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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TML-분류에 준한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심미적 변화에 관한 후향적 연구 

 

 

안면 비대칭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해서 정확한 진단과 수술계획의 수립 및 

술 후 변화를 예측하기가 까다로우며 예상치 못했던 수술결과가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수술 전에 경조직 및 연조직 비대칭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본 교실에서는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이상적인 치료 계획 수립 및 수술 결과의 

예측을 위해 김 등(2010)이 TML-분류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저자는 최근 본 

교실에서 동일한 술자에 의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분류의 자료 조건이 

충실히 갖추어진 환자 58명(남자 34명, 여자 24명)을 TML-분류법에 준해 

분류하고 악교정 수술 시행 후의 대칭성 회복에 대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조직 이부비대칭과 연조직 이부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 

기울기는 경조직의 변화에 대해 대응되는 연조직의 일관성있는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경조직 우각부의 변화에 따른 동측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2. 수술 후 환자를 이부 비대칭과 수평 비대칭(연조직 우각부 비대칭)의 양상에 

따라 분류한 T-분류 상 대칭을 이룬 T0는 32.8%였으며, 비대칭의 경우 

이부 비대칭은 없으나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T4가 46.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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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환자를 이부 비대칭과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양상에 따라 분류한 

M-분류 상 대칭을 이룬 M0는 72%였으며, 비대칭의 경우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는 없으나 이부비대칭이 존재하는 M3가 1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4. 수술 후 환자를 이부비대칭과 입술 기울기의 양상에 따라 분류한 L-분류 상 

대칭을 이룬 L0는 59%였으며, 비대칭의 경우 입술 기울기는 없으나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는 L3가 1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5.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비대칭의 분류는 이부 비대칭은 없으나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T4이며 이 환자들의 수술 전의 비대칭 양상은 크게 

T1,T3 / T2,T4로 양분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시 경조직 우각부를 이상적으로 조절하더라도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평 비대칭의 개선이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할 수 있는 

비대칭을 예방하기 위해 술전에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수술 전 T2 

및 T4이였던 환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법으로는 기왕의 수평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수술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악골의 수평 회전(yaw control)과 같은 특별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TML-분류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술 

후의 대칭성 변화에 대한 특정 경향을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각 환자군 별 수술 

계획의 수립에 차별성을 둔다면 보다 완벽한 대칭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TML-분류, 안면 비대칭, 하악골 전돌증, 수평 비대칭, 악골의 

수평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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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 박 형 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소  미 

 

Ⅰ. 서  론 

 

악교정 수술을 통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 전 비대칭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수술계획의 수립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 환자 중 측모 분석상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들에 대한 수술계획 수립 및 치료 결과에 있어서 측모상의 

진단 및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결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정모 

비대칭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이나 치료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술 후 비대칭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  

안면 비대칭 환자의 효과적인 심미적 치료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면 

비대칭의 원인,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올바른 치료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거부터 윤 등(2003), Reyneke 등(1997), 황 

등(2007)의 많은 선학들이 정모에서의 안면비대칭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 및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평 비대칭(transverse asymmetry)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분석 및 분류법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교실에서 김 등(2010)은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분류는 비대칭을 나타내는 경조직과 연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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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항목들인 경조직 이부 변위량, 연조직 이부 변위량, 경조직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 연조직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등이 

나타내는 비대칭의 양상을 계측 항목간의 조합을 통해, 이부 비대칭과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간의 관계인 T-분류, 이부 비대칭과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간의 관계인 

M-분류 및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간의 관계인 L-분류를 명명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분류법에 따라 안면 비대칭을 진단한다면, 연조직과 경조직의 

비대칭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분류된 환자군에 따라 비대칭의 

특징이 상반되는 경향을 수술 계획의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김 등(2010)이 제시한 분류를 TML-Classification 

(TML-분류)로 명명하는 한편, 이 분류에 의해 진단된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수술 

후의 대칭성 회복에 관한 결과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향후의 비대칭 환자 

개선을 위한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받고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전의 상태를 TML-분류로 분류하고, 수술 후 심미적 변화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자군의 분류에 따라 수술 후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진단과 수술계획의 수립 시 참고한다면 안면 비대칭의 치료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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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동일한 술자에 의해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악교정 수술 전·후의 

진단자료가 양호하며, 선천성 기형 및 기타 질환이 없는 환자로서 수술 전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기준으로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된 사람 중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이부의 변이량을 기준으로 하여 안면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와 임상 

안모사진에서 좌우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Lefort Ⅰ 골절단술과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 절단술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17명이 이부 성형술을 함께 시행 받았다.  이들은 남자 34명, 여자 

24명이었다. 남자 연령분포는 18세에서 34세까지였으며, 평균 23.7세였다. 여자의 

경우 18세에서 46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24.3세였다.  

 

2. 연구 방법 

 

대상 환자들의 악교정 수술로부터 평균 2개월 전의 기간에 촬영한 사진으로 술전 

분석을, 악교정 수술 후 평균 6개월 경과 시에 촬영한 사진으로 술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모 사진(frontal facial photograph)은 Canon 400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내안각의 거리를 실제 거리와 일치시켜 출력하여 실물 크기의 

사진을 얻었다. 

후전방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posterior anterior cephalogram)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있는 Cranex 3+Cep. (Soredex사, 핀란드)를 

사용하여 10mA, 77 Kvp에서 0.8초간 노출을 주었고 10″ x 12″ X-ray film을 

사용하였다. 모든 방사선 사진은 0.12mm 두께의 투사지 위에 0.3mm 흑심 연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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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그린 투사도 상에서 특정 계측점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계측 기준은 

0.5mm까지 하였다. 계측은 한 사람에 의해 2회 시행하였으며, 그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1) 정모 사진(Frontal facial photograph) 상에서의 계측 (Figure 1) 

 

안면 비대칭 및 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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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조직 하악 우각부까지의 길이 계측을 

시행하였다. 또한 좌·우측 동공 중심부에서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과 좌우 

구각부를 연결한 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술 기울기(lip ca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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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tm = 술 전, 

aUStm =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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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m을 지나는 선과 연조직 하악 우각부에서 안면윤곽선과 만나는 점 (bSG = 

술 전, aSG = 술 후, SGR = 우측, SGL = 좌측) 

ᆯ. 연조직 하악 이부 중앙점(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SMm) : 

연조직에서 하악 이부의 중앙점 (bSMm = 술 전, aSMm = 술 후) 

ᆷ. 구각부 (Lip commisure, LC): 상순과 하순이 만나는 점 (aLC = 술전, bLC = 

술후, LCR = 우측, LC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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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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L = 술 전, aLL = 술 후) 

 

다. 계측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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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line point, DSm) : SMm에서 SMSL까지의 수평 거리 (bDSm = 술 전, 

aDSm =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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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G) : 양측 SG에서 STML까지의 수평거리 차이의 절대값, 연조직에서 수평적 

비대칭의 정도 (bDSG = 술 전, aDSG =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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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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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전, aDPm = 술 후)  

 

라. 계측 항목 분석 : 연조직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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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우각부 비대칭량 (DSG)이 2.0mm 이상일 때 수평 비대칭 

(transverse asymmetry) 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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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ference landmarks and lines of the soft tissue 

 

(2) 후전방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Posterior anterior cephalogram) 상에서의 계측 

(Figure 2) 

 

   하악골 이부의 비대칭 정도와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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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 = 술 전, aM 

= 술 후, MR = 우측, M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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ᆫ. 하악 이부 중앙점(Menton point, Mm) : 하악골 이부의 중앙점 (bMm = 술 전, 

aMm = 술 후) 

ᆮ. 하악 우각부점 (Gonion, G) :  

술 전 : 하악각 부위의 첨부 양쪽으로 형성된 점  

술 후 : 하악지의 접선과 하악체의 접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골성 경계의 점 (bG = 술 전, aG = 술 후, GR = 우측, G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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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S 

= 술 전, aANS =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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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합평면 기울기량 (distance between Lo and M point, DLoM) : Z-

line에서 M까지의 수직거리의 좌, 우 차이의 절대값 (bDLoM = 술 전, aDLoM 

=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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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Dm) : MSL에서 Mm까지의 수평거리 (bDm = 술 전, aDm = 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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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 경조직 하악 우각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L and gonion, D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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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G = 술 전, aDG = 술 후) 

 

라. 계측 항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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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였으며, 이를 이부 비대칭으로 정의하였다.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량 (DLoM) 

이 2.0mm이상일 때 수직 성장의 차이가 있으며,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하악 우각부 비대칭량 (DSG)이 2.0mm 이상일 때 수평적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2. Reference landmarks and lines of the hard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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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계측 항목에 따른 유형 분류 

 

김 등(2010)이 분류한 안면비대칭의 새로운 분류법을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에 따른 분류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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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비대칭으로 판단하였으며, 임상 안모사진 계측 상 좌우 연조직 하악 우각부의 

비대칭의 정도가 2.0mm 이상일 때 수평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다음 각 

군(Type)으로 분류하였다. 

 

ᆨ. T0 :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ᆫ. T1 :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며,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ᆮ. T2 :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며, 그 방향이 반대인 

경우 

ᆯ. T3 :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으나 연조직 수평 비대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ᆷ. T4 :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으나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나.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에 따른 분류(Figure 4) 

 

정모 두부 방사선 계측에서 상악골 수직 성장에 대한 계측 시, 좌, 우에 관계 없이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량이 2.0mm 이상일 때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각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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ᆨ. M0 :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없는 경우 

ᆫ. M1 : 이부 비대칭이 있고 반대측의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하방으로 존재하는 

경우 

ᆮ. M2 : 이부 비대칭이 있고 동측의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하방으로 존재하는 경우 

ᆯ. M3 : 이부 비대칭이 있으나 양측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없는 경우 

ᆷ. M4 :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T0>                      <T1>                      <T2> 

 

 

 

 

 

 

 

 <T3>                      <T4> 

Figure 3. Classification of facial asymmetr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tissue transverse 

asymmetry (T-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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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M1>                     <M2> 

  

 

 

 

 

 

 

                        <M3>                     <M4> 

Figure 4. Classification of asymmetr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 (M-classification) 

 

다. 연조직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에 따른 분류(Figure 5) 

 

   임상 안모사진 계측에서 입술 기울기로 인한 수직적 길이의 좌우차이가 2.0mm 

이상일 때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각 군으로 분류하였다. 

 

ᆨ. L0 : 연조직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ᆫ. L1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고 비대칭의 방향과 반대측으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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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 L2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고 비대칭의 방향과 동측으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ᆯ. L3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으나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ᆷ. L4 :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으나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L0>                      <L1>                      <L2> 

 

 

 

 

 

 

<L3>                      <L4> 

Figure 5. Classification of asymmetr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ft 

tissue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 (L-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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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수술 전 환자의 비대칭의 분석 

 

Table 1. Incidence of facial asymmetry with mandibular prognathism according 

 to TML-Classification in preoperative patients 

T M L 

T1 
29 

(50.0%) 

M1 11 L1 11 

M2 2 L3 2 

M3 16 

L1 5 

L3 9 

L0 2 

T2 
10 

(17.2%) 

M1 4 L1 4 

M3 6 

L1 1 

L3 4 

L0 1 

T3 
11 

(19.0%) 

M2 1 L1 1 

M3 9 

L1 3 

L3 5 

L0 1 

M0 1 L0 1 

T4 
8 

(13.8%) 

M0 7 

L1 2 

L3 1 

L4 1 

L0 3 

M4 1 L2 1 

Total 58 (100%) 58 58 

 
T,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tissue transverse asymmetry; M,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ing; L, soft tissue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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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경조직 이부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 및 연조직 수평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는 58명이었고, 비대칭 및 경조직, 

연조직의 보상 성장 여부에 따라 TML-분류에 준해 분류해 보았을 때 그 빈도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1). 

이부 비대칭이 존재할 때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는 

환자(T1)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수평 비대칭이 없는 

환자(T3) 19.0%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자(T2)가 17.2%,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환자(T4)가 13.8%로 나타났다.  

술전 환자를 대상으로 구한 경조직 이부비대칭, 연조직 이부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경조직 수평 비대칭, 연조직 수평 비대칭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았다 (Table 2). 각각의 대응되는 경조직 비대칭과 연조직 비대칭의 정도는 

연조직 비대칭이 다소 높게 나왔고,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행하였을 때 세가지 항목 모두 서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Table 2. Comparison of menton deviation, cant and angle width in soft and hard 

tissue in preoperative patients 

 

 

 

 

 

 

** p < 0.01(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Unit : mm 

 N Mean S.D. 

Menton 
Deviation 

Soft tissue 58 4.49** 2.91 

Hard tissue 58 4.43** 2.98 

Canting 
Soft tissue 58 1.03** 2.13 

Hard tissue 58 0.73** 1.68 

Angle 
Width 

Soft tissue 58 4.08** 3.10 

Hard tissue 58 3.3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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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직의 비대칭 간의 계측 값은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세가지 계측치 

(경조직 이부 비대칭, 경조직 수평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간에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계수의 음수 값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음수 값이 

나온 계측 항목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Table 3). 연조직 

비대칭의 계측 항목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enton deviation, maxillary canting and angle width 

 

** p < 0.01(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2, correlation coefficient 

 

2. 수술 후 환자의 대칭 / 비대칭의 분석 

 

수술 후 평균 6개월이 경과된 시기에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수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TML-분류에 준해 수술 후의 안모 양상을 

분류해보았을 때 그 빈도는 Table 4와 같았다.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환자(T4)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이부 비대칭과 수평비대칭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환자(T0)가 3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부 비대칭이 존재할 때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는 환자(T1)와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수평 비대칭이 없는 환자(T3)가 

각각 10.3%로 동수를 차지하였다.  

 
Menton 

Deviation 
Maxillary 
Canting 

Angle 
Width 

Menton 
Deviation 

R2 1 -.610** .503** 

P value  .000 .000 

Maxillary 
Canting 

R2 -.610** 1 -.452** 

P value .000  .000 

Angle 
Width 

R2 .503** -.452** 1 

P value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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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직 이부 비대칭에 대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의 관계에 따른 분류 (T) 

 

Table 4. Incidence of facial asymmetry with mandibular prognathism accroding 

to TML-Classification in postoperative patients 

T M L 

T0 
19 

(32.8%) 

M0 16 

L0 9 

L1 1 

L3 2 

L4 4 

M4 3 
L0 1 

L4 2 

T1 6 (10.3%) M3 6 

L0 1 

L1 1 

L2 1 

L3 3 

T3 6 (10.3%) 

M1 1 L0 1 

M3 5 

L0 2 

L3 2 

L4 1 

T4 
27 

(46.6%) 

M0 26 

L0 20 

L1 1 

L3 3 

L4 2 

M4 1 L3 1 

Total 
58 

(100%)  
5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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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환자의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에 따른 분류(T)에 따른 

환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Figure 6). 

46.6%가 T4 환자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이 

연조직 수평 비대칭만 잔존하는 경우이며, 그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M0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 

20명의 환자가 L0에 해당하는데 이는 연조직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도 없는 

환자로 이 T4M0L0 의 환자는 오직 연조직 또는 경조직 수평 비대칭만이 잔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빈도가 많은 환자는 T0로 32.8%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3명을 제외한 16명은 M0이며, 그 중 L0가 9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T1 

환자군과 T3 환자군이 각각 6명으로 동수를 보였다.  

 

 

 

 

 

 

 

 

 
Figure 6. Proportions of the T-Classification after surgery 

 

(2) 경조직 이부 비대칭에 대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관계에 따른 분류 (M)  

   

전체 환자 중 72%가 M0로 경조직 이부비대칭과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이며, 그 다음으로 경조직 이부 비대칭은 남아있으나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M3 환자군이 19%를 차지했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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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조직 이부 비대칭에 대한 입술 기울기의 관계에 따른 분류 (L) 

 

 전체 환자 중 59%가 L0로 연조직 이부비대칭과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이며, 그 다음으로 연조직 이부비대칭은 남아있으나 입술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L3 환자군이 19%를 차지했다(Figure 7). 

 

 

 

 

 

 

 

 

 

 

 
Figure 7. Proportions of the M & L-Classification after surgery 

 

(4) 수술 후 남아있는 비대칭의 양 

 

수술 후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구한 경조직 이부비대칭, 연조직 이부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경조직 수평 비대칭, 연조직 수평 비대칭의 남아있는 

평균값은 다음과 같았다(Table 5).  

각각의 대응되는 경조직 비대칭과 연조직 비대칭의 남아있는 정도는 연조직 

비대칭이 더 높게 계측되었고, 수평 비대칭의 경우에는 경조직 수평 비대칭이 연조직 

수평 비대칭보다 평균값이 더 크게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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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비대칭 계측 요소 변화간의 상관관계 

 

경조직 이부, 연조직 이부, 하악 치열 중심선의 3가지 요소에 대해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세가지 요소가 모두 서로의 변화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경조직 이부의 변화와 연조직 이부 변화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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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sue in postoperative patients 

 

 

 

 

 

 

 

N, Numbers of patients 

 
Table 6. Correlation among the changes in menton, soft tissue menton and 

mandibular dental midline 

 ΔHard tissue
Menton 

ΔSoft tissue 
Menton 

ΔMn. 
Dental 
midline 

ΔHard tissue 
Menton 

R2 1  .793** .376** 

P value  .000 .004 

ΔSoft tissue 
Menton 

R2 .793** 1 .346** 

P value .000  .008 

ΔMn. 
Dental 
midline 

R2 .376**  .346** 1 

P value .004 .008  

** p < 0.01(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2, correlation coefficient; Δ, amount of change 

   Unit : mm 

 N Mean S.D. 

Menton 
Deviation 

Soft tissue 58 0.91 1.16 

Hard tissue 58 0.76 1.28 

Canting 
Soft tissue 58 0.45 1.19 

Hard tissue 58 0.07 1.02 

Angle 
Width 

Soft tissue 58 2.11 1.89 

Hard tissue 58 2.8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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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연조직 이부 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 기울기, 

경조직 수평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간에도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다라고 나온 요소간의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변화량간의 비율을 산출 할 수 있었다(Table 7). 

 

Table 7. Mean ratio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Change of  

Hard tissue : Soft tissue 

1:1 

Mean Ratio 

ΔHard tissue menton  : ΔSoft tissue menton 1 : 0.78 

ΔHard tissue menton : ΔLip canting 1 : 0.23 

ΔMaxillary Canting : ΔLip canting 1 : 0.53 

 ΔRt. Hard tissue angle width : 
ΔRt. Soft tissue angle width 

1 : 0.31 

ΔLt. Hard tissue angle width  : 
ΔLt. Soft tissue angle width 

No relation 

Δ, amount of change 

 

경조직 이부 변화에 대한 연조직 이부 변화의 정도가 0.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조직 이부 변화에 대해 입술 기울기의 변화 정도(1:0.23),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변화에 대해 입 술기울기의 변화 정도(1:0.53)도 비율을 구할 수 

있었다. 수평 비대칭에 대해서는, 우측 우각부의 경우 경조직 우각부가 변함에 따라 

연조직 우각부도 0.31의 비율로 유의하게 변하였지만, 좌측 우각부의 경우 경조직 

우각부의 변화에 대해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의 상관관계 및 변화 정도를 

통계학적으로 산출할 수 없었다. 

 

(6) 수술 전 T1 환자군의 수술 후 변화 

 

수술 전 T1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후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Table 8). 수술 

후의 환자 분포에서 M-분류나 L-분류에서는 M0, L0 가 다수를 차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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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을 이룬 결과를 나타내지만, T-분류의 분포는 대칭성을 이룬 T0 환자군의 

비율도 높지만, 경조직 이부 비대칭은 없으나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T4 

환자군이 14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석이 나왔다. 이 환자군을 분석해 보면, 

수술 전 존재하던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수술 후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양측 우각부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에 기술되어있다(Table 9).    

 

Table 8. Distribution of TML-Classification after surgery in T1 patients 

Pre-op. Post-op. 

T     N T N M N L N 

 T0 9 M0 21 L0 16 

 T1 4 M1 1 L1 2 

T1    29 T2 0 M2 0 L2 1 

 T3 2 M3 5 L3 6 

 T4 14 M4 2 L4 4 

N, Numbers of patients 

 

Table 9.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from preoperative T1 

to postoperative T4 patients 

   Unit : mm 

Change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N Mean S.D. 

ΔMenton 14 5.75 2.56 

ΔHard tissue angle width 
(same direction) 

14 5.29 3.43 

ΔSoft tissue angle width 
(same direction) 

14 5.89 2.68 

ΔHard tissue angle width 
(opposite direction) 

14 -2.32 2.78 

ΔSoft tissue angle width 
(opposite direction) 

14 0.57 3.91 

Δ, amount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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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살펴보면, 경조직 이부 이동방향 동측은 경조직 우각부가 증가함에 따라 

연조직 우각부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되어 그 변화량의 평균값이 비슷하나, 반대측의 

우각부는 경조직 우각부가 평균 2.32mm 감소했음에도 연조직 우각부는 평균 

0.57mm 증가하였다.  

 

(7) 수술 전 T2 환자군의 수술 후 변화 

 

수술 전 T2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후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0). 

 

Table 10. Distribution of TML-Classification after surgery in T2 patients 

Pre-op. Post-op. 

T     N T N M  N L  N 

 T0 3 M0 7 L0 8 

 T1 0 M1 0 L1 0 

T2    10 T2 0 M2 0 L2 0 

 T3 2 M3 2 L3 0 

 T4 5 M4 1 L4 2 

       N, Numbers of patients 

 

수술 후의 환자 분포에서 M-분류나 L-분류에서는 M0, L0 가 다수를 

차지함으로 대칭성을 이룬 결과를 보이지만, T-분류의 분포는 대칭성을 이룬 T0 

환자군보다 T4 환자군이 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8) 수술 전 T3 환자군의 수술 후 변화 

 

수술 전 T3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후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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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stribution of TML-Classification after surgery in T3 patients 

Pre-op. Post-op. 

T     N T  N M  N L  N 

 T0 4 M0 9 L0 7 

 T1 0 M1 0 L1 0 

T3    11 T2 0 M2 0 L2 0 

 T3 2 M3 2 L3 3 

 T4 5 M4 0 L4 1 

N, Numbers of patients 

 

수술 후의 환자 분포에서 M-분류나 L-분류에서는 M0, L0 가 다수를 

차지함으로 대칭성을 이룬 결과를 나타내지만, T-분류의 분포는 대칭성을 이룬 T0 

환자군의 비율도 높지만, T4 환자군이 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9) 수술 전 T4 환자군의 수술 후 변화 

 

수술 전 T4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후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2). 

  

(10) 수술 후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변화 

 

수술 후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해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M-분류의 

분포를 참고하면 된다(Figure 7). 환자의 91%(M0+M3)가 수술 후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중 M3 환자(전체의 19%)는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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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술 후 입술 기울기의 변화 

 

수술 후 입술 기울기의 해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L-분류의 분포를 

참고하면 된다(Figure 7). 환자의 78%(L0+L3)가 수술 후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중 L3 환자(전체의 19%)는 입술 기울기는 없으나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였다.  

 

Table 12. Distribution of TML-Classification after surgery in T4 patients 

Pre-op. Post-op. 

T     N T  N M  N L  N 

 T0 3 M0 5 L0 3 

 T1 2 M1 0 L1 0 

T4    8 T2 0 M2 0 L2 0 

 T3 0 M3 2 L3 2 

 T4 3 M4 1 L4 2 

N, Numbers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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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사람의 얼굴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대칭이 존재하며 

(Wolford and Fields, 2000)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너무 현저해서 쉽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료 시 흔히 비대칭 보다는 전후방적인 악골 관계의 문제점에 

비중을 두고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며, 수술 후 비대칭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잔존하는 비대칭으로 인한 환자의 심미적인 불만족을 경험하기도 하므로 악교정 

수술이 선택되는 환자에서는 정모의 비대칭 개선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면부의 비대칭은 원인에 따라 크게 선천성, 발육성 그리고 후천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Sandor et al., 2007) 반안면왜소증(Hemifacial microsomia)과 같은 선천성 

비대칭이나 외상이나 종양등과 연관된 후천성 안면 비대칭의 경우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의 부재나 형태의 이상이 현저해서 그 치료법의 접근 방법이 발육성 안면 

비대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발육성 안면 비대칭은 경조직이나 연조직의 정상 구조물은 갖추고 있지만 크기나 

형태에서 좌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하악 양측 과두부의 성장 차이로 인한 

비대칭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육성 안면 

비대칭의 경우 보통 악골의 전후방 간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양악 또는 단일 악골에 대한 악교정 수술로서 치료를 완성하게 된다.  

통상적인 양악 또는 단일 악골의 악교정 수술을 이용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 전 비대칭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수술계획의 수립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악교정 수술을 통한 안면 비대칭의 교정은 

관골부나 안와, 비부 등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주로 이부 비대칭,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하악골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 등 주로 

하안모의 비대칭 요소에 대한 해소를 중심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 

양상은 주로 하악골, 특히 하악골 과두부의 비대칭적인 성장의 결과로 초래되며, 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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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평면 기울기나 입술 기울기 등이 보상적·이차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보통 

비대칭의 진행이 완료된 후에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며,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조직의 

계측 값들(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경조직 이부의 중심점, 상·하악 치열의 중심선 

등)을 대칭의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며, 상악 교합평면의 기울기 

조정(Maxillary canting correction)을 동반한 하악골의 양측 상행지 골절단술을 

이용하여 그 목표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안면 비대칭의 수술적 치료 후에는 대개 

수술 전에 비해 비대칭의 정도가 극적으로 감소되기는 하지만 뜻밖의 비대칭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특정 비대칭 요소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각 계측 요소간의 비대칭의 방향이나 정도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술법으로 양호한 수술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술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 등(2003), Reyneke 등(1997), 

Hwang 등(2007)은 발육성 안면 비대칭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면 비대칭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윤 등(2003)은 하악골의 성장 단위별 형태적 비대칭 및 

상,하악골의 공간적 비대칭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악골의 각 성장 단위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안모 비대칭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그것을 바탕으로 유형별 환자군의 분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편 

Reyneke 등(1997)은 세가지 비대칭의 주된 요소(상·하악의 치열 중심선, 이부 

중심점)의 비대칭 양상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을 분류하였으나, 상·하악의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와 연조직의 비대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Hwang 

등(2007) 역시 주요한 상,하악의 비대칭 요소로 비대칭에 대한 분류를 하였지만, 

연조직에 대한 분류는 입술 기울기만 고려되었으며 수평 비대칭의 중요한 요소인 

연조직 우각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최근 김 등(2010)은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비대칭환자의 새로운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김 등(2010)은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간의 관계를 

T-분류, 경조직 이부 비대칭과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간의 관계를 M-분류 그리고 

연조직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간의 관계를 L-분류로 비대칭을 분류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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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소위 TML-분류법에 따라 안면 비대칭을 진단한다면, 

연조직과 경조직의 비대칭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평 비대칭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자는 한국인에 가장 호발하는 악안면 기형의 유형인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받고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전의 상태를 TML-분류법으로 분류한 후 수술 결과의 대칭성 회복을 

분석함으로써 분류법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한편 기존의 수술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수술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연구하여 향후 대칭적 안모를 보다 완벽하게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술 전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구한 비대칭 계측 요소의 평균값에서 각각에 

대응되는 경조직 비대칭과 연조직 비대칭의 정도는 연조직 비대칭이 다소 높게 

나왔고,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세가지 항목 모두 서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는 경조직 비대칭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조직 비대칭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정도는 경조직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술받은 환자의 수술 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정모 

비대칭에 대한 상악골의 수술 방법은 기왕의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를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악골 전돌증의 과다 발육성에 준해 더 낮은 쪽의 

구치부를 높은 쪽의 높이에 맞추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더불어 상악 치열 

중심선을 안면 중심선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악골의 수술 방법은 이동된 

상악골의 위치에 대해 하악골을 최종 교합위치(final occlusion)에 이동시킴과 

동시에 하악 치열 중심선과 경조직 이부 중심선을 안면 중심선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수술 계획 상 악골의 위치에 대해 

보상(compensation)되어 있던 치아들을 술전 교정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교정적 

보상 상실(orthodontic decompensation)을 시켰다면, 이러한 상악 치열 중심선-

하악 치열 중심선-하악 이부 중심점을 안면 중심선에 위치시키는 통상적인 수술 

계획으로 대칭의 안모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Proffit and Turvey, 1991), 실제 

본 연구의 결과 수술 후의 환자의 분포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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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환자군의 분포에서 46.6%가 T4 환자군으로 가장 많았으며(Table 4), 

이는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이 연조직 수평 비대칭만 잔존하는 경우로 이 중 

다수가 연조직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가 없는 T4M0L0이었고 이 환자들은 오직 

연조직 또는 경조직 수평 비대칭만이 잔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악 치열 중심선-하악 치열 중심선-하악 이부 중심점과 안면 

중심선이 일치한 경우이지만 수평 비대칭의 관점에서 완벽한 대칭 회복에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수술 후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구한 각 비대칭 계측 요소의 평균 값에서 각각의 

대응되는 경조직 비대칭과 연조직 비대칭의 남아있는 정도는 연조직 비대칭이 더 

높게 계측되었고, 수평비대칭의 경우에는 경조직 수평 비대칭이 연조직 수평 

비대칭보다 평균값이 더 크게 계측되었다. 이부 비대칭이나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 기울기는 경조직의 개선에 대해 연조직의 개선이 더 작아서 연조직의 비대칭이 

더 큰 수치로 남아있음을 시사하지만, 수평 비대칭의 경우에서는 연조직의 경조직 

비대칭에 대한 보상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경조직 이부비대칭과 연조직 이부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 기울기, 

경조직 수평 비대칭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간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유의한 요소간의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변화량간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경조직 이부 변화에 대한 연조직 이부 변화의 정도가 1: 0.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조직 이부 변화에 대해 입술 기울기의 변화 정도(1:0.23), 

상악골 기울기의 변화에 대해 입술기울기의 변화 정도(1:0.53)등도 비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평비대칭에 대해서는, 우측 우각부의 경우 경조직 우각부가 변함에 

따라 연조직 우각부도 1:0.31 의 비율로 유의하게 변하였지만, 좌측 우각부의 경우 

경조직 우각부의 변화에 대해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의 상관관계 및 변화 정도를 

통계학적으로 구할 수 없었다. 이는 수술 전 환자의 69%가 이부 비대칭이 좌측에 

존재했었고, 70.1%가 좌측 우각부가 풍융했던 점을 고려할 때, 주로 이부위치를 

우측으로 옮기고, 그에 따라 좌측 우각부는 풍융도는 줄어들고 우측 우각부는 주로 

풍융해지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이 경우 풍융해지는 우측의 우각부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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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을 가지지만, 줄어드는 좌측의 우각부는 경향성이 없었다. 이는 경조직 

우각부를 이상적으로 조절하더라도 적어도 한쪽의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평 비대칭의 개선이 어려운 것을 시사한다 

수술 전 T1나 T3이었던 환자군은 수술 후에 M-분류나 L-분류에서는 M0, L0 

가 다수를 차지함으로 대칭성을 이룬 결과를 나타냈지만, T-분류의 분포에서 경조직 

이부 비대칭은 없으나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T4 환자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환자군을 분석한 결과 경조직 이부 이동방향 동측은 

경조직 우각부가 증가함에 따라 연조직 우각부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되어 그 

변화량의 평균값이 비슷하나, 반대측의 우각부는 경조직 우각부가 평균 2.32mm 

감소했음에도 연조직 우각부는 평균 0.57mm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를 앞서 

기술한 양측 우각부의 변화의 경향성과 상관시켜 볼 때, 이부 이동방향 반대측의 

우각부의 변화의 경향성이 없어서 예측이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생기게 된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조직 우각부가 감소했음에도 

연조직 우각부는 약간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연조직이 경조직의 변화에 대해 

보상적인 작용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술 전 T2나 T4이었던 환자들에서 수술 후에는 T4 환자군으로 바뀌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술 전 존재하던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수술 후 대부분 

원래 방향에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이부 비대칭 교정과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조정을 통한 통상적인 수술법을 시행하였던 그룹으로 이러한 수술법만으로는 

수평 비대칭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다른 방법을 이용한 추가적인 

수술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각부 성형술(Pelo et al., 

1999)이나 Titanium mesh 등을 이용한 보형물 삽입(Stringer and Brown, 2009)을 

고려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수술없이 악교정 수술 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악골의 수평 회전(yaw control)을 고려할 수 있다.  

Ackermann 등(2007)은 3차원적인 관점에서 3개의 축을 기준으로 한 Pitch 

(horizontal), Roll (axial), Yaw (vertical)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이 개념은 

원래 비행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조종사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 pit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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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서 좌측을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비행기의 선미나 후미가 상승 및 하강 

회전하는 것을 뜻하고 Roll은 앞에서 뒤를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양측 날개의 

상하방 회전을 뜻하며 Yaw는 상-하를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비행기의 선미나 

후미의 좌우 회전을 의미한다. 이를 악교정 수술 시 상악골의 이동에 적용해볼 때, 

Pitch는 상악골 전후방부의 수직적 움직임 (anterior or posterior vertical 

movement), Roll은 양측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보상적 수직 성장의 개선(cant 

correction)을 의미하며, Yaw의 경우 전비극과 후비극의 수평적 회전을 의미한다. 

악교정 수술 시, 상악골의 수평 회전(yaw control)을 도모하면, 비단 상악골뿐만 

아니라, 하악골의 공간적 변화도 꾀할 수 있으며, 이 때 상·하악 치열 중심선 및 

하악 이부 중심점의 위치의 이동없이 하악 우각부의 Transverse horizontal width를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평 비대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수술 후 M3 환자(전체의 19%)는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는 환자로 이 환자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수술 전 M3 이었다. 

이는 수술 전부터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술 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조정을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던 결과에 기인하는데 따라서 경조직 

이부 비대칭의 개선을 위해 최종 교합 상태로의 하악의 수평 이동량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부 비대칭의 개선이 부족하여 비대칭이 잔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조정을 시행함으로써 

이부 중심점이 안면 중심선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Padwa 등(1997)에 

따르면 교합평면의 기울기는 수평 기준선에 대해 4°이하의 범위에서는 일반인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수술 전 M3 환자는 심미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악 교합평면의 기울기 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L3 환자(전체의 19%)는 입술 기울기는 없었으나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존재했던 환자로 이 환자군의 대부분은 M3 환자군으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는 

없으나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자로 경조직의 양상이 연조직에 반영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술 전에 비대칭량이 평균량보다 과도했던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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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경조직의 비대칭은 해소되었으나 연조직의 비대칭이 잔존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경우에도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의 과도 교정을 통해 이부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수술 후 입술 기울기가 잔존하는 경우는 22.4%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에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술 후 입술 기울기의 

잔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 과도 조정을 시행할 수 있으나, 

Lee 등(2007)은 교합평면 수정에 따른 입술 기울기의 변화량이 절반에 못 미친다고 

했으며, Chew 등(2005)은 연조직의 수직적 위치변화는 경조직의 변화에 대해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입술 기울기를 결정하는 양측 구각부의 위치는 

Zygomaticus major muscle, Levatior oris muscle,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등에 의해 결정되고(Marinetti, 1999), 이러한 근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해서 경조직의 이동만으로는 입술 기울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수술 후 잔존하는 입술 기울기의 해소를 위해 Face lift 등의 연조직에 

대한 외과적 술식이 제시되기도 했는데(Villoria,1972; Choi et al.,2010), 잔존하는 

입술 기울기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 역시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안면 비대칭 환자의 수술 후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는 연조직 수평 비대칭의 

해소와 경향성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경조직 우각부 변화에 따른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는 Hwang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두 계측 요소간에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하였으며, Gonion보다는 Antegonion과 soft tissue gonion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환자의 경우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로 인해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에서 antegonion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행지 윤곽의 최하측방점인 Gonion을 선택하였다. 또한 수평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 yaw control 등의 고려와 수술 전 3D 모형상에서 모의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경조직에 국한된 대칭성의 회복만 도모할 수 있을 

뿐, 최종적인 연조직의 대칭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다. 최근 Jung 등(2009)은 악교정 

수술 후 경조직 변화에 대한 연조직의 변화에 대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삼차원 분석으로 그 경향성을 평가한 바 있지만, 연조직 우각부 비대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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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상행지 시상골절단술을 시행한 경우이며, 저자 

의 경우에서처럼 상행지 수직골절단술을 시행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하악 상행지의 

수술 방법에 따라 더욱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계측자료가 2차원적인 자료임을 고려할 때, 경조직 계측 값과 연조직 계측 값을 그 

상대적인 경향성만 파악할 뿐 절대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현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삼차원 사진상에서의 골절단 후 모의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하악골의 경우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후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의 

골의 치유와 재생을 통한 형태변형을 프로그램 상에서 재현할 수는 없으며, 이런 

점에서 수술 전과 후의 삼차원 사진의 비교 분석을 통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 연구에서 연구된 TML의 2차원적인 분류를 

3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3D-CT 등을 이용한 경조직 및 연조직의 수평 

비대칭에 대한 수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보다 정확한 분류 적용 및 이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악교정 수술의 Protocol이 만들어지면 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안면 

비대칭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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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 58명(남자 34명, 여자 24명)을 

TML-분류법에 준해 분류하고 동일한 술자에 의해 통상적인 악교정 수술 시행 후에 

나타난 대칭성 회복에 대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술 전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수술 후 대칭적 안모의 도모가 용이하리라 

사료되는 환자(T1M1L1)는 19%를 차지하였다. 비대칭은 경조직보다 그것에 

대응하는 연조직에서 그 정도가 심했으며 양상도 다양했다.  

 

2. 수술 후 이상적인 대칭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T0M0L0이 성취된 환자는 

전체의 15.5%였으며, 이 환자들의 수술 전 분류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3. 경조직 이부비대칭과 연조직 이부비대칭, 상악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 기울기는 

경조직의 변화에 대해 대응되는 연조직의 일관성있는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좌측 

경조직 우각부의 변화에 따른 좌측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경조직 우각부를 이상적으로 조절하더라도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평 비대칭의 개선이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4. 수술 후 T4가 된 환자들의 수술 전 분류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수술 전 T1 

또는 T3이었던 환자군은 대부분 수술 전과 반대 방향(이부의 이동 방향)으로 

수평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 경우이고, 수술 전 T2 또는 T4이었던 환자군은 수술 

전 존재하던 수평 비대칭이 수술 후 원래 방향에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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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 전 T2 또는 T4이었던 환자들은 통상적인 수술법으로는 수평 비대칭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수술 계획 수립 시 yaw control과 같은 

특별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잔존할 수 있는 비대칭은 하악의 정중선은 얼굴 중심선과 일치되었어도 수평 

비대칭이 잔존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46.6%)을 비율을 보였으며, 술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측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TML-분류에 따라 나타난 수술 

후의 비대칭성의 특정 경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각 환자군 별 수술 계획의 

수립에 차별성을 둔다면, 보다 완벽한 대칭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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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post operative esthetic changes in 

patients categorized under TML-Classification of  

facial asymmetry accompanying with mandibular prognathism 

 

Somi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Sik Park, D.D.S., M.S.D., Ph.D.) 

 

In facial asymmetry, the pattern of the asymmetry is so diverse that 

accurate diagnosis, surgical planning, and predicting surgical outcomes may 

sometimes be difficult and unexpected postoperative results sometimes occur. 

Recently, Kim et al. (2010) in our department have proposed a new analytic 

classification for establishing treatment planning for mandibular prognathic 

patients accompanying facial asymmetry. Hereupon, author et al. classified 58 

patients (34 male and 24 female) using the TML-Classification and performed 

orthognathic surgery in order to see the postoperative restoration of symmetr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Deviation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menton, maxillary canting and lip 

canting showed consistent correlation between soft tissue and hard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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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However,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soft tissue changes 

corresponding to the ipsilateral hard tissue change of the transverse angle 

width.  

 

2.  In T-Classification where patients were classified by postoperative menton 

deviation and horizontal angle asymmetry, 32.8% were symmetric (T0) and 

46.6% had no menton deviation but horizontal angle asymmetry(T4).  

 

3.  In M-Classification where patients were classified by postoperative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ing, 72% were symmetric(M0) and 19% had no 

maxillary canting but postoperative menton deviation(M3). 

 

4.  In L-Classification where patients were classified by postoperative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ing, 59% were symmetric(L0) and 19% had no lip 

canting but postoperative menton deviation(L3). 

 

5.  Most common classification of postoperative asymmetry was T4 where 

there was horizontal asymmetry without menton deviation and the 

preoperative asymmetry c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T1, T3 and T2, 

T4. T2 and T4 patients had problems in the correction of asymmetry or 

even aggravate preexisting asymmetry by conventional orthognathic surgery 

alone, thus consideration of special techniques such as yaw control is 

necessary in treatment planning.  

 

Based on the results above, more precise prediction would be required for 

mandibular prognathic patients accompanying asymmetry in order to prevent the 

remaining asymmetry after orthognathic surgery, and it was difficult to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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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henomenon. More precise restoration of asymmetry would be possible by 

understanding the tendency of postoperative remaining asymmetry using the 

new classification and by using differentiated treatment planning for eac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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