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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CT를 이용한 골격성 III급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중안면부 연조직 변화에 대한 장기 관찰 

 
 

안모의 심미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안면부는 악교정 수술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중안면부는 정중선에 있는 구조물들을 제외하고 쉽게 

계측점을 지정할 수 없으며 진단 방법이 부족하므로 악교정 수술 결과에 대한 

예측과 치료 결과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 후에 3차원 진단방법으로  

중안면부 연조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방향성과 비율을 제시해 주며 악교정 수술 계획 수립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Le Fort I osteotomy 술전, 

수술 1년 후 그리고 수술 약 4년(평균 3.8년) 후의 경조직 이동과 연조직 변화 및 

장기간의 적응 양상을 알아보고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상관성이 있는 항목의 비율을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14명을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로 나누어 3차원 전산화 단층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 중 8명을 

수술 약 4년 이후까지 장기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코와 paranasal area의 유의한 전방 

이동을 관찰하였고 수술 1년 후부터 수술 약 4년 이후까지 장기간 관찰 시 

Pronasale과 Subnasale의 수직적 변화는 유의성 있게 소량 회귀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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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Pronasale, Subnasale 그리고 

paranasal area의 전후방 변화는 ANS, A의 전후방 변화와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고 계측점 중 ANS와의 상관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P<0.01), ANS의 

이동에 따른 Pronasale, Subnasale, paranasal area 변화의 비율은 각각 31.7%, 

35.7%, 70.5%였다.   

 

3. Paranasal area는 세분하였을 때에 하방에 위치할수록 그리고 정중선에 

가까울수록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율이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4. 악교정 수술 1년 후와 수술 약 4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악골 계측치의 

변화 중 PNS impaction양만 유의성 있게 (P<0.05) 소량 회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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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CT를 이용한 골격성 III급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중안면부 연조직 변화에 대한 장기 관찰 

 

<지도교수 : 유 형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백 인 규 

 

I. 서론 

 

저작, 발음 등의 기능 개선과 안모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악교정 

수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악교정 수술을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물려 안모의 심미성을 증진시키고 조화로운 안모를 갖게 하는 것이 

성공을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Hershy 등 1974, Lin 등 

1998). Baumrind 등(2001)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하여 두개안면골의 

이동이 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경조직의 수술에 의한 이동과 이를 덮고 있는 연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가 이어져 왔다. (Lew 등 1990, Chew 등 2005) 

 

악교정 수술 후 경조직의 이동과 연조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후방 두부방사선사진과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을 진단 도구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2차원 방사선 사진은 입체 구조물을 평면에 투영시켜서 상을 

얻기 때문에 계측치가 확대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 전후방 두부 방사선 

사진은 촬영법과 두개골의 수직 위치에 따라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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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ttiniemi P. 등(1996)에 따르면 양측성 계측점 설정 시 조사자에 따라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배 등(1997)은 실제 계측치와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정 시에 하악체를 제외한 모든 

선계측에서 확대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조직 평가시 가장 두드러진 정중부에 위치한 점들의 측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안면부의 돌출이나 함몰 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두개안면골내 구조물의 겹침과 경조직의 공간적인 회전은 2차원적인 계측을 

통하여서는 분석이 어려우므로 악교정 수술 환자에서 3차원 진단 방법을 이용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악교정 수술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3차원 진단 방법으로는 

레이저 스캐너(Arridge등 1985), 3차원 CT(McCance등 1992)등이 있다. 레이저 

스캐너는 CT와는 달리 방사선 조사량이 없어서 횟수에 상관없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악교정 수술 후의 변화를 관찰 시 

연조직의 변화만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골격 구조와의 변화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2차원 방사선 사진 혹은 3차원 CT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Kim 등(2005)에 따르면 3차원 CT의 안면 연조직 계측의 정확성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 cadaver 실측치와 3차원 CT의 측정치간 비교를 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erajima 등(2009)의 보고에서도 3차원 CT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연조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 악교정 수술 전, 후  

악골의 변화와 상응하는 연조직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 하는 데에 3차원 CT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중안면부는 안면을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에 가운데 부분을 차지한다. 

편평하고 저형성된 중안면부는 활기차지 못하며 나이가 들어보일 수 있고 반대로 

풍융하고 볼륨감이 있다면 젊고 활기차게 보인다(Robiony 등 1998). 중안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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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 수술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데 McCance 등(1997)은 3차원 CT를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전, 후 환자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변화비율을 color-coded 

method로 나타내어 상악 전진술을 통해 paranasal area가 골격과 같은 비율로 

전방이동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Nkenke 등(2008)은 optical 3D 스캔을 

이용하여 상악 전진술 후 광대-중안면부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연조직 부피의 

증가와 함께 전방 이동을 관찰하였다. Soncul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paranasal area의 변화율은 골 이동량의 79%였으며 상악 전진술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Le Fort I osteotomy를 통한 상악 전진술시 

측정 도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관계 없이 paranasal area의 전방 이동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은 경조직이나 연조직에서 특정한 계측점을 잡기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준선을 설정하여 기준선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영역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김 등 2006).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영역 내에서도 위치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심 영역인 중안면부를 영역 중심이 아닌 점으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3차원 CT를 술전, 수술 1년 후 그리고 수술 약 4년 

이후까지 촬영하여서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 양상과 장기간의 적응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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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성인 환자 중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었으며 정모 두부 방사선 검사상, 안모기준선에 대한 이부의 

편위가 2mm이상인 환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선정된 환자 중 

두개안면증후군이 없으며 안면 부조화 및 골격 부조화의 개선을 위해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악교정 수술(Lefort I osteotomy +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을 시행 받고 수술 전, 수술 1년 후는 남자 7명(평균 

22.4세)과 여자 7명(평균 22.5세), 총 14명을 관찰하였고 이 중에 내원이 

가능하며 CT촬영에 응한 남자 3명(평균 21.7세)과 여자 5명(평균 22.6세),  

8명을 수술 약 4년 이후(3.3년~4.6년, 평균 3.8년)까지 관찰하였다. 

 

 

2. 연구방법 

 

가. 3차원 입체영상 제작 (Fig 1) 

 

각 연구대상에서 수술 전(T0)과 수술 1년 후(T1), 약 4년 후(T2, 평균 

3.8년)에 촬영한 3차원 CT에 대하여 입체영상을 제작하였다. CT image는 CT 

Hispeed Advantage(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s, USA)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촬영 시 환자의 FH plane(Frankfort 수평면)이 바닥에 수직이 되게 

하고 정중선과 촬영 장치의 장축을 일치시켰다. Axial image의 두께는 1mm였고, 

초당 6mm의 table speed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axial image는

file 형태로 송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 model

재구성된 영상은 소프트웨어의

조절한 상태로 상악골

demand)로 분할(Segmentation)

지원하는 threshold(각각

 

Fig 1. Formation of three dimensio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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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ICOM (Digital Imaging & Communication in Medicine) 

송출하였으며, V-worksTM 4.0 (Cybermed Inc., Seoul, Korea) 

3D model로 재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의 MPR mode상에서 Hounsfield units(

악골, 코를 포함한 중안면부 연조직의 SOD(Selection of 

(Segmentation)하였다.  골과 연조직의 SOD는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HU 176, -365)를 이용하였다. 

Fig 1. Formation of three dimensional image using V-worksTM

(Cybermed Inc., Seoul, Korea) 

DICOM (Digital Imaging & Communication in Medicine) 

4.0 (Cybermed Inc., Seoul, Korea) 

Hounsfield units(H.U.)를 

SOD(Selection of 

소프트웨어에서 

 
T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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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을 위한 계측점과 기준 평면의 설정  

Park 등(2006)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1) 계측점의 설정 (Table 1,2), (Fig 2) 

  

Table 1. Definition of skeletal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Landmark Definition 

Na(Nasion) 
Most posterior point on curvature between frontal bone and  

nasal bone in midsagittal plane 

Ba(Basion) Anterior-inferior margin of the foramen magnum 

Or(Orbitale) Lowest point on infraorbital margin of orbit 

Po(Porion, anatomical) 
Highest midpoint on roof of external auditory 

meatus(bilateral) 

ANS(Anterior nasal spine) The most anterior point of the anterior nasal spine 

A(Subspinale) 
Most posterior point on curve between ANS and 

prosthion(Pr) 

Pr(Prosthion) 

 

Point of maxillary alveolar process between left and right 

maxillary incisors  

Mx(Maxillare) 

 

Zygomaticoalveolar crest, points show maximum concavity 

on contour of maxilla around molars and lower contour of 

maxillozygomatic process(bilateral) 

  

 

 



 

 

Table 2. Definition of soft tissue landmarks used in

Landmark 

N(nasion) 

Prn(pronasale) 

Sn(subnasale) 

Itn  

Cm(collumela) 

Zy(Zygomatic point) 

Fig 2. The x, y, z- coordinates in this study

 

 

- 7 - 

soft tissue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Definition 

Inner most point between forehead and the nose 

The most prominent anterior point of the nose

 

The point at which the collumella merges with the 

upper lip  

Inferior terminal of nostril(bilateral) 

The most anterior point on the columella of the nose

The most lateral point of midfacial area which 

observed in 45 o lateral profile(bilateral) 

 

coordinates in this study 

Inner most point between forehead and the nose  

The most prominent anterior point of the nose 

The point at which the collumella merges with the 

The most anterior point on the columella of the nose 

The most lateral point of midfacial area which 

 



 

 

(2) 기준평면의 설정  (Table 3

 

Table 3. Definition of planes used

Plane 

Horizontal plane 

Midsagittal plane 

Coronal plane 

  

 

 

 

Fig 3. Reference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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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g 3) 

. Definition of planes used in this study  

Definition 

Include both sides of Porion and right of Orbitale

Perpendicular to the horizontal plane passing through 

Nasion and Basion.  

Perpendicular to the horizontal plane passing through 

both Porion. 

   

 

ference planes used in this study 

bitale  

l plane passing through 

l plane passing through 



 

 

다. 상악골 계측 항목(Fig 4

 

V-worksTM 4.0(Cybermed Inc., Seoul, Korea)

재구성된 상악골의 다음과

조사 대상의 악교정 

대하여 계측, 비교하였다

1) Maxilla Canting (o) : 

(+)- 관상면에서

(-)- 관상면에서

2) Maxilla Rotation (o) : Midsagittal plane(

(+)- A point가

(-)- A point가 

3) Linear measurements 

ANS point,  A Point,  Pr

전후방(Z축)과 

 

 

Fig 4. Measurements of max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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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4.0(Cybermed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계측이 이루어졌다.  

 수술 전,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에 각각의

비교하였다.  

: 양쪽 Mx를 연결한 선과 horizontal plane이 이루는

각도로 상악골의 수평적인 기울기를 표현한다

관상면에서 볼 때에 상악골의 반시계방향 회전 

관상면에서 볼 때에 상악골의 시계방향 회전  

: Midsagittal plane(정중시상면)과 A point와 PNS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로 상악골의 회전 유무를

표현한다.  

가 PNS에 비해 환자의 좌측에 위치함을 표현하고

 PNS에 비해 환자의 우측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Linear measurements (mm) : Coronal plane과 horizontal plane으로

ANS point,  A Point,  Prosthion point까지의 거리 측정을 통해

 수직(Y축) 방향의 위치 변화를 측정한다. 

  

Measurements of maxilla canting & rotation 

 3차원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이루는 

표현한다. 

PNS를 

유무를 

표현하고 

의미한다.  

으로 부터 

통해  

 

  



 

 

 

라. 3차원 CT영상에서 

 

 (1) 코 항목 계측(Fig 5

 

1) Nasal tip angle(o

나타낸다.  

2) Nasal deviation(o)

차이로 표현한다. 

(+)- 관상면에서

 (-)- 관상면에서

 

Fig 5. Measurements of A. nasal tip angle B. nasal deviation.

 

3) Nostrillar plane angle

후, Horizontal plane

정도를 계측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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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안면부 연조직 변화량의 계측 

Fig 5,6) 

o): N-Prn-Sn이 이루는 각도로써 nasal tip projection

): N-Sn을 포함하는 직선과 midsagittal plane

 

관상면에서 볼 때 axis의 반시계방향 회전,  

관상면에서 볼 때 axis의 시계방향 회전 

 

Measurements of A. nasal tip angle B. nasal deviation. 

angle(o): Cm과 양쪽 Itn이 이루는 nostrillar plane

Horizontal plane과의 각도 차이를 측정하여 콧구멍이 들려

 

B 

nasal tip projection을 

midsagittal plane과의 각도 

nostrillar plane을 설정 

들려 올라간 



 

 

Fig 6. A. Formation of nostrillar plane

 

4)  Linear measurements

Prn, Sn까지의 

변화를 측정한다

 

 

(2) Paranasal area 및 zygomatic point

 

1) Paranasal area

Horizontal plane

No.1으로 지정하였다

5mm간격으로 평행

만나는 좌우 16

16번까지 labeling

동일한 위치에 

plane으로부터 

계측하였다(Fig 7

2) Zygomatic point: 

Midsagittal pla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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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Formation of nostrillar plane  B. Measurements of nostrillar plane angle.

Linear measurements(mm): Horizontal plane과 coronal plane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전후방(Z축)과 수직(Y축) 방향의

측정한다. 

 

zygomatic point의 연조직 변화(Fig 7) 

Paranasal area: Infraorbital foramen을 지나도록 midsagittal plane

Horizontal plane을 평행 이동 시킨 뒤 각 평면과 연조직 곡면의

지정하였다(Fig 7-A). 이 점을 기준으로 위의 

평행한 평면을 설정하고, 형성되는 두개의 평면과

16개의 점을 획득하였다(Fig 7-B). 16개의 점들은

labeling하여 수술 1년 후와 4년 이후에도 같은

 있는 각 점들을 비교하여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각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전후방(Z축

(Fig 7-C).   

Zygomatic point: 기준 평면인 Coronal plane, Horizontal plane, 

Midsagittal plane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전후방(Z축), 

B  

Measurements of nostrillar plane angle. 

으로부터 각각 

방향의 위치 

midsagittal plane과 

곡면의 교점을 

 두 평면을 

평면과 연조직이 

점들은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Coronal 

축) 변화량을 

Coronal plane, Horizontal plane, 

, 수직(Y축) 



 

 

그리고 수평(X축

 

Fig 7. Measure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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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였다. 

 

. Measurements of paranasal area by plotting 16 points each side

B 

C 

No.1 . 

 

each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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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치의 분석 및 통계 처리  

  

계측된 자료들을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1) 조사자내 오차를 검정하였다. (paired t-test) 

(2)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상악골의 수직, 전후방 

그리고 각도 변화량의 중앙값과 최대, 최소값을 산출하고 차이를 

검정하였다. (Wilcoxon signed rank test) 

(3)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연조직 변화량의 중앙값과 

최대, 최소값을 산출하고 차이를 검정하였다. (Wilcoxon signed rank test) 

(4)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상관성을 검정하였고 상관성이 있는 항목은 비율을 구하였다.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5)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paranasal area의 각 점에서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상관성을 구하기 위하여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하였고 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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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조사자내 오차 검정 

조사자내 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수술전,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의 각 계측항목을 2주 간격으로 재측정 하였을 때,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2. 악교정 수술 전(T0), 수술 1년 후(T1), 약 4년 후(T2) 상악골 계측치의 변화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ANS, A, Pr 에서 유의한 전방 

이동과 PNS의 상방 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ANS는 수직적으로 관찰하였을 때에 

PNS impaction시 적은 범위의 하방 이동을 보였지만 연구 대상자 중 ANS 

impaction(3mm~4mm)을 시행한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상방 이동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서 볼 때에도 위의 항목들은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1). 

수술 1년 후와 수술 약 4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PNS의 수직적 위치가 소량 

회귀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외의 경조직 계측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hanges in the maxillary hard tissue measurements from T0 to T2 

Variables 
T1-T0(n=14)        T2-T1(n=8)      T2-T0(n=8) 

Med. Min. Max. Sig. Med. Min. Max. Sig. Med. Min. Max. Sig. 

ANS(AP) 2.38  0.74  3.79  *** -0.07  -0.17  0.10  NS 1.78  0.67  3.73  ** 

A(AP) 2.28  0.50  3.64  *** -0.13  -0.36  0.32  NS 1.32  0.30  3.55  ** 

Pr(AP) 2.48  0.41  3.01  *** 0.02  -0.40  0.11  NS 1.74  0.50  3.09  ** 

PNS(V) -2.04  -3.28  0.37  ** 0.08  -0.01  0.49  * -1.96  -3.23  -1.02  ** 

ANS(V) -1.28  -3.52  1.11  * 0.04  -0.45  0.16  NS -1.34  -3.37  0.66  * 

A(V) -1.10  -3.90  1.20  * 0.14  0.00  0.54  NS -0.81  -3.80  0.70  ** 

Pr(V) -0.35  -4.00  2.70  NS -0.02  -0.10  0.04  NS -0.18  -3.90  2.70  NS 

Mx.cant(o) 0.05  -4.56  4.58  NS -0.01  -1.23  0.22  NS 0.12  -4.54  2.47  NS 

Mx.rot(o) 0.10  -1.99  3.60  NS 0.14  -1.23  1.71  NS 1.29  -1.69  4.13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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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05, ** : p < 0.01, *** : p < 0.001 

Med.: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NS : not significant  

♠ Key to abbreviations in Table 4 

AP(Anteroposterior): Distance from Coronal plane to skeletal landmarks 

V(Vertical): Distance from Horizontal plane to skeletal landmarks   

Mx.cant(o) : Canting of maxilla, Mx.rot(o): Rotation of maxilla 

 

3.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중안면부 연조직의 변화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Prn과 Sn의 유의한 전방 

이동이 관찰되었고(P<0.01), 수직적으로는 Prn이 유의성 있게 상방 

이동하였다(P<0.05). Nasal tip angle(N-Prn-Sn)도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Sn의 전방 이동량이 Prn에 비해 크고 Prn이 

상방 이동했기 때문이다.  

Paranasal area는 전방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였고 코 계측점의 전후방 계측 

변화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Zy point는 전후방(Z축), 수직(Y축) 방향으로의 변화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midsagittal plane을 기준으로 수평(X축) 방향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에 

비편위측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수술 1년 후와 약 4년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수직적으로 변화를 보였던 Prn과 

Sn은 회복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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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the midfacial soft tissue measurements from T0 to T2 

Variables 
T1-T0(n=14) T2-T1(n=8)               T2-T0(n=8) 

Med. Min. Max. Sig. Med. Min. Max. Sig. Med. Min. Max. Sig. 

Prn(AP) 0.69  0.03  1.67  ** 0.01  -0.38  0.19  NS 0.73 0.00  1.29  ** 

Sn(AP) 1.00  -1.53  1.61  ** -0.04  -0.18  0.32  NS 0.79  -1.21  1.46  NS 

Zy-shift(AP) 0.16 -0.86 1.40 NS 0.03 -0.08 0.94 NS 0.24 -0.51 2.04 NS 

Zy-non shift(AP) 0.01 -0.08 1.31 NS 0.14 -1.02 1.50 NS 0.07 -1.05 0.70 NS 

Paranasal area(AP) 1.73  -0.81  3.63  *** -0.02  -0.91  2.47  NS 1.42  -0.67  3.52  NS 

Prn(V) -0.94  -3.08  0.14  * 0.12  -0.09  1.28  * -0.82  -2.80  0.13  NS 

Sn(V) 1.00  -0.95  1.56  NS -0.05  -0.65  0.03  * 0.20  -0.40  0.40  NS 

Zy-shift(V) -0.09 -1.46 0.67 NS 0.20 -0.08 0.77 * -0.01 -0.83 0.76 NS 

Zy-non shift(V) 0.01 -0.57 0.85 NS 0.07 -0.20 0.59 NS 0.01 -0.53 0.85 NS 

Zy-shift(H) -0.02 -0.49 1.54 NS -0.02 -1.35 0.63 NS 0.03 -1.27 0.59 NS 

Zy-non shift(H) 0.68 -1.24 2.27 * -0.02 -1.07 0.47 NS 1.21 -0.32 2.57 * 

Nostrillar plane angle(o) 1.45  -3.54  4.46  NS -0.08  -0.24  0.76  NS 1.98  -3.49  4.41  NS 

Nasal tip angle(o) 1.13  -1.07  2.70  * -0.18  -0.78  0.20  * 0.49  -1.70  2.81  NS 

Nasal deviation(o) 0.42  0.00  2.90  * 0.40  0.03  1.44  * 0.15  0.02  2.37  ** 

* : p < 0.05, ** : p < 0.01 

Min.: Minimum  Max.: Maximum  NS : not significant  

♠ Key to abbreviations in Table 5 

AP(Anteroposterior): Distance from Coronal plane to soft tissue landmarks 

V(Vertical): Distance from Horizontal plane to soft tissue landmarks   

H(Horizontal): Distance from midsagittal plane to soft tissue landmarks 

-shift: Measurement in shifted side, -non shift: Measurement in non shifted side 

 

 

 

 

 

4. 악교정 수술 전(T0), 수술 1년 후(T1), 수술 약 4년 후(T2) 상악골 이동에 따른 

중안면부 연조직 변화의 상관성과 비율 

경조직 이동과 연조직 변화 사이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항목은 평균값을 

이용하여 비율을 구하였다. 술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Prn과 S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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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 변화는 ANS, A의 전후방 변화와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ANS와의 

상관 관계가 더 높았다. Paranasal area 또한 ANS의 이동과 상관 관계가 가장 

높았다. Prn의 수직 변화는 ANS의 수직과 전후방 변화와 모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Nasal deviation과 zygomatic point의 변화는 Mx.canting과 rotation에 따른 

경조직 이동과 상관 관계가 없었다. Nostrillar plane angle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경조직 이동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Table 6-1,2). 

수술 1년 후와 수술 약 4년 이후의 경조직 이동과 연조직 변화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Table 6-1.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 soft/hard tissue 

ratios(%) of significant correlation from T0 to T1 

Variables 

T1-T0(n=14) 

Anteroposterior Vertical Angle 

ANS A Pr PNS ANS A Pr Mx.cant Mx.rot 

Paranasal area(AP) **(70.5%)  *(75.6%)   
 

        

Prn(AP) **(31.7%)  *(34.0%)   
 

        

Sn(AP) **(35.7%)  *(38.3%)   
 

        

Zy-shift(AP)       
 

        

Zy-non shift(AP) 
       

  

Prn(V) *     
 

 *       

Sn(V)           
    

    

Zy-shift(V)    
    

    

Zy-non shift(V) 
       

  

Zy-shift(H) 
       

  

Zy-non shift(H)       
   

    

Nasal tip angle(o)    * 
   

      

Nasal deviation(o) 
       

  

Nostrillar plane angle(o)       
 

        

* : p < 0.05,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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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 soft/hard tissue 

ratios(%) of significant correlation from T0 to T2 

 T2-T0(n=8) 

Variables Anteroposterior Vertical Angle 

ANS A Pr PNS ANS A Pr Mx.cant Mx.rot 

Paranasal area(AP) **(68.2%)  *(77.8%)   
 

        

Prn(AP) **(35.4%)  *(40.4%)   
 

        

Sn(AP) **(29.7%)     
 

        

Zy-shift(AP)       
 

        

Zy-non shift(AP) 
       

  

Prn(V) *     
 

 *       

Sn(V)           
    

    

Zy-shift(V)    
    

    

Zy-non shift(V) 
       

  

Zy-shift(H) 
       

  

Zy-non shift(H)       
   

    

Nasal tip angle(o)    * 
   

      

Nasal deviation(o) 
       

  

Nostrillar plane angle(o)       
 

        

* : p < 0.05, ** : p < 0.01 

 

 

 

5.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ANS 전방 이동에 따른 

paranasal area의 변화 비율 

연구 대상자의 좌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ANS의 전방 이동과 세분화된 

점을 합친 전체 paranasal area의 변화 간에 유의성이 관찰되었고 평균적인 

변화율은 70.5%였다. 각 연조직 점들의 변화와 ANS의 이동 간에도 유의성이 

존재하였으며 점들은 하방에 위치할수록, medial에 가까울수록 변화율은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Fig 8, Table 7) 



 

 

Fig 8. Soft/Hard tissue ratios of

area(%) 

 

Table 7. Changes in the points of paranasal area from T0 to T2

 

T1-T0(n=14)

Med. Min. 

No.1 1.36  -0.02  

No.2 1.32  -0.21  

No.3 1.23  -0.81  

No.4 1.14  -0.10  

No.5 1.31  0.02  

No.6 1.53  -0.31  

No.7 1.66  0.34  

No.8 1.81  0.34  

No.9 1.77  0.11  

No.10 1.80  0.51  

No.11 1.58  0.32  

No.12 1.56  0.16  

No.13 1.60  0.37  

No.14 1.83  0.42  

No.15 1.88  0.37  

No.16 2.02  0.30  

ERI-mean 0.0  -4.3  
* : p < 0.05,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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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Hard tissue ratios of significant correlation from T0 to T1 in p

. Changes in the points of paranasal area from T0 to T2(mm) 

(n=14) T2-T1(n=8) T2-T0(n=8)

Max. Sig. Med. Min. Max. Sig. Med. Min.

2.40  *** -0.08  -0.62  0.15  NS 1.01  -0.24

2.29  ** 0.07  -0.09  0.15  NS 1.03  -0.32

2.17  * 0.04  -0.21  0.14  NS 0.89  -0.6

1.98  * 0.01  -0.23  0.77  NS 0.78  -0.04

2.13  * 0.01  -0.26  0.41  NS 1.01  0.04

2.89  ** -0.01  -0.14  0.23  NS 1.22  -0.08

3.30  ** -0.09  -0.85  0.12  NS 1.42  0.32 

3.29  ** -0.11  -0.91  0.10  NS 1.40  0.40

2.76  ** -0.04  -0.34  0.19  NS 1.55  0.06

3.49  ** 0.07  -0.32  2.47  NS 1.74  0.47

3.49  ** -0.11  -0.39  0.10  NS 1.27  0.33

3.21  ** -0.03  -0.79  0.96  NS 1.36  -0.39

2.79  ** -0.08  -0.53  0.41  NS 1.45  0.18

3.31  ** -0.15  -0.33  0.02  * 1.64  0.27

3.63  ** -0.04  -0.42  0.22  NS 1.71  0.46

3.36  ** -0.08  -0.41  0.08  NS 1.83  0.03

3.9  NS 0.3  -2.4  3.0  NS 0.4  -5.5 
* : p < 0.05, ** : p < 0.01  

 

1 in paranasal 

 

(n=8) 

Min. Max. Sig. 

0.24  2.48  NS 

0.32  2.18  ** 

67  2.05  NS 

0.04  2.52  * 

0.04  1.85  ** 

0.08  2.75  * 

2  3.42  ** 

0.40  2.75  ** 

0.06  2.81  ** 

0.47  3.52  ** 

0.33  3.49  ** 

0.39  3.25  * 

0.18  3.20  * 

0.27  3.17  * 

0.46  3.49  ** 

0.03  3.24  * 

5.5  4.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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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일반적으로 악교정 수술 환자의 치료 계획을 결정하고 연조직 분석을 시행할 

때에는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과 구외 사진을 이용한다. 실측치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중 구조물의 분석 시 수직적인 계측과 전후방적인 계측은 2차원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도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며 연조직 변화 비율에 대한 

연구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다(Lines 등 1974, Jensen 등 1992). 하지만 

정중선에서 떨어져 있는 연조직 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기존의 2차원적인 

진단으로는 불가능하며 변화량을 측정하기 또한 어렵다. 악교정 수술의 목적이 

구조와 기능 개선도 있지만 점차 안모의 심미성이 차지하는 요소가 커지고 

환자들도 이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 3차원적인 연조직 

변화를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차원적인 안면 연조직 형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Landes 등 2002, Ferrario 등 1996, Girod 등 1995).  

 

대표적으로 3가지의 방법이 널리 쓰이는데 stereo-photometry의 경우 

최근에는 Ferrario 등(1998)이 적외선 영역에서 2개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22개의 계측점을 정하고 분석을 하였으며 계측 재현성의 오차는 2mm이내였다. 

둘째로,  Laser facial scanning은 visible light 기술과 laser scanning을 이용하여 

안면부의 3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다. Laser scanner는 상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결과를 산출할 때에 노이즈나 구멍으로 인해 자료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  

Aung 등(1995)의 연구에 따르면 계측점 재현성의 오차는 1.5mm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3차원 CT는 1972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구강악안면영역에서 정확한 

계측을 가능케 하였으며 진단 모형을 제공해주었다. Hounsfield 등(1973)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두개안면부위의 기형을 연구하기 위해 3차원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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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고 형태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CT분야는 발전되어 왔다. 

CT를 이용하여 경조직의 공간적인 위치 확인과  계측 뿐만 아니라 절단면과 

재구성된 영상에서 연조직의 정확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Kim 등 2005). 

현재는 3차원 CT를 이용한 연조직 분석에 대한 정확성의 검증을 통해 연조직에 

대한 정량적인 계측도 널리 행하여 지고 있다(Mori 등 2003). 

 

중안면부위에서 정중선상에 있는 계측점(Prn, Sn, Ls등)의 악교정 수술 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선학들의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한 계측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Gregory 등 1993). 하지만 정중선에서 떨어진 중안면부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분석을 할 수 있는 계측점의 종류도 많지 않고 3차원적인 

분석을 통해야 변화를 알 수 있다. Mladick 등(1991)은 중안면부가 함몰되어 

보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alloplastic augmentation시에 ME point(malar 

eminence)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E point는 상안면과 하안면에 있는 

구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점이다. 물론 45도 혹은 90도 측면에서 안면을 

관찰하였을 때에 가장 두드러진 부위는 상안면의 관골 부위, 하안면의 입술과 

턱이므로 그 가운데에 있는 중안면부는 둘의 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서 돌출도가 

결정되어야 하겠으나 하안모가 변하는 악교정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여 연조직 

분석을 시행하려면 중안면부위만을 좀 더 독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측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중안면부위 연조직 변화를 3차원 CT를 이용하여 수술 전을 포함하여 수술 1년 

후와 약 4년 이후 까지 살펴보았다. 악교정 수술로 변하지 않는 경조직에서 

기준점과 면을 설정하여 연조직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경조직 계측점 설정 시 

Muramatsu 등(2007), Park 등(2006)이 제시한 재현성이 높은 계측점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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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Fort I osteotomy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코의 외형 변화는 코 기저부의 

확장인데 일단 상악골을 전방 이동 혹은 재위치 시키면 기저부의 폭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는 경조직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변화라기 보다는 

상악골로의 수술적 접근에 의해 생기는 변화로 여겨진다(Schendel 등 199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코 기저부의 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악골과 코의 밀접한 위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에 상악골의 수술적 이동이 

코의 외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악골의 

canting correction, rotation과 nasal deviation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N-Sn을 잇는 선과 midsagittal plane과의 각도 차이를 구하였다. Prn을 포함하여 

N-Prn-Sn을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어서 평면 간의 각도를 구할 수도 있지만 

Prn의 X축(수평) 좌표가 코가 휘어진 방향과 다른 방향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을 관상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쉽게 코 휘어짐 정도를 알 수 있는 N-Sn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술전과 비교하였을 때에 수술을 통해 상악골의 

canting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술 약 4년 후 장기 관찰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Nasal deviation과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술 전 

상악골의 canting과 nasal deviation사이에 큰 관련성이 없었으며 수술로 canting 

correction을 하더라도 nasal deviation의 각도 변화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코의 기저를 이루는 부분 중 가장 두드러진 ANS projection의 변화로 

Sn이나 Prn의 위치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착안하여 상악골 rotation과 nasal 

deviation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이 역시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수술 약 4년 후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험 대상 수가 적고 canting 

correction, rotation양이 적은 것도 큰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한 원인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술전에도 상악골의 canting, rotation양과 무관하게 nasal 

deviation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에 상악골의 이동에 따른 코의 장축 각도 

변화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Peter 등(1991)에 따르면 악교정 수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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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eptal devation이 있는 경우 submucosal resection 또는 morsilization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휘어진 코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악교정 수술 시 악골의 비대칭을 갖고 있고 nasal deviation이 있는 

환자라면 수술 후 안면 정중선 설정을 고려하여 septorhinoplastic surgery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골격성 III급 환자의 악교정 수술 시 pterygomandibular sling의 신장에 의한 

재발을 막고 술 후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상악골의 PNS 

impaction을 하게 되는데 회전 중심이 상악골의 전방부에 있게 될 경우 상악골이 

전방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PNS 

impaction양과 연조직의 수직, 전후방 변화와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ANS나 A point의 전방 이동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악교정 수술 후 코의 전후방(Z축)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 Prn, Sn의 전후방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상악골의 전방 이동에 따라서 Prn, Sn의 유의성 있는 전방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ANS의 수평 이동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Gassmann 등(1989)은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통한 분석에서 정량적인 관계는 

도출하지 않았지만 상악골 전방 이동에 따른 nasal tip(Prn)의 전방 움직임의 

경향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ANS의 전방 이동량의 약 32% 

정도로 Prn이 전방 이동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Soncul 등(2004)은 laser 

scan을 이용한 연구에서 본 실험과 유사한 29~34% 비율을 보고하였다.  

Le fort I osteotomy후 A, ANS point의 전방이동에 따라 Sn point의 유의한 전방 

이동을 관찰하였으며 경조직에 대한 변화 비율은 약 36%정도였다. Marsan 

등(2008)의 연구에서 49%의  Sn의 전방 이동 비율을  보고하였고 Soncul 

등(2004)는 80%의 비율로 Sn의 이동을 보고하였는데 실험자간 결과 차이가 많이 

존재하였다. 코 기저부의 봉합 방법 또는 ANS 처치 여부에 따라서 Sn의 위치가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방 이동의 경향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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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나 조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Prn과 Sn모두 경조직 

이동에 따라 유의한 전방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경조직 계측점 중, A 

point보다 ANS의 전방 이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수술 약 4년 

후에도 이 값은 변화가 없었다.  

비부 계측점의 수직적인 변화를 관찰해본 결과 상악골의 전방 이동과 Prn의 상방 

변화 사이의 유의성을 관찰하였으며  ANS의 상방 이동과 Prn의 상방 이동 

사이의 유의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Marsan 등(2008)은 ANS의 수직이동에 

따라 40%의 비율로 Prn의 수직 변화가 일어남을 보고하였고 강 등(2000)의 

연구에서는 상악골 전방이동에 따른 Prn의 수직적, 전후방적 위치변화 모두 

상관성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Carlotti 등(1986)은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상악골의 전방 이동에 따른 Prn의 상방 이동 경향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Prn의 상방 이동은 nasal tip angle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N은 악교정 수술을 통해 변하지 않고 

Prn은 전방, 상방 이동을 하게 되는데 수직 이동의 변화량이 수평 변화량 보다 

크고 Sn 또한 전후방 변화가 크기 때문에 nasal tip angle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Sn은 ANS가 수직적으로 상방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Prn과는 반대로 

다소 수직적으로 하방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간접적으로 Sn의 수직적 

위치 변화는 상악골의 수직 이동 보다는 전후방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수술 후 nasal tip angle이 커지는 결과와 상통한다. Prn과 Sn의 수직적 

위치는 수술 약 4년 후까지 장기 관찰 결과 유의성있게 회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조직 변화와 상관성이 없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에 

경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연조직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을 관상면에서 보았을 때에 콧구멍이 들려 올라가 보이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Nostrillar plane을 설정하였다. Nostrilliar plane은 양쪽 Itn과 

collumela 3점을 이용하여 평면을 설정한 후 Horizontal plane과의 각도 차이를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상악골의 전방 이동 시 각도가 커지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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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고 수직 이동시(ANS impaction) 에도 각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나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Zy point는 45도 측모에서 보았을 때에 중안면부 영역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한 

연조직 계측점으로서 coronal plane, horizontal plane, midsagittal plane으로부터 

거리 측정을 통해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수술 1년 후 Zy point의 전후방, 

수직계측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X축(좌우)에서 평가하였을 때에 

비편위측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상악골 canting, 

rotation correction의 경조직 이동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Constantinides 등(2000)은 함몰된 광대-중안면부 영역의 적절한 전방 이동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안모를 가질 수 있고 비순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코나 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안면부는 심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 

움직임과 표정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주행하고 기시하는 부위이므로 수술적 고려 

시 정확한 계측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Paranasal area는 정중 

구조물에서와 같이 세분화된 계측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있는 계측점 또한 다른 

구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역을 지정하여 관찰할 수 

밖에 없다. Nkenke 등(2008)은 optical 3D 스캔을 통해 구각부와 이부의 

5mm안쪽으로 정한 부분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광대-중안면부 영역의 부피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 비율이 95% 이상을 

나타냈으며 정중 구조물인 Ls, Is보다 더 큰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Soncul 등(2004)의 연구에서는 경조직 변화에 대한 paranasal 

area의 변화율은 79%였으며 같은 매체를 이용한 김 등(2006)에서는 74%였다. 

공통적으로 영역을 지정하여 변화값을 측정하였는데 영역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영역 내의 변화가 위치마다 다를 수가 있고 변화량이 왜곡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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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Infraorbital foramen을 기준으로 Horizontal plane과 

midsagittal plane에 평행한 각각의 평면을 설정 후 이 평면들과 연조직 곡면이 

만나는 점을 지정하여 영역을 세분한 후 관찰을 하였다. 악교정 수술 후 

paranasal area의 변화는 세분하였던 모든 점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며 평균 

변화율은 70.5%로 이전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설정한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방 일수록, 얼굴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큰 변화율을 나타내 각 점마다 변화율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측으로 갈수록 그리고 상방으로 갈수록 

변화율이 줄어드는 것은 골격 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oncul 

등(2004)은 axial면에서 상악골을 보았을 때에 반타원형이므로 중심에서 측면으로 

갈수록 연조직의 변화량은 점차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상방으로 갈수록 

변화율이 줄어드는 것은 osteotomy line에서 가까운 부위의 연조직이 경조직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술 1년 후, 수술 약 4년 후 골격 변화는 PNS impaction양만 유의성 있게 

소량 회귀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별히 연구 대상 환자에게서 재발 양상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 연조직은  변함 없었던 경조직 계측점과는 달리 변화 방향과 

반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연조직이 경조직 변화 이후에 장기간 성상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악골의 이동에 따라 수직적 위치가 변한 Prn과 

Sn은 소량이기는 하지만 장기간 관찰에서 경조직과는 관계없이 유의성 있게 

회귀되는 결과를 보였다. Hack 등(1993)에 따르면 수술 후 1년 동안의 연조직 

변화는 술 후 부종의 감소와 골격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로 정의되지만 그 

이후의 장기간의 관찰에서는 경조직의 유의성이 있는 변화 없이 연조직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Proffit 등(1988) 또한 악교정 수술 

환자의 입술 주위의 압력이 장기간 관찰 시 감소한다는 결과를 들어 수술 후 

평형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조직의 성상이 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비록 

하악골만 관찰하기는 하였지만 Davis 등(1988) 또한 장기간의 연조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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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논문에서 경조직 개조와는 독립적으로 연조직 변화가 일어남을 

알려주었다. 안 등(2009)도 악교정 수술 환자의 교근을 장기간 관찰한 연구에서 

골격적인 재발 없이 교근의 성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관찰한 것은 아니지만 Lee 등(1996)의 

수술 후 5년 장기 관찰의 결과와 동일하게 비부의 계측점(Prn, Sn)이 유의성 있게 

회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3차원 CT를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후 중안면부 연조직 변화를 

알아보았다. Paranasal area의 변화율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 평행한 평면을 여러 

개 설정하여 각기 점을 찍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 mesh diagram자체를 관찰자의 

의도에 맞게 변형시키고 조절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고 자세히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악골의 이동량도 대상마다 차이가 있었고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서 그룹을 나누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연조직의 변화량 

측정 시 성별 구분과 체중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늘리고 3차원 CT분석 시에 계측점 지정 

알고리즘이나 계측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3차원 CT를 이용한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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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1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 후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 3차원 전산화 단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입체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 중 8명을 수술 약 4년 

이후까지 장기 관찰하여 상악골 계측점의 변화와 중안면부 연조직 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상관성과 비율을 얻었다.  

 

1.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코와 paranasal area의 유의한 전방 

이동을 관찰하였고 수술 1년 후부터 수술 약 4년 이후까지 장기간 관찰 시 

Pronasale과 Subnasale의 수직적 변화는 유의성 있게 소량 회귀하였다. (P<0.05) 

 

2.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Pronasale, Subnasale 그리고 

paranasal area의 전후방 변화는 ANS, A의 전후방 변화와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고 계측점 중 ANS와의 상관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P<0.01), ANS의 

이동에 따른 Pronasale, Subnasale, paranasal area 변화의 비율은 각각 31.7%, 

35.7%, 70.5%였다.   

 

3. Paranasal area는 세분하였을 때에 하방에 위치할수록 그리고 정중선에 

가까울수록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율이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4. 악교정 수술 1년 후와 수술 약 4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악골 계측치의 

변화 중 PNS impaction양만 유의성 있게 (P<0.05) 소량 회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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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 후 중안면부의 

paranasal area는 세분하였을 때에 하방일 수록, 정중선에 가까울수록 변화량이 

컸으며, 코의 계측점은 수술 1년 후에도 경조직과는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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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term observation of midface changes in Skeletal ClassIII 

patients after orthognathic surgery using 3-D CT 

 

 

 

In Kyu Pai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Seog Yu, D.D.S., Ph.D.) 

 

Midfa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sthetics of face can be changed 

by orthognathic surgery. But, the result of orthognathic surgery is hard to 

predict because there are few ways to diagnosis and the landmarks are not 

easy to present besides the structures stack in the midface. 

As a result, the observation of the 3-D changes after orthognathic surgery in 

the soft tissue of the midface provide the prediction of soft tissue change and 

can be the guide of the surgical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ich were significant elements in 

the soft tissue changes after orthognathic surgery, comparing the soft tissue 

changes before, after 1 year and about 4 years of Le Fort I osteotomy in Cl III 

malocclusion patients. Therefore, compared the 3-D CT of 14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as Cl III malocclusion before and 1 year after surgery.  

Among them, 8 patients were observed after 4 years surge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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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e were significant anterior advancement of nasal and paranasal 

area after orthognathic surgery and after about 4 years follow up, 

there were small amount of rebound in the vertical changes of 

Pronasale and Subnasale(P<0.05). 

 

2. Compared before and 1 year after orthognathic surgery,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hip between anteroposterior changes of 

Pronasale, Subnasale, paranasal area and the anteroposterior changes 

of ANS and A point. The most related variable came out to be the 

ANS(P<0.01). Followed by ANS movement, the proportion of the 

changes of Pronasale, Subnasale, paranasal area were 31.7%, 35.7%, 

70.5% each. 

 

3. When the paranasal area subdivided into 16 points, the changes of 

paranasal area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the hard tissue tend to 

increase at the median and inferior area of the midface. 

 

4. The amount of PNS impaction showed small amount of rebound when 

compared after 1 year and 4 years of Le Fort I osteotomy in Cl III 

malocclusion patients(P<0.05). 

 

 

 

 

 

 

 

  Keywords: midface, orthognathic surgery, three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3D CT), long-term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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