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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비대칭 환자의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TML-분류법 :  

후향적 연구 

 

안면비대칭은 안면부 골격적 변위뿐만 아니라 골격상부의 연조직 변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비대칭 환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세

밀한 분류는 만족스러운 심미적 결과를 위한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역

할을 하므로 과거부터 그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연구들은 주로 연조직 혹은 경조직에 대한 별도의 분류로 이 둘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없었으며, 특히 양측 뺨에 관한 수평 비대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임상적 적용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 연구들의 분석자료는 2차원 평면 자료로 상의 확대, 왜곡이 필연적으로 일어

나며, 구조물의 중첩으로 인한 기준점 설정이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 또한 2차원 방

사선 사진 간에 혹은 방사선 사진과 임상사진 간에 서로 다른 기준선들을 이용하였기

에 분석의 일관성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2차원 평면 분석을 실제 3차원적인 골

격 및 안모변화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저자는 전술한 바의 단점을 보완하며 안면비대칭 환자의 진단 및 분류에 유용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84명(남자 33명, 여자 

51명)을 3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3D CT)를 이용하여 TML-분류를 

근거로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vi 

 

1. T 그룹간 빈도 차이는 T1(53명, 61.6%), T3(15명, 18.6%), T2(13명, 16.3%) 

및 T4(3명, 3.5%)의 순이었다. T 그룹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수평비대칭 

방향이 다른 경우(horizontal difference)는 T1(2명, 3.7%), T2(2명, 13.3%), 

T3(9명, 69.2%) 및 T4(0명, 0%)이었다. 

 

2. 이부 비대칭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같은 경우(T1)에서 이부 비대칭,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그리고 수평비대칭의 연조직과 경조직간 변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이부 비대칭량에 따른 연조직과 경조직 

수평 비대칭량,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량 및 입술 기울기량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이부 비대칭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다른 경우(T2)에서 이부 

비대칭과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는 연조직과 경조직간의 유의한 차이를 

없었지만, 수평 비대칭에서는 연조직이 경조직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4. T2 와 T3 그룹 환자의 경우 이부 비대칭량과 입술 기울기량 간의 상관관계만 

존재할 뿐 다른 요소(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수평비대칭)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3D CT를 이용한 TML-분류법은 2차원적인 분석에 

비해 연조직과 경조직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안면비대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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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2차원적인 분석과는 달리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여, 특정 그룹의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3D CT 

분석은 악교정 수술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써 사용되어야 하며, 임상자료와의 

보완을 통해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대칭적인 안모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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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  건 

 

Ⅰ. 서  론 

 

안면비대칭은 골격의 형태적 변위뿐만 아니라 골격 상부의 연조직 변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안면비대칭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만

족스러운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골격의 형태적 변위를 포함한 안면 연조직의 

변이를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 악교정 수술 분야에서 환자의 전후방적 부조화를 해소하는 진단 및 치료 결

과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정모 비대칭, 특히 양측 하악각의 수평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은 수술 후 교합관계와 상악골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하악골의 이동량, 수술 후 연

조직 변화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안면 비대

칭의 분류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안면 중심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용

한 분류법이 있으며(Reyneke JP et al., 1997), 안면비대칭을 골격적 특징에 따라 4

그룹으로 분류하여 보고한 연구도 있다(Baek C et al., 2012).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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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며, 수평 비대칭의 중요한 요소인 연조직 우각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교실에서는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의 새

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김재영, 2010). 이 새로운 분류는 비대칭을 나타내는 

경조직과 연조직의 계측 항목들인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 연조직 이부 비대칭량, 경조직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 연조직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

울기, 입술 기울기 등이 나타내는 비대칭의 양상을 계측 항목간의 조합을 통해, 이부 비

대칭과 하악 우각부의 수평 비대칭간의 관계인 T-분류, 이부 비대칭과 상악골 교합평

면 기울기간의 관계인 M-분류 및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간의 관계인 L-분류를 

명명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분류법에 따라 안면 비대칭을 진단한다면, 연

조직과 경조직의 비대칭 요소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분류된 환자군에 따른 

비대칭 경향을 수술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교실의 김(김소미, 2010)은 TML-분류를 이용하여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상태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2차원 진단 자료분석에 의한 분류였으며, 2차원적 영상을 이

용한 분석은 구조물의 중첩된 이미지와 불명확한 기준점 등 한계가 많고 입체적인 분

석이 어려워 비대칭 양상의 정확한 진단 및 수술계획 수립은 매우 힘들다(Ahlqvist J 

et al., 1983). 김(김재영, 2010)의 연구에서도 경조직과 연조직의 분류방법은 2차원 

방사선 사진과 임상사진을 이용하여, 각 자료에서 다른 기준점을 설정하였기에 환자

를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3D CT의 도입으로 평면 엑스레이 사진에서 야기되는 오류들이 보완되

어 악교정 수술 환자에 대한 정확한 계측과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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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2차원적 분석법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평면과 기준점을 도입한 3차원적 분석법

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조직과 연조직 분석에 있어서 같은 기준점과 평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김(김재영, 2010)이 제시한 분류(TML-classification)를 토대로 3D 

CT를 이용하여 안면 비대칭 환자를 분류하고, 기존의 2차원 평면분석과 비교 분석한 

바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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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IRB 승인 번호 : 2-2013-0011 

1. 연구 대상 

 

2002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악교정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비대칭으로 진단 받은 환자. 

(2) RP(rapid prototype) 모델제작을 위해 3D CT를 촬영한 환자. 

(3) 선천성 기형 및 기타 질환이 없는 환자. 

(4) 해부학적 표지점(reference point)을 CT상에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환자. 

 

이들은 남자 33명, 여자 51명이었다. 남자는 16세에서 51세까지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3.7세였다. 여자의 경우 15세에서 36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22.3세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2-2013-0011) 후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모든 대상 환자들은 수술 전 3D CT 촬영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된 High-speed Advantage 전산화 단층 촬영기 (GE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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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waukee, U.S.A)를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high-resolution bone algorithm, 

filed of view 24.1cm, 20mA, 120kV, scanning time 1sec., thickness 1mm 였다. 

촬영 중 턱과 치아는 중심교합위를 유지하였으며 촬영 범위는 두정부로부터 이부를 

포함한 하악골 하연까지 모든 경조직과 연조직을 포함하였다. 이 후 촬영된 전산화 

단층 영상은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DICOM)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3차원 입체 의료영상 프로그램인 SimPlant O&O 2012 

(Materialize, Leuven, Belgium)를 사용하여 두개골 및 하악의 3차원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1) 3D CT를 이용한 경조직 분석 

 

하악골 이부의 비대칭 정도와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를 계측하기 위하여 정중 

시상면(Mid sagittal plane)과 FH 평면(Frankfurt horizontal plane)을 설정하였다. 

경조직 이부의 비대칭량과 경조직 우각부의 변위량은 정중시상면과 하악 이부 

중앙점(Mm), 턱모서리점(Go)까지의 수직거리로 정의되었다. 또한 상악골 교합평면의 

기울기는 FH 평면과 양측 제 1대구치 근심 협측 교두점까지의 수직거리의 절대값 

차이로 정의되었다. 

아래와 같은 계측점과 기준평면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가. 계측 기준점 (land mark) (Figure 1) 

ㄱ. 비근점 (Nasion, Na): 비전두봉합의 중앙점. 

ㄴ. 기저점 (Basion, Ba): 대후두공(foramen magnum)의 최전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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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상돌기 (Clinoid process, Cl): 상돌기의 최상방점 (ClR = 우측, ClL = 좌측). 

ㄹ. 상돌기 중앙점 (Mid-point of Clinoid process, MCl): 양측 상돌기의 중앙점. 

ㅁ. 안와점 (Orbitale, Or): 안와의 최하방점(OrR = 우측, OrL = 좌측). 

ㅂ. 외이도 상방점 (Porion, Po): 외이도의 최상방점(PoR = 우측, Po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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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 = 좌측). 

ㅈ. 턱모서리점 (Gonion, Go): 하악 우각부의 최후방이자 최하방점. (GoR = 우측, 

Go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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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측 기준면 

ㄱ. 정중 시상면 (Mid sagittal plane, MSP): 기저점(Ba), 상돌기의 중점(MCl), 

비근점(Na)를 지나는 평면. 

ㄴ. FH 평면 (FH plane, FHP): 양측 외이도 상방점(Po)을 지나고 양측 

안와점(Or)의 중앙점을 지나는 평면. 

 

다. 계측 항목 

ㄱ.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량 (distance between M and FHP, DM-FHP): FH 

plane에서 교두점(M)까지의 수직거리의 좌, 우 차이의 절대값. 

ㄴ. 상악골 수평적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P and M, DM-MSP): 정중 

시상면(MSP)에서 교두점(M)까지의 수직거리의 좌, 우 차이의 절대값. 

ㄷ.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P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Dm): 정중시상면(MSP)에서 하악이부 중앙점(Mm)까지의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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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경조직 우각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P and Gonion, DG): 

정중시상면(MSP)에서 하악모서리점(G)까지의 수직거리의 좌, 우 차이의 

절대값, 경조직 수평적 비대칭의 정도. 

 

라. 계측 항목 분석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Dm)이 2.0mm를 초과할 때 안모 비대칭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이부 비대칭으로 정의하였다.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량(DM-FHP)이 

2.0mm 이상일 때 수직 성장의 차이가 있으며,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조직 우각부 비대칭량(DG)이 2.0mm 이상일 때 수평적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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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ference points and planes of hard tissue. (A) Reference plane(Mid sagittal plane & FH 

plane). (B) and (C) Reference points used for construction of mid sagittal plane. (D) and (E) 

Reference points of maxilla and mandible. 

 Abbreviations: Mid sagittal plane, plane passing through basion, nasion and midpoint of clinoid 

process; FH plane, plane passing through both of porion, and midpoint of orbitale; Na, nasion; Ba, 

basion; MCl, mid-point of clinoid process; OrR, right orbitale; OrL, left orbitale; PoL, left porion; ML, 

left molar point; Go, gonion; Mm, m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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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CT를 이용한 연조직 분석 (Figure 2) 

 

경조직 분석과 동일한 정중시상면과 FH 평면을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조직 

수평비대칭(Transverse asymmetry)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H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이용하였다. 이부의 비대칭 정도에 따라 안면 비대칭을 평가 하였고, 연조직 

수평비대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입중간점(upper stomion)을 지나고 FH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설정하여 좌, 우 연조직 최외각 점까지의 길이를 계측하였다. 또한 

좌우 구각부를 설정하여 FH plane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입술 

기울기량으로 설정하였다. 계측 기준점과 평면은 아래와 같다. 

 

가. 계측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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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연조직 하악 우각부점 (Soft tissue gonion, SG): 입중간점을 지나는 수평 기준 

평면에서 안면윤곽선과 만나는 최외각점 (SGR = 우측, SGL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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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조직에서 하악 이부의 중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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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나. 계측 기준평면 

ㄱ. 정중 시상면 (Mid sagittal plane, MSP): 기저점(Ba), 상돌기의 중점(MCl), 

비근점(Na)를 지나는 평면 수평 기준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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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FH plane (FH plane, FHP): 양측 외이도 상방점(Po)을 지나고 양측 

안와점(Or)의 중앙점을 지나는 평면. 

ㄷ. 수평 기준평면 (Horizontal reference plane, HRP): FH 평면과 평행하면서 

입중간점(UStm)을 지나는 평면. 

 

다. 계측 항목  

ㄱ. 연조직 하악 이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P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SMm): 연조직 하악이부 중앙점(SMm)에서 

정중시상면(MSP)까지의 수평 거리.  

ㄴ. 연조직 하악 우각부 비대칭량 (Distance between MSP and Soft tissue 

gonion, DSG): 양측 연조직 하악 모서리점(SG)에서 정중시상면(MSP)까지의 

수평거리 차이의 절대값, 연조직에서 수평적 비대칭의 정도.  

ㄷ. 입술 기울기량 (Distance between LC and FH plane, DLC): 양측 

구각부점에서 FH plane까지 좌, 우측 수직 거리 차이의 절대값, 입술 기울기의 

정도.   

 

라. 계측 항목 분석  

연조직 하악 이부 비대칭량(DSMm)이 2.0mm를 초과할 때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입술 기울기의 좌, 우 절대값의 차이(DLC)가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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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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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mmetry)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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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ference points and planes of the soft tissue. 

Abbreviations: Mid-sagittal plane, plane passing through basion, nasion and midpoint of clinoid 

process; FH plane, plane passing through both of porion, and midpoint of orbitale; horizontal 

reference plane, plane passing through upper stomion and parallel to FH plane; DCL,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SGR, distance between mid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on right side;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SGR, soft tissue gonion on right side; SGL, soft tissue gonion on left side; LCR, lip commissure 

on right side; LCL, lip commissure on left side; UStm, upper sto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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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계측 항목에 따른 유형 분류 

 

김(김재영, 2010)이 분류한 안면비대칭의 TML-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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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CT 계측에서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의 정도가 2.0mm 초과할 때 이부 

비대칭으로 판단하였으며, 연조직 계측 상 좌우 연조직 수평 비대칭의 정도가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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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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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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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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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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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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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tal difference(hd): 연조직과 경조직 수평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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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lassification of facial asymmetr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tissue transverse asymmetry(T-classification). Arrows are dir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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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CT 계측에서 상악골 수직 성장에 대한 계측 시, 좌, 우에 관계 없이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량(M)이 2.0mm 이상일 때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각 군으로 분류하였다.  

 

ㄱ. M0: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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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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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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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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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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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 (M-classification). Red arrows are direction of maxillary 

canting. Blue arrows are direction of menton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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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조직 이부 비대칭과 입술 기울기에 따른 분류(Figure 5) 

 

   3D CT 연조직 계측에서 입술 기울기로 인한 수직적 길이의 좌우차이가 2.0mm 

이상일 때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각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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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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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경우. 

ㄷ. L2: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있고 비대칭의 방향과 동측으로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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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L4: 연조직 이부 비대칭이 없으나 입술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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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lassification of facial asymmetr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ft tissue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 (L-Classification). Dotted lines are lip canting. Blue arrows are direction of 

menton deviation. 

 

(4) 통계 분석 

 

SPSS 18.0 (IBM, Chicago, USA) 소프트웨어로 수행하였으며 정규성을 만족하는 

두 독립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에는 t-test 를, 상관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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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임상적으로 안면비대칭으로 인지된 환자들 중 3D CT상에서 각 계측점들을 수치화 

하였을 때 이부 비대칭, 또는 연조직 수평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는 84명이었다. 

이들을 TML – 분류법에 적용하였을 때 그 빈도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1). 

 

Table 1. Incidence of facial asymmetry with according to TML-Classification.  

T M L 

T1 

(T1 hd: 2) 

53 

(61.6%) 

M1 36 
L1 

L3 

15 

11 

M2 2 L3 2 

M3 15 
L1 7 

L3 8 

T2 

(T2 hd: 2) 

13 

(16.3%) 

M1 6 
L1 4 

L3 2 

M2 2 
L2 1 

L3 1 

M3 5 

L1 2 

L2 1 

L3 2 

T3 

(T3 hd: 9) 

15 

(18.6%) 

M1 7 
L1 4 

L3 3 

M3 8 
L1 2 

L3 6 

T4 

(T4 hd: 0) 

3 

(3.5%) 
M4 3 

L0 2 

L4 1 

Total 84 (100%) 
 

8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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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ing; L, soft tissue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ing; Tn hd, 

horizontal difference in Tn group; hd, difference cases of direction between soft and hard tissue in 

horizontal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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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 비대칭이 존재할 때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일치하는 

환자(T1)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이부 비대칭은 존재하지만 수평 비대칭이 없는 

환자(T3)가 18.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부 비대칭의 방향과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환자(T2)가 16.3%이며, 이부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평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자(T4)가 3.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군에서 

경조직과 연조직 수평비대칭 방향이 반대인 경우(horizontal difference, hd)는 T1, 

T2 군에서는 2 명씩 조사되었으며, T3 군에서 비대칭으로 분류되지 않는 2mm 이하 

범위에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9 명, T4 군에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없었다. 이는 

2 차 평면 분석과는 다른 결과로 조사되었다 (Table 2-A, 2-B).  

 

Table 2-A. Comparison of incidence on T-classification between 2D and 3D 

analysis. 

T-clssification 

 T1 T2 T3 T4 

3D 53(61.6%) 13(16.3%) 15(18.6%) 3(3.5%) 

2D 57(37.3%) 19(12.4%) 23(15.5%) 54(35.3) 

 

The results of 2D was quoted from Kim JY; New classification of mandibular prognathism with 

asymmetry for effective surgical correctio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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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B. Comparison of horizontal difference incidence in each T-group 

between 2D and 3D analysis. 

  
T1 T2 T3 T4 

Horizontal 

difference 

3D 2(3.7%) 2(15.4%) 9(60.0%) 0(0.0%) 

2D 8(14.0%) 11(57.9%) 10(43.5%) 14(25.9%) 

 

The results of 2D was quoted from Kim JY; New classification of mandibular prognathism with 

asymmetry for effective surgical correctio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0. 

 

1. 연조직과 경조직의 비대칭 발현 양상 분석 

 

각 T 군 별로 세 위치에서 연조직과 경조직의 비대칭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수평 비대칭은 이부, 우각부에서 연조직과 경조직 간의 차이를, 수직 비대칭은 입술 

기울기와 상악골 교합 평면 기울기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T1 그룹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경우(T1 

hd)는 2 명 (3.77%)이었으며, 51 명(96.23%)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들 

51 명을 대상으로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의 정도는 경조직보다 연조직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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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 in angle width between soft and hard tissue in 

T1(unit : mm).                                                                 

   
Mean SD 

Angle width N=51 

DSG 4.94 2.77 

DG 4.75 3.23 

 

Abbreviations: DS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D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gonion.  

 

 

연조직과 경조직의 이부 비대칭이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T1 

그룹 전체 53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부 비대칭 정도는 경조직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으나(0.41mm)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soft and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in T1(unit : 

mm). 

   
Mean SD 

Menton deviation N=53 

DSMm 6.42 3.83 

Dm 6.53 3.90 

 

Abbreviations: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기울기(canting)가 반대방향을 보이는 환자는 53명 중 10명 

(18.87%)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명만 연조직 기울기가 2mm보다 크게 관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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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과 경조직 기울기가 다른 방향을 보이지 않는 환자는 51명 (96.23%)이었다. 

이들 51명을 대상으로 하악골 이부 비대칭에 따른 경조직과 연조직 기울기 변위량을 

분석하였을 때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의 정도는 경조직에서 연조직보다 0.3mm 

크게 관찰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soft and hard tissue canting in T1(unit : mm). 

   
Mean SD 

Canting N=51 

DLC 2.29 1.76 

DM-FHP 2.57 2.18 

 

Abbreviations: DLC,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M-FHP, distance 

between molar point(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lar) and FH plane.  

 

 

(2) T2 그룹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있다고 진단된 13명의 환자들 중 연조직과 경조직에서 수평 

비대칭의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2명(15.38%)으로 수평 비대칭의 방향이 

같은 11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연조직 비대칭량이 경조직에 비해 크게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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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difference in angle width between soft and hard tissue in 

T2(unit : mm). 

   
Mean SD 

Angle width
*
 N=11 

DSG 4.05 1.54 

DG 2.52 1.54 

 

Abbreviations: DS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D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gonion.  

*P < 0.05(by t-test) 

 

연조직과 경조직의 이부 비대칭량은 경조직이 연조직보다 평균 0.65mm 만큼 

더 심한 변위 양상을 보였지만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soft and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in T2(unit : mm). 

   
Mean SD 

Menton deviation N=13 

DSMm 4.49 2.27 

Dm 5.14 2.39 

 

Abbreviations: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연조직과 경조직 기울기 방향이 반대인 환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을 대상

으로 연조직과 경조직 기울기 크기 차이를 분석했을 때 경조직 기울기가 연조직 보다 

평균 0.52mm 만큼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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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soft and hard tissue canting in T2(unit : mm).  

   
Mean SD 

Canting N=11 

DLC 2.29 0.87 

DM-FHP 2.81 1.64 

 

Abbreviations: DLC,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M-FHP, distance 

between molar point(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lar) and FH plane.  

 

 

(3) T3 그룹 

 

T3 그룹은 이부 비대칭은 존재하지만 수평 비대칭이 없기 때문에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우각부 수평 비대칭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다. 연조직과 경조직 이부 비대칭의 

방향은 T3 그룹 전체 15명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연조직과 경조직 이부 비대칭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경조직 이부 비대칭이 연조직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크게 관찰 

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soft and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in T3(unit : mm). 

   
Mean SD 

Menton deviation N=15 

DSMm 4.96 1.20 

Dm 5.11 2.35 

 

Abbreviations: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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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과 경조직 기울기 방향이 반대인 환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을 

대상으로 연조직과 경조직 기울기 크기 차이를 분석했을 때 연조직 기울기가 

경조직에 비해 0.53mm 만큼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soft and hard tissue canting in T3(unit : mm). 

   
Mean SD 

Canting N=12 

DLC 2.06 1.21 

DM-FHP 1.53 1.33 

 

Abbreviations: DLC,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M-FHP, distance 

between molar point(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lar) and FH plane.  

 

 

(4) T4 그룹 

 

이부 비대칭이 없는 환자에서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는 3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이 임상적으로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RP모델을 만들기 위해 3D CT를 촬영한 환자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비대칭이 없는 환자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수평 

비대칭 방향에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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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 수직 비대칭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각 T 그룹 별로 다음의 세 가지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연조직, 경조직 수평비대칭량 사이의 상관 분석. 둘째, 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연조직, 경조직 상악골기울기 사이의 상관 분석. 셋째, 

정중시상평면에서 좌우측 상악 제1 대구치 근심협측 교두까지의 거리 차이와 연조직, 

경조직 수평비대칭량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1 그룹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하악 수평 비대칭량 사이의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연조직과 

경조직 수평 비대칭은 둘 다에서 이부 비대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경조직 수평 비대칭과의 상관성이 연조직 보다 높았다 

(Table 11). 

 

Table 1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hard horizontal difference in T1. 

  
DSG DG 

Dm r 0.464
**
 0.596

***
 

 

Abbreviations: DS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D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gonion. 

**P < 0.01(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 < 0.001(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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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사이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 사이의 상관성은 입술 기울기가 상악골 기울기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Table 12). 

 

Table 1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ft,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hard tissue canting in T1. 

  
DSMm Dm 

DLC r 0.712
***

 0.752
***

 

DM-FHP r 0.422
**
 0.356

**
 

 

Abbreviations: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DLC,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M-FHP, distance between molar point(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lar) and FH plane. 

**P < 0.01(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 < 0.001(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상악골의 수평적 보상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T1 그룹에서 연조직, 경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일치하는 51 명을 대상으로 수평 비대칭과 좌우측 상악 

제 1 대구치에서 정중시상평면(MSP)까지의 거리 차를 분석했을 때,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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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ft, hard tissue horizontal asymmetry 

and DM-MSP in T1. 

  
DSG DG 

DM-MSP r 0.590
**
 0.577

***
 

 

Abbreviations: DS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D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gonion. 

**P < 0.01(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 < 0.001(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2) T2 그룹  

 

T2 그룹에서 연조직, 경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일치하는 11명을 대상으로 이부 

비대칭량과 수평 비대칭량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 T1 그룹과는 달리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Table 14). 

 

Table 1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hard horizontal asymmetry in T2. 

   
DSG DG 

Dm N=11 r (p) 
0.248  

(0.461) 

0.188 

(0.580) 

 

Abbreviations: DS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D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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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사이의 

상관분석에서는, 입술 기울기만 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상악골 기울기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Table 15). 

 

Table 1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ft,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hard tissue canting in T2. 

  
DSMm Dm 

DLC r 0.654
*
 0.675

*
 

DM-FHP r (p) 0.538 (0.088) 0.021 (0.952) 

 

Abbreviations: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DLC,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M-FHP, distance between molar point(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lar) and FH plane. 

*P < 0.05(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2 그룹에서 연조직, 경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일치하는 11명의 수평 비대칭과 

좌우측 상악 제1대구치에서 정중시상평면까지의 거리 차를 분석했을 때, T1 그룹과는 

달리 연조직과 경조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Table 16). 

 

Table 1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ft, hard tissue horizontal asymmetry 

and DM-MSP in T2. 

  
DSG DG 

DM-MSP r (p) 0.300 (0.370) 0.07 .984) 

 

Abbreviations: DS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gonion; DG,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g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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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3 그룹  

 

T3 그룹은 이부 비대칭은 있으나 연조직 수평 비대칭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들의 

집단이므로 수평 비대칭을 요소로 하는 상관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 사이의 상관분석에서는, T2 

그룹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술 기울기만 연조직, 경조직 이부 비대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Table 17). 

 

Table 1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ft, hard tissue menton deviation and 

soft, hard tissue canting in T3. 

  
DSMm Dm 

DLC r 0.763
*
 0.601

*
 

DM-FHP r (p) 0.265 (0.404) 0.401 (0.196) 

 

Abbreviations: DSM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soft tissue mandibular midline 

point; Dm, distance between mid sagittal plane and mandibular midline point; DLC, distance 

between lip commissure and FH plane; DM-FHP, distance between molar point(mesio-buccal 

cusp of upper first molar) and FH plane. 

*P < 0.05(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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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대칭이란 정중선 또는 점에 대하여 마주하고 있는 구조물의 크기 또는 형태 등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칭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안모의 완벽한 

대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대칭은 정도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안면 골격의 부조화로 야기되는 

비대칭이 보상성 교합관계, 연조직 보상, 두부자세의 변화 등으로 비대칭의 정도를 

상쇄 시키기도 한다(Schmidt KL et al., 2006). 

안면 비대칭 환자들이 교정치료나,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심미적인 변화에 있다고 보고하였다(Kiyak H et al., 1981).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미미한 안면비대칭에 

속하는 환자들이 이를 교정하여 심미적 변화를 도모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골격의 진단 및 수술계획은 필수이며, 수술 전 골격과 연조직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수술 후 연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안면 비대칭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을 때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안면 비대칭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안면 

비대칭의 표현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요소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접근법이다. 전자의 

경우, Treacher-Collins 증후군, Hallermann-Streiff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원인과 

하악 과두의 외상이나 감염, 퇴행성 관절질환과 같은 후천성 원인이 안면 비대칭을 

야기하는 하악골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Gorlin R et al., 1971), 편측성 

하악 과두부의 증식을 하악골 비대칭의 원인으로 그 양상을 분류한 연구도 

있다(Rowe N, 1960; Rushton M, 1944). 또한 두개저의 비대칭이 악관절 부위를 

통하여 하악의 변위로 표현되고, 관절와 위치의 좌·우측 부조화가 안면비대칭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Bruneteau & Mulliken, 1992; Captier G et al., 

2003). 후자의 경우, 골격단위(skeletal unit)의 크기, 형태 및 위치 변화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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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 작용하는 기능적 기질(functional matrix)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능적 기질 

이론(Moss & Rankow, 1968)을 바탕으로, 윤 등(윤규식 외, 2004)은 각 골격단위를 

중심으로 비대칭 양상을 분류하였으며,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모비대칭의 경우 

성장 단위가 다른 성장 단위에 종속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각 성장 단위가 

독립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유형의 안모비대칭이 유발된다고 보고하였다. 

상·하악골의 몇 가지 기준점에 대한 비대칭 점수(asymmetric index)로 안면 

비대칭에 대해 보고한 연구도 있다(Katsumata  A et al., 2004).  

안면 비대칭 표현형의 분류에 대한 연구로 하악 비대칭을 deviated prognathism, 

unilateral condylar hyperplasia 그리고 unilateral macrognathism으로 분류한 

연구가 있었으며(Bruce & Hayward, 1968), 안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비대칭의 주된 요소(상·하악의 치열 중심선, 이부 중심점)의 비대칭 양상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을 분류한 연구도 있다(Reyneke JP et al., 1997). 최근에는 3D 

CT를 이용하여 Baek 등(Baek C et al., 2012)은 안면비대칭의 주된 요소들(상악골 

기울기, 이부 비대칭량, 하악지의 길이차이)을 파악하여 골격적으로 4그룹의 비대칭 

패턴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연조직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며, 수평 

비대칭의 중요한 요소인 연조직 우각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교실에서는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안면비대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인 

이부 비대칭을 기준으로 수평 비대칭의 요소와 상악의 보상성 성장 양상에 대해 

TML-분류법이라는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경조직과 연조직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김재영, 2010). 이는 특히 안면 비대칭 환자의 정면 

분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대부분 포함할 수 있으며, 수술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분류라고 생각된다. 

김(김재영, 2010)의 분류는 2차원 방사선 영상과 임상사진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2차원 방사선 사진은 상의 확대, 왜곡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구조물의 

중첩으로 인한 기준점 설정이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Ahlqvist J et al,, 1983). 기존 

연구의 진단 자료는 경조직 분석을 위해 후-전방 두부 방사선 사진을, 연조직 분석을 

위해 임상실물대 사진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분석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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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들이 이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석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3D CT 영상은 상의 확대나 왜곡이 없으며,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자료상에서 동일한 기준점과 기준선을 통한 연조직과 경조직의 계측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avalcanti 등(Cavalcanti MG et al., 

1999)은 3D CT영상을 이용한 측정과 실험실 상에서 실제로 측정된 계측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3D CT 영상에서도 기준평면의 설정과 기준점 재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해 기준평면 설정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면, 정중시상면은 

기저점(basion)-볏돌기(crista galli)-전비극(anterior nasal spine)이 이루는 평면과 

후두점(opisthion)-볏돌기(crista galli)-전비극(anterior nasal spine)이 이루는 

평면이 좌우 차이 값이 적었으며, 재현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전예나 외, 2007). 

2차원 방사선 영상인 후-전방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볏돌기와 전비극을 지나는 

중심선이 3D CT의 비근점(nasion)-기저점(basion)-안장점(sella)을 지나는 

정중시상평면과의 계측값의 차이가 유의성 있게 적었다고 보고하였다(조진형 등, 

2010). Baek 등(Baek C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비근점-기저점-앞 침상돌기의 

중점(midpoint of clinoid process)을 정중 시상평면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김(김재영, 2010)이 설정한 기준선과의 

오차가 적으면서도 재현성이 좋은 비근점-기저점-앞침상돌기의 중점을 지나는 

정중시상평면을 설정하였다.  

수평 평면으로는 3D CT 분석 연구에서 안정적인 기준점으로 제시된 외이도를 

이용하여(Captier G et al., 2003; Vannier MW et al., 1997), 양측 외이도의 

최상방점(porion)과 양측 안와점(orbitale)의 중점을 지나는 FH(Frankfurt 

horizontal) 평면을 설정하였다. 기준점 재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3차원 영상의 

오리엔테이션을 전방에서는 양측 안와점(orbitale)을 수평으로, 측방에서는 외이도 

상방점(porion)과 안와점(orbitlae)을 수평으로, 두정면에서는 근첨(nasal tip)과 

정수리점(bregma)을 수직선 상에 설정하여 동일 각도에서 기준점을 지정한 뒤, 수평, 

관상, 시상평면 방향에서 확인하여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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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김(김재영, 2010)이 제시한 TML-분류법을 토대로 3D CT를 이용하여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환자를 분류하고 기존의 2차원 평면분석과 3D 

CT를 이용한 입체분석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여 안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악교정 수술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T 그룹의 비율을 기존 평면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김(김소미 2010)의 

보고와는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그룹간 빈도순위는 일치하였지만, T4 그룹에서 

김(김재영 2010)의 보고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의 설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김재영 2010)의 연구대상은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들 중 안면비대칭이라고 진단된 환자에 대한 분류였으며, 김(김소미 

2010)과 본 연구는 안면비대칭이라고 인지된 환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분류했기 

때문이다. Baek 등(Baek C et al., 2012)의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경조직 비대칭 

분류에 대한 보고에서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4가지 그룹을 제시하였는데 4그룹 모두에서 이부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는 

이부비대칭이 안면 비대칭을 인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각 T 그룹에서 경조직, 연조직 수평비대칭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T hd)는 본 

연구보다 기존의 평면 분석에서 더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평면 연구에서 

사용된 후-전방 두부 방사선 사진과 실물대 사진 촬영 시 두부 자세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악교정 수술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필요한 두 자료간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번의 

촬영으로 경조직과 연조직 모두를 분석할 수 있는 3D CT가 유용한 진단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부비대칭, 수평비대칭에 관하여 연조직과 경조직의 상관관계와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기울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1, T2 및 T3 

그룹에서 이부 비대칭량은 경조직이 연조직보다 각각 0.41mm, 0.65mm 및 0.15mm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평 비대칭량에서도 

T1과 T3 그룹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T2 그룹에서는 

연조직이 경조직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크게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T2 

그룹의 하악지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T2 그룹(13명) 중 9명의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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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 비대칭 방향의 반대측 하악지는 볼쪽으로 볼록한 형태이며, 동측 하악지는 

오목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하악지의 형태가 본 연구에서 턱모서리점(gonion)을 

기준으로 측정된 경조직 수평비대칭량의 차이는 줄이는 반면 연조직 수평비대칭량의 

차이는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안면비대칭 환자를 대상으로 

하악골의 형태 분석연구는 많이 시행되어 하악지의 길이, 근돌기의 길이, 하악지의 

경사 등에 대한 연구(Pan S et al., 2010; 최정구 외, 2008)는 많지만, 특정 집단에서 

하악지의 외형에 따른 연조직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T2 그룹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 하악지의 형태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와 입술기울기에 대해서는 T1, T2, T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부 비대칭량에 따른 수평비대칭과,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상악골의 수평적 

보상성장 및 입술기울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1 그룹에서는 이부 

비대칭량에 따라 수평비대칭과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수평적 보상성장 그리고 

입술 기울기량이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이부 비대칭량이 크면 하악골의 수평 비대칭량도 커지며,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량과 수평적 보상 성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이부 편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하악체의 위치와 상악골의 기울기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최정구 외, 

2008)와 이부의 이환측 턱모서리점(gonion)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위치한다는 

결과(Pan S et al., 2010)와 일치한다. 하지만 T2와 T3 그룹에서는 이부 비대칭량과 

입술기울기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수평 비대칭량,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상악골의 수평적 보상성장)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제까지 안면 비대칭 환자에 대한 연구들이 안모의 상방보다는 하방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하안모의 비대칭이 상안모의 비대칭 정도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부 비대칭과 수평 비대칭이라는 하악골에 대한 요소를 중심으로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및 입술 기울기와의 연관성으로 안면비대칭 환자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하악골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매우 많으므로, 2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3차원적인 입체 분석이 되어야 한다. T1M1 환자군은 통상적으로 

이부 비대칭을 해소하며,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악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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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시켰을 때 안모를 쉽게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비대칭환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42.8%). T1M2, T1M3 그룹과 같이 이부 비대칭의 해소 

방향이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T2 군과 같이 이부 

비대칭의 해소 방향이 수평 비대칭을 악화시켜 예상치 못하는 비대칭이 발생될 수도 

있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하악골의 수평 회전을 통한 이부 비대칭의 

해소인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수술 후 교합 관계와 상악골의 위치변화이다. 

수술 후 교합관계에 따른 하악골 이동방향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이며, 

수평 비대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2차원적인 진단자료로는 정확한 

이동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며, RP(rapid prototype) 모델을 이용한 모의 수술 및 3D 

CT를 이용한 재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교합관계는 수술 계획 

시 가변적인 요소가 아니며, 하악골의 위치도 임의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상악골의 수직적 이동이나 수평적 이동, 회전 등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Bell (Bell WH, 1992)과 Ackermann 등(Ackerman 

JL et al., 2007)은 상악골의 이동방향을 비행기의 회전방향 개념에 적용하여   

pitch(전후방 고경이동), roll(수평 기울기이동), yaw(수평 회전이동)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수평 비대칭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부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T2, T3군에서 

상악골 후방의 회전이동(yaw control)은 수평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장 등(장현호 외, 2000)도 비대칭 환자에서 상악골 후방부의 

수평이동이 대칭적 안모의 결과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다.  

하악골 수평적 대칭에 고려해야 할 점은 수술 방법의 선택과 수술 후 연조직 

변화이다. Yang 등(Yang HJ et al., 2010)은 전통적인 구내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 변형된 구내시상분할 골절단술(short ligual 

osteotomy, SLO), 그리고 구내 수직골절단술(intra 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에서 근심골편과 원심골편간의 간섭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SSRO에서 골편간의 

간섭이 제일 크며, IVRO에서 골편간의 간섭이 제일 작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ung 

등(Jung YS et al., 2010)은 IVRO 시행 시 수술 후 하악골의 수평적 변화에 대한 

보고에서 수술 후 하악골의 수평적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수술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에서 유추하면 IVRO 시행시 근심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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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골편간의 간섭이 적고 하악골 수평적 대칭의 결정요소는 원심골편의 이동량과 

대칭성에 관련이 크며, SSRO 시행시 근심골편과 원심골편간의 간섭이 있어 하악골의 

수평적 변화는 근심과 원심골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TML-분류법에 따라 하악골 수평적 비대칭의 양상을 파악하고 수술법을 결정하는 

것은 수술 계획 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김소미, 2010)은 TML-분류법을 토대로 안면비대칭 환자의 수술 전, 후의 

변화에 대해 보고하였다. T1과 T3이었던 환자 그룹은 수술 후 M-분류나 L-

분류에서는 M0, L0가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T-분류에서 T4로 분류되는 환자 그룹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2와 T4군이었던 환자들도 수술 후 

이전에 수평비대칭을 보였던 곳에 잔존 비대칭이 있는 비율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원인으로 수술계획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지만 수평적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에서 

경조직은 대칭을 이루더라도 연조직이 이를 보상하여 잔존비대칭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경조직 우각부 변화에 따른 연조직 우각부의 변화는 

턱모서리점(gonion)보다는 전안각점(antegonion) 과 연조직 턱모서리점(soft tissue 

gonion)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황현식 외, 2008). 입술 기울기의 경우도 

김(김소미, 2010)의 보고에 따르면 수술 후 입술 기울기가 잔존하는 경우가 

22.4%에 달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에서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경조직의 수직적 변화와 입술기울기는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Lim YK et al., 2010), Jung 등(Jung YJ et al., 2009). 따라서 

경조직의 이동만으로는 입술 기울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악교정 

수술 시 안면 거상술(face lifting)과 같은 연조직에 대한 부가적 술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Choi  JY et al., 2010). 

이상의 연구 결과와 고찰을 토대로 TML-분류법을 이용하여 안면 비대칭 환자를 

분류하면 수술 계획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수술 후 3D CT를 

이용하여 각 그룹간 악골 형태의 특징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수술 후 변화된 안모를 

분석하고 수술 계획에 따라 변화된 요인과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안면 비대칭 환자의 수술 계획의 명확한 전례(典例, protocol)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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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3D CT를 이용하여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안면 비대칭 환자84명(남자 33명, 

여자 51명)을 TML-분류법에 준해 분류하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그룹간 빈도 차이는 T1(53명, 61.6%), T3(15명, 18.6%), T2(13명, 16.3%) 

및 T4(3명, 3.5%)의 순이었다. T 그룹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수평비대칭 

방향이 다른 경우(horizontal difference)는 T1(2명, 3.7%), T2(2명, 13.3%), 

T3(9명, 69.2%) 및 T4(0명, 0%)이었다.  

 

2. 이부의 비대칭 뱡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같은 경우(T1)에서 이부 

비대칭, 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그리고 수평비대칭의 연조직과 경조직간 변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T1 그룹에서 경조직 

변위에 상응한 만큼 연조직 변위량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부 비대칭량에 

따른 연조직과 경조직 수평 비대칭량, 상악골 교합평면 기울기 및 입술 기울기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이부 비대칭 방향과 연조직 수평 비대칭 방향이 다른 경우(T2)에서 이부 

비대칭과 상악골의 교함평면 기울기는 연조직과 경조직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평 비대칭에서는 연조직이 경조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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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2 와 T3 그룹 환자의 경우 이부 비대칭량과 입술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만 

존재할 뿐 다른 요소(상악골의 교합평면 기울기, 수평비대칭)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통상적인 교정 방향의 경조직 이동을 

적용하였을 때, 대칭적 안모를 이루기 힘들며, 하악골의 형태와 우각부 변형의 

필요성에 따른 수술방법의 적용 및 부가적인 연조직 수술법 등 다각도적인 

면에서 수술계획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3D CT를 이용한 TML-분류법은 2차원적인 분석에 

비해 연조직과 경조직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안면비대칭의 

양상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2차원적 분석과는 달리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특정 그룹의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3D CT 분석은 악교정 수술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이며, 임상자료와의 보완을 

통해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대칭적인 안모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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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ML-Classification of asymmetry patients with mandibular prognathism by 

analyzing 3D CT : retrospective study 

 

Baekgeon Seo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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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al asymmetry results not only from the patterns of facial skeletal 

structure, but also from the asymmetry of soft tissues, and the aspects of 

asymmetry can be very diverse. Many results of studies have been reported 

about these facial asymmetric patients, since accurate and elaborate 

classifications are essential to diagnosis and operational plan, resulting in 

satisfactory operational outcomes. However, researches up to now have been 

limited to only soft tissues of hard tissues, and little have considered both 

aspects as a whole. Furthermore, none have considered the asymmetry of both 

cheeks, and thus, are far from clinical application. 

Data of past studies have used 2-dimensional analysis, but this standard has 

several problems. 2-dimensional radiographs such as posteroanterior 

cephalogram were limited in its diagnostic capabilities because of problem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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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magnification, distortion, and superimposition of skeletal structures. Also, 

they have used different reference planes for hard and soft tissue analysis 

between a radiograph image and a clinical photograph. This results in lack of 

consistency of analyzing data, and also it is hard to use this data in a real 3- 

dimensional model to bring skeletal or facial alteration. 

The author has analyzed the facial asymmetry with mandibular 

prognathism(33 male and 51 female) using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3D CT), which minimizes the errors of 2D radiographs. TML-

classification has been used for reference. Consequently,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 T-classification, T1(61.6%), T3(18.6%), T2(16.3%), T4(3.5%) were in 

order of greater occurrence. Cases that had asymmetry of soft and hard tissue 

in opposite directions were in order of T1(2cases, 3.7%), T2(2cases, 13.3%), 

T3(9cases, 69.2%), T4(0cases, 0%).  

 

2. In the T1-group, the menton deviation, angle width and canting between the 

soft and hard tissue present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significant correlation existed between all three aspects resulting 

from menton deviation; the angle width of the soft & hard tissue, maxillary 

canting, and lip c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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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T2-group, the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ing between the 

soft and hard tissue present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angle width between the soft and hard tissue 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oft tissue have more difference than hard 

tissue. 

 

4. In the T2 and T3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menton deviation and angle width and between menton deviation and 

maxillary canting. However, menton deviation and lip canting showed some 

relationship. 

 

From the overall results, we can see that TML-classification using 3D CT is 

more capable of accurate analysis than 2D radiographs. It is also capable of 

identifying more various aspects of facial asymmetry. Furthermore, unlike 2D 

analysis, it can be seen from a 3-dimensional view, and can also be analyzed by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s 3D CT is a very useful diagnostic tool for 

evaluation of facial asymmetry, it should be used as a mandatory tool when 

setting up an operation. It should prove to be a useful tool for facially 

asymmetric patients. 

 

 

Key words : TML-Classification,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facial 

asymmetry, horizontal asymm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