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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 비중격 휘어짐 비교 

 

<지도교수 : 유 형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민 정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는 상악골의 후퇴 및 하악골의 전돌과 더불어, 

경조직과 연조직의 편측 편위를 보인다. 또한 비대칭 환자에서 얼굴의 

비대칭과 비중격 휘어짐(nasal septal deviation : NSD)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비중격 휘어짐의 정도를 

평가하고, 악교정 수술 전후, 그리고 유지 1 년 시점의 비중격 휘어짐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부가적으로 비중격 휘어짐 정도가 하악골의 

비대칭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악교정 수술 과정에서 상악골의 anterior  

impaction 양, canting correction 양에 따라 비중격 휘어짐의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격성 Ⅲ급 비대칭으로 진단받고, 악교정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27

명의 성인환자의 의무기록 및 3 dimension computed tomography 기록을 이용

하여 수술 전후 및 유지기간의 골격적 변화를 분석하고 수술 시에 비중격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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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중격 휘어짐이 있는 환자에서 악교정 수술 직후 비중격 휘어짐은 

약간 감소하였다. 악교정 수술 1 년 후 비중격 휘어짐은 수술 전에 

비해 감소된 값을 유지하였다. 

 

2.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에서 Menton deviation 값과 비중격 휘어짐의 

값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3.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에서 하악의 비대칭 방향은 비중격 휘어짐의 

방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악교정 수술 시 상악골의 impaction 양과 canting correction 등의 

이동량과 비중격 휘어짐 변화량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시 비중격 휘어짐

이 개선되지만 완전히 교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술 전 비중격 휘어짐

이 있는지 확인하고, 휘어짐이 관찰되는 환자에서는 증상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추후에 비중격교정술(septoplasty)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이 되는 말 : 골격성 Ⅲ급, 비대칭, 비중격 휘어짐, 악교정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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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 비중격 휘어짐 비교 

 

<지도교수 : 유 형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민 정 

 

 

I. 서론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는 상악골의 후퇴 및 하악골의 전돌과 더불어, 경

조직과 연조직의 편측 편위를 보인다.  

비대칭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

는 것은 비중격의 굴곡된 성장이다. 비중격은 비강의 중심에 있는 구조로서 8 

조각의 골, 연골 그리고 섬유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성장기에서 비중격은 성

장판으로 역할하며 주변의 골과 안면 골격에 영향을 준다. 휘어진 비중격은 

외측 비강벽, 비강저와 구개의 비대칭을 야기하게 된다(Serifoglu, et al., 

2017). 또한 앞선 연구에 의하면, 비중격 형태의 이상은 상악골 성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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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으며 얼굴의 비대칭 방향과 비중격 휘어짐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Mladina, 1987). 즉, 비중격의 휘어짐과 상악의 휘어짐이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하악골 역시 휘어진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비중격의 휘어짐을 가진 환자들에서 얼

굴 비대칭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이 밝혀져있다(Hartman, et al., 2016; Kang, 

et al., 2015; Kim, et al., 2011; J. S. Lee, et al., 2013; Serifoglu, et 

al., 2017). 연구에 따르면 안면 비대칭을 가진 환자에서 중안면 비대칭은 

36 % 에서 나타난다(Severt and Proffit, 1997). 

휘어진 비중격은 연조직 코 및 얼굴의 비대칭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 반복적인 재채기, 코피, 상악동염 그리고 호흡장애와 같은 문제와도 

연관되며 이 외에도 많은 기능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신 교정치료와 악교정 수술의 발달로, 치과의사는 수술 및 교정치료를 통

해 경조직과 연조직 모두의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악교정 수술을 통해 

편위된 상악과 하악을 재위치시키며, 수술 후 연조직은 재위치된 골과 근육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앞선 많은 연구에서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후 연조직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Lee 등은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편위측 연조직 두께는 틀어진 하악골을 보상하기 위해 비편위측에 비해 더 얇

았으나 악교정 수술 이후 경조직의 변화를 잘 따라가며 거의 대칭적으로 개선

된다고 하였다(S.-T. Lee, et al., 2013). Jung 등에 의하면 악교정 수술 후 

하순, 턱부분 뿐만 아니라 인중, 구각이 재위치된 골의 움직임을 따라 개선된

다고 하였다(Jung, et al., 2009). 

한편, Saharia와 Deepti 등에 의하면 비중격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하는 septoplasty 를 시행하면 휘어지거나(crooked) 내려앉은

(saddle) 코를 교정할 수 있으며 비중격 휘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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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 수면 무호흡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Saharia and Deepti, 

2013). 그러나 악교정 수술 중 비중격의 휘어짐을 교정하는 술식은 통상적으

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악교정 수술과 비중격 휘어짐의 연관성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하다. 

연구에 따르면 비중격 휘어짐을 보이는 환자 중 63.1 % 는 nasal spine 이 

시작점이 되어 inferior 1/3 부분에서 휘어진 양상을 보였다(Baumann and 

Baumann, 2007; Han, et al., 2016). 악교정 수술 시 Le Fort Ⅰ osteotomy 

를 시행하며 상악 골절선 위쪽에서 횡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중격 휘어

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비중격 휘어짐 정도를 평가하고, 

악교정 수술 전후, 그리고 유지 1년 시점의 비중격 휘어짐의 변화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 부가적으로 비중격 휘어짐 정도와 그 방향성이 하악골의 비대칭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악교정 수술 과정에서 상악골의 anterior impaction 양, 

canting correction 양에 따라 비중격 휘어짐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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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골격성 Ⅲ급 비대칭으로 진단받고, 악교정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환자의 의무기록, 3 dimension computed tomography 기록을 이용

하여 수술 전후 및 유지기간의 골격적 변화를 분석하는 후향적인 방법으로 진

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에 의해 

승인되었다(No. 2-2019-0002).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에서 악교정수술을 받은 27명(남 12명, 여 15 명)의 환자를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골격성 Ⅲ급으로 진단받은 환자(ANB ≤ 0°) 

 비대칭으로 진단받은 환자(menton deviation ≥ 4mm)  

 수술 전(T0), 수술 후(T1), 수술 후 1년(T2) 시점에서 3D-CT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환자 

  

전신적인 문제를 동반한 선천성 악안면기형환자, septoplasty 경험이 있는 

환자, 수술 중 alar cinchy 를 시행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3D-CT 영상이 명확

하지 않아 계측이 어려운 환자 역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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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시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83세 였고(범위 19 – 30 세), 수술 

후 T2 의 3D-CT 촬영까지의 평균 기간은 11.3개월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징은 표 1 에 나와있다(Table 1).   

 

 

Table 1. Initi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Mean SD 

Age at start of treatment (years) 22.83 3.08 

Menton Deviation (mm) 8.42 2.98 

ANB (°) -2.30 2.0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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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삼차원 입체영상 제작 

각 연구대상자에서 수술 전, 후, 수술 1년후에 촬영한 3D-CT 에 대하여 입

체 영상을 제작하였다. CT image 는 CT Hi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 USA)를 사용하여 얻었다. 환자의 두정부에서 하악골 

하연까지 포함하도록 나선형 CT를 촬영하였다. Axial image 의 두께는 3mm 였

고, 초당 6 mm 의 table speed 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axial image 는 DICOM(Digital imaging & Communication in Medicine) 

file 형태로 송출하였으며 InVivo5® software(Version 5.4.5; Anatomage, San 

Jose,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 model 로 재구성하였다. 

 

나.  비중격 휘어짐의 계측 

비중격 휘어짐의 정도는 3D-CT 의 관상면 영상(coronal cut)과 수평면 영상

(axial cut) 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영상의 re-orientation을 위해 관상면(coronal view) 에서 양측 

infraorbital lower margin 을 연결한 선이, 시상면(sagittal view)에서 

porion 과 orbitale 를 연결한 Frankfort horizontal plane 이 true 

horizontal plane 에 평행이 되도록 하였다. 수평면 영상(axial view)에서는 

양측 Foramen Ovale 의 가장 전방점을 이은 선이 true axial plane 에 평행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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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면 영상은 osteomeatal unit 이 잘 관찰되며 비중격 휘어짐의 정도가 

가장 심하게 관찰되는 단면에서 계측을 시행하였다. 비중격 휘어짐의 각도

(angle of nasal septal deviation)는 비중격이 부착되는 전두개와 (anterior 

cranial fossa) 에서 true horizontal plane 에 수직이 되도록 true vertical 

line 을 긋고 (y-axis), 비중격 휘어짐의 가장 돌출된 부위에 연결되는 선을 

그어 이들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고 vertical-a angle 로 정하였다. 또한 y-

axis 와 비강저가 만나는 점에서 비중격의 가장 휘어진 부분에 선을 그어 

vertical-b angle 을 구하였다(Fig. 1). 

수평면 영상 역시 비중격 휘어짐의 정도가 가장 심하게 관찰되는 단면에서 

계측을 시행하였다. 비중격이 부착되는 전두개와에서 true sagittal plane 에 

평행을 이루는 x-axis 를 긋고, 전두개와에서 비중격의 휘어짐이 가장 돌출된 

부위에 연결되는 선을 그어 이들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고 horizontal-a 로 

정하였다. 전두개와에서 비중격의 가장 휘어진 부분을 이은 선과, x-axis 와 

코가 만나는 점에서 비중격의 가장 휘어진 부분을 이은 선이 이루는 각을 

horizontal-b 로 정하였다(Fig. 2). 

 

다. Anteior impaction, Canting correction 의 계측 

악교정 수술 시 A point 의 impaction 정도를 anterior impaction 으로 정

하였다. 좌, 우 posterior impaction 의 차이의 절대값을 Canting correction 

값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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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rtical nasal septal deviation 

The vertical nasal septal deviation angle was measured on coronal MPR 

images. The y-axis line which is perpendicular to true horizontal plane 

was drawn from the anterior cranial base. Also, a line was drawn from 

the anterior cranial base to the most deviated point of the nasal septum. 

The anlge between two lines is measured as vertical-a angle, and the the 

other interior angle was measured as vertical-b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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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orizontal nasal septal deviation 

The Horizontal nasal septal deviation angle was measured on axial MPR 

images. The x-axis line which is parallel to true sagittal plane was 

drawn from the base of the septum. Also, a line from the base of the 

septum to the most deviated point of the nasal septum was drawn. The 

angle between two lines was measured as the horizontal-a angle and the 

other interior angle was measured as horizontal-b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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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vertical-a angle before(a) and after(b)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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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평가 

 

비중격 휘어짐의 측정 및 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조사자 내의 신뢰도 및 재현성 검증을 위해 2 주 간격으로 재측정 하였다.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실시하였으며 각 계측치에 대한 

ICC는 0.92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SPSS statistic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해 이루어졌고 유의수준은 0.05 로 

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정규성 검정 결과 ΔNSD 값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 비모수 검정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후에서의 비중격 휘어짐 각도를 비교 및 유의성 검증을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 를 시행하였다. 또한 수술 전과 수술 1 년 후도 

동일하게 Wilcoxon signed rank test 를 시행하였다. 사후검정을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 를 실시하고 유의수준은 Bonferroni’s method 에 

의해 보정하였다.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아닌 

중간값과 사분위수범위(25 %, 75 %)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술 전 menton deviation 값과 septal deviation 의 값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가적으로 악교정 

수술 시 상악골의 anterior, canting correction 량과 NSD change 의 값 

사이의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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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수술전 환자의 비중격 휘어짐 평가 

 

연구 대상자 중 수술 전 비중격 휘어짐이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 즉 

vertical-a, horizontal-a 의 각도가 5°이상인 환자는 모두 23 명으로 전체 

환자의  85.1% 였다.  

 

2.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후 1년 시점 비중격 휘어짐 각도 비교 

 

수술 전과 후의 비중격 휘어짐 값 분석 결과 수술 후에 비중격 휘어짐 

각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수술 후 1 년 (T2) 

에서도 수술 전(T0) 에 비해 감소된 값을 유지하였다(p < 0.05)(Table 2,3). 

 

Table 2. Nasal septal deviation(NSD) before treatment (T0), after 

treatment(T1) and 1 year after treatment(T2)                   

(unit : degree(°)) 

 T0 T1 T2 

Variables Median IQR Median IQR Median IQR 

 

Horizontal-a 

 

10.2 

 

2.7 

 

8.5 

 

2.3 

 

8.7 

 

3.1 

Horizontal-b 162.8 5.6 165.0 4.2 165.0 4.2 

Vertical-a 10.5 2.7 9.3 2.9 9.2 2.8 

Vertical-b 158.7 8.4 160.0 8.4 161.0 8.6 

       

IQR ,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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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asal septal deviation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T1-T0), and between after treatment and retention (T2-T1). 

(unit : degree(°)) 

   T1-T0 T2-T1 

Variables Median p Median p 

 

ᅀ Horizontal-a 

 

-1.7 

 

0.000       

 

0.2 

 

0.000 

ᅀ Horizontal-b 2.2 0.003 0.0 0.002 

ᅀ Vertical-a -1.2 0.000 -0.1 0.000 

ᅀ Vertical-b 1.3 0.002 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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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분석 

 

가. 수술 전 menton deviation 값과 비중격 휘어짐의 상관관계 분석 

수술 전 menton deviation 값과 수술 전 비중격 휘어짐 값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p > 0.05)(Table 4).  

 

나. 수술 전 하악골 비대칭의 방향과 비중격 휘어짐 방향의 상관관계 분석 

  하악골 비대칭의 방향과 비중격 휘어짐의 방향의 상관계수는 0.739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다. 악교정 수술 시 상악골 anterior impaction, canting correction 양과  

비중격 휘어짐 변화량의 상관관계 분석 

수술 시 상악골의 anterior impaction 및 canting correction 양과 비중격 

휘어짐 변화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 > 0.05)(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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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menton deviation and nasal septal 

deviation(NSD). 

   Horizontal-a    Horizontal-b Vertical-a       Vertical-b 

Variables r r r r 

 

MD 

 

0.156 

 

0.030 

 

0.148 

 

0.292 

     

r,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 MD, Menton deviation; *, p < 0.05; 

**, p < 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nterior impaction, canting correction and 

nasal septal deviation change. 

 Anterior impaction Canting correction 

Variables r r 

 

ᅀ NSD-Horizontal-a 

 

0.090 

 

0.002 

ᅀ NSD-Horizontal-b 0.204       0.000 

ᅀ NSD-Vertical-a 0.020 0.042 

ᅀ NSD-Vertical-b                   0.090 0.040 

   

r,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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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를 대상으로 비중격 휘어짐을 

평가하고, 악교정 수술 전후 비중격 휘어짐을 비교하고, 악교정 수술시 

상악골 anterior impaction, canting correction 과 비중격 휘어짐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중격 휘어짐의 분류는 Mladina 의 분류를 가장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Mladina 분류법은 비중격 휘어짐의 형태를 분류한 것으로 , 본 연구에서 

휘어짐의 정도를 평가할 때는 앞선 연구들에서와 같이 midline 에서 

5°이상의 휘어짐이 측정 될 경우 비중격 휘어짐이  있다고 간주하였다(Kang, 

et al., 2015; Kim, et al., 2011; Mladina, 1987; Serifoglu, et al., 2017).  

본 연구에서 27 명의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를 대상으로 비중격 휘어짐을 

평가한 결과 악교정 수술 전 비중격 휘어짐을 5°이상 가진 환자는 23 명으로 

전체 환자의 85.1% 에 해당하였다. Kim 등은 한국인의 비중격 휘어짐의 

유병율은 39.4 % 라고 하였으며 이중 25.3 % 의 환자에서 비증상 (코막힘, 

부비동염 등)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Dell'Aversana Orabona, et al., 2018). 

또한 여러 연구에서 얼굴 비대칭이 있는 환자에서 비중격 및 코의 휘어짐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Gray, 1978; Hartman, et al., 2016; Kang, et 

al., 2015; Kim, et al., 2011; J. S. Lee, et al., 2013; Serifoglu, et al., 

2017). 본 연구는 골격성 Ⅲ급 비대칭환자를 대상으로 계측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비중격 휘어짐 유병율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경우 관상면(coronal cut)에서 비중격 휘어짐 

정도를 측정 할 때 crista galli(CG) – anterior nasal spine(ANS) 를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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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과 CG 에서 비중격의 가장 휘어진 부분을 이은 직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였다(Hartman, et al., 2016; Kang, et al., 2015; Kim, et al., 2011; 

J. S. Lee,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중격이 부착되는 

전두개와(anterior cranial fossa)에서 내린 수선과, 이로부터 비중격의 가장 

휘어진 부분을 이은 직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는 악교정 수술 시 환자의 상악골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ANS 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비중격 휘어짐과 안면 비대칭의 연관성에 대한 앞선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도 비중격이 휘어진 방향으로 하악골의 비대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관찰되었다. 그러나, 술 전 환자의 menton deviation 

정도와 비중격 휘어짐 값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수가 적어서 혹은 안면 비대칭에 대한 계측 기준치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주로 안모 정면 사진의 

중안면부 연조직 계측점을 이은 길이의 비율로(zygion-cheilion, 

exocanthion-cheilion, glabella-exocanthion 등) 얼굴 비대칭의 정도를 

분석하거나(Kim, et al., 2011), Nasal, palatal, lateral facial region 의 

skeletal landmark 를 기준으로 하였으나(Hartm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하악골의 Menton deviation 을 비대칭의 기준치로 삼았다. Lee 

등은 비중격 휘어짐이 안면 비대칭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악동을 비롯한 

안면 구조물의 완충 작용으로 명확한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J. S. 

Lee, et al., 2013). 하악 비대칭의 경우 비중격 휘어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비중격 휘어짐은 코막힘, 부비동염, 수면무호흡 등과 연관이 있으나, 

휘어짐이 있음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비중격 휘어짐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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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거나 합병증, 기능적 장애가 없는 경우 에는 특별한 수술이 필요 

없다(Gray, 1978). 한편, 악교정 수술 시에  nasal intubation 으로 airway 

를 확보하므로, 악교정 수술과 septoplasty 는 동시에 시행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에서 5°이상의 비중격 휘어짐이 

있는 경우, 악교정 수술 후에 비중격 휘어짐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값이 5°이내로 줄어들지는 않아 비중격 휘어짐이 완전히 

교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 시 

수술 전 비중격 휘어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휘어짐이 관찰되는 환자에서는 

증상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추후에 비중격교정술 (septoplasty)를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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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골격성 Ⅲ급 비대칭으로 진단받고, 악교정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27

명의 성인환자의 의무기록 및 3 Dimension Computed Tomography 기록을 이용

하여 수술 전후 및 유지기간의 골격적 변화를 분석하고 수술 시에 비중격 휘

어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중격 휘어짐이 있는 환자에서 악교정 수술 직후 비중격 휘어짐은 

약간 감소하였다(p < 0.05). 악교정 수술 1 년 후 비중격 휘어짐은 

수술 전에 비해 감소된 값을 유지하였다(p < 0.05). 

2.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에서 Menton deviation 값과 비중격 휘어짐의 

값은 상관관계가 없었다(p > 0.05).  

3. 골격성 Ⅲ급 비대칭 환자에서 하악의 비대칭 방향은 비중격 휘어짐의 

방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5). 

4. 악교정 수술 시 상악골의 impaction 양과 canting correction 등의 

이동량과 비중격 휘어짐 변화량은 상관관계가 없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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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nasal septal deviation after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in 

skeletal Class Ⅲ with facial asymmetry 

 

Minjung Kim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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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keletal Class Ⅲ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with retrusion of 

maxilla and protrusion of mandible, both hard tissue and soft tissue 

show deviation to one side. And there is high correlation between facial 

asymmetry and nasal septal deviation(NSD). In this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degree and direction of NSD of skeletal Class Ⅲ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and compare the degree of NSD after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Also, we aimed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nterior impaction of maxilla, canting correction and NS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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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ncluded 27 patients whose dental records are 

retrospectively reviewed at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and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ey were diagnosed with mandibular prognathism and facial 

asymmetry. All patients underwent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from 

July 2013 to December 2016. Pre-(T0) and post-treatment(T1) and 

retention 1 year(T2) records and 3D-CT were retrospectively collected. 

We measured horizontal, vertical angle of NS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vertical, horizontal NSD h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surgery(T1) , and maintained the reduced angle at retention 1 yr(T2) 

(p < 0.05). 

2.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menton deviation 

and NSD at T0(p > 0.05). 

3. The direction of deviated mandible and nasal septum at T0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p < 0.05). 

4.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nterior impaction of 

maxilla, and canting correction during surgery and the NSD change  

(p > 0.05).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SD is slightly corrected after the 

bimaxillary orthognathic surgery, but not completely. Thus i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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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keletal Class Ⅲ and facial asymmetry, a careful observation is 

needed before the orthognathic surgery. If significant NSD is observed, 

an additional septoplasty might be considered after the orthognthic 

surgery with an otolaryng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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