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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상악골 악교정 수술 후  

코의 형태 변화에 대한 3차원 분석 

 

최근 성인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에 있어서 저작, 발음 등 기능의 개선과 

안모의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악교정 수술 시 하악골의 전후방 이동과 동반하여 상악의 적절한 

재위치를 위한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이 빈번하게 시행되며 상악골의 수술은 코 

주위의 연조직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비익 기저부가 확장되고, 비첨이 상방으로 

들려 올라가며 상순이 편평해지고 수직적으로 얇아지는 등의 변화를 동반한다. 

코는 안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안모의 심미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로 

인한 코 주위의 연조직 변화가 악교정 수술 후의 심미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악골 악교정 수술 시행 시 상악골의 이동량과 방향에 따른 

코 주위 연조직의 변화 양상을 3차원 CT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상악골 이동과 연

조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또한 수술 전 후, 상악골의 이동과 

비공의 면적 변화 및 관상면에 투영된 비공 면적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

기 위함이다. 따라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상하악골의 악교정 수술

을 받은 환자 중 남자 11명(평균 21.2세)과 여자 4명(평균 19.25세), 총 15명을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로 나누어 3차원 전산화 단층 사진을 촬영,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 시 A point와 Pronasale, Subnasale는 상방, 

전방으로 유의성 있는 이동을 보였으며(P<0.01) A point의 전방 이동과 



v 

 

Pronasale의 상방 이동 사이에서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P<0.05) A 

point의 상방 이동은 Subnasale의 전방 이동 및 상방 이동과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P<0.01). 

 

2. 상악골 악교정 수술 시행 1년 경과 후 코 폭경의 유의성 있는 확장이 

관찰되었고(P<0.01) alar width와 alar base width의 변화는 A point의 상방 

이동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P<0.05) 술전 alar width의 크기와 alar 

width의 증가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술전 alar width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술 후 alar width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 nasal tip angle은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고 nasolabial angle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나(P<0.01) 두 계측 

항목 모두 상악골 이동 양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상악골 악교정 수술 시행 1년 후 비공의 실제 면적과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이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고(P<0.01) 비공의 실제면적 증가율(12.83%)보다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의 증가율(22.37%)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의 증가율은 상악골의 전방 이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이상의 연구 결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상악골 악교정 수술 시행 1년 후 

코의 폭경은 측방 확장이 일어났고, 비공의 실제 면적과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악골의 전방, 상방 이동 양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코,  악교정 수술,  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 비공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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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상악골 악교정 수술 후 

코의 형태 변화에 대한 3차원 분석 

 

<지도교수 : 박 영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철 순 

 

 

I. 서론 

 

최근 골격성 부정교합을 가진 성인 환자에 있어서 저작, 발음 등 기능의 개선

과 안모의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악교정 수술 시 하악골의 전후방 이동과 동반하여 상악의 적절한 재

위치를 위한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이 빈번하게 시행되며 상악골의 수술은 코 주

위의 연조직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비익 기저부가 확장되고, 비첨이 상방으로 들

려 올라가며 상순이 편평해지고 수직적으로 얇아지는 등의 변화를 동반한다. 코는 

안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안모의 심미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코의 연조직 변

화가 악교정 수술 후의 심미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Mitchell 등, 2007; O'Ryan 

and Carlotti, 1989; O'Ryan and Schendel, 1989a, 1989b).  

악교정 수술 후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기

존의 연구들은 주로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하였으나, 이는 3차원적인 입체 

구조물을 2차원적 평면에 투영하는 것이므로 길이, 각도, 형태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정량적인 평가 시 부정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장혜숙, 2002).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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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악교정 수술 시 레이저 스캐너(Arridge 등, 

1985)와 3차원 CT(McCance 등, 1992) 등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진단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은 3차원 CT에 비해 방사선 조사

가 없어 인체에 덜 해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조직의 변화만을 계측 가능하여 골

격 구조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2차원 방사선 사진의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

거나 3차원 CT를 다시 촬영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3차원 CT는 경조

직 뿐만 아니라 연조직의 변화도 나타낼 수 있으며, Kim 등(2005)에 따르면 3차

원 CT를 이용한 안면 연조직 계측의 정확성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cadaver 실측

치와 3차원 CT의 측정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Terajima 등

(2009) 역시 3차원 CT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연조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이렇듯 3차원 CT는 악교정 수술 전, 후  악골의 변화와 상응하는 연조직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Soncul 등(2004)은 optical surface scanner를 이용하여 상악 전진술을 포함한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46명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경조직 이동량에 따른 수술 전, 후 연조직 변화율를 조사한 결과, 상악에서는 비

첨(nasal tip) 부위에서 30%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비하점(subnasale)으로 갈수록 

변화율이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악에 해당하는 부위에서는 하악

체의 측면에 해당하는 구각 하부에서 50%의 변화율을 보이며 연조직의 변화율이 

점차로 증가하여 턱융기점(pogonion) 부위에 이르러서는 경조직 이동량의 100%

의 연조직 변화율을 보였다. Yamada 등(2010)은 LeFort I osteotomy를 시행받은 

12명의 악교정 수술 환자에서 수술 전 후 3D laser scanner를 이용하여 코 부위

와 입술의 연조직 변화를 평가한 결과 코의 측방 변화가 주로 나타났으며, 비익 

기저부에 가까울수록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Yamada 등은 코의 

측방 변화가 상악골의 전방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상

악골의 실제적인 이동량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경조직 이동량과 연조직 변화량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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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차원 CT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경조직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이동양

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McCance 등(1992)은 3차원 CT를 이용하여 16

명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들의 악교정 수술 전, 후 환자의 경조직과 연조직

의 변화비율을 color-coded method로 나타내어 상악 전진술 시행 시 상악의 정

중선 부위는 경조직에 대한 연조직의 변화 비율이 1:1이었으며, 견치 부위의 비익 

기저부는 1.25:1의 비율로 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010)은 상

악골의 상방 이동을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22명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

합 환자의 수술 전 후 CT image를 이용하여 중안면부 연조직 변화를 분석한 결

과, 중안면부 연조직이 수술에 의해 전상방으로 이동하며, osteotomy line 상의 경

조직 이동량에 따른 연조직 변화율은 남자에서 57.8%, 여자에서 80.8%라고 보고 

하였다.  

Lee 등(2005)은 LeFort I osteotomy를 시행하여 상악의 전방 및 상방 이동을 

시행한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후의 코의 외형 변화를 실측한 결과 비

익의 폭과 비익 기저부의 폭은 증가하였으며, 비첨의 위치는 후방 이동함을 보고

하였다. 또한 비공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비공의 장경은 증가, 단경은 감소

하며 비공 기저부의 폭경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tchell 등(2007)은 악교

정 수술 시 LeFort I osteotomy를 시행하여 상악골을 전방 혹은 상방 이동하였을 

경우 비익의 폭경이 증가하고 비첨 부위가 상방으로 들리며 ‘돼지 코’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모의 심미성에서 비공의 형태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공의 실제 면적 변화나 정면에서 관찰되는 비공의 면

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골격성 III급 환자에서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 시행 전과 수

술 1년 후에 3차원 CT를 촬영하여 상악골의 이동량과 이동 방향에 따른 코의 연

조직 변화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상악골 이동 양상과 비공의 면적 및 관상면에 

투영된 비공의 면적 변화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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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성인 환자 중 골격성 III급 부

정교합으로 진단된 환자 중 구순구개열 및 기타 두개안면 증후군 증상이 없으며, 

안면부조화 및 골격 부조화의 개선을 위하여 악교정 수술을 통해 상악골을 전방 

혹은 상방 이동하였으며 하악은 b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를 

시행한 환자 중 alar cinch suture를 시행받은 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15명(평균 20.7세)으로 남자 11명(평균 21.2세)과 여자 4명(평균 19.3

세)을 관찰하였다.  

 

 

2. 연구방법 

 

가. 3차원 입체영상 제작 (Fig 1) 

각 연구 대상에서 수술 전(T1)과 연조직 변화가 안정화 되는 시기인 수술 1년 

후(T2)(Sarver 등, 199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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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직이 되게 하고 정중선과 촬영 장치의 장축을 일치시켰다. Axial image의 두께는 

1mm였고, 초당 6mm의 table speed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axial image는 DICOM (Digital Imaging & Communication in Medicine) 

file 형태로 송출하였으며, OnDemand 3D™ (Cybermed Inc., Seoul, Kore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 model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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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rmation of three dimensional image using OnDemand 3DTM 

(Cybermed Inc., Seoul, Korea) 

 

 

나. 계측을 위한 계측점과 기준 평면의 설정  

 

(1) 계측점의 설정 (Table 1,2, Fig. 2) 

Yamada 등(2010)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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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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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t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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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soft tissue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Landmark Definition 

N’(soft tissue nasion) Most posterior point between forehead and the nose  

Prn(pronasale) The most prominent anterior point of the nose 

Sn(subnasale) 
The point at which the collumella merges with the upper 

lip  

Al(alare) Most lateral point on the outer surface of nose 

Sal(subalare)  
The point where the alar base joint the cutaneous 

tissue of upper lip 

Ls(labrale superius) 
The point indicating the mucocutaneous border of the 

upper lip 

 

 

   

Fig 2. Soft tissue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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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평면의 설정  (Table 3) 

Table 3. Definition of planes used in this study  

Plane Definition 

Horizontal plane Include both sides of Orbitale and right of Porion 

Midsagittal plane 
Perpendicular to the horizontal plane passing through 

Nasion and Basion 

Coronal plane 
Perpendicular to the horizontal plane passing through 

both Orbitale 

Nostrillar plane Include both sides of Subalare and Pronasale 

 

 

다. 계측항목  

OnDemand 3DTM(Cybermed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재구성된 경조직과 연조직의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계측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의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에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계측, 

비교하였다.  

(1) 좌표 계측치 (Fig. 3) 

기준 평면인 Horizontal plane, Midsagittal plane, Coronal plane을 평행이동 

하여 Nasion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설정, 각 항목의 수평(X축), 

전후방(Y축), 수직(Z축)에서의 술전과 수술 1년 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였다. 

 

1) Subspinale (A) : 상악골의 전방 기준점으로 악교정 수술로 인한 상악골 

전방의 3차원적인 이동을 측정하였다.  

2) Pronasale (Prn) : 코의 연조직에서 Coronal plane에 대하여 가장 전방에 

위치하는 점으로 상악골의 이동에 따른 비첨의 3차원적인 이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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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bnasale (Sn) :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점으로 상악골의 이동에 

따른 코 기저부의 3차원적 이동을 측정하였다. 

 

  

 

 

(2) 각계측치 (angular measurement) (Fig. 4,5) 

1) Nasal tip angle(o) : N’ – Prn – Sn가 이루는 각도로 nasal tip projection을 

나타낸다.  

2) Nasolabial angle(o) : Prn – Sn – Ls가 이루는 각도로 코와 상순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3) Alar divergence(o) : Sal(R) – Prn – Sal(L)이 이루는 각도로 하방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비익이 벌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Fig 3. The X, Y, Z- coordinates  

in this study 

X axis ; Left: (+), Right: (-) 

Y axis ; Anterior: (+), Posterior: (-) 

Z zixs ; Superior: (+), Infer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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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strillar plane angle(o) : Pronasale과 양쪽 Subalare를 지나는 평면을 

nostrillar plane으로 설정 후, Coronal plane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콧구멍이 들려 올라간 정도를 계측한다. 

 

Fig 5. Nostrillar plane angle; (A) Formation of nostrillar plane  (B) Measurement 

of nostrillar plane angle. 

(A) (B) 

(C) 

(A) (B)

Fig 4. Angular measurements 

 (A) nasal tip angle  

(B) nasolabial angle  

(C) alar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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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 계측치 (linear measurement) (Fig. 6) 

1) Alar width(mm) : 양측 Alare 사이의 직선거리로 비익의 최대 폭경을 

측정한다. 

2) Alar base width(mm) : 양측 Subalare 사이의 직선 거리로 비익 기저부의 

폭경을 측정한다.  

3) Nose height(mm) : 양측 Subalare를 이은 직선에서 Pronasale까지의 

직선거리로 하방에서 올려다 봤을 때 코의 높이를 의미한다. 

 

 

Fig 6. Linear measurements; (A) Alar width, alar base width (B) Nose height 

 

(4) 비공의 면적변화 (Fig. 7) 

1) Nostril area(mm2) : Nostrillar plane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 

관찰되는 비공의 2차원적 면적을 측정하여 술전과 술후 면적의 변화를 

비교한다. 

2) Projected Nostril area(mm2) : 전방에서 보았을 때 관찰되는 비공의 

면적을  계측하기 위하여 nostrillar plane angle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nostril area를 Coronal plane에 투영시킨 면적을 산출하고, 술전과 술후 

면적의 변화를 측정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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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ments of nostril area; (A) Nostril area (B) Projected nostril area 

 

 

3. 계측치의 분석 및 통계 처리  

  

계측된 자료들을 SAS 9.2 Ver(SAS Inc., North Carolin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1) 조사자내 오차를 검정하였다.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2)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상악골의 수평, 수직, 전후방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 비공의 면적 변화량 및 관상면에 투영된 비공 면적 

변화량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차이를 검정하였다. (paired t-test) 

(3)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경조직 이동과 이에 따른 연조직 변화와의 

상관성을 검정하였다.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4) 악교정 수술 전, 수술 1년 후 경조직 이동에 따른 비공의 면적 변화 및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 변화의 상관성을 검정하였다.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5) 초진시 코의 폭경과 수술 후 코의 폭경 증가율 사이의 상관성을 

검정하였다.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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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조사자내 오차 검정 

 

조사자내 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 각 계

측항목을 한 명의 조사자에 의해 2회 측정 하였으며,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시행한 결과 0.554에서 0.994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대부분 값이 

0.9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계측치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악교정 수술 전(T1)과 수술 1년 후(T2) 계측치의 변화량과 변화율 (Table 4)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 A point의 유의한 전방, 상방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상악골의 전방 이동량에 비해 상방 이동량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상악골의 좌우 수평축에 대한 변화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nasale와 Subnasale는 유의한 전방, 상방 이동을 보였으며 좌우 수평축에 

대한 변화는 유의성이 없었다. Pronasale는 전방 이동량과 상방 이동량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으나 Subnasale는 상방 이동량보다 전방 이동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Alar width, alar base width, nasolabial angle, alar divergence, nostril 

area, projected nostril area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nose height, nostrillar 

plane angle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Nasal tip angle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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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ostoperative changes from T1 to T2 

Variables 
∆T2-T1 

Mean ± SD Ratio (%) Sig. 

X,Y,Z coordinates(mm) 

A(x)  0.45 ± 1.22  NS 

A(y)  1.41 ± 1.49  ** 

A(z)  3.31 ± 2.40  ** 

Prn(x) -0.24 ± 0.80  NS 

Prn(y)  1.43 ± 1.18  ** 

Prn(z)  1.16 ± 1.18  ** 

Sn(x) -0.18 ± 1.18  NS 

Sn(y)  1.79 ± 1.30  ** 

Sn(z)  0.48± 0.87  * 

Linear measurement(mm) 

Alar width  1.56 ± 1.53  3.99 ** 

Alar base width  2.09 ± 1.46  5.85 ** 

Nose height -1.11 ± 1.23 -4.79 ** 

Angular measurement(°) 

Nasal tip angle  0.25 ± 2.45  NS 

Nasolabial nagle  8.43 ± 5.22  ** 

Alar divergence  5.76 ± 4.35  ** 

Nostrillar plane angle -2.27 ± 2.04  ** 

Nostril area(mm2) 11.90 ± 6.40 12.83 ** 

Projected nostril area(mm2)  8.49 ± 5.23 22.37 ** 

* : p < 0.05,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T1 : before surgery, T2 : 1 year after surgery, Ratio(%) = (∆T2-T1)/T1 

(+) : left, anterior, superior movement, (-) : right, posterior, inferior movement 

 

 

3. 악교정 수술 전(T1)과 수술 1년 후(T2) 상악골 이동과 연조직 변화의 상관관계 

(Table 5)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 상악골의 전방 혹은 상방 이동과 

연조직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A point의 전방 이동은 Pronasale의 상방 이동과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A point가 전방 이동함에 따라 Pronasale가 상방 이동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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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A point의 전방 이동과 관상면에 투영된 비공의 면적 증가율(projected 

nostril area increase ratio)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외의 

계측 항목과 A point의 전방 이동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A point의 상방 이동은 Subnasale의 전방, 상방 이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A point가 상방 이동함에 따라 Subnasale가 전방, 상방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point의 상방 이동은 alar width, alar width의 증가율, 

alar base width, alar base width의 증가율, alar divergence 그리고 nostril plane 

angle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 point and soft tissue changes from T1 to T2 

Variables 
A(y) A(z) 

r Sig r Sig 

Prn(y) 0.43 NS 0.19 NS 

Prn(z)  0.52 * 0.48 NS 

Sn(y)  0.50 NS 0.53 * 

Sn(z)  0.04 NS 0.66 ** 

Alar width(mm)  0.20 NS 0.59 * 

Alar width increase ratio(%)  0.19 NS 0.60 * 

Alar base width(mm)  0.15 NS 0.58 * 

Alar base width increase ratio(%)  0.11 NS 0.59 * 

Nose height(mm)  0.02 NS -0.47 NS 

Nose height increase ratio(%) 0.05 NS -0.50 NS 

Nasal tip angle(°)   0.18 NS  0.12 NS 

Nasolabial angle(°)   0.42 NS -0.16 NS 

Alar divergence(°)   0.03 NS  0.65 ** 

Nostrillar plane angle(°)  -0.39 NS -0.52 * 

Nostril area(mm2)   0.41 NS -0.39 NS 

Nostril area increase ratio(%)   0.42 NS -0.35 NS 

Projected nostril area(mm2)   0.41 NS  0.16 NS 

Projected nostril area increase ratio(%)   0.61 *  0.13 NS 

* : p < 0.05,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T1 : before surgery, T2 : 1 year after surgery 

r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15 - 

 

 

위의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악골의 이동에 따른 Pronasale의 

위치변화와 alar width의 폭경 증가에 대해 아래의 식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4. 악교정 수술 전 코의 폭경(T1)과 수술 1년 후 코의 폭경 증가율(T2-T1) 사이의 

상관관계 (Table 6) 

 

악교정 수술로 상악을 상방, 전방으로 이동시 코의 폭경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진시 alar width와 수술 후 alar width의 증가율 

사이에 유의성 있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초진시의 alar width가 작을수록 

수술 후 alar width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alar base width의 

증가율은 초진시의 alar base width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reoperative nasal width(T1) and postoperative 

nasal width increase ratio(T2-T1) 

Variable 1 Variable 2 r Sig 

Alar width Alar width increase ratio -0.675 ** 

Alar base width Alar base width increase ratio 0.239 NS 

* : p < 0.05,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T1 : before surgery, T2 : 1 year after surgery 

R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rn(z) = 0.5794 + 0.4104 * ∆A(y) 

∆Alar width = 0.3256 + 0.3745 * ∆A(z) 

* ∆ = T2-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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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안면 중앙부에 위치하는 코와 입술은 중안면부의 심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로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 시행 후 형태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상악골의 이동에 따른 코 주위 연조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3D CT와 laser scanner를 이용한 연구들(Jung 등, 2009; Lim 등, 2010; 

Soncul 등, 2004; Yamada 등, 2010)은 대부분 비익의 폭경 변화, 

비순각(nasolabial angle) 등의 각도 변화와 같은 2차원적인 계측이나 이미지의 

중첩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악골의 이동과 이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를 계측하고 경조직의 이동 양상과 코 주위의 연조직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콧구멍의 실제 면적과 직립시 전방에서 

관찰되는 콧구멍의 면적을 계측하여 수술 전 후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상악골 

이동 양상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상악골 전방부의 이동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A point(Subspinale)를 

상악골의 landmark로 이용하였다. Jang 등(2002)에 의하면 3차원으로 재구성된 

CT image에서 ANS의 계측점 설정의 반복 재현성이 A point에 비해 더 높으나, 

A point와 ANS 모두 반복 재현성이 1.0mm 이하의 표준편차를 보이며 악교정 

수술 과정에서 ANS의 외형이 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술로 인한 외형 변화가 

적은 A point를 상악골 계측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A point는 평균 1.41mm 전방 이동, 평균 3.31mm 상방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Pronasale는 평균 1.43mm 전방 이동, 평균 1.16mm 상방  

이동하였으며, A point의 전방 이동과 Pronasale의 상방 이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 point의 상방 이동은 Pronasale의 위치 

변화와 연관성이 없었다. Subnasale는 수술 1년 후 전방으로 평균 1.79mm, 

상방으로 평균 0.48mm 이동하여 두 방향 모두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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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전방 이동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Subnasale의 전방, 상방 이동은 A 

point의 상방 이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상악골이 상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익 기저부가 전방,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백인규, 2010; Marsan 등, 2009; Soncul 등, 2004) 이번 연구 

결과와는 달리 악교정 수술 후 상악골의 전후방 이동은 Pronasale와 

Subnasale의 전후방 이동과 연관성이 있으며 상악골의 수직적 이동은 연조직의 

수직적 이동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Paik 등(2010)에 의하면 

Pronasale와 Subnasale의 전후방 변화는 ANS, A point의 전후방 변화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수직적 변화의 상관관계는 Pronasale와 ANS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Marsan 등(2009) 역시 A point와 Subnasale의 수평 

이동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 수직적 이동 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 하였다. Soncul 등(2004)은 상악골을 3mm 가량 전방 

이동시 Subnasale 부위의 연조직은 골격 이동량의 81% 가량 전방이동하며, 6mm 

전방 이동시에는 80%, 9mm 전방 이동시에는 골격 이동량의 75% 가량 전방으로 

이동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부분 환자에서 비익 폭경과 비익 기저부 폭경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익의 폭경은 수술 후 평균 1.56mm(3.99%) 증가하였고, 비익 기저부의 

폭경은 평균 2.09mm(5.86%) 증가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3D laser 

scanner를 이용한 Yamada 등(2010)의 연구에서 LeFort I osteotomy 시행 후 

코의 형태변화는 주로 측방 확장에 의한 것이며, 비익의 상부에서 비익 기저부로 

갈수록 변화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비익 기저부 폭경의 평균 

증가율(5.86%)이 비익 폭경의 평균 증가율(3.99%)보다 크게 나타나 Yamada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익과 비익 기저부의 폭경 변화는 A point의 전방 이동과는 연관성이 없었고, 

A point의 상방 이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Mitchell 등(2007)에 의하면 비익의 측방확장은 상악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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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방향과 무관하게 입술과 코 주위의 근육들이 수술과정에서 박리되어 근육의 

작용으로 인한 측방력의 결과로 설명되며, 상악골의 상방 또는 전방 이동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Yamada 등(2010)의 연구에서는 상악골의 전방 

이동을 시행한 환자군과 상악골 전방이동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 사이에 비익의 

폭경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악골의 전방 

이동은 비익과 비익 기저부의 폭경 증가와 연관성이 없으나, 상악골의 상방 

이동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A point의 상방 이동량이 많을수록 비익과 

비익 기저부의 측방 확장이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비익 기저부의 측방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alar base cinch suture와 

V-Y closure 등의 술식들이 있으나(Collins 등, 1982; Millard, 1980; Muradin 등, 

2009), 여러 연구들에서 이러한 술식들에도 불구하고 비익의 측방확장이 여전히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LeFort I osteotomy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Westermark의 연구(1991)에서 LeFort I osteotomy로 상악골을 전방 및 상방 

이동한 경우, alar cinch suture를 한 gorup에서 평균 1.6mm(4.6%)의 비익 폭경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alar cinch suture를 시행하지 않은 group에서는 평균 

2.3mm(6.9%)의 비익 폭경 확장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모든 

환자들에서 alar cinch suture를 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lar width와 alar 

base width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악교정 수술을 통해 상악골을 전방 혹은 상방 

이동한 경우 코의 연조직 폭경 증가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코의 측방 확장이 환자에 따라서 심미적으로 이롭게 작용할 수도 있고, 

심미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수술 전 코의 폭경이 작은 환자에서는 

코의 폭경 증가가 심미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수술 전 코의 폭경이 

넓은 환자에서 추가적인 코의 폭경 증가는 심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5년 Lee 등(2005)의 연구에서 alar width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narrow nose 군과 broad nose 군을 설정하여 술전과 술후의 폭경 증가율을 

비교시 비익과 비익 기저부 폭경 모두 narrow nose 군에서 유의성 있게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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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경 증가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술전 코의 폭경 측정값과 수술 후 폭경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술전의 비익 폭경이 작을수록 술후 비익 

폭경의 증가율이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ee 등의 연구와는 

달리 비익 기저부 폭경에 대해서는 술후 증가율과의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 계획 수립시 환자의 술전 상태에 따른 

코의 폭경 증가를 예측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상악골의 이동에 따른 Pronasale의 위치 변화와 비익 

폭경에 대한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악교정 수술로 상악골을 전방, 상방으로 

재위치를 계획한 경우 비첨의 상방 이동 정도와 비익의 폭경 증가를 예측하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정식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악골의 전방, 상방 이동에 의해 비익 기저부가 전방으로 이동하여 

Pronasale가 평균 1.43mm 전방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nose height가 평균 

1.11mm(4.79%)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Nostillar plane 상에서 Pronasale와 

양측 Subnasale를 연결하여 코의 밑면을 삼각형으로 도식화 하였을 때(Fig. 5A), 

밑변에 해당하는 비익 기저부 폭경은 증가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nose height는 

감소하여 코 밑면의 모양이 옆으로 넓어지고 납작해지는 삼각형으로 변하였다. 

Lee 등(2005)의 연구에서도 Pronasale와 Subnasale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술후 유의성 있는 감소(0.94mm)를 보여 이번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nasal tip angle과 nasolabial angle에 대한 변화를 

보고하였다. Paik 등(2010)은 3D CT를 이용한 연구에서 nasal tip angle이 술후 

1.13° 증가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임을 보고 하였으며, Yamada 등(2010)은 

3D laser scanner를 이용한 연구에서 LeFort I osteotomy 이후  nasal tip 

angle이 평균 0.7° 감소하고 nasolabial angle는 평균 0.7° 증가 하였으나 두 

가지 항목 모두 유의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D CT를 이용한 Jung 

등(2009)의 연구에서 nasolabial angle의 변화량은 안면 비대칭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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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평균 1.19° 증가, 비대칭 환자에서 평균 2.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칭 환자군에서만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nasal tip angle은 0.25° 증가하였고 nasolabial angle은 8.43° 

증가하여, nasal tip angle의 변화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nasolabial angle은 술후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의 상방 연조직 보다 

하방에 위치하는 연조직이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 시행 후 더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nasal tip angle보다 nasolabial angle이 더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항목 모두 상악골의 이동 양상과는 유의한 

상관관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strillar plane에 수직으로 관찰하였을 때 비익 기저부의 측방 확장 정도를 

나타내는 alar divergence 역시 평균 5.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성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Yamada 등(2010)의 연구에서 alar divergence가 평균 

7.0° 가량 증가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로 인한 비익 기저부의 측방 확장의 영향이 비첨의 전방 

이동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비익 기저부의 전방 이동 역시 alar 

divergence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공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2005년 Lee 등(2005)이 비공의 

장경이 0.15mm 증가, 단경이 0.16mm 감소함을 보고하였을 뿐, 실제 비공의 

면적이나 수술 후 비공이 보이는 정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악교정 수술 시행 후 전방에서 관찰 시 코가 들려 올라가는 정도의 

측정을 위하여 nostrillar plane을 설정하였다. Nostrillar plane은 Pronasale와 

양측 Subalare를 지나는 평면으로 정의하였고, 3차원으로 재구성한 영상에서 

nostrillar plane과 coronal plane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수술 후 들려 올라간 

정도를 측정하였다. Nostrillar plane은 술 후 평균 2.27° 감소하여 Pronasale 

쪽이 상방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 point의 이동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Paik 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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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trillar plane에 대해 수직으로 보았을 때 관찰되는 비공의 면적을 측정하여 

수술 전 후의 실제적인 비공의 면적 변화를 측정하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nostrillar plane angle을 이용, 비공의 면적을 관상면에 

투영시킨 면적을 구하여 직립시 전방에서 관찰되는 비공의 면적을 계산 하였다. 

비공의 실제면적과 투영된 면적은 수술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면적의 증가비율은 12.8%, 투영된 면적의 증가비율은 22.4%로 투영된 면적의 

증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공의 실제 면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nostrillar plane의 전방부가 상방으로 들려 올라가며 실제로 직립상태에서 

관찰되는 비공의 면적이 더욱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로 인한 비익의 측방확장으로 비공의 실제 

면적이 증가됨과 함께 비첨이 상방으로 이동하며 전방에서 관찰되는 비공의 

면적을 증가시켜 수술 후 콧구멍이 더 크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CT를 이용하여 상악골의 악교정 수술 후 코 주위 연조직 

변화를 알아보았다. 코 주위의 연조직 변화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연조직의 

변형이 최소인 환자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수가 감소 하였으며, 

성별에 대한 구분, 체중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악골의 

하방 및 후방 이동을 시행한 환자들의 3차원 단층촬영 자료 부족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여 이동 방향에 따른 그룹을 나누어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늘리고, 상악골 

이동 방향과 이동량에 따른 대상 그룹을 나누어 조사한다면 더욱 신뢰성 있고,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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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로 진단되어 상하악골의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1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 후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 3차원 전산화 단층사진을 

촬영하고 3차원 입체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상악골 계측점의 변화와 

코 주위 연조직의 변화, 비공의 실제면적과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상관성과 비율을 얻었다.  

 

1.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 시 A point와 Pronasale, Subnasale는 상방, 

전방으로 유의성 있는 이동을 보였으며(P<0.01) A point의 전방 이동과 

Pronasale의 상방 이동 사이에서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P<0.05) A 

point의 상방 이동은 Subnasale의 전방 이동 및 상방 이동과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P<0.01). 

 

2. 악교정 수술 시행 1년 경과 후 코 폭경의 유의성 있는 확장이 

관찰되었고(P<0.01) alar width와 alar base width의 변화는 A point의 상방 

이동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P<0.05) 술전 alar width의 크기와 alar 

width의 증가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술전 alar width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술 후 alar width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01). 

 

3. 수술 전과 수술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 nasal tip angle은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고 nasolabial angle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나(P<0.01), 두 계측 

항목 모두 상악골 이동 양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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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교정 수술 시행 1년 후 비공의 실제 면적과 관상면에 투영된 비공의 면적이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으며(P<0.01) 비공의 실제면적의 증가율(12.83%)보다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의 증가율(22.37%)이 더 높게 나타났고 투영된 면적의 

증가율은 상악골의 전방 이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이상의 연구 결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상악골 악교정 수술 시행 후 코의 

폭경은 측방 확장이 일어나며 비공의 실제 면적과 관상면에 투영된 면적이 

증가하였고, 이는 상악골의 전방, 상방 이동 양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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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analysis of nasal morphologic changes 

after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in skeletal class III patients  

 

 

Cheol Soon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Chel Park, D.D.S., Ph.D.) 

 

Nowadays, Orthognathic surgery has increased to improve function and 

esthetics for adult skeletal malocclusion patients. Orthognathic surgery of 

maxilla is often employed to correct the maxillary position with mandibular 

antero-posterior repositioning. Orthognathic surgery of maxilla is well known 

to cause adverse soft tissue changes in the nasolabial region, including 

widening of the alar base, upturning of the nasal tip, and flattening and 

thinning of the upper lip. As nose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face, the 

postoperative soft tissue change of this region plays important role to evaluate 

the facial esthetic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rphologic change of nose and 

the change of nostril area and projected nostril area at coronal plane that 

could be observed from frontal view, an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 tissue changes and soft tissue changes, following maxillary advancement 

or impaction through orthognathic surgery of maxilla. Therefore, compared 

the 3-D CT of 15 patients(11 male, 4 female) who had been diagnosed as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before and 1 year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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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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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nt anterior advancement and superior impaction of A point, 

Pronasale and Subnasale(P<0.01), a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nterior advancement of A point and superior 

repositioning of Pronasale(P<0.05) and between superior movement of 

A point and both of forward and upward repositioning of 

Subnasale(P<0.05, P<0.01). 

 

2. 1 year after orhtognathic surgery, there were significant lateral 

expansion in alar width and alar base width(P<0.01), anterior 

advancement of A poi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ar width and 

alar base width.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e-surgical alar width(T1) and increase ratio of alar 

width(T2-T1)(P<0.01) 

 

3. Compared before and 1 year after orthognathic surgery,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 of nasal tip angle and were significant increase of 

nasolabial angle(P<0.01), but both of them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ositional change of A point. 

 

4. 1 year after orhtognathic surgery, actual nostril area and projected 

nostril area at coronal plane were increased significantly(P<0.01) and 

increase ratio of the projected nostril area(22.37%) was greater than 

increase ratio of the actual nostril area(12.8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ratio of projected nostril area 

and anterior advancement of A point(P<0.05). 

 

 

Keywords: nose, orthognathic surgery, three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3D 

CT), nostri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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