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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비대칭 환자의 대칭적 안모 개선을 위한 악교정 수

술 결과를 얻는데 유용한 새로운 임상 분류를 모색하기 위해 하악골 전돌증을 동

반한 경조직 비대칭 그리고/또는 연조직 비대칭 환자 153명 (남자 86명, 여자 

6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임상 실물대사진을 이용하여 

경조직과 연조직에서의 계측항목들을 측정하였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이부 변위

와 기울기, 수평비대칭 사이의 관계와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이부 변위, 기울기, 

수평비대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골 이부의 변위 방향과 연조직의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T1)는 37.3%로 가장 많았으며,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자(T4)가 35.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수

평 비대칭이 없는 환자(T3),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

는 환자(T2)가 각각 15.0%, 12.4%로 나타났다. 

 

   2. 하악골 이부 변위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반대인 (T1) 환자 군

에서 대부분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 방향은 일치하였으며, 그 양

은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부 변위와 수평 비대칭 사이에 양의 상

관 관계를 보였다. 이부 변위와 입술과 상악골의 기울기는 각각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서 이부 변위량, 입술 기울기와 상악골 기울기는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3. 하악골 이부 변위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일치하는 (T2) 환자 

군에서는 대부분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의 방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부 

변위 정도와 연조직의 수평 비대칭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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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했다.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서 이부 변위의 경우 그 양에 차이를 보였지만, 

기울기량과 수평 비대칭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4. 이부 변위는 있으나 수평 비대칭은 존재하지 않는 (T3) 환자군에서도 절반 

이상에서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수평 비대칭 방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부 변위와 

기울기 정도에 다양한 관계를 보였고, 경조직에서만 이부 변위량과 수평 비대칭량 

사이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연조직과 경조직을 비교시 

이부 변위량과 기울기량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평 비대칭량 역

시 다양한 관계를 보였다.

 

   5. 이부 변위가 존재하지 않으나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T4)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에서의 수평 비대칭의 방향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경조직 (87.04%)과 연조직(80.85%)에서 기울기를 보이지 않았

다.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서 이부 변위량과 입술, 상악골 기울기량은 유의할만

한 치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평 비대칭량에 있어서는 연조직이 경조직에 비해 

1.6mm 더 큰 차이를 보였다 (p<0.01).

 

   6. 대부분의 경우 경조직에서 보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조직에서도 보

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경조직에서 보상적 성장이 없는 경우 연조직에서도 보상

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양상은 연조직에서 훨씬 다양하였다

 

   7.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T1M1L1

으로 이는 전체의 15.0%를 차지하는 정도로 적었으며, 대부분(85%)은 완벽한 

좌우 대칭적 안모를 얻기 위해 연조직 대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고려가 필

요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수평적 

비대칭(transverse asymmetry)의 관점에서 비대칭에 대한 연조직 비대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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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대부분 (85%)의 환자에서 통상적인 수술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칭적 안모를 도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환자들에 

대한 안면 비대칭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새로운 분류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

거하여 심미적 대칭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완벽한 심미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 된다.

핵심되는 말 : 하악골 전돌증, 안모비대칭, 수평비대칭, yaw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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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비대칭환자의 

대칭적 안모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분류>

(지도교수 : 박형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재  영

Ⅰ. 서론

   악안면 기형의 심미적 및 기능적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악교정 수술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에는 보편적인 수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진단기법과 술식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악교정 수술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구강악안면 기능의 회복은 당연시하며 갈수록 완벽한 심미적인 

개선을 원한다.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악안면기형 환자들에 대한 악교정수술 계획 수립 시 

측모의 변화는 술전 측정 및 술후 변화에 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히 가능한 

편이나, 정모의 술전 측정 및 수술 후 변화는 특히 안면비대칭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측정값의 설정 및 술 후 변화를 예측하기가 까다롭다. 특히 하악 양측 

우각부의 대칭적 심미성은 비대칭 환자의 수술 결과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이 

부위의 수술 후 변화 양상을 정확히 계측하여 대칭적인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안모 비대칭 환자에 대한 악교정 수술을 계획할 때는 특히 

안면 비대칭 특성에 대한 유용한 분석 및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술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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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모 비대칭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정모 두부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등의 영상 검사와 더불어 1 x 1 안모 사진 등을 이용해 

왔다. 물론 이러한 2차원적인 분석에서는 주변 구조물과의 중첩, 주변환경, 또는 

자세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그 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차원적인 모델분석을 병행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안면비대칭에 관한 연구는 Gougoutas 등(2007), Bishara 등(1994), Legan 

등(1998), Carlson 등(1996) 등 많은 선학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반안면왜소증과 같은 선천성 기형, 골절, 또는 과두의 과증식과 같은 병적인 

원인에 의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안면비대칭에 대한 분류도 

대부분 그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Reyneke 등(1997)은 상악치열의 

중심선, 하악치열의 중심선, 이부의 변위량 등을 중심으로 하여 안면비대칭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한 바 있고 윤 등(2004)은 골절,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절,의 형태 및 위치에 따른 안모 비대칭을 평가하고 

분류하면서 상악골과의 수직적 위치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며 Hwang 

등(2007)은 골절,에서의 수평적 비대칭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효과적인 분류에 

관해서는 미흡하였다. 이들 모두 수평적 안모 비대칭에 관한 구체적인 분류는 

미흡하였으며, 특히 연조직과의 상관성은 분석하지 않았다.

   안면 비대칭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하악골의 비대칭적 성장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지만 안모비대칭을 완벽하게 개선하기 위한 3차원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하악골의 비대칭적 성장 양상 뿐 아니라 상악골의 보상성 비대칭 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보다 완벽한 수술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조직 뿐만 

아니라 연조직에서의 비대칭성도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면비대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악교정수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결정적인 안모의 변화는 결국 경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모색하는가에 대부분 

의존되기 때문이다. 또한 안면 비대칭의 양상이 하악골의 과성장이나 열성장에 

따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악골의 과성장과 열성장을 

복합적으로 분류할 경우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분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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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이상적인 수술 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인에 

특히 호발하는 하악골 전돌증 환자로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환자를 위한 악교정 

수술 시 대칭적 안모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악골의 

비대칭성 및 상악골의 보상적 성장관계, 그리고 연조직에 대한 비대칭성의 특성과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다 완벽한 대칭적 안모를 

이룩하기 위한 악교정 수술 방법의 모색에 유용한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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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5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악안면기형을 주소로 내원한 365명 중 진단 자료가 양호하며, 선천성 기형 및 

기타 질환이 없는 환자로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기준으로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된 사람 중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이부의 변이량을 기준으로 하여 

안면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와 1x1 안모사진에서 좌우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남자 86명, 여자 67명이었다. 남자 연령분포는 

16세에서 46세까지 였으며, 평균 22.8세였다. 여자의 경우 15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22.3세였다. 

2. 연구 방법

   대상 환자들의 임상 실물대사진 (1x1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Nikon F5(50mm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오른쪽 눈썹 

끝에서 턱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실제거리와 사진 상의 거리를 일치 시켜 

출력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Canon 400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사진 촬영 후 내안각의 거리를 실제 거리와 

일치시켜 출력한 후 이를 보완하였다.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있는 Cranex 3+Cep. (Soredex사, 핀란드)를 사용하여 10mA, 77 Kvp, 에서 

0.8초간 노출을 주었고 10″ x 12″ X-ray film을 사용하였다. 모든 방사선 

사진은 0.12mm 두께의 투사지 위에 0.3mm 흑심 연필을 사용하여 그린 투사도 

상에서 특정 계측점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계측 기준은 0.5mm까지 하였다. 

계측은 한 사람에 의해 2회 시행하였으며, 그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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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 실물대사진 상에서의 계측 (Figure 1)

   안면 비대칭 및 하악 우각부를 기준으로 한 수평 비대칭(Transverse 

asymmetry)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면 중심선을 설정하였다. 이부의 변위 

정도에 따라 안면 비대칭을 평가 하였고, 입중간점(upper stomion) 부위에서 안면 

중심선에 수직선을 설정하여 좌, 우 하악 우각부까지의 길이 계측을 시행하였다. 

또한 좌우측 동공 중심부에서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과 좌우 구각부를 연결한 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술 기울기(lip cant) 정도를 측정하였다.

가. 계측 기준점

ᆨ. 외안각 (External canthus, EC) : 상안검과 하안검이 만나는 외측의 점 

(ECR = 우측, ECL = 좌측)

ᆫ. 입중간점 (Upper stomion, UStm) : 상순의 최하방 중간점

ᆮ. 연조직 턱모서리점 (Soft tissue gonion, SG) : 안면 중심선에 수직이면서 

UStm을 지나는 선과 턱모서리부에서 안면윤곽선과 만나는 점 (SGR = 우측, 

SGL = 좌측)

ᆯ. 연조직 하악이부중앙점(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SMm) : 

연조직에서 하악 이부의 중앙점

ᆷ. 구각부 (Lip commisure, LC): 상순과 하순이 만나는 점 (LCR = 우측, LCL 

= 좌측)

ᆸ. 동공 중심점 (Midpoint of pupil, Pm) :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상에 

존재하는 동공의 중심점 (PmR = 우측, PmL = 좌측)

나. 계측 기준선

ᆨ. 수평 기준선 (Horizontal reference line, HRL) :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

ᆫ. 연조직 안면 중심선 (Soft tissue midsagittal line, STML) :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을 동공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직 이등분하면서 콧등을 지나는 선

ᆮ. 입술선 (Lip line, LL) : 양측 구각부를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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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측 항목 : 

ᆨ. 연조직 이부 변위량 (Distance between SMSL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Sm) : SMm에서 SMSL까지의 수평 거리, 

ᆫ. 연조직 우각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SMSL and Soft tissue gonion, 

DSG) : 양측 SG에서 STML까지의 수평거리 차이의 절대값, 연조직에서 

수평적 비대칭의 정도

ᆮ. 입술 기울기량 (Distance between LL and midpoint of pupil, DPm) : 

양측 Pm에서 LL까지 좌, 우측 수직 거리 차이의 절대값, 입술 기울기의 정도 

라. 계측 항목 분석 : 연조직 이부 변위량(DSm)이 2.0mm를 초과할 때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입술 기울기의 좌, 우 절대값의 차이(DPm)가 

2.0mm 이상일 때 수직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좌, 우 연조직 

우각부 비대칭량 (DSG)이 2.0mm 이상일 때 수평 비대칭 (transverse 

asymmetry) 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계측 (Figure 2)

   이부의 비대칭 정도와 상악골의 보상적 수직성장을 계측하기 위하여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계측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가. 계측 기준점

ᆨ. 교두점(molar point, M) :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정 (MR = 우측, 

ML = 좌측)

ᆫ. 하악 이부 중앙점(Menton point, Mm) : 하악골 이부의 중앙점

ᆮ. 턱모서리점 (Gonion, G) : 하악각 부위의 첨부 양쪽으로 형성된 점 (GR = 

우측, G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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ᆯ. Lo (Latero-orbitale) : 골성 안와의 측방 가장자리와 빗선(oblique line) 이 

만나는 점(RLo = 우측, LLo = 좌측)

ᆷ. 볏돌기 (Crista galli, CG) : 사골에서 연장된 수직판의 등쪽 첨점

ᆸ. 전비극(Anterior nasal spine, ANS) : 2개의 상악골이 전방으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코의 전방 개구부 하방 변연에 인접한 날카로운 정중 골 돌기. 

나. 계측 기준선

ᆨ. 경조직 안면 중심선 (Midsagittal line, MSL) : ANS와 CG를 연결한 선

ᆫ. 경조직 수평 기준선 (Horizontal reference line, Z-line) : MSL에 수직이면서 

아래쪽에 위치한 Lo를 지나는 선

다. 계측항목

ᆨ.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량 (distance between Lo and M point, DLoM) : 

Z-line에서 M까지의 수직거리의 좌, 우 차이의 절대값

ᆫ. 경조직 이부 변위량 (Distance between MSL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Dm) : MSL에서 Mm까지의 수평거리

ᆮ. 경조직 우각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L and gonion, DG) : 

MSL에서 G까지 수평거리의 좌, 우 차이의 절대값, 경조직 수평적 비대칭의 

정도

라. 계측 항목 분석

   경조직 이부 변위량 (Dm)이 2.0mm를 초과할 때 안모 비대칭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이부 비대칭으로 정의하였다. 상악골의 교합면 기울기량 

(DLoM) 이 2.0mm이상일 때 수직 성장의 차이가 있으며,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조직 우각부 비대칭량 (DG)이 

2.0mm 이상일 때 수평적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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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ference landmarks and   Figure 2. Reference landmarks and

lines of the soft tissue                lines of the hard tissue

 

(3) 각 계측항목에 따른 유형 분류

가. 이부 비대칭과 하악 우각부 비대칭에 따른 분류 (Fig. 3)

    정모 두부 방사선 계측에서 경조직 이부 변위량의 정도가 2.0mm 초과할 때 

이부 비대칭으로 판단하였으며, 임상 사진 계측 상 좌우비대칭의 정도가 2.0mm 

이상일 때 수평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다음 각 군(Type)으로 

분류하였다.

ᆨ. T1 :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며,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ᆫ. T2 :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며, 

그 방향이 반대인 경우

ᆮ. T3 :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9

ᆯ. T4 :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T1>              <T2>             <T3>              <T4>

Figure 3. Classification of facial asymmetr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menton deviation and transverse asymmetry (T-group)

나. 경조직과 연조직간의 수평 비대칭 방향에 따른 세분류 (Figure 4)

ᆨ. H1 : 경조직과 연조직에서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ᆫ. H2 : 경조직과 연조직에서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                                 <H2>   

Figure 4. Subclassification of transverse asymmetry(T-group) according 

to direction of angle prominence in soft vs. hard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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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악골의 교합면 기울기에 따른 분류

ᆨ. 경조직 상에서의 분류 (Figure 5)

   정모 두부 방사선 계측에서 상악골 수직 성장에 대한 계측시, 좌, 우에 관계 

없이 수직성장량의 차이가 2.0mm 이상일 때 상악 교합면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각 군으로 분류하였다. 

① M1 :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반대측으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수직 

하방으로 존재하는 경우

② M2 :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동측의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수직 하방으로 

존재하는 경우

③ M3 : 이부 비대칭이 있으나 양측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없는 경우

④ M4 :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⑤ M5 :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없는 경우

       <M1>                <M2>               <M3>

       <M4>                <M5> 

Figure 5. Classification of asymmetr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 (M-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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ᆫ. 연조직 분석상에서의 분류 (Figure 6)

   실물대사진 (1x1 안모사진) 계측에서 입술 기울기로 인한 수직적 길이의 

좌우차이가 2.0mm 이상일 때 수직적 성장에 따른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각 군으로 분류하였다.

① L1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비대칭의 방향과 반대측으로 입술 

기울기(lip cant)가 존재하는 경우

② L2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동측으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③ L3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으나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④ L4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⑤ L5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L1>                  <L2>                 <L3>

<L4>                  <L5>

Figure 6. Classification of asymmetr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soft 

tissue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 (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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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경조직 이부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 

및 연조직 수평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는 153명이었고, 이들을 다시 비대칭 및 

경조직, 연조직의 보상 성장 여부에 따라 분류해보았을 때 그 빈도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1).

   이부 비대칭이 존재할 때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는 환자(T1)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자(T4)가 35.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수평 비대칭이 없는 환자(T3),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환자(T2)가 각각 15.0%, 12.4%로 나타났다. 

1. 경조직 이부 변위와 연조직 수평 비대칭에 따른 분석 (Figure 7) 

(1) T1 그룹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경우는 

8명 (14.03%)였으며, 49명 (85.97%)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들 49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수평 비대칭의 정도는 연조직보다 경조직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이부 변위량과 수평 비대칭량과의 관계에서도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 

각각 0.759, 0.828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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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ype) H(Horizontal difference) M(Maxillary cant) L(Lip cant) 

T1 57 (37.3%)

H1 49

M1 26

L1 21

L3 4

L5 1

M2 1 L2 1

M3 22

L1 7

L3 12

L4 2

L5 1

H2 8

M1 2 L1 2

M2 1 L1 1

M3 5

L1 1

L3 3

L4 1

T2 19 (12.4%)

H1 8

M1 2
L1 1

L3 1

M3 6
L3 3

L5 3

H2 11

M1 4

L1 2

L3 1

L4 1

M3 7

L1 1

L3 5

L5 1

T3 23 (15.0%)

H1 13

M1 5
L1 4

L3 1

M2 1 L3 1

M3 7

L1 2

L3 3

L5 2

H2 10

M2 1 L3 1

M3 9

L1 5

L3 3

L5 1

T4 54 (35.3%)

H1 40

M4 2
L3 1

L5 1

M5 38

L1 2

L3 4

L4 5

L5 27

H2 14

M4 5

L3 1

L4 1

L5 3

M5 9

L1 1

L3 1

L4 1

L5 6

Total 153 (100%) 153 153 153

Table 1. Incidence of facial asymmetry with mandibular prognathism 

accroding to morphologic and position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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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Angle width
DSG 49 6.78 3.91

DG 49 6.78 4.23

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ce in angle width between soft and hard 

tissue in T1

(p>0.05)

(2) T2 그룹

   수평 비대칭이 있다고 진단된 19명의 환자들 중 경조직 우각부 비대칭량이  

2.0mm 이상으로 진단된 경우는 14명(73.68%)으로 대부분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에서 수평적 비대칭은 존재하였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수평 

비대칭의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11명 (57.89%)으로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부 변위량과 수평 비대칭량에 대해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조직에서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상관계수가 0.463으로 그 정도는 약하며, 경조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T3 그룹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량을 비교 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을 보이지 

않으나 경조직에서 수평 비대칭으로 진단된 사람은 20명 (86.96%)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사람은 10명 (43.48 %)으로 나타났다. 

(4) T4 그룹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 방향에 차이를 보인 경우는 14명(25.93%)이

었으며, 40명 (74.07%) 은 방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4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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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Angle width
DSG 40 4.30 2.04

DG 40 2.63 2.00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조직이 경조직에 비해 약 1.6mm 정도 더 큰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 in angle width between soft and hard  

tissue in T4

(p<0.01)

Figure 7. Distribution of subclassification of T-group  in soft vs. hard 

tissue  

2. 이부 변위와 상악골 교합면 및 입술 기울기의 관계에 따른 분석 

(1) T1 그룹

   경조직에서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maxillary cant)가 존재하는 경우는 30명 

(52.63%)으로 그 중 28명은 이부 비대칭 방향과 반대방향에 상악의 수직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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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M1 28 10.2321 0.81669

M3 27 4.8519 0.37913

더 많이 이루어진 경우(T1M1)이며, 2명(T1M2)은 이부 변위의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수직 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경우로 조사되었다. T1M1으로 진단된 

28명 중 23명 (82.14%) 는 경조직과 같은 방향으로 입술 기울기(lip cant)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 변위가 존재함에도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T1M3)는 27명 (47.37%)으로 이 중 16명 (59.26%)는 

입술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1명 (41.74%)는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였다.

   이변량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에서 

이부 변위와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의 상관계수는 각각 0.777, 0.724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M1으로 진단된 28명의 환자들은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에서 상관계수 0.898, 0810로 더 큰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p<0.01)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 양상이 다른 M1과 M3에 

대해 이부 변위량을 비교시 각각 10.23±4.32, 4.85±1.97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between M1 and M3 in T1

(p<0.01)

    T1M2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는 2명으로 T1M1, T1M3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계적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이부 변위에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경우는 1명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56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paired T-test)을 시행하였다. 이부 

변위 정도는 경조직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으며 (0.8mm),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기울기(cant)에 반대방향을 보이는 환자는 57명 중 9명 

(15.79%)으로 나타났으며, 48명 (84.21%) 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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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Menton deviation**
DSm 56 6.88 3.57

Dm 56 7.69 4.25

Canting*
DPm 48 2.72 1.94

DLoM 48 2.34 1.66

48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보상성장의 정도는 연조직에서 

경조직보다 0.3mm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and cant in soft and hard  

tissue of T1

(* p<0.05, ** p<0.01)

(2) T2 그룹

   경조직에서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6명 (31.58%),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없는 경우는 13명 (68.42%) 로 나타났다. 연조직에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5명 (26.32%),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14명 (73.68%)로 즉, 경조직과 연조직 모두 이부 변위가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기울기(cant)를 보이지 않았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이부 변위에 반대 방향을 보이는 경우는 1명(5.26%)이

었으며, 18명(94.74%)의 경우는 방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18명 중 6

명 (33.33%)은 경조직에서는 이부 비대칭을 보이나 연조직에서는 이부 변위량이 

2.0mm 이하로 이부 비대칭으로 진단되지 않았다. 나머지 12명 (66.67%)은 경

조직, 연조직 모두에서 이부 변위량 2.0mm 초과로 이부 비대칭으로 진단되었다. 

경조직이 연조직에 비해 1.6mm 정도 더 심한 변위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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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Menton deviation**
DSm 18 2.86 2.01

Dm 18 4.47 1.73

Canting*
DPm 19 1.08 1.03

DLoM 19 1.16 1.07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기울기 비교 시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그 양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and cant in soft and hard  

tissue of T2

(* p>0.05, ** p<0.01)

(3) T3 그룹

   경조직에서 상악골 교합면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7명 (30.44%)으로 

그 중 5명 (71.43%)은 이부 변위의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상악골 수직 성장

(M1)이 나타났으며, 2명 (28.57%)은 이부 변위와 같은 방향에서 상악솔 수직 

성장(M2)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명 (69.56%)은 경조직 이부 비대칭

이 존재함에도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M3)로 이 중 9명 

(56.25%)은 입술 기울기를 보이지 않으며(L3 & L5), 7명 (43.75%)은 입술 기

울기가 존재하였다.(L1) 

   이부 변위량과 수평 비대칭량을 비교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연조직에서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조직에서는 이부 변위량과 수평 

비대칭량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관계수 0.738, p<0.01) 

   연조직과 경조직의 이부 비대칭 방향을 비교시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방향 

차이를 보인 경우는 없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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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Menton deviation
DSm 23 5.43 3.09

Dm 23 5.78 3.04

Canting
DPm 20 1.90 1.41

DLoM 20 1.32 1.14

N Mean SD

Menton deviation
T1M3 27 4.85 1.97

T3M3 16 4.88 2.13

Canting
T1M3 27 0.91 0.59

T3M3 16 0.78 0.74

   연조직과 경조직의 기울기에 대한 비교 시 기울기의 방향에 차이를 보인 

사람은 3명 (13.04%), 일치하는 사람은 20명 (86.96%)으로 나타났다. 이 들 

20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and cant in soft and hard  

tissue of T3

(p>0.05)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 여부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T1M3와 T3M3에 있어 경조직 이부 변위량 및 상악골 기울기 정도를 

비교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and cant on hard tissue of 

T1M3 and T3M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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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SD

Menton deviation
DSm 53 0.94 1.29

Dm 53 0.75 0.88

Canting
DPm 48 0.90 0.93

DLoM 48 0.66 0.86

(4) T4 그룹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M4)는 7명 (12.96%) 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87.04%)의 경우 상악골 교합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다(M5). 경조직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7명 중 6명은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1명은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였다. 상악의 보상 성장이 없는 47명 중 

38명(80.85%)은 입술 기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L3 & L5),  

9명(19.15%)은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 (L1 & L4)으로 나타났다. 즉,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에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이부 변위를 비교시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변위 방향에 

차이를 보인 경우는 1명이었으며, 53명은 방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53명 중 경조직에서 이부 변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연조직에서 

이부 변위 보인 경우는 10명 (18.87%) 였으며, 연조직에서도 이부 변위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43명 (81.13%) 으로 대부분 이부 변위를 보이지 않았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이부 변위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기울기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6명 (11.11%), 일치하는 

경우는 48명 (88.89%) 로 조사되었다. 이 들 48명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보상 성장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and cant in soft and hard 

tissue of T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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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안모 대칭이란 안면 중심 평면에 대하여 양측으로 대칭되는 구조의 형태, 

위치 및 그 배열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Sheldon등, 1990)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대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약간씩의 안모비대칭은 존재한다. 1836년 

Adams가 류마티스성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을  동반하는 하악 과두부 

과성장 환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안모비대칭에 대한 최초의 문헌을 발표한 

이래로 안모비대칭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문헌 또한 계속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이나 나타나는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누구도 완벽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에는 

환자들의 심미적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그 치료에 더욱 완벽을 

기해야 하며, 그에 따라 치료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진단에 따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안모비대칭은 병인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 (George등, 2007; 

고승오등, 2004) 반안면왜소증 (hemifacial microsomia), 사두증 (plagiocephaly)과 

같은 선천성기형, 악골의 발육부전 또는 발육과다 등과 같은 발육성기형, 그리고 

하악과두의 외상 (trauma), 종양 (tumor), 퇴행성 관절질환 (degenerative disease) 

등과 연관된 후천성 기형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병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은 안모비대칭 역시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 윤 등(2004), Reyneke 등(1997), Hwang 

등(2007) 은 이와 같은 병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모비대칭에 대한 분류 및 유형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윤 등(2004)과 

Reyneke 등(1997)은 수평적 안모 비대칭에 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Hwang등(2007)은 연조직에 대한 수평적 비대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이들만으로 수평적 안모 비대칭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2

   서양인의 경우 하악골 후퇴증이 동양인의 경우 하악골 전돌증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하악골 후퇴증의 경우 악골의 성장 부전이 있거나 

과두의 흡수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악골 전돌증의 경우 편측의 

열성장에 의한 것 보다는 과성장에 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모 비대칭을 

분석하고 경조직과 연조직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하악골 후퇴증과 전돌증 

환자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Hwang등(2007)의 경우 

측모에서의 하악골의 성장양상에 관계없이 정모에서의 비대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저자 등은 상기 이유로 한국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악골 

전돌증 환자들 중 안면비대칭이 있는 경우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등(1998)은 이부(menton)가 안모비대칭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경우 안모비대칭은 이부의 변위를 기준으로 

하여 진단된다. 하지만 안모비대칭을 진단하는 기준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며, 

이부의 변위 이외에 수평적인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asuoka 

등(2007)은 그의 연구에서 안모비대칭을 인식하는 기준은 이부 변위량이 4.0mm 

이상되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Keulen 등(2004)도 chin deviation이 4.0mm 이상이 

될 때 관측자들이 비대칭을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Chebib와 Chamma(1981) 는 

정중선으로 부터의 이부 변위의 정도를 3.0mm로 보았으며, 윤 등(2004)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악교정 수술을 원하는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이부 비대칭 정도는 다양하며, 

인식하는 정도도 모두 다르다. 또한 두부의 위치에 따라 이부 비대칭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모에서의 평가 및 술 후 예측이 쉽지 않다. 실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비대칭의 정도를 완벽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Haraguchi 등(2002)이 2.0mm를 기준으로 

안모비대칭을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2.0mm를 초과한 경우를 

안모비대칭으로 분류하였다. 실물대사진의 경우도 이 등(1991)이 시행한 연구를 

참고하여 2.0mm를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안모 중심선에 대하여 이부 변위량이 2.0mm를 초과하는 경우를 경조직 이부 

비대칭으로 임상 사진에서 안모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 우각부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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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를 측정하여 좌우의 차이가 2.0mm이상인 경우를 연조직 수평 비대칭으로 

정의하여 그 유무에 따라 T1~4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경조직과 연조직의 

기울기 양상 및 수평 비대칭량과 방향을 측정하여 그 특징 및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T1으로 진단된 경우는 153명의 환자 중 57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 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연조직, 경조직 모두에서 이부 변위량이 

클수록 상악골 기울기량이 많았으며, 또한 이부 변위량이 클수록 수평 비대칭의 

양도 컸다. 즉, 이 군에 속하는 환자를 수술시에 이부 변위량을 고려하여 이부를 

안모 중심선에 맞추는 것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하면 보상 성장에 대한 개선(cant  

correction)을 잘 시행할 수 있으며, 우각부 너비의 좌우 차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조직과 경조직을 이부 변위, 기울기, 수평 비대칭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이부 변위량의 경우 경조직이 연조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정도로 0.8mm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정도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사이의 기울기량을 

비교해보면 경조직에 비해 연조직이 0.3mm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 양은 측정시의 오차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임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범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양은 무시될 

수 있다. 수평 비대칭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즉, 이 군에 

속하는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통상적인 방법로 수술 시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상악골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T1M3) 27명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술이 보상 성장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는 보상 성장이 존재하는 28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부 변위량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T3M3로 진단된 환자들과 보상 성장량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T2의 경우 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부를 기준으로 수술을 시행 시 

연조직 비대칭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군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부 변위가 

있음에도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에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부 변위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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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비대칭량에도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부(menton)를 안모중심선에 맞추기 위해 T1에서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 시 이부 변위는 개선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의 이부 변위, 기울기, 수평 비대칭을 비교하였다. 

이부 변위는 경조직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T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조직에서의 비대칭의 정도를 연조직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기울기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이 군에 속한 환자들은 상악골과 입술 기울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계적인 결과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 비대칭 방향은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수평 비대칭량도 개개인마다 달라 경향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 시 

이부 변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조직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평 비대칭의 방향 및 정도, 그리고 기울기의 개선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3는 23명의 환자 중 16명 (69.56%)가 경조직에서 기울기를 보이지 않았고, 

12명 (52.17%)가 연조직에서 입술 기울기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안모비대칭은 존재하지만 경조직과 연조직 모두에서 기울기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수술 시 이부변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울기에 대한 또 

다른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이부 변위량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량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이부변위를 

개선함에 있어 경조직을 그 기준으로 하면, 경조직에서의 수평적 대칭성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이부 변위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경조직을 중심으로 수술하더라도 이부변위에 대해서는 경조직과 

연조직 모두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 군에 속하는 환자들에서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수평적 비대칭량은 다양하며, 특정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연조직에서의 수평 비대칭에 대한 완벽한 대칭성 확보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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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에 속한 환자들의 경우 이부 변위량이 2.0mm 미만으로 이를 중심으로 

하여 연조직과 경조직의 기울기 및 수평 비대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계학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빈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에서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이부 변위, 기울기, 수평 비대칭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이부 변위, 기울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평 비대칭량은 

경조직에 비해 연조직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조직에 맞추어 수술 시 

연조직의 변화량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군에 

속하는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모비대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우각부의 비대칭성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하악의 우각부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우각부 성형술 (Pelo등, 

1999)이나 시상 분할 하악지 골 절단술 후 골이식, 또는 보형물 삽입을 해주는 

방법(Stringer등, 2009)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수술의 필요성 및 그 

양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전체적인 하악골의 수평적인 이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악골 후방부의 수평적인 이동 (yaw control)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교정수술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진단은 2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3차원적인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이부의 위치가 

결정됨에 있어 보상 성장의 정도와 하악골의 좌, 우 비대칭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며 같이 변화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안면 중심선에 상악 치아의 중심선, 하악 

치아의 중심선, 이부의 중심을 맞추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하악골의 위치가 결정됨에 있어 교합과 상악골의 위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ell등, 1985) 상악골의 움직임을 3차원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안모비대칭이 완벽히 교정되기 힘들다. T2, 3, 4 로 진단된 환자들이나 T1에서도 

M3로 진단된 환자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따라서 2차원적인 진단 및 분류가 

이루어진 후 반드시 3차원적인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자 등은 

안모비대칭이 심하거나 2차원적인 평가에서 안모비대칭이 악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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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환자들의 경우 술전에 3D 모델 모의 수술등을 통해 완벽한 대칭적 

안모를 꾀하고 있다.

   Bell 등(1993), Ackermann 등(2007)은 교정적인 관점에서 치아와 안면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3차원적인 관점에서 3개의 축을 기준으로 한 pitch (horizontal), 

roll (axial), yaw (vertical)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이 개념은 원래 비행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pitch는 우측에서 좌측을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앞, 뒤로 회전하는 것을 뜻한다. Roll은 앞에서 뒤를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것을 말하며, yaw는 상, 하를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좌, 우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강악안면외과적인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pitch는 상악골 전후방부의 수직적 움직임 (anterior-posterior movement), roll은 

보상적 수직 성장의 개선(cant correction)을 의미하며, yaw의 경우 전비극과 

후비극의 수평적 회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안면 비대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상 성장의 개선(cant correction)만을 

시행할 경우 이부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양이 제한적이다. 또한 

상악골과 두개부위의 해부학적인 구조물로 인해 보상 성장의 개선량 역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T1M1L1에서처럼 통상적인 수술로 대칭적 안모를 

이룩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경조직 비대칭이 심할 경우 대칭적 안모를 이룩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악골의 수평적 회전을 통하여 이부를 수평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조직 비대칭 뿐만 아니라 연조직 비대칭에 대한 교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악골의 전방부를 회전시키는 것보다는 후방부를 

회전(yaw control)시키는 것이 이부의 수평적 회전양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이차적으로 하악 상행지에 영향을 미쳐 좌우 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forza 등(2007)은 안면비대칭이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수술 

시 하악 우각부(gonion) 부위에서 연조직의 의미있는 변화를 보고하였다. Chew 

등(2008) 은 악교정 수술 전후에 연조직과 경조직의 움직임에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경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수술을 

시행하면 연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그 변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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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경우 경조직에서의 비대칭을 연조직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모에서 실제적으로 경조직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양상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본 연구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하여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모에서 경조직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계량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최근 악안면기형 환자들을 분석함에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3D 입체 

영상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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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하악골 전돌증을 종반한 비대칭 환자의 대칭적 안모 개선을 위한 악교정 수술 

결과를 얻는데 유용한 새로운 임상 분류를 모색하기 위해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경조직 비대칭 그리고/또는 연조직 비대칭 환자 153명 (남자 86명, 여자 

6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임상 실물대사진을 이용하여 

경조직과 연조직에서의 계측항목들을 측정하였다.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이부 

변위와 기울기, 수평비대칭 사이의 관계와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이부 변위, 

기울기, 수평비대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골 이부의 변위 방향과 연조직의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T1)는 37.3%로 가장 많았으며,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자(T4)가 35.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수평 비대칭이 없는 환자(T3),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는 환자(T2)가 각각 15.0%, 12.4%로 나타났다. 

2. 하악골 이부 변위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반대인 (T1) 환자 군에서 

대부분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 방향은 일치하였으며, 그 양은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부 변위와 수평 비대칭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부 변위와 입술과 상악골의 기울기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서 이부 변위량, 입술과 상악골 기울기는 각각 경조직이 

0.8mm, 연조직이 0.3mm 크게 나타났지만, 이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양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하악골 이부 변위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일치하는 (T2) 환자 

군에서는 대부분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의 방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부 

변위 정도와 연조직의 수평 비대칭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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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3으로 약했다.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서 이부 변위의 경우 경조직이 

연조직에 비해 1.6mm 더 크게 나타났으나, 입술과 상악골 기울기량과 수평 

비대칭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군에 속하는 환자들의 경우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부 변위는 있으나 수평 비대칭은 존재하지 않는 (T3) 환자군에서도 절반 

이상에서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수평 비대칭 방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부 변위와 

기울기 정도에 다양한 관계를 보였고, 경조직에서만 이부 변위량과 수평 비대칭량 

사이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0.01) 연조직과 경조직을 비교시 

이부 변위량과 입술과 상악골 기울기량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평 비대칭량 역시 다양한 관계를 보였다.

5. 이부 변위가 존재하지 않으나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T4)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조직과 경조직에서의 수평 비대칭의 방향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경조직 (87.04%)과 연조직(80.85%)에서 기울기를 보이지 않았다.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에서 이부 변위량과 입술과 상악골 기울기량은 유의할만한 

치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평 비대칭량에 있어서는 연조직이 경조직에 비해 

1.6mm 더 큰 차이를 보였다. (p<0.01)

6. 대부분의 경우 경조직에서 보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조직에서도 

보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경조직에서 보상적 성장이 없는 경우 연조직에서도 

보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양상은 연조직에서 훨씬 다양하였다

7.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T1M1L1으로 

이는 전체의 15.0%를 차지하는 정도로 적었으며, 대부분(85%)은 완벽한 좌우 

대칭적 안모를 얻기 위해 연조직 대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yaw control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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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수평적 

비대칭(transverse asymmetry)의 관점에서 비대칭에 대한 연조직 비대칭의 상

관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대부분 (85%)의 환자에서 통상적인 수술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칭적 안모를 도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환자들에 

대한 안면 비대칭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새로운 분류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

거하여 심미적 대칭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완벽한 심미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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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classification of mandibular prognathism with asymmetry for 

effective surgical correction

Jae-Young Kim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sik Park, D.D.S, M.S.D, Ph.D)

   This study examined hard and soft tissue measurements obtained from 

posterior-anterior cephalometric radiographs and clinical facial 

photographs of 153 patients (86 male, 67 female) with hard and/or soft 

tissue asymmetry with accompanying mandibular prognathism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linical classification to aid in the surgical correction of 

this type of deformity. Upo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deviation, cant, and horizontal asymmetry in the hard and soft tissues, 

the authors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Asymmetry in which the hard tissue mental deviation was to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soft tissue horizontal asymmetry (T1) was the 

most commonly observed pattern, accounting for 37.3% of all cases; and 

the presence of horizontal asymmetry without mental deviation (T4) was 

the second most commonly observed at 35.3%. Absence of horizontal 

asymmetry despite the presence of mental deviation (T3) and coincident 

direction of mental deviation and horizontal soft tissue asymmetry (T2) 

were observed in 15.0% and 12.4% of ca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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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 most cases, the direction of the hard and soft tissue asymmetry 

was the same in the T1 group,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asymmetry between the two. Mental deviation and 

horizontal asymmetr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s did mental 

deviation and the cant of the lips and the maxill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mental deviation 

and cant.

 

 

   3. The group in which the direction of mental deviation matched that 

of the horizontal soft tissue asymmetry (T2) generally showed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of hard and soft asymmetry. Although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mental deviation and degree of soft tissue 

asymmetry, it was not remarkable. Despit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degree of hard and soft tissue mental deviation,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gree of cant and the severity of horizontal asymmetry.

 

   4. Discrepancies in hard and soft tissue mental deviation were also 

observed in over half of the group in which there was no horizontal 

asymmetry despite showing mental deviation (T3). Various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mental deviation and the degree of cant,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mental deviation 

and horizontal asymmetry in the hard tissue. (p<0.01)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between mental deviation and the 

degree of cant in the hard and soft tissues, and several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horizontal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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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he direction of hard and soft tissue horizontal asymmetry were 

generally coincident in subjects with mental deviation but no horizontal 

asymmetry (T4). Also, most subjects in this group showed no  soft 

(87.04%) or hard tissue (80.85%) cant.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tal deviation and the severity of cant in the soft 

and hard tissues, horizontal deviation was 1.6mm greater in the soft 

tissue when compared to the hard tissue. (p<0.01)

 

   6. In most cases, compensatory growth occurred in the soft tissue 

when it occurred in the hard tissue. Although compensatory growth of 

the soft tissue wasn’t evident in the absence of hard tissue 

compensatory growth, that observed in the soft tissue showed a greater 

variety of patterns. 

 

   Taken all together, when evaluating facial asymmetry with 

accompanying mandibular prognathism based on transverse asymmetry, 

various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the gross asymmetry and 

the soft tissue asymmetry, and most cases (85%) were not found to be 

effectively correctable with conventional surgical methods. As such, the 

authors believe that analyzing such patients’ facial asymmetry with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and employing surgical 

methods appropriate for each case would help achieve a more harmonious 

esthetic outcome.

 

 

Key words: mandibular prognathism, facial asymmetry, horizontal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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