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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한국인 하악전돌증 환자의 Le Fort I 골절단술의 회전 중심에 따른 

 상순과 비부 연조직의 변화 

 
안모의 변화는 주로 연조직을 통해 표현되고 인식되므로 악교정 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에서 경조직뿐만 아니라 연조직의 위치변화 및 이에 따른 심미적 변화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그 동안 Le Fort I 골절단술 후 상악의 재위치에 따른 

비순부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상악의 전방이동이나 상방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모의 심미적 

변화를 위해 상악골을 후상방 회전이동하는 양악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이동에 따른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하악 전돌증을 동반한 환자 중 동일한 술자에 의해 Le Fort I 

골절단술을 시행받은 환자 48명(남자 18명, 여자 30명)중 U1 tip (상악 전치부 

절단면)을 회전 중심으로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18명(그룹 1), A 

point (상악골 전연의 최후방점)를 회전 중심으로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30명(그룹 2)을 대상으로 술 후 경조직 및 연조직 변화량을 측정 및 비교하고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그룹간 연조직 계측점 변화량의 차이는 수직적인 변화에서보다 수평적인 

변화에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수직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Stms (상순의 

최하방점)가 그룹 2에서 더 하방으로 이동하였다(P<0.01). 

2. 그룹간 연조직 계측점 중 수평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Pn (코의 최전방점), Sn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 점), A′point (상순의 최후방점)는 수평적으로 그룹 1에서 



 

vii 

그룹 2에서보다 더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Ls (상순의 최전방점) 및 Stms (상순의 

최하방점)는 술후에 그룹 2에서 후방으로의 이동이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3. 비순각은 두 그룹 모두에서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P 

<0.001) 그 증가량은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 양쪽 비익 사이 거리(Alar 

width)도 두 그룹 모두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4. Alar width (양쪽 비익 사이의 거리)와 Alar base width (양쪽 비익 기저부 

사이의 거리)의 변화는 경조직 계측점 ANS와 A point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와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 이동 시 회전 이동의 중심에 따라 경조직 계측점의 이동 

양상이 달라지므로 연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계측점은 각각의 그룹에서 달랐다. 

6. 그룹 1에서 경조직의 전방이동(ΔA point)에 따른 연조직의 전방 이동(ΔPn, 

ΔSn 및 ΔA′point)의 비율은 27%, 46.3% 및 50.3%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그룹 2에서도 경조직의 후방이동(ΔU1 tip)에 따른 연조직의 

후방 이동(ΔSn, ΔLs 및 ΔStms)의 비율은 27.8%, 37.9% 및 61.2%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악교정 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상악골의 U1 tip과 

A point를 회전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이동에 따른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연조직 변화, 경조직 변화, 상순, 비부, 비익기저부, 상악골 후상방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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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모의 변화는 주로 연조직을 통해 표현되고 인식되므로 악교정 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에서 경조직뿐만 아니라 연조직의 위치변화 및 이에 따른 심미적 변화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상악의 Le Fort I 골절단술을 포함하는 양악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상악골 경조직의 이동에 따른 이 

부위의 연조직의 변화에 관한 예측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양인과는 달리 편평하고 넓은 코를 보이는 한국인인 경우에는 상악골의 전방 

및 상방이동 시 비익 기저부가 더욱 편평해지고 넓어지기 쉬우므로 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Bell WH, 1975).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 이동이 동반된 양악 수술은 교합평면의 시계방향으로의 

회전을 통해 안모의 수직적인 길이의 감소가 가능하고(Enacar A et al., 2001), 

이부의 후방 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심미적인 장점이 있다(Reyneke JP, 1998).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이동 시 다양한 기준점들이 선택될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기준점들은 ANS(Anterior nasal spine), A point (상악골 전연의 최후방점) 

및 U1 tip (상악 중절치의 절단첨부)이 대표적이다. U1 tip을 중심으로 상악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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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상방 회전하는 경우 상악 중절치의 노출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나 상악골의 

중안면부의 전방 이동이 가능하며, 회전 중심이 A point인 경우는 A point를 

기준으로 하는 상악골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나 상악 중철치의 노출을 증가시키고 U1 

tip을 좀더 후방으로 위치시킬 수 있어 술 후 최종 교합 형성 시에 U1 tip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경우보다 하악골을 좀 더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문기, 1998). 따라서 환자의 술전 진단에 따라 술 후에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측모 형태에 맞게 적절한 회전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다(Reyneke JP, 

1998).   

그 동안 Le Fort I 골절단술 후 상악의 움직임에 따른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근래에는 3차원 영상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Arridge S et al., 1985; Park SB et al., 2012; 문제상, 

2003). 하지만 최근 들어 안모의 심미적 변화를 위해서 상악을 후상방 회전 

이동하는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이동에 따른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상악의 특정 회전점(rotation point)을 중심으로 한 상악의 후상방 이동에 따른 

비순부 연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하악전돌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U1 tip을 회전 

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과 A point를 회전 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에 따른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를 비교 연구하고 향후 한국인의 

악교정 수술 계획의 예측 모델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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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동일한 술자에 의해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하기의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수술 전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기준으로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 받은 자. 

2) Le Fort I 골절단술 및 구내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을 시행받은 자. 

3) 수술 계획에 상악골의 전후방적, 상하방적인 이동이 포함되지 않은 자. 

4) 선천성 질환이나 두개 안면 이형(craniofacial anomaly)이 없는 자. 

5) 악교정 수술 전, 후 진단자료가 양호하고 환자의 내안각 거리에 대한 정보로 

실물대 사진 자료 확보가 가능한 자. 

 

Le Fort I 골절단술 시행 시 U1 tip을 회전 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18명(그룹 1)과 상악의 A point를 회전 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30명(그룹 2)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남자 18명 

및 여자 30명이었다. 남자 연령분포는 20세에서 26세까지였으며, 평균 22세였다. 

여자의 경우 19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21.5세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2-2013-

0002)후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술전 분석(T0)은 대상 환자들의 악교정 수술로부터 평균 2개월 전의 기간에 

촬영한 방사선 및 임상 사진으로 시행하였으며, 술후 분석(T1)은 악교정 수술 후 

평균 12개월 경과 시에 촬영한 방사선 및 임상 사진으로 시행하였다. 측모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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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진(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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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의 계측은 V-Ceph (Ver. 5.5 Cybermed,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정모 

사진(frontal facial photograph)은 Canon 400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정모 사진은 사진 촬영 후 내안각의 거리가 실제 거리와 일치하는 실물 

크기의 사진을 출력하였다. 계측은 한 사람에 의해 1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 

시행하였으며, 그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1)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계측 (Figure 1)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은 자연 두부 위치, 중심위 교합 상태, 그리고 상순과 하순이 

이완된 상태에서 촬영되었다.  

 

Figure 1. Lateral cephalometric landmarks and reference planes. 

VRL, Vertical reference line; HRL, Horizontal referenc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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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조직 계측 기준점 

ㄱ. ANS (Anterior nasal spine) : anterior nasal spine의 최첨부 

ㄴ. A point (Subspinale) : 상악골 전연의 최후방점 

ㄷ. U1 tip (Upper incisor tip) : 상악 중절치의 절단첨부 

 

나. 연조직 계측 기준점 

ㄱ. Pn (Pronasale) : 코의 최전방점 

ㄴ. Cm (Columella) : 코의 collumella의 최전방점 

ㄷ. Sn (Subnasale) :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점이며 인중의 상부 

꼭지점 

ㄹ. A′point (Soft tissue A point) : 상순의 최후방점 

ㅁ. Ls (Labiale superius) : 상순의 최전방점 

ㅂ. Stms (Stomion superius) : 상순의 최하방점 

 

다. 계측 기준선 

ㄱ. 수평기준선(Horizontal reference line, HRL) : Sella-Nasion 

plane-7°상방선 

ㄴ. 수직기준선(Vertical reference line, VRL) : Sella를 지나면서 

HRL에 수직인 선 

 

라. 계측 항목 

ㄱ. 경조직 계측 기준점(ANS, A point, U1 tip)에서 HRL까지 수직 거리  

ㄴ. 경조직 계측 기준점(ANS, A point, U1 tip)에서 VRL까지 수평 거리  

ㄷ. 연조직 계측 기준점(Pn, Sn, A′point, Ls, Stms)에서 HRL까지 

수직 거리  

ㄹ. 연조직 계측 기준점(Pn, Sn, A′point, Ls, Stms)에서 VRL까지 

수평 거리 

ㅁ. 비순각(Nasolabial angle) : Cm, Sn, Ls가 이루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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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모 사진(Frontal facial photograph)상에서의 계측 (Figure 2) 

환자는 치아를 가볍게 물고 입술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귀걸이나 안경을 빼고 귀가 

보이게 하였다. 촬영 시 외부광원은 환자의 45도 상방에 위치시켜 사진촬영 시 생길 

수 있는 그림자를 최소화 하였다. 

 

가. 계측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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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ECR = 우측, ECL = 좌측) 

ㄴ. 외비익 경계(Lateral alar margin, LAM) : 수평 기준선에 수직이면서 

코의 가장 측면(lateral)을 지나는 점 (LAMR = 우측, LAML = 

좌측) 

ㄷ. 비익 기저부(Subalare, Sbal) : 비익과 상순이 만나는 부분 (SbalR = 

우측, SbalL = 좌측) 

 

나. 계측 기준선 

ㄱ. 수평 기준선(Horizontal reference line, HRL) :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 

ㄴ. 연조직 안면 중심선(Soft tissue mid sagittal line, SMSL) : 양측 

외안각을 연결한 선을 동공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직 이등분하면서 

콧등을 지나는 선 

 
다. 계측 항목 

      ㄱ. 양쪽 비익 사이의 거리(Distance between LAMR and LAML, Alar 

width, AW) : 연조직 안면 중심선과 수직이면서 우측 외비익 경계와 

좌측 외비익경계 사이의 직선의 거리 

             ㄴ. 양쪽 비익 기저부 사이의 거리(Distance between SbalR and SbalL, 

Alar base width, ABW) : 연조직 안면 중심선과 수직이면서 우측 

비익 기저부와 좌측 비익 기저부 사이의 직선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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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ference landmarks and lines of the soft tissue. 

HRL, Horizontal reference line; SMSL, Soft tissue mid sagittal line; 

ECR, External canthus right; ECL, External canthus left; LAMR, Lateral 

alar margin right; LAML, Lateral alar margin left; SbalR, Subalare right; 

SbalL, Subalare left. 

 

(3) 통계 분석 

술전 계측값과 술후 12개월 계측값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그룹 1과 그룹 2의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량과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에 대한 연조직 계측점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경조직 변화량에 대한 연조직 변화량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PASW version 

18.0(IBM, 미국, 2009)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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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수술 전·후 환자의 계측값의 비교 

  

(1) U1 tip을 회전 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그룹 1) 

 연구 방법에서 제시된 경조직 및 연조직 계측항목에 대한 평균 변화량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표본의 수가 18명이므로 

paired t-test를 위한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각각의 경조직 및 연조직의 

계측항목의 변화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계측점의 

변화량에서 (-)의 값은 상방이동, (+)의 값은 하방이동을 그리고 수평적 계측점의 

변화량에서 (-)의 값은 후방이동, (+)의 값은 전방이동을 뜻한다.  

 

경조직 계측점 중 A point는 수평적으로 0.85mm 전방 이동 양상을 보였다(P 

<0.05). 상악의 후상방 이동의 회전 중심 점이었던 U1 tip은 수직적으로 0.38mm 

상방이동 및 0.53mm 후방이동 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술전과 술후의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연조직 계측점은 비부에서는 전방이동이 주로 나타났으며, 상순으로 갈수록 

하방이동이 같이 나타났다. Pn, Sn 및 A′point는 수직적으로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수평적으로는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각각 1.06mm, 1.71mm 및 1.71mm의 

유의할 만한 전방이동이 관찰되었다(P<0.001). Ls은 수직적으로 2.7mm 하방 

이동하였으며(P<0.001), Stms은 수직적으로 1.45mm 하방이동(P<0.001), 

수평적으로 1.04mm 후방이동 하였다(P<0.05). 비순각은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8.42 증가하였으며(P <0.001), AW은 1.36mm (P<0.01), ABW은 1.03mm 

증가하였다(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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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rtical(mm), horizontal(mm) and angular(〫) changes of hard and soft 

tissue landmarks in Group 1.  

 Vertical Horizontal 

 Mean(mm) SD Mean(mm) SD 

Hard tissue 

   ANS   0.18 0.78  0.43 1.04 

   A point   1.23 0.91   0.85
*
 1.55 

 U1 tip -0.38 0.96 -0.50 1.5 

Soft tissue  

   Pn -0.46 1.10    1.06
***

 0.85 

   Sn -0.07 0.71    1.71
***

 0.94 

   A′point -0.27 1.47    1.71
***

 1.06 

   Ls   2.7
***

 1.65 -0.28 1.59 

Stms 
 
    1.45

***
 1.56  -1.04

*
 1.93 

 Mean SD 

Nasolabial angle( )  8.42
***

 4.28 

AW(mm) 1.36
**
 1.27 

ABW (mm) 1.03
**
 1.44 

*P < 0.05, 
** P < 0.01, 

***P < 0.001,
 
Paired t-test.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3. Soft and hard tissue landmark changes in Group 1 (Unit : mm). 

Full line is preoperative position; Dotted line is postoperative position; 

Black arrow is landmark change direction; Red arrow is rotational 

direction;
 *P < 0.05, 

***P < 0.001,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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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point를 회전 중심으로 하는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그룹 2) 

연구 방법에서 제시된 경조직 및 연조직 계측항목에 대한 평균 변화량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수직적 계측점의 변화량에서 

(-)의 값은 상방이동, (+)의 값은 하방이동을, 그리고 수평적 계측점의 변화량에서 

(-)의 값은 후방이동, (+)의 값은 전방이동을 뜻한다.  

경조직 계측점 중 상악의 후상방 이동의 회전 중심점이었던 A point는 수직적으로 

0.36mm 상방이동 및 0.47mm 후방이동 하였으나 술전과 술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Figure 4). U1 tip은 수직적으로는 0.71mm 하방이동,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3.2mm 후방 이동하였다(P <0.001).  

 

 연조직 계측점은 비부에서는 수직적으로 하방이동이, 상순에서는 후하방이동이 

뚜렷하다. Pn은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유의할 만한 변화가 없었으며, Sn은 

수직적으로 0.37mm 하방 이동하였다(P<0.05). A′point는 수직적으로 0.54mm 

하방이동 하였으며(P<0.01), Ls은 수직적으로 2.19mm (P <0.001) 하방 이동 및 

수평적으로 1.81mm (P <0.001)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Stms은 수직적으로 1.64mm 

하방이동(P<0.001) 및 수평적으로 3.4mm 후방이동 하였다(P <0.001). 비순각은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유의하게 9.89 증가하였으며(P<0.001), AW은 1.15mm 

증가하였으나(P <0.001) ABW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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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ertical(mm), horizontal(mm) and angular(〫) changes of hard and soft 

tissue landmarks in Group 2.  

 Vertical Horizontal 

 Mean(mm) SD Mean(mm) SD 

Hard tissue 

   ANS -0.15 1.27 -0.38 1.82 

   A point -0.36 1.05 -0.47 0.88 

 U1 tip    0.71
***

 0.93 -3.2
***

 2.14 

Soft tissue  

   Pn  0.23 1.12 0.33 0.92 

   Sn 0.37
*
 0.70 0.31 1.33 

   A′point 0.54
**
 0.71 0.28 1.33 

   Ls 2.19
***

 1.65 -1.81
***

 1.66 

   Stms 1.64
***

 1.47 -3.40
***

 2.33 

 Mean SD 

Nasolabial angle( )  9.89
***

 7.06 

AW(mm) 1.15*** 1.70 

ABW(mm) 0.60 1.62 
*P < 0.05, 

** P < 0.01, 
***P < 0.001,

 
Paired t-test.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4. Soft and hard tissue landmark changes in Group 2 (Unit : mm). 

Full line is preoperative position; Dotted line is postoperative position; 

Black arrow is landmark change direction; Red arrow is rotational 

direction;
 *P < 0.05, 

** P < 0.01, 
***P < 0.001,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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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간 수술 전·후의 계측값의 비교 

 

그룹 1과 그룹 2의 수술 전· 후의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량과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test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직적 계측점의 변화량에서 (-)의 값은 상방이동, (+)의 값은 

하방이동을, 그리고 수평적 계측점의 변화량에서 (-)의 값은 후방이동, (+)의 값은 

전방이동을 뜻한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유의확률을 적용하였다.  

(1) 그룹간 경조직 계측값의 술전 술후 변화량 비교 (Table3) 

경조직 계측값의 수직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U1 tip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그룹 2의 

U1 tip이 그룹1의 U1 tip보다 수직적으로 보다 더 하방으로 이동하였다(P <0.001).  

경조직 계측값의 수평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A point와 U1 tip에서 관찰되었다. 그룹 1

이 그룹2에 비해서 A point가 수평적으로 유의하게 전방으로 이동하였다(P <0.001). 또

한 U1 tip은 그룹 2에서 술후에 유의하게 수평적으로 후방으로 이동하였다(P <0.001).  

Table 3. Comparison of hard tissue landmark changes between groups i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atients (Mean±SD). 

 Group 1 Group 2 P value 

Vertical (mm)  

 ANS  0.18±0.78 -0.15±1.37 0.520 

 A point  1.23±0.91 -0.36±1.05 0.113 

U1 tip -0.38±0.96  0.71±0.93 0.000*** 

Horizontal (mm)  

ANS 0.43±1.04 -0.38±1.82 0.056 

A point 0.85±1.55 -0.47±0.88 0.000*** 

U1 tip -0.50±1.50 -3.20±2.14 0.000*** 
*P < 0.05, 

** P < 0.01, 
***P < 0.001,

 
Independent t-test.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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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룹간 연조직 계측값의 술전 술후 변화량 비교 (Table 4)  

연조직 계측값 변화량의 그룹간의 차이는 수직적인 변화에서보다 수평적인 변화에

서 보다 더 관찰된다. 수직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Stms에서만 관찰되었는데, 그룹 2가 

그룹1에 비해서 Stms가 수직적으로 유의하게 더 하방으로 이동하였다(P <0.05).  

 수평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연조직 계측값 모두에서 나타났다. Pn(P<0.01), Sn(P <0.001) 

및 A′point(P<0.001)는 그룹 1에서 술후에 보다 더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Ls(P<0.01) 

및 Stms(P<0.001)은 그룹 2에서 술후에 후방으로의 이동이 보다 더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비순각은 두 그룹에서 술후에 모두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량이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AW도 두 그룹에서 모두 술전 술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두 그룹간에 유의할 만한 차

이는 없었다. ABW는 그룹 1에서는 술후에 유의할 만한 증가가 있었고, 그룹 2에서는 술후

에 유의할 만한 증가가 없었으나 그룹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Comparison of soft tissue landmark changes between groups i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atients (Mean±SD). 

 
   Group 1   Group 2 P value 

Vertical (mm)  

Pn -0.46±1.10 0.23±1.12 0.430 

Sn -0.07±0.71 0.37±0.70 0.570 

A’ point -0.27±1.47 0.54±0.71 0.400 

Ls 2.70±1.65 2.19±1.65 0.312 

Stms 1.45±1.56 1.64±1.47 0.043* 

Horizontal (mm)  

Pn  1.06±0.85 0.33±0.92 0.009** 

Sn  1.71±0.94 0.31±1.33 0.000*** 

A’ point 1.71±1.06 0.28±1.33 0.000*** 

Ls -0.28±1.59 -1.81±1.66 0.003** 

Stms -1.04±1.93 -3.40±2.33  0.000*** 

Nasolabial angle ( ) 8.42±4.28      9.89±7.06 0.431 

AW (mm) 1.36±1.27 1.15±1.70 0.533 

ABW(mm) 1.03±1.44 0.60±1.62 0.351 
*P < 0.05, 

** P < 0.01, 
***P < 0.001,

 
Independent t-test.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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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관관계 

 

(1) 그룹 1의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관관계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룹 1에서 상악의 후상방 이동의 회전 중심점이었던 U1 

tip은 수술 전후의 계측값 비교에서 수직적으로 0.38mm 상방이동 및 0.5mm 후방이

동 하였으나 술전과 술후의 유의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U1 tip이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다른 경조직 계측점(ANS, A point)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를 그룹 1에서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으로 알고자 하였다

(Table 5).  

연조직 계측값 중 Pn의 수직적 위치는 ANS의 수직적 이동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P <0.01), A point가 수평적으로 전방이동함에 따라 상방이동하는 양상

을 보인다(P<0.05). Sn의 수직적 위치도 ANS의 수직적 이동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P<0.05), A point가 수평적으로 전방이동 함에 따라 상방이동하는 양상

을 보인다(P<0.05). A′point의 수직적 변화는 ANS 및 A point의 수직적, 수평적 

변화와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n, Sn 및 A′point의 수평적 위치는 ANS 

및 A point의 수직적 위치와 유의할만한 관계가 없었으나 ANS 및 A point의 수평적 

위치 변화와 유의할만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Ls, Stms의 수직적 위치는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이 없었

으며, Ls, Stms의 수평적인 위치는 ANS의 수직적인 위치변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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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soft & hard tissue landmark changes in 

Group 1.  

  Vertical Horizontal 

  ΔANS ΔA point ΔANS ΔA point 

Vertical      

Δ Pn r 0.369
**
 0.181 -0.113 -0.306

*
 

Δ Sn r 0.341
*
 0.281 -0.196 -0.323

*
 

Δ A’ point r 0.055 0.066 -0.124 -0.195 

Horizontal      

Δ Pn r -0.275 0.092  0.326
*
      0.375

**
 

Δ Sn r -0.051 0.119  0.390
**
      0.451

**
 

Δ A′point r -0.064 0.127  0.363
*
      0.475

**,
 

Vertical      

Δ Ls r 0.244 0.355 -0.400 -0.379 

Δ Stms r 0.003 0.282 -0.368 -0.313 

Horizontal      

Δ Ls r -0.509
*
 0.031 0.183    0.052 

Δ Stms r -0.513
*
 -0.370 0.081    0.288 

*P < 0.05, 
** P < 0.0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bbreviation: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2) 그룹 2의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관관계 

수술 전· 후의 계측값 비교에서 그룹 2의 경조직 계측점 중 상악의 후상방 이동의 

회전 중심점이었던 A point는 수직적으로 0.36mm 상방이동 및 0.47mm 후방이동하

였으나 술전과 술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A point가 수평적 및 수직적으

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다른 경조직 계측

점 (ANS, U1 tip)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를 그룹 2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Table 6).  

 연조직 계측점 Pn의 수직적 위치 변화는 ANS, U1 tip의 수직적인 변화, U1 tip의 

수평적인 위치변화와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Sn의 수직적인 위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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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및 U1 tip의 수직적인 변화와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A′point는 U1 

tip의 수직적, 수평적 위치변화와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Ls의 수직적 위치 

변화는 U1 tip의 수직적 및 수평적 변화와 유의할만한 관계가 없었으나 ANS의 수직

적 변화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 Stms의 수직적 변화는 ANS의 수직

적이동 및 U1 tip의 수직적이동과 관련이 있었다(P <0.05). Ls와 Stms의 수평적인 

변화는 U1 tip의 수평적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mong soft & hard tissue landmark changes in 

Group 2.  

 Vertical Horizontal 

 ΔANS ΔU1 tip ΔANS ΔU1 tip 

Vertical    

Δ Pn r 0.459
*
 0.584

**
 -0.077     -0.389

*
 

Δ Sn r 0.367
*
 0.534

**
 -0.056 -0.276 

Δ A’ point r 0.248 0.485
**
 -0.146     -0.477

**
 

Horizontal    

Δ Pn r -0.285 -0.004 0.349      0.358 

Δ Sn r 0.031 -0.082 0.351      0.437
*
 

Δ A’ point r 0.029      0.019 0.314      0.358 

Vertical    

Δ Ls r 0.450
**
 0.170 0.294 -0.121 

Δ Stms r 0.366
*
 0.377

*
 0.002 -0.253 

Horizontal    

Δ Ls r -0.015 -0.078 0.311 0.475
**
 

Δ Stms r -0.215 -0.330 0.211 0.546
 **

 

*P < 0.05, 
** P < 0.0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bbreviation: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 비순각, AW 및 ABW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관관계 

그룹간 연조직 계측값의 술전 술후 변화량 비교에서 비순각 및 정모 사진에서 계측

한 AW와 ABW는 그룹간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룹 1과 그룹 

2 모두 포함하여 연조직과 경조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Table 7). 비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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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A point의 수직적인 변화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수평적으로는 A point

의 이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 AW과 ABW의 변화는 ANS 및 A 

point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among soft & hard tissue landmark changes (Δ

Nasolabial angle, ΔAW and ΔABW). 

  Vertical Horizontal 

  ΔANS ΔA point ΔANS ΔA point 

ΔNasolabial angle r  0.011   0.040  0.128  0.481
**
 

ΔAW    r -0.150 -0.123 -0.011 -0.046 

ΔABW    r -0.230 -0.147 -0.064 0.029 

** P < 0.0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bbreviation: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4.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회귀분석 

 

(1) 그룹 1의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회귀분석 

경조직 변화에 대한 연조직 변화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앞서 경조직 변화량과 연

조직 변화량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화량 사이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단순 회귀 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하나의 연조직 

변화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조직 변화량이 하나인 경우는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하나의 연조직 변화량에 대하여 2개이상의 경조직 변화량이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경우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Pn의 수평적 변화량에 대한 모형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를 이용한 

다중 회귀분석 시행 결과 모형의 적합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P 

<0.05) 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

진제거 방식으로 가장 유의한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다시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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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n과 A′point의 수평적 변화량에 대한 모형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두 독립변수

(ANS의 수평적 및 A point의 수평적 변화)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다중회귀분

석에서는 두 변수 중 ANS의 표준화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제거 방식

으로 가장 유의한 독립변수를 택하여 회귀 방정식을 얻었다.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soft & hard tissue in Group 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 

Colinearity 

statistic 

tolerance 

Adjusted 

R
2
 

F 

(P value) 

Vertical 

ΔPn 

Vertical 

ΔANS 
0.374 

2.864 

(0.006
**
) 

0.921 0.233 
6.851  

(0.003
**
) 

Horizontal 

ΔA point 
-0.312 

-2.387 

(0.021
*
) 

Vertical 

ΔSn 

Vertical 

ΔANS 
0.346 

2.630 

(0.012
*
) 

0.921 0.223 
6.472   

(0.003
**
) 

Horizontal 

ΔA point 
-0.328 

-2.493 

(0.016
*
) 

Horizontal 

ΔPn 

Horizontal 

ΔANS 
0.179 

1.120 

(0.268) 
0.728 0.164 

4.419 

(0.018
*
) 

Horizontal 

ΔA point 
0.282 

1.764 

(.084) 

Horizontal 

ΔSn 

Horizontal 

ΔANS 
0.213 

1.394 

(0.170) 
0.728 0.236 

6.952 

(0.002
**
) 

Horizontal 

ΔA point 
0.339 

2.223 

(0.031
*
) 

Horizontal 

ΔA’ point 

Horizontal 

ΔANS 
0.159 

1.045 

(0.301) 
0.728 0.244 

7.264 

(0.002
**
) 

Horizontal 

ΔA point 
0.392 

2.223 

(.013
*
) 

*P < 0.05, 
** P < 0.01, t, t-test; F,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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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

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얻었다(Table 9). 

 

Table 9. Regression equation of soft & hard tissue in Group 1.  

Regression equation 
F 

(P value) 
R

2
 

Vertical ΔPn = -0.044 + 0.386 Vertical ΔANS  

-0.26 Horizontal ΔA point 

 6.851   

(0.003
**
) 

0.233 

Vertical ΔSn = -0.176 + 0.221 Vertical ΔANS 

-0.175 Horizontal ΔA point 

 6.472 

(0.003
**
) 

 0.223 

Horizontal ΔPn = 0.574 + 0.27 Horizontal ΔA point 
7.541 

(0.009
**
) 

0.141 

Horizontal ΔSn = -.826 + 0.463 Horizontal ΔA point 
11.720 

(0.001
**
) 

0.203 

Horizontal ΔA’ point = 0.806 + 0.503 Horizontal ΔA point 
13.409 

(0.001
**
) 

0.226 

Horizontal ΔLs = -0.108 - 0.251 Vertical ΔANS 
5.609 

(0.031
*
) 

0.260 

Horizontal ΔStms = 0.038 - 0.209 Vertical ΔANS 
5.722 

(0.029
*
) 

0.263 

*P < 0.05, 
** P < 0.01, ANOVA. 

 

연조직의 수평적 변화량은 Pn, Sn, A′point, Ls 및 Stms로 갈수록 더 높은 설명력

을 보인다. 그룹 1에서 경조직의 전방이동(ΔA point)에 따른 연조직의 전방 이동(Δ

Pn, ΔSn 및 ΔA′point)의 비율은 27.8%, 46.3% 및 50.3%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각각의 연조직 계측점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 계측점을 표시하고, 그 비율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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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oft to hard tissue movement ratios in Group 1. 

Full line is preoperative position; Dotted line is postoperative position; 

Black arrow is landmark change direction; Red arrow is rotational 

direction; 
*P < 0.05, 

**
 P < 0.01, ANOVA. 

 

(2) 그룹 2의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회귀분석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화량 사이에 유

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하나의 연조직 변

화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조직 변화량이 하나인 경우는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하나의 연조직 변화량에 대하여 2개이상의 경조직 변화량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경우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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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soft & hard tissue in Group 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 

Colinearity 

statistic 

tolerance 

Adjusted 

R
2
 

F 

(P value) 

Vertical 

ΔPn 

Vertical 

ΔANS 
0.338 

2.232 

(0.034
*
) 

0.920 

0.387 
7.094 

(0.001
**
) 

Vertical 

ΔU1 tip 
0.426 

2.292 

(0.030
*)
 

0.613 

Horizontal 

ΔU1 tip 
-0.119 

-0.662 

(0.514) 
0.655 

Vertical 

ΔSn 

Vertical 

ΔANS 
0.243 

1.489 

(0.146) 
0.921 0.291 

6.659   

(0.004
**
) 

Vertical 

ΔU1 tip 
0.470 

-2.493 

(0.016
*
) 

Vertical 

ΔA’ point  

Vertical 

ΔU1 tip 
0.314 

1.582 

(0.125) 
0.663 0.164 

5.592 

(0.009
*
) 

Horizontal 

ΔU1 tip 
-0.294 

-1.480 

(0.151) 

Vertical 

ΔStms 

Vertical 

ΔANS 
0.286 

1.623 

(0.116) 
0.931 0.161 

3.778 

(0.036
*
) 

Vertical 

ΔU1 tip 
0.302 

1.713 

(0.098) 

*P < 0.05, 
** P < 0.01, ANOVA. 

 

앞서 경조직 변화량과 연조직 변화량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Pn의 수직적 이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가 ANS, U1 tip의 수직적인 변화 및 U1 tip의 수평적인 위치변화였

으나 다중 회귀 분석에서 후진 제거법으로 U1 tip의 수평적인 위치변화값은 회귀방정

식의 독립변수에서 제외되었다. Sn, A′point 및 Stms의 수직적 변화량에 대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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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시행 결과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던 모형은 후진제거 방

식으로 가장 유의한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상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 계측

점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Table 11). 

Table 11. Regression equation of soft & hard tissue in Group 2. 

*P < 0.05, 
** P < 0.01, 

***
 P < 0.001, ANOVA. 

 

연조직의 수평적 변화량은 Sn, Ls, Stms로 갈수록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경조직

의 후방이동(ΔU1 tip)에 따른 연조직의 후방 이동(ΔSn, ΔLs 및 ΔStms)의 비율은 

Regression equation 
F 

(P value) 
R

2
 

Vertical ΔPn = 0.190 + 0.287 Vertical ΔANS 

+ 0.598 Vertical ΔU1 tip  

10.644 

(0.000
***

) 
0.441 

Vertical ΔSn = -0.06+ 0.389 Vertical ΔU1 tip 

11.174 

(0.002
**)

   
0.340 

Vertical ΔA’ point = -0.277 + 0.371 Vertical ΔU1 tip 

  8.627 

 (0.007
**

)              
0.296 

Vertical ΔLs= -2.202 + 0.581 Vertical ΔANS 

  7.108 

 (0.013
*
) 

0.202 

Vertical ΔStms =-1.217+ 0.596 Vertical ΔU1 tip 

    4.649 

    (0.040
*
) 

0.142 

Horizontal ΔSn = -1.213 + 0.278 Horizontal ΔU1 tip 

    6.591 

    (0.016
*
) 

0.191 

Horizontal ΔLs= 0.583 + 0.379 Horizontal ΔU1 tip 

    8.177 

  (0.008
*
) 

0.226 

Horizontal ΔStms = 1.419 + 0.612 Horizontal ΔU1 tip 

11.874 

(0.002
*
)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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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37.9 및 61.2%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각각의 연조직 계

측점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 계측점을 표시하고, 그 비율

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Figure 6). 

 

 

Figure 6. Soft to hard tissue movement ratios in Group 2. 

Full line is preoperative position; Dotted line is postoperative position; 

Black arrow is landmark change direction; Red arrow is rotational 

direction;
 *P < 0.05, 

** P < 0.01,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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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그 동안 상악의 Le Fort I 골절단술의 상방이동이나 전방이동 후 연조직의 

위치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하지만 상악의 후상방 회전이동에 의한 

상순 및 비부의 연조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고, 그 중에서도 상악의 특정 

회전점(rotation center)을 중심으로 하는 시계방향의 후상방 회전 이동에 따른 

비부와 상순 연조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악의 특정 

이동 방향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를 알아 보는 과정에서 연조직 수평적 계측점에 

대하여서는 경조직 수평적 계측점과의 관계만을 연조직 수직적 계측점에 대하여서는 

경조직 수직적 계측점과의 관계만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상악의 

후상방 회전 이동에 의한 수술 시 경조직의 수직 및 수평이동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는 수평적 혹은 수직적 이동을 각각 분리하는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다양하게 접근하여 연조직의 수평 및 수직 계측점의 변화에 대하여 경조직의 수직, 

수평 계측점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이 경조직 계측점이 동시에 변화가 될 때 나타나는 연조직의 

변화를 비특이적으로 알아보았다면(Chew MT, 2005; 권영욱 등, 2011; 백인규, 

2010; 정희선, 1998) 본 연구에서는 경조직 계측점의 특정점을 통제하고 특정점의 

이동에 의한 연조직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복잡한 비순부 연조직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수술 후 연조직 예측 모델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영상 기법의 급속한 발달로 악교정 수술 영역에서도 진단과 수술 계획 

설정에서 레이저 스캐너(Arridge S et al., 1985; Moss JP et al., 1987)와 3차원 

CT(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한 진단 방법(McCance AM et al., 1992; 

백인규, 2010)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3차원 CT의 경우 수술 전·후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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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기간 동안 여러 회 반복적인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술전과 술후의 안면 연조직 중첩 

과정에서 연조직 자체의 유동성과, 악교정 수술 후의 부종 및 체중 증감 등으로 

인해 안정된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김수연, 2007). 레이저 스캐너는 

연조직의 변화만을 측정하므로 경조직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기존의 2차원 

방사선 사진 혹은 3차원 CT를 촬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백인규, 2010). 

측모두부방사선 사진(lateral cephalogram)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및 부작용 

없이 쉽게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안면의 측면부위(lateral 

part)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점이 있고, 실물의 약 110% 정도의 확대율을 

나타낸다는 단점이 있다(문제상, 2003). 그러나 Soncul와 Bamber와 김에 의하면 

정중 시상면상의 안면 연조직 분석에서 측모두부방사선 계측치와 레이져 스캔의 

계측치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oncul and 

Bamber, 1999; 김수연,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계측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택하였다.  

수술 전·후 환자의 계측값의 비교 시 그룹 1에서 A point의 수평적 변화량이 

0.85mm±1.55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A point의 전방이동이 술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1mm이하의 전방이동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연구 대상 선정에서 

수술 계획에 상악골의 전·후방적, 상·하방적인 이동이 포함되지 않은 환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룹 1의 환자들은 U1 tip을 중심으로 하는 후상방 회전을 통한 

상악골의 전진술시 많은 양의 상악골 전방이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심한 상악 후퇴증을 동반한 하악 전돌증 환자의 경우 A 

point를 기준으로 하여 상악골의 전방전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U1 tip를 

회전 중심으로 하여 상악골의 후상방이 이루어 질 때 A point의 전방 이동량은 제 

1대구치 근심 협측 교두의 상방 이동량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특정점이 회전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길수록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U1 tip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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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의 이동량이 U1 tip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제 1대구치 협측 교두의 

이동량이 보다 작게 되므로 그룹 1에서 제 1대구치 근심 협측 교두를 중심으로 상방 

이동양이 2.42mm로 작았기 때문에 A point의 전방이동량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룹간 연조직 계측점 변화량의 차이는 수직적인 변화에서보다 수평적인 변화에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Pn, Sn 및 A′point는 수평적으로 그룹 1에서 그룹 2 보다 

더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룹 1에서 U1 tip을 회전중심으로 하는 A point의 이동에 

의해 연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Ls와 Stms는 그룹 2에서 술후에 후방으로의 

이동이 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P <0.01) 이는 U1 tip은 그룹 1에서는 변하지 않는 

회전 중심점이었으나 그룹 2에서는 유의하게 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비순각은 

그룹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량이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비순각은 A 

point의 전방이동과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 

그룹 1에서 경조직의 전방이동(ΔA point)에 따른 연조직의 전방 이동(ΔPn, ΔSn 

및 ΔA′point)의 비율은 27%, 46.3% 및 50.3%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으며 그룹 2에서도 경조직의 후방이동(ΔU1 tip)에 따른 연조직의 후방 

이동(ΔSn, ΔLs 및 ΔStms)의 비율은 27.8%, 37.9% 및 60.2%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그룹 1은 연조직 계측점의 수평적이동에 대한 회귀 방정식을 모두 도출할 수 

있었고 그룹 2는 연조직 계측점의 수직적 이동에 대한 회귀 방정식을 모두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그룹 1은 수평적인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기 쉬우며 그룹 2는 수직적인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 이동 시 회전이동의 중심에 따라 경조직 계측점의 이동 

양상이 달라지므로 연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계측점 또한 달랐다. 이는 각 그룹에서 유도한 회귀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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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은 연조직의 심미적 분석법에서 하부 연조직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진호, 1992). 따라서 Pn의 위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술후 안모 예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Rosen은 상악골 이동에 따른 

비부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게임이라 하여 비부 

변화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Rosen HM, 1988). Misir 등은 Pn의 

수직적인 위치가 A point의 수평적인 위치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Misir AF et at., 2011) 본 연구에서도 그룹 1에서 Pn의 수직적인 

위치변화는 ANS의 수직적인 변화뿐 아니라 A point의 수평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Misir 등은 Pn의 수평적인 위치변화는 A point의 

수평적인 변화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Misir AF et at., 2011) 본 

연구에서는 Pn의 수평적인 변화가 A point의 수평적인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Misir 등의 연구에서는 A point와 U1 tip이 같이 변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였으나(Misir AF et at., 2011) 본 연구의 그룹 1에서 U1 

tip은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A point와 ANS가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을 

알아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Chew는 34명의 중국인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양악수술 시행 후에 Pn의 

수평적인 변화와 ANS의 수평적인 변화의 비율은 0.35: 1, Pn의 수직적인 변화와 

ANS의 수직적인 변화의 비율은 0.33:1을 보인다고 하였다(Chew MT, 2005).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악의 수술적 이동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나타난 

계측값으로 상악골 이동량의 평균값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상방 이동이었으므로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본 연구와는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룹 1에서는 Pn의 수평적인 변화는 A point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0.27:1의 비율로 전방이동하였으나 그룹 2에서는 Pn의 수평적인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조직 계측점을 찾을 수 없었다. Pn의 수직적인 변화는 그룹 1에서는 ANS의 

수직적인 변화와 A point의 수평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룹 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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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의 수직적인 변화와 U1 tip의 수직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그룹 1에서 

ANS가 하방으로 이동할 때 38%하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있으나 상악골이 

후상방으로 이동하면서 A point가 전방으로 이동하게 될 때 Pn의 수직적인 위치는 

오히려 26% 감소하게 된다. 즉, 상악골의 전방 이동으로 인해 코끝이 들리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Rosen HM, 1988; Vasudavan S et al., 2012).  

Sn은 Frankfort Horizontal Plane(FH선)을 수평기준선으로 하여 수직 기준선을 

설정할 때 이 점을 접점으로 기준선(SnV선)을 형성하여 연조직이부의 최전방점 

(Pg')의 위치관계로 하악 이부 연조직의 위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점이다(최진호, 

1992). Stella 등은 Sn의 변화는 환자의 입술의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악골 

이동에 따른 Sn의 변화량은 예측 가능한 값이 아니라 하였다(Stella  JP et al., 1989) 

하지만 Rosen 은 A point의 전방 이동량에 대한 Sn의 수평적인 변화를 1:0.51의 

비율로 제시하였다(Rosen HM, 1988). 레이저 스캔을 이용한 연조직 변화의 

연구에서 Sn의 수평변화율은 A의 전방 이동량에 따라 약 46.5% 이동한다고 

하였으며(김수연, 2007), Marsan 등의 연구에서도 49%의 Sn의 전방 이동 비율을 

보고 하였다(Marsan G et al., 2009). 본 연구의 그룹 1에서 A point의 전방이동량과 

Sn의 전방이동량의 비율은 46.3%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룹 

2에서는 Sn의 수평적인 변화는 U1 tip이 후방이동할 때 영향을 받으며 U1 tip의 

후방이동량의 27.8% 후방이동 하였다.  

 Marsan 등은 Sn의 수직적인 이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을 

찾을 수 없다 하였고(Marsan G et al., 2009), 상악골의 다양한 이동방향을 고려한 

선행 연구에서도 Sn의 수직적 변화율의 예측은 수술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하였다(최진호, 1992). 반면에 Chew는 Sn의 수직적인 이동은 A 

point의 수직적인 이동의 57%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하였다(Chew MT, 2005). 본 

연구에서는 그룹 1에서 Sn의 수직적인 변화는 Pn의 수직적 변화와 같이 ANS의 

수직적 이동과 A point의 수평적 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회귀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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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룹 2에서는 U1 tip 하방이동의 39%로 Sn이 하방이동하는 결과를 얻었다. 

Sn의 수직적인 이동은 상악골의 이동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경조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A′point의 수평적, 수직적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룹 

1에서 A′point의 수직이동과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은 찾을 

수 없었으나, A′point의 수평이동에 관한 회귀 방정식에서 A point의 전방이동의 

50.3%로 전방이동 하였다. 그룹 2에서는 A′point의 수평이동과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은 찾을 수 없었으나, U1 tip의 하방이동의 

37.1%로 하방이동하였다. 권 등은 A′point의 수평이동량은 A point의 수평이동량의 

47%이고, A′point의 수직이동량은 A point의 수직이동량의 38%이라 

하였다(권영욱 등, 2011).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의 중심은 

ANS로 A point가 후방이동 되어 A′point 역시 후방으로 이동한 값이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A point가 전방으로 이동에 대한 A′point의 변화율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Ls의 수직적인 이동은 그룹 1에서는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이 없었으나 그룹 2에서는 ANS의 하방이동에 대하여 58.1%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Ls의 수평적인 이동은 그룹 1에서는 ANS의 하방이동의 25.1%의 

비율로 후방이동하며, 그룹 2에서는 U1 tip의 후방이동에 대하여 37.8%로 Ls가 

후방이동하였다. 하지만 권 등은 U1 tip의 후방이동에 대해 Ls의 후방이동의 비율이 

74%라 하여 높은 비율을 제시하였고, U1 tip의 수직이동에 대해 Ls의 수직이동의 

비율도 83%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권영욱 등, 2011). Chew는 U1 tip의 수평이동에 

대해서 Ls는 73%의 이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U1 tip이 전방으로 이동하였을 때 

Ls의 전방이동량의 비율을 말한 것이다(Chew MT, 2005). U1 tip의 수평이동에 

따른 Ls의 수평이동 비율은 0.33:1에서 0.9:1로 매우 다양하였다(Fonseca RJ et al., 

2009). Marsan 등의 연구가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였는데, Ls의 수직적인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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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만한 관계가 없었으며, 수평적인 이동에 대해서는 Ls가 U1 tip 이동의 36%의 

비율로 수평이동 한다고 하였다(Marsan G et al., 2009).  

Stms는 수술 전·후의 두 그룹 모두에서 수평적으로 후방으로의 이동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모두에서 수직적으로 하방으로 이동하였다. Rosen은 상악골 

수술 후 비부의 변화와 달리 입술의 변화는 충분히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tms의 수평적인 위치는 U1 tip의 수평적 위치 변화의 82%로 이동한다고 

하였다(Rosen HM, 1988). 하지만 이 비율은 U1 tip이 전방으로 이동할 때 Stms의 

수평적 위치변화여서 본 연구와 거리가 있다. 본 연구의 그룹 2에서 Stms의 후방 

이동량은 U1 tip의 후방 이동량의 61.2%이었다.   

Stms의 수직적인 위치는 UIE(upper incisor exposure)의 중요한 기준점으로서 

술전의 UIE는 수술 시 상악골의 상하방의 이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연조직 계측 기준점의 수술 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Le 

Fort I 골절단술 시 상악골의 전방이동이 동반된 경우 입술이 짧아지고 얇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arlotti AE et al., 1986) 본 연구의 그룹 1에서는 A point의 

전방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후에 Stms가 하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하악골 

전돌증 환자의 경우 양악 수술 시 하악골의 후방이동이 동반됨으로써 대합되는 전치 

및 입술에 의해 간섭받던 상하순 유리단이 자유로워지면서 하방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Robinson SW et al., 1972). 또한 V-Y suture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나 수술 시 V-Y suture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권 등에 따르면 

Stms의 수직적인 위치는 U1 tip의 수직적인 후방이동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권영욱 등, 2011) 본 연구의 그룹 1에서도 Stms의 

수직적인 위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경조직 계측점이 없었으나 그룹 2에서는 

Stms의 수직적인 위치가 U1 tip의 하방이동의 59.6%의 비율로 하방이동하였다.  

그 동안 Le Fort I 골절단술 후에 비익기저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2005)는 한국인 골격성 제 3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술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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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AW를 계측하였을 때 1.23±0.93mm의 증가를 보였고(이예벗, 2005), Park 

등이 한국인 골격성 제 3급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CBCT를 이용하여 술 후 

6개월 후에 측정한 AW의 증가량은 2.45±1.52mm였다(Park SB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후 AW의 변화량에 대한 비교에서 각각 그룹1에서는 

1.36±1.27mm, 그룹2에서는 1.15±1.7mm로 술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01). 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술전 술 후의 유의할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경조직과 연조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ANS 혹은 A point의 변화량 및 AW의 

변화량 사이에 유의할만한 관계는 없었다. Rosen은 41명의 상악골의 Le Fort I 

골절단술 후 AW가 평균 3.4±1.1mm 증가하였으나 상악골의 전방이동 양과 AW의 

변화량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Rosen HM, 1988), Betts와 Dowd도 

상악골의 이동방향과 상관없이 AW가 증가한다고 하였다(Betts and Dowd, 2000). 

Schendel와 Carlotti도 하부의 골조직 이동 정도가 AW의 길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이고, 골막하 절개 및 근육의 거상 정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Schendel and Carlotti, 1991). 하지만 본 연구에서 그룹 1의 표본 수가 

적었고 A point의 전방이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회전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악골 후상방 회전이동에 의한 상악골 

전방부의 전방이동과 하방이동 이외의 상악골의 전후방적, 상하방적 이동이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룹 1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2차원 

분석으로 인해 안면부의 정중선에 대한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연조직 

변화의 예측은 경조직과 달리 연조직의 두께나 탄력성, 체중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의 회전중심을 달리하여 

경조직 계측점의 특정점을 통제하고 경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인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알아봄으로써 경조직 계측점을 

독립 변수로 하여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 방정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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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이용한다면 한국인의 술 후 연조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악교정 수술 계획의 보다 

정확한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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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하악 전돌증을 동반한 환자 중 동일한 술자에 의해 Le Fort I 골절단술을 시행받은 

환자 48명(남자 18명, 여자 30명)중 U1 tip (상악 전치부 절단면)을 회전 중심으로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18명(그룹1), A point (상악골 전연의 최후방

점)를 회전 중심으로 상악골의 후상방 이동이 이루어진 환자 30명(그룹2)을 대상으

로 술 후 경조직 및 연조직 변화량을 측정 및 비교하고 경조직 변화량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그룹간 연조직 계측점 변화량의 차이는 수직적인 변화에서보다 수평적인 

변화에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수직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Stms (상순의 

최하방점)가 그룹 2에서 더 하방으로 이동하였다(P<0.01). 

 

2. 그룹간 연조직 계측점 중 수평적인 변화량의 차이는 Pn (코의 최전방점), Sn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 점), A′point (상순의 최후방점)는 수평적으로 

그룹 1에서 그룹 2에서보다 더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Ls (상순의 최전방점) 및 

Stms (상순의 최하방점)는 술후에 그룹 2에서 후방으로의 이동이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3. 비순각은 두 그룹 모두에서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P 

<0.001) 그 증가량이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AW도 각 그룹에서 모두 

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4. AW와 ABW의 변화는 경조직 계측점 ANS와 A point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와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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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악골의 후상방 회전 이동 시 회전 이동의 중심에 따라 경조직 계측점의 이동 

양상이 달라지므로 연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조직의 

수평적 및 수직적 계측점 또한 달랐다. 

 

6. 그룹 1에서 경조직의 전방이동(ΔA point)에 따른 연조직의 전방 이동(ΔPn, 

ΔSn 및 ΔA′point)의 비율은 27%, 46.3% 및 50.3%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그룹 2에서도 경조직의 후방이동(ΔU1 tip)에 따른 연조직의 

후방 이동(ΔSn, ΔLs 및 ΔStms)의 비율은 27.8%, 37.9% 및 61.2%로 

비부에서 상순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악교정 수술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상악골의 U1 tip과 

A point를 회전중심으로 하는 경조직 변화에 대한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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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 tissue changes of upper lip and nose associated with rotation 

center of Le Fort I osteotomy in Korean mandibular prognathic 

patients 

Hye-Jeong Park,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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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 tissue changes followed by hard tissue changes during orthognathic 

surger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diagnosis and prediction because patients 

notice their postoperative changes by their soft tissue profile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the soft tissue changes of the upper lip and nose after 

maxillary movement, but most of them were about anterior and superior 

movement.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soft tissue changes of lip and nose 

after superior posterior rotational movement, and fewer researches on the 

center of rotation of the maxilla. 

In our retrospective study, we compared the soft tissue changes of lip and 

nose after the superior posterior rotation movement with rotation centers of U1 

tip (Group 1) and A point (Group 2) respectively. Total 48 patients (M:18, F: 30)  

diagnosed as mandibular prognathism were included, 18 patients were in Group 

1, 30 patients were in Group 2.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12-month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trospectivel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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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ring the soft tissue landmark changes between the groups, horizontal 

change difference was more than vertical change difference. Stms of Group 

2 moved inferiorly significantly(P<0.01). 

 

2. Comparing the soft tissue landmark changes between the groups, Pn, Sn and 

A′point of Group 2 moved anteriorly significantly. Ls and Stms of Group 2 

moved posteriorly significantly. 

   

3. Nasolabial angle and alar width increased in both group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4. There are no significant hard tissue landmarks tha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lar width and alar base width. 

 

5. Hard tissue landmarks tha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ft 

tissue landmarks were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ecause hard tissue 

movement is affected by rotation center of maxillary movement. 

 

6. Soft tissue anterior movement ratios (ΔPn, ΔSn and ΔA′point) to hard 

tissue movement (ΔA point) in Group 1 is 27%, 46.3% and 50.3%, 

increasing from nose to upper lip.  Soft tissue posterior movement ratios 

(ΔSn, ΔLs and ΔStms) to hard tissue movement (ΔU1 tip) in Group 2 is 

27.8%, 37.9% and 61.2%, increasing from nose to upper lip.    

 

Based on the results above, more precise prediction and analysis on the soft 

tissue movements to hard tissue movements of upper lip and nose would be 

possible.  

 

Key words : soft tissue change, hard tissue change, upper lip, nose, alar width, 

maxillary superior posterior ro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