±4.42 26.83±3.40 36.17±2.37 37.47±2.87 36.64±2.64 

11~15 30.99±4.78 30.01±2.71 30.63±4.17 39.92±3.24 40.04±2.97 39.97±3.14 

16~20 33.06±3.31 30.35±4.74 32.04±4.13 39.89±3.75 38.65±2.05 39.42±3.27 

21~30 33.60±4.30 28.52±3.69 30.92±4.73 43.64±2.97 37.87±2.37 40.60±3.93 

31~40 32.07±3.33 30.47±5.47 31.08±4.84 40.59±2.40 39.81±4.54 40.11±3.89 

41~50 28.36±3.50 30.16±4.29 29.26±4.02 37.22±5.16 37.26±2.07 37.24±3.93 

51~60 30.08±3.29 29.31±2.74 29.80±3.12 39.41±2.64 36.66±1.96 38.39±2.75 

61~ 28.02±5.87 28.93±3.97 28.53±4.92 38.39±3.50 38.08±3.02 38.17±3.24 

 

표. 4. 연령별, 성별 가로 길이(transverse length: x’ ), 전후 길이(AP 

length: y’ ) 분포 

Transverse length(Transverse length(Transverse length(Transverse length(㎜㎜㎜㎜))))    AP lengthAP lengthAP lengthAP length((((㎜㎜㎜㎜))))    
AgeAgeAgeAge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TotalTotalTotalTotal    MaleMaleMaleMale    FeFeFeFemalemalemalemale    TotalTotalTotalTotal    

0~5 15.62±6.59 18.51±9.01 17.16±8.10 17.26±6.24 20.20±7.65 18.83±7.18 

6~10 31.15±3.53 31.29±4.06 31.20±3.73 31.56±3.39 34.47±6.13 32.62±6.12 

11~15 34.01±4.00 34.45±4.14 34.17±4.06 36.56±3.60 37.56±3.67 36.92±3.66 

16~20 35.57±4.37 32.94±6.77 34.58±5.55 38.79±3.72 37.89±6.51 38.45±4.98 

21~30 35.77±4.22 33.22±4.30 34.43±4.45 40.70±3.74 35.92±3.36 38.19±4.27 

31~40 34.73±2.93 31.39±5.42 32.67±4.91 38.30±3.38 37.26±5.08 37.65±4.54 

41~50 32.00±3.91 34.07±3.98 33.04±4.08 37.07±3.28 38.59±3.01 42.73±6.77 

51~60 32.22±3.77 32.58±6.14 32.36±4.79 37.00±3.23 36.76±3.99 36.91±3.53 

61~ 30.82±4.96 32.26±3.15 31.62±4.11 37.80±4.63 35.55±2.81 36.5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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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별, 성별 높이(height: z) 분포 

Height(Height(Height(Height(㎜㎜㎜㎜))))    
AgeAgeAgeAge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TotalTotalTotalTotal    

0~5 17.86±8.09 21.12±9.17 19.60±8.83 

6~10 32.39±3.23 36.60±8.58 33.92±6.12 

11~15 41.33±6.51 38.91±6.95 40.44±6.78 

16~20 48.81±6.92 42.67±4.43 46.49±6.79 

21~30 48.63±10.29 40.23±3.81 44.21±8.68 

31~40 45.59±2.92 42.54±7.00 43.70±5.98 

41~50 42.03±6.34 43.43±7.10 42.73±6.77 

51~60 42.59±3.24 42.84±8.76 42.68±5.92 

61~ 38.91±4.34 40.46±6.52 39.78±5.72 

 

 

 

2.2.2.2. 상악동상악동상악동상악동    부피부피부피부피    측정측정측정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부피 계산의 선행연구는 50㎖ cornical tube를 이용하였다. 50㎖ 

cornical tube에 물을 가득 채원 57.7㎖를 CT를 통해 10회 반복 

측정한 결과 57.66±0.38㎖로 근사한 값이 나왔다. 연구 대상 총 

164명 상악동을 모두 측정한 결과 좌측 평균 15.55±8.55㎖, 우측 

평균 15.49±8.21㎖로 좌측이 우측보다 평균 부피는 다소 컸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p=0.95). 

성별 구분 없이 측정한 상악동의 부피의 변화는 남자의 경우 

20대까지 성장을 하였고 여자의 경우 10대까지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20대에는 남녀 차이가 가장 많이 났었는데, 20대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다(p=0.04). 남자의 경우 20대에 

최고값을 이루다가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차 부피가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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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도 10대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후 성장 없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0대부터는 남녀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부피값이 측정되었다(그림. 4). 

하지만 20대까지 성장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여자의 경우 

6~10세 사이에 남자보다 빨리 성장을 하였고, 남자의 경우 

11~15세에 여자와 비슷한 부피를 보이다 16~20세에 부피가 더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아니었다. 남자의 경우 20세까지 

상악동 부피 변화 기울기(slope)가 0.613, 같은 나이의 여자의 경우 

기울기가 0.581로 빨리 성장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이들 항목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남자의 경우 0.850, 여자의 경우 0.754로 높게 나왔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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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악동 부피 변화. 상악동 부피는 남자에서 20대까지 

성장하였고, 여자에서 10대까지 성장하였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30세 이후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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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세 이하 성장기 상악동 부피 변화. 기울기(slope)가 

남자에서 0.613, 여자에서 0.581로 20세까지는 남자가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상관계수는 남자가 0.850, 여자가 

0.754가 나왔다. 

 

3.3.3.3. 선상선상선상선상길이길이길이길이    항목항목항목항목    간간간간    비율비율비율비율    결과결과결과결과    

 

폭, 깊이, 가로 길이, 전후 길이 및 높이의 성장변화의 상호 비교 

관찰을 하였다. 깊이에 대한 폭의 변화(x/y)에서는 20세 이하 

성장기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각 성별 

집단 간에 차이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고, 40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녀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그림. 6). 

 높이에 대한 폭의 변화에서는 20대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50대 이후 작은 범위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남자에 있어 

10대(11~20세)에 이르기까지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때 

20세 이하에서 남자의 경우 기울기가 -22.15, 여자는 -14.13이 

나왔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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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에 대한 가로 길이의 변화에서는 높이에 대한 폭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세 이하 남자에서 기울기가 -18.68, 여자의 

경우 -7.88이 나왔다(그림. 8). 20세 이하의 성장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성별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자의 경우 11세 이후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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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별, 성별 폭과 깊이 비율(x/y). 10대까지 비율이 

증가하였고 4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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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령별, 성별 폭과 높이 비율(x/z). 20세 이하 성장기에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남자에서 기울기가 -22.15, 여자에서 

-14.13으로 남자에서 높이에 대한 폭의 변화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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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 성별 가로 길이와 높이 비율(x’/z). 20세 이하 

성장기에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였다. 기울기는 남자에서 -18.68, 여자의 경우 -7.88 

로 남자에서 높이에 대한 가로 길이의 변화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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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세 이하 성장기 가로 길이와 높이 비율(x’/z). 20세 이하의 

성장기에서 성별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자의 경우 11세 이후, 여자는 

16세 이후 감소하였다. 

 

4.4.4.4. 상악동상악동상악동상악동    부피와부피와부피와부피와    선상선상선상선상길이길이길이길이    항목과항목과항목과항목과의의의의    상관상관상관상관    관계관계관계관계    

 

 상악동 부피에 선상길이 항목 즉, 상악동의 폭, 깊이, 가로 길이, 

전후 길이, 높이와의 상관관계(correlation coeffiecint)를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러 항목 중에 부피와 높이와의 상관 

계수가 다른 항목과의 상관 계수보다 크게 나왔다. 

 상악동의 폭과 깊이보다는 상악동 자체를 측정한 가로 길이, 전후 

길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특히 깊이와 전후 길이와의 상관 

계수의 차이가 폭과 가로 길이에서의 상관계수의 차이보다 컸다. 

기존의 연구에서 폭과 깊이만을 비교하였을 때 이 두 항목 중에서는 

깊이보다는 폭이 부피와의 상관 관계가 높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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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악동 부피와 각 계측항목 간의 상관 계수(Vol: volume, Wd: 

width, Tr: transverse length, Dp: depth, AP: AP length, Ht: height) 

 

    VolVolVolVol----WdWdWdWd((((xxxx))))    VolVolVolVol----TrTrTrTr((((xxxx’’’’))))    VolVolVolVol----DpDpDpDp((((yyyy))))    VolVolVolVol----APAPAPAP((((yyyy’’’’))))    VolVolVolVol----HtHtHtHt((((zzzz))))    

MaleMaleMaleMale    0.769 0.784 0.725 0.827 0.902 

FemaleFemaleFemaleFemale    0.764 0.840 0.728 0.856 0.834 

TotalTotalTotalTotal    0.768 0.811 0.726 0.840 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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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고찰고찰고찰고찰    

 

상악동의 크기 및 형태에 대한 기초 연구는 성형외과 영역에서 

안면 성장 및 형태,11 이비인후과에서 상악동 관련 질환과 성장,2, 9 

치과 질환 및 임플란트 매식6, 14 등과 관련되어 임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상악동 관련 연구를 보면 서양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었다.18-20 Uemura(1974)가 일본인을 157명을 대상으로 

치아 유무에 따른 상악동의 형태학적 연구하여 상악동 하면을 13개 

유형으로 나누었다.21 인종간의 비교는 Fernandes 등이 사체연구를 

통한 유럽인과 Zulu족 간의 성별 좌, 우 부피 비교하였는데 

유럽인들이 Zulu족에 비해 상악동이 크고,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는 

것을 관찰하여 인종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으나 그 대상 수가 적어 

일반화 하기는 힘들었다.22 Koppe 등에 의하면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상악동의 높이는 짧고 폭은 넓다고 기술하였다.23  

Graney 등은 상악동 성장이 0~3세, 7세~12세까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3세~7세 사이는 서서히 성장한다고 하였다.24 이후 급격한 

성장은 14세에서 25세 사이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3 Schatz 등에 의하면 15세까지는 상악동, 사골동(ethmoid 

sinus), 접형동(sphenoid)의 크기는 성장하다가 이후로는 비슷한 성장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25 상악동의 성장을 보면 상악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하방 성장과 외측 성장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출생 시 상악동은 비저(nasal floor) 위에 존재하지만 아래로 

성장하면서 5~10세 경에 비저를 지나 20대까지 아래로 계속 

성장한다.5 외측 성장은 40%의 성인에서 양쪽 상악골의 관골 

돌출(zygomatic process)까지 성장한다고 하였다.13 

Ariji는 모든 연령에서 20세까지 상악동이 성장하고 성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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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좌, 우 상악동 크기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이들 분석을 

제1소구치에서 제3대구치까지의 치아 유무에 따라 나누어 측정하였을 

때 두 집단간 상악동 크기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17 Karakas는 

남자는 21세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여자는 16세에서 

2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하였다.27  

상악동에 대한 연구는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한 연구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 영상은 방사선으로부터 투영되는 거리의 

차이에 의해 진정한 실측이 아니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지나간 다른 구조가 중첩되어 보이는 단점이 있다5. CT가 

개발된 이후 이를 이용한 영상을 통해 상악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졌는데14, 28, 29 특히 다채널, 고해상도 CT의 개발로 영상 질적 면에서 

더욱 개선된 영상을 얻게 되었다.30-32  

따라서 상악동 연구에서 CT 이전의 단순방사선 사진에서는 부피 

측정이 불가능하여 선상길이 계측항목으로써 상악동의 폭, 깊이, 

높이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체 연구를 통해서 부피를 실측하여 

왔다. CT를 이용한 이후에는 CT 자체만으로 1차원의 선형 

계측항목과 3차원의 부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계측항목을 

사용하여 서로 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순히 1차원적인 선이 

다양한 피라미드 형태의 상악동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상악동 3차원적 형태를 정확히 계측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폭(x), 깊이(y) 외에 상악동을 피라미드의 

단면인 삼각형을 기본 형태로 하여 가로 길이(x’), 전후 길이(y’)도 

측정하였다.  

상악동에서 가로 길이와 전후 길이가 가장 큰 값을 갖는 단면은 

상악동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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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의 상악동 전면에 안와하관이 나오는 단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구조는 전체 부피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선상 

거리의 측정에서는 오차 범위를 넓게 하고 상악동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악동의 앞면은 상악동 가장 바깥쪽 면에서 가장 

안쪽 면으로 이어지는 최장 직선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악동의 선상길이 항목인 폭, 깊이, 가로 길이, 전후 

길이에서 남자는 20대까지,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하였다. 20대에서 

남녀의 평균 길이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높이 

항목에서는 남녀 모두 20대까지 성장하고 이후 증가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상악동의 부피는 남녀 모두 11세~20세 사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남자의 경우 30세까지 성장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는 20세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20세 이하를 5년 

단위로 나누어 상악동 부피 변화를 보였을 때 남자의 경우 

16세~20세까지 급성장을 보이지만 여자의 경우 10세 이후는 부피 

증가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6). 20세까지의 분석에서 

남자의 경우 성장의 선형 기울기가 0.613으로 여자의 0.581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급격히 상악동의 부피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었다. 연령별 상악동의 부피에 대한 상관 계수는 

남자가 0.850, 여자가 0.754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Jun 등은 남자는 20대(21~30세)까지 상악동이 성장하고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한다고 하였다. 상악동의 부피가 최대값에 

이르기까지는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으나 이후에는 부피 변화가 

별로 없고 성별 차이도 없다고 하였다.5 본 연구 결과도 20대에 남녀 

집단간 상악동 부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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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의 부피는 점차 줄어들어 40대 이후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상악동의 부피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는 노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과거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었다.5, 13, 17 그 원인이 되는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로 골다공증에 의한 골기질에서 무기질(mineral)의 

감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33, 34 남성에 있어서도 안드로젠(androgen) 

감소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35 따라서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은 뼈의 전반에 걸쳐 모두 

진행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또 다른 가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부비동염이나 외상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keda 등은 부비동염으로 감염이 있고 

수술을 받은 경우 상악동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였다.26 

선상길이 계측항목간의 비율을 보면 높이에 따른 폭의 변화(x/z)를 

보면 20세까지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이는 폭의 성장보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이 성장이 더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상악동의 하방 성장이 외측 성장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남자보다는 그 경향이 덜 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자는 기울기가 

-22.15, 여자는 -14.13을 보였다. 높이에 따른 가로 길이(x’/z) 

그래프에서 높이에 따른 폭(x/z)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까지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유사하게 볼 수 있다(그림. 8). 하지만 

그 기울기나 이들의 성별 차이는 더욱 차이가 난다. 즉, 남자는 

기울기가 -18.68, 여자는 -7.88로 나왔다. 높이에 따른 폭의 변화 

기울기(x/z)에서 남자가 여자의 1.57배였다면, 높이에 따른 가로 길이 

변화 기울기(x’/z)에서 남자가 여자의 2.37배로 그 변화 차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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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 두 그래프에서 외측 성장보다 하방 성장, 즉 수직 성장이 

성장기에 더욱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욱 

하방 성장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안면의 

성장과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즉, 유아기의 얼굴이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얼굴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얼굴이 더욱 길어지는데 이와도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또한 

상악동의 피라미드 모양을 고려한 계측항목이 성장 속도가 빠를 때 

더욱 민감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악동에서 측정한 선상길이 항목과 부피와의 상관 관계에서는 

폭(x), 깊이(y), 가로 길이(x’ ), 전후 길이(y’ ), 높이(z)에 대한 부피의 

상관 관계에서 높이에 대한 상관 관계가 남자에서 0.902, 여자에서 

0.834로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는 상악동의 부피 변화에서 높이, 즉 수직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비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후 길이, 가로 길이로 

나타났다(표. 3). Uchida 등은 사체 연구를 통해서 상악동 부피의 

변화는 선형 계측항목으로 측정한 폭, 깊이, 높이 중에 높이 항목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6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폭, 깊이, 높이의 세 항목을 비교하였을 때 깊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항목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폭과 비슷한 

개념인 상악동의 가로 길이, 깊이와 유사한 전후 길이와 상악동 

부피와의 상관 관계는 기존의 측정 항목과 달랐다. 즉, 가로 길이, 

전후 길이와 상악동 부피와의 상관관계는 기존의 측정 항목인 폭과 

깊이보다 높았고 특히 가로면(axial view)에서는 전후 길이와 깊은 

상관 관계를 이루었다(표. 3). 이는 새로 정한 측정 항목이 연령별 

상악동 부피 변화를 기존의 항목보다 더 잘 대변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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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상악동의 연령별, 성별 부피 변화는 급성장하는 시기가 키, 손목뼈 

등 다른 부위의 신체 성장 과정과 유사함을 보였다18. 그리고 노화와 

관련되어 40대 이후 상악동의 부피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상악동을 피라미드의 단면인 삼각형의 한변과 이등분선을 가로 

길이, 전후 길이가 상악동의 부피 변화에서 높이 다음으로 상관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상악동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상악동의 성장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른 결과로 폭과 높이에 

대한 비율보다 가로 길이와 높이에 대한 비율이 더 민감하게 하방 

성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Ruf 등은 전두동의 성장을 통해 

사춘기 신체 성장의 성숙도를 알아보았고,36 Rossouw 등은 전두동의 

성장과 하악골의 성장을 연관 지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악동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상악동의 부피 및 성장의 지표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에 비해 연구 대상수가 많고 측정 항목을 폭, 

깊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깊이로 다양화 하였고 또한, 각 항목들과 

상악동 부피와의 상관 관계, 항목들 간의 비율과 부피와의 상관 

관계도 확인하였다. 다양한 계측 항목과 상호간 비교를 통해 

형태학적 변화의 정확성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안면과 

관련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소아과 등에 임상 연구에 

필요한 기초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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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론결론결론결론    

 

1. 한국인에서 상악동 선형 계측항목에서 폭, 깊이, 가로 길이, 

전후 선상길이에서 남자는 20대(21~30세), 여자는 

10대(11세~20세)까지 증가하였다. 20세 이전의 성장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높이는 남녀 모두 20세까지 증가하였다. 

2. 상악동 부피는 남자는 20대, 여자는 10대까지 성장하였다. 

20세 이전의 성장기에서 남녀 모두 10대에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부피의 성별 비교에서는 20대에 남녀가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4). 40대부터는 남녀 차이 

없이 부피가 감소하였다. 

3. 상악동의 선상길이 항목 중 상악동의 연령별 부피 변화에서 

높이에 대한 상관 관계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전후 길이, 

가로 길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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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llary sinus occupies the largest spatial volume among various 

structural compartments of the face. Its function ranges from resonation of 

sound, regulation of air humidity and temperature, shock absorption, and 

secretion or excretion of secretary products. Although conjectural, it is 

also speculated to be a remnant of evolution. Besides all these various 

functions, it is known to influence the growth and structure of the face. 

Recent studies evidently indicate significant evolution in average body 

measurements such as height and weight among the Korean population. 

This could partly be attributed to the dietary and life style modification 

seen among Koreans toward the western style. Likewise, these changes 

also influenced the measurements and morphology of the facial bony 

structures. The study on the Korean maxillary sinus however is in its earl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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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studies on the maxillary sinus were based primarily on data 

obtained from imaging modalities of human cadavers. Using plain 

roentnographic data from previous studies, differences in 1 dimensional 

parameters such as the width, depth, transverse length, AP length, height, 

surface area of maxillary sinus were analyzed in relation with subjects’  age 

and sex. Numbers of previously documented studies were statistically too 

small to such as to draw a generalized conclusion. With the advent of 

multi-channeled and high resolution computerized tomographic scanners, 

precise measurement of volumetric capacity of the maxillary sinus had 

become possible. Even after such developmental milestones in imaging 

studies, researches were either mainly based on caucasians or the 

numbers of subject recruited were too smal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volumetric changes in the maxillary 

sinus volume and changes in 1 dimensional parameters commensurate with 

subjects’  age and sex. Further,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se data 

with the development, growth and aging process to propose a standardized 

value of the maxillary sinus among the Korean population.     

Images without any maxillary damage, sinusitis, orthodontic devices, 

craniofacial malformation or deformity were obtained and analyzed with 3 

dimensional facial bone computerized tomographic scans at the New 

Severance Hospital (located in Shinchon) from year January 2007 to March 

2008. A total of 164 subjects were recruited in our study to give 313 pieces 

of the maxillary sinus for analysis. Our study model was comprised of 85 

men(10weeks~85 years old) and 79 women(4 months ~75 years old).  

Numbers of those under the age of 20 were 43 men and 36 women. Linear 

parameters were measured on the basis of the anterior and lateral facets 

serving as perpendicular planes to each other in three dimension. Viewing 

the maxillary sinus as a pyramidal structure, the greatest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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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on the frontal aspect was defined as transverse length, while an 

imaginary line on the horizontal plane at the base of the pyramid that 

crosses the midline of the transverse line yet meeting the hindmost point of 

the base, namely the apex. With these definitions set beforehand, we were 

able to obtain measurements with objectivity. Many of the distance 

parameters were analyzed in relation with the maxillary sinus volume by 

deriv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 addition, we also calculated the 

ratios between these distance parameters in order to evaluate the growth 

pattern relative to the changes in the volume of the maxillary sinus.          

Our data suggests continuous growth of the maxillary sinus until the 

subject reaches the age of twenty. In general, growth plateau at age 20 in 

men while 10 in women. Differences of the size between two sex was the 

greatest at age 20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4). Maximum 

maxillary sinus capacity was reached at the age 20 in men and 10 in women. 

Volume decreased beyond the inflection points of age in each sex 

respectively. From 40 years of age or abov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olume was noted between the two sex.  

Volumetric symmetry between the right and left maxillary sinus was also 

investigated among the 145 subjects recruited from a grand total of 164 

subjects. These 145 subjects had previously undergone bilateral maxillary 

sinus measurements. The relative coefficient was high as 0.945.  

Relationship observed in 1 dimensional parameters (width, depth, 

transverse length, AP length, height) in relation with subject age and sex 

was similar to that with the volumetric change.  Among these 2 

dimensional parameters, the single most correlation was seen in the height 

of the maxillary sinus relative to its volume. Assuming that the maxillary 

sinus is a three dimensional tetrahedral structure, parameters correlated 

well with the maxillary sinus volume in the following order: th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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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stance, and height. When the ratios between the parameters 

are observed, the horizontal distan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downward growth.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hanges in the maxillary sinus among the 

Korean population emulates the tendency observed in previous 

documentations. When age is set more specifically into ranges of 5 years, 

the maxillary sinus continuously grows in men until 16~20 years of age 

while growth ceases after the age of 6~10 in women. This journal shall 

propound a rudimentary yet fundamental basis of maxillary sinus research 

by adding new parameters such as the transverse length or depth to the 

conventional pool of data. Hence, increasing diversity of correlation 

betwee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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