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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3차원 CT 영상을 이용한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시 하안면 연조직 변화 

  

 

골격성 III급 부졍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계획 시 수술 후 안모 변화에 

대한 예측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악교정 수술은 경조직을 움직이며, 연조직은 

경조직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계획 수립 시 

이상적인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편위측과 비편위측에서의 술 후 연조직 변화

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수술 전과 수술 후 경조

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분석하고,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환자와 그렇

지 않은 환자 간의 비교와 함께, 안면비대칭 환자 내에서 편위측과 비편위측

의 수술 후 연조직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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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은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안모 정중선에 대해 2mm 이하의 이부 편위를 보이는 비대칭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 10명 (남자 5명, 여자 5명, 평균 연령 21.1세)을 대칭군으로 하고 

정중선에 대해 4mm 이상의 이부 편위를 보이는 비대칭을 동반한 환자 7 명 

(남자 2 명, 여자 5 명, 평균 연령 22.3 세)을 비대칭군으로 하여,  총 17 명을 

대상으로 수술 4 주 전, 수술 1 년 후 시점에서 CT 영상을 촬영하고, 경조직과 

연조직 계측점들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이동량의 상관관계와 비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중 시상면에 존재하는 계측점인 Id-Li, B-B’ 에서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수평적, 전후방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og-Pog’의 경우 대칭군은 전후방적,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대칭군은 수평적,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Me-Me’ 에서는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수평적, 전후방적, 수직적 이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2. 하순의 양측성 계측점인 L2 dev. – LL dev.와 L2 non. – LL non.에 대해 

대칭군은 수평적, 전후방적, 수직적인 이동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대칭군은 수평이동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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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부의 양측성 계측점인 B dev. – B’ dev.에서 대칭군은 수평적, 

전후방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대칭군은 수평적,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B non. – B’ non.에 대해서는 대칭군은 수평적,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대칭군은 수평적, 전후방,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4. 비대칭군 내에서 양측성 계측점의 경조직과 연조직 수평이동 비율을 

비교했을 때, 편위측 계측점인 L2 dev. – LL dev.의 이동비율은 1.06 을 

보였으며 B dev. – B’ dev.의 이동비율은 0.88 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비편위측 계측점인 L2 non. – LL non.의 이동비율은 0.72 을 보였으며, 

B non. – B’ non.의 이동비율은 0.78 의 이동비율을 보여 편위측에 비해 

비편위측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비율이 낮았다.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계획 시 

본 연구의 결과인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비율과 편위측, 비편위측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수술 후 안모 예측을 위한 3 차원적인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3 차원 CT 영상, 안면 비대칭, 악교정 수술, 하안면 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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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의 악교정 수술 진단을 위해서는 골격적인 부조화, 

심미성, 기능적 교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교정 치료 및 

진단은 경조직 기반의 진단보다는 심미성에 보다 중점을 둔 연조직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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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으로 넘어가는 추세이다(Ackerman et al., 1999). 환자들의 심미에 대한 

요구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안모에 대한 인지는 연조직 

상에서 일어나므로 악교정 수술에서 술 후 안모 변화의 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안면비대칭 및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진단 

및 계획은 2차원 방사선 사진에서 경조직 계측점들의 계측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Chen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계획에 맞춰 수술을 

통해 악골을 이상적인 위치로 재위치시키더라도 반드시 이상적인 안모를 

얻을 수 없다. 이는 악교정 수술은 경조직을 움직이지만 실제 환자의 

안모는 연조직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이며, 연조직은 경조직의 이동에 맞춰 

동일한 양만큼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상적으로는 안면비대칭을 

경조직보다는 연조직의 비대칭에 의해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Ferrario et al., 1993). 또한 골격성 비대칭이 연조직에 의해 

가려질 수 있으며, 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및 계획에 연조직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안정순 et al., 2005).  

이러한 진단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위에 따른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 비율을 밝히고, 술 후 연조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진단에 사용되는 두부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분석하여 부위별 경조직과 

연조직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Becke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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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CT와 레이저 스캐너의 발달로 3D 영상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Baik and Kim, 2010). 기존의 2차원 방사선 사진으로도 

비대칭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3D 영상을 이용할 경우 이부 편위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춰 수술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Hwang et al., 2006) 선행 연구에서 3D 영상 진단 기구인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삼차원 영상을 통해 악교정 수술을 받은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악교정 수술 후 부위별 안면 연조직 변화를 밝힌 바 있다(Verzé et 

al., 2012). 하지만 상기 연구는 연조직 상의 술전 술후 비교만 시행하였으며, 

경조직과 연조직 간의 상관관계나 이동률의 비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또한 3D CT 영상을 이용한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이태연 et al., 2013), 다양한 경조직과 연조직 

계측점의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나, 기존의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중 시상면 상의 계측점에 위치하는 계측점들에 

의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비대칭을 동반한 환자에서 중요한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측성 계측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선행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혀진 

계측점들과 안면비대칭 환자의 진단과 수술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측성 계측점들을 추가하여 비대칭을 가진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 간의 비교 및 안면비대칭 환자 내에서 편위측과 비편위측에서 술 

후 연조직 이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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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내원하여 골

격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받아,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 만 19

세 이상의 환자 2)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 3) 선천성 기형을 가지지 않은 

환자 4) 악안면부 외상 및 골절 병력이 없는 환자 5) 측두하악관절 장애를 

가지지 않은 환자 6) 이부 성형술을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한명의 술자에 의해 Le Fort I osteotomy와 IVRO를 동반한 악

교정 수술을 받았으며, 하악의 setback 량이 5mm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총 17명의 환자(남성 7명, 여성 10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안

면 중심선에 대해 이부 편위가 2mm 이하인 환자군을 대칭군(Symmetry),  

이부 편위가 4mm 이상인 환자군을 비대칭군(Asymmetry)로 나누어 검사하

였다(Table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ex and age of subjects 

Group n Males Females 
  Age (years) 

Mean SD 

Symmetry 10 5 5 21.1 3.3 

Asymmetry 7 2 5 22.3 3.8 

n, number;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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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3차원 CT 영상 재구성  

모든 환자는 supine position으로 CT (SOMATOM Sensation 64-slice, Siemens, 

Malvern, PA, USA)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수술 1달 전 (T1), 수술 후 1년 

이후 (T2)에 촬영된 CT 영상을 사용하였다. 촬영한 CT 영상의 aixal 

image를 DICOM 형식으로 추출하여, 영상 정보를 3D 의료영상 진단 

프로그램인 Simplant pro 2011 Service pack (Materialise Dental co., Leuven, 

Belgium, Version 14.0.1.2)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였다. 경조직과 연조직의 

재구성은 소프트웨어의 bone threshold, soft tissue threshold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Figure 1). 비대칭 환자들의 3D 영상은 좌측으로 편위를 보이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우측으로 편위를 보이는 환자들의 영상은 

좌우 반전된 영상을 이용하였다. 

 

Figure 1. Reconstruction of 3D images of the hard and soft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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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점, 기준평면 설정  

(1)  기준점 설정 

입력된 기준점은 총 6개로 각각의 표기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① Nasion (Na) – 비골 곡면의 최후방에서 전비봉합의 접점 

② Basion (Ba) – 대후두공 전연의 최전방점 

③ Orbitale Right (Or Rt) – 우측 안와 하연의 하방점 

④ Orbitale Left (Or Lt) – 좌측 안와 하연의 하방점 

⑤ Porion Right (Po Rt) – 우측 외이도 상연의 최상방점 

⑥ Porion Left (Po Lt) – 좌측 외이도 상연의 최상방점 

 

 

Figure 2. Establishment of referen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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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 기준 평면의 설정 

 

좌우측 Orbitale (Or)과 Porion (Po)의 중점을 지나는 Frankfort-Horizontal 

plane (FH plane)을 수평 기준평면으로 설정하였다 

 

(3)  정중 시상 평면의 설정 

 

정중시상 평면은 FH plane에 수직이 되면서 전방부 중간 구조물인 Nasion 

(Na), 후방부 중간 구조물인 Basion (Ba)를 지나는 평면으로 설정하였다. 

 

(4) 관상 평면의 설정 

관상 평면은 수평 기준 평면과 정중 시상 평면과 동시에 수직이 되면서 

후방부 구조물인 Basion (Ba)를 지나는 평면으로 설정하였다.  

 

다. 계측점 

각 계측점의 위치는 계측점으로부터 기준 평면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공간좌표 (x,y,z)로 나타내었다 (Figure 3). 경조직 계측점은 기존의 경조직 

분석 및 진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점 중 수술 시 절단부위에 포

함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들을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연조직 계측점은 기존

의 연조직 분석에서 비교적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계측점 중 경조

직 계측점과 가장 가까운 계측점들을 선정하였다 (Figure 4).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2154221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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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stablishment of reference plane and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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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직 계측점 

① Id (Infradentale) – 하악 중절치 CEJ 부위의 하악 치조돌기 

최전방점 

② L2 dev. (L2 deviation side) – 편위측 하악 측절치 CEJ 부위의 

하악 치조돌기 최전방정 

③ L2 non. (L2 non-deviation side) – 비편위측 하악 측절치 CEJ 

부위의 하악 치조돌기 최전방점  

④ B (B point) – Infradentale와 Pogonion 사이 골의 최심점 

⑤ B dev. (B point, deviation side) – coronal plane에 수직이며, L2 

dev. 와 Me을 지나는 평면 중 하악골의 최심점 

⑥ B non. (B point, non-deviation side) – coronal plane에 

수직이며, L2 non.와  Me을 지나는 평면 중 하악골의 최심점 

⑦ Pog (Pogonion) – 이부 외형의 최전방점 

⑧ Me (Menton) – 하악 symphysis의 최하방점 

 

  



10 

 

(2) 연조직 계측점 

① Li (Labrale inferius) – 하순의 최전방점 

② LL dev. (Lower lip deviation side) – 편위측 하순 vermillion 

border에서 Li와 구각부 사이의 변곡점  

③ LL non. (Lower lip non-deviation side) – 비편위측 하순 

vermillion border에서 Li와 구각부 사이의 변곡점  

④ B’(Soft tissue B point) – 이순구의 최심점 

⑤ B’ dev. (Soft tissue B point deviation side) – coronal plane에 

수직이면서 LL dev. 와 Me’을 지나는 평면 내 하안면 

이순구의 최심점  

⑥ B’ non. (Soft tissue B point non-deviation side) – coronal 

plane에 수직이면서 LL non.와 Me’을 지나는 평면 내 하안면 

이순구의 최심점 

⑦ Pog’ (Soft tissue pogonion) - 턱의 연조직 외형 중 최전방점 

⑧ Me’ (Soft tissue menton) – 턱의 연조직 외형 중 최하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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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Hard tissue landmarks  B. Soft tissue landmarks  

(A): Id(Infradentale), L2 dev.(Lower lateral incisor, deviation side), L2 non.(Lower lateral incisor, non-

deviation side),  B(B point), B dev.(B point, deviation side), B non.(B point, non-deviation side), 

Pog(Pogonion), Me(Menton) 

(B): Li(Labrale inferius), LL dev. (Lower lip, deviation side), LL non. (Lower lip, non-deviation side),  

B’(soft tissue B point), B’ dev.(B point, deviation side),  B’ non.(B point, non-deviation side), Pog’(soft 

tissue Pogonion), Me’(soft tissue M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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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 분석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 (SPSS, Chicago, IL)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비모수 통계 분석이 

사용되었다.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을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을 시행하였다.  

 

2. 경조직과 연조직 계측점의 술 전, 술 후 X축, Y축, Z축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가 사용되었다. 

 

3. 경조직과 연조직 계측점의 술 전, 술 후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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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측정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조사한 

결과 그 범위는 r=0.90 에서 0.95 사이로 모든 계측점의 측정값은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P < 0.001).  

 

2.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 

 대칭군과 비대칭군에서 경조직 계측점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위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그룹에 대해 계측점의 X, Y, Z 축에서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가 사용되었다 (Table 2). 

 대칭군에서 X축에 대한 변화는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Y축에 대해서는 모든 계측점에서 후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Z축에 대해서는 B point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확인

하였다.  

 비대칭군에서는 대칭군과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모든 계측점이 후방

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Z축에 대해서는 Me와 양측성 계측점에서 

상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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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 

 대칭군과 비대칭군 간 연조직 계측점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위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경조직 계측점과 마찬가지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

였다 (Table 3). 

 대칭군에서 X축에 대해서는 Pog 부위에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으며,  

Y축에 대해서는 경조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계측점은 후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Z축에 대해서 LL dev.와 LL non.은 하방으로 이동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B’ dev., B’ non., Me’은 상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대칭군에서는 X축에 대해서 모든 계측점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Y축에 대해서는 Me을 제외한 모든 계측점에서 후방으로 이동하

는 양상을 보였다. Z축에 대해서는 대칭군과 마찬가지로 LL dev.와 LL non.

은 하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B’ non., B’ dev., Pog’에서 유의할만

한 상방 이동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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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hard tissue landmarks between pre- and post-surgery  

 

 

X axis : (+) left, (-) Right; Y axis: (+) Anterior, (-) Posterior; Z axis: (+) Inferior, (-) Superior 

S.D; standard deviation; Sig.; Significance *p<0.05 

 Symmetry Asymmetry 

 
△X △Y △Z △X △Y △Z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Id -1.04 1.69 0.20 -7.94 3.88 0.005* -2.13 2.24 0.005* -2.70 3.45 0.49 -4.68 1.77 0.02* -2.13 2.94 0.09 

L2 dev. 0.40 3.22 0.58 -7.95 4.32 0.005* -2.30 2.12 0.009* -3.23 3.63 0.58 -5.27 2.27 0.005* -2.04 2.87 0.009* 

L2 non. 0.10 3.24 0.96 -7.96 4.22 0.005* -2.18 2.38 0.005* -4.05 4.11 0.959 -5.58 2.14 0.005* -2.47 2.71 0.005* 

B -0.96 1.94 0.51 -9.08 4.00 0.005* -1.65 3.26 0.29 -2.90 3.57 0.50 -5.57 1.94 0.01* -1.64 2.59 0.23 

B dev. 0.58 3.04 0.51 -8.73 4.37 0.005* -4.10 3.49 0.005* -3.94 4.38 0.51 -5.63 2.02 0.005* -2.43 2.79 0.005* 

B non. 0.75 3.91 0.65 -8.90 4.65 0.005* -4.10 3.33 0.005* -2.59 3.18 0.64 -6.15 1.94 0.005* -2.68 2.54 0.005* 

Pog -1.08 1.71 0.29 -10.63 4.37 0.005* -2.11 3.01 0.017* -3.96 4.88 0.31 -5.56 2.74 0.01* -2.22 3.93 0.23 

Me -1.00 1.51 0.07 -10.73 4.26 0.005* -3.27 3.40 0.005* -4.30 2.96 0.23 -4.49 2.95 0.02* -3.58 2.9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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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soft tissue landmarks between pre- and post-surgery  

 

X axis : (+) left, (-) Right; Y axis: (+) Anterior, (-) Posterior; Z axis: (+) Inferior, (-) Superior 

S.D; standard deviation; Sig.; Significance *p<0.0

 Symmtery Asymmtery 

 △X △Y △Z △X △Y △Z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Li -0.73 1.64 0.57 -6.61 4.43 0.01* -0.73 1.64 0.11 -2.43 2.88 0.23 -3.56 2.74 0.02* -1.15 2.88 0.23 

LL dev. -0.37 3.77 0.65 -6.85 4.17 0.005* 1.60 2.43 0.07 -3.44 4.22 0.65 -3.48 3.23 0.005* 2.26 2.31 0.07 

LL non. -0.57 2.98 0.45 -6.72 3.80 0.005* 1.38 1.85 0.05* -2.92 3.60 0.45 -4.28 3.27 0.005* 1.63 2.74 0.05* 

B’ -1.12 1.47 0.09 -8.20 3.43 0.01* -0.06 2.88 0.87 -2.62 3.15 0.50 -5.00 2.54 0.02* -0.43 2.45 0.74 

B’ dev. 0.39 3.41 0.96 -7.81 4.06 0.007* -2.15 2.83 0.04* -3.59 4.04 0.96 -3.30 6.06 0.007* -1.64 3.79 0.04* 

B’ non. 0.40 3.20 0.65 -7.99 4.01 0.007* -1.98 2.72 0.05* -3.59 2.62 0.65 -5.46 2.45 0.007* -1.97 3.17 0.05* 

Pog’ -1.13 1.68 0.05* -8.20 3.72 0.01* -1.59 3.25 0.07 -3.60 4.09 0.24 -3.96 2.54 0.02* -2.38 2.96 0.04* 

Me’ --1.11 1.75 0.09 -8.78 4.17 0.01* -2.35 3.58 0.02* -4.10 5.06 0.31 -3.30 3.63 0.13 -2.77 3.25 0.06 



17 

 

 4. 경조직 계측점과 연조직 계측점 이동 간의 상관관계 

경조직 계측점과 연조직 계측점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

칭군과 비대칭군에 대해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시행하였

다. 경조직 계측점과 대응하는 연조직 계측점 사이 간 X, Y, Z축 방향에 대

한 이동과 총 이동량에서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Infradentale와 Labrale inferius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에서 X, Y 축에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Z축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총 이동량에 대해서는 비대칭 군에서만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L2 dev.와 LL dev.에 대해서 대칭군에서는 X, Y, Z축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비대칭군에서는 X, Y축에서만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총 이동량에서는 대칭군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L2 non.와 LL non.에 대해서 대칭군에서는 X, Y, Z축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비대칭군에서는 X축에서만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총 이동량 또한 대칭군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B point와 soft tissue B point 에 대해서는 X축, Y축 방향에 대해서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에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Y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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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직적으로는 두 그룹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B dev.와 B’ dev.에 대해서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X축에 대해서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Y축에 대해서는 대칭군,  Z축에 대해서는 비

대칭군에서만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 이동량에 대해서는 대칭

군에서만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8). 

B non.와 B’ non.에 대해서 대칭군에서는 Y축을 제외한 모든 축에서 유의

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대칭군에서는 X, Y, Z축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9). 

Pogonion과 soft tissue Pogonion에서는 대해서는 대칭군에서 X축을 제외한

모든 계측치에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Y축에 대해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대칭군에서는 Y축을 제외한 모든 계측치에서 유

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칭군과는 달리 Z축에 대해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Table 10). 

Me과 soft tissue Me에서는 대칭군과 비대칭군 둘 다 X, Y, Z축과 총 이동

량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보였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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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Li to △Id 

   Symmtery Asymmtery 

△Li to △Id 

△X 
C 0.72* 0.93** 

p value 0.019 0.003 

△Y 
C 0.71* 0.82* 

p value 0.022 0.023 

△Z 
C 0.03 -0.29 

p value 0.934 0.535 

△D 
C 0.50 0.96** 

p value 0.138 0.003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5.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LL dev. to △L2 dev.  

   Symmtery Asymmtery 

△LL dev. to  

△L2 dev. 

△X 
C 0.87** 0.95** 

p value 0.01 0.001 

△Y 
C 0.70** 0.77* 

p value 0.02 0.04 

△Z 
C 0.64* 0.34 

p value 0.04 0.44 

△D 
C 0.79** 0.73 

p value 0.006 0.06 

.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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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LL non. to △L2 

non. 

   Symmtery Asymmtery 

△LL non. to  

△L2 non. 

△X 
C 0.81** 0.98** 

p value 0.005 0.001 

△Y 
C 0.76** 0.64 

p value 0.01 0.11 

△Z 
C 0.71** 0.52 

p value 0.019 0.22 

△D 
C 0.79** 0.58 

p value 0.006 0.16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7.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B’ to △B 

   Symmtery Asymmtery 

△B’ to △B 

△X 
C 0.71* 0.75* 

p value 0.023 0.05 

△Y 
C 0.90** 0.96** 

p value 0.001 0.001 

△Z 
C 0.15 0.46 

p value 0.688 0.294 

△D 
C 0.78** 0.68 

p value 0.008 0.094 

.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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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B’ dev. to △B dev. 

   Symmtery Asymmtery 

△B’ dev. to  

△B dev. 

△X 
C 0.93** 0.95** 

p value 0.01 0.01 

△Y 
C 0.92** 0.70 

p value 0.01 0.07 

△Z 
C 0.60 0.81* 

p value 0.06 0.02 

△D 
C 0.79** 0.08 

p value 0.006 0.86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9.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B’ non. to △B non. 

   Symmtery Asymmtery 

△B’ non. to  

△B non. 

△X 
C 0.85** 0.85** 

p value 0.015 0.01 

△Y 
C 0.37 0.95** 

p value 0.40 0.001 

△Z 
C 0.75* 0.75* 

p value 0.05 0.05 

△D 
C 0.64 0.64 

p value 0.11 0.11 

.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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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Pog’ to △Pog 

   Symmtery Asymmtery 

△Pog’ to △Pog 

△X 
C 0.47 0.82* 

p value 0.174 0.023 

△Y 
C 0.92** 0.54 

p value 0.001 0.215 

△Z 
C 0.70* 0.89** 

p value 0.025 0.007 

△D 
C 0.72* 0.86* 

p value 0.019 0.014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in △Me’ to △Me 

   Symmtery Asymmtery 

△Me’ to △Me 

△X 
C 0.77** 0.82** 

p value 0.009 0.023 

△Y 
C 0.77** 0.89** 

p value 0.009 0.007 

△Z 
C 0.67* 0.86* 

p value 0.033 0.014 

△D 
C 0.83** 0.96** 

p value 0.003 0.001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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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조직 계측점과 연조직 계측점 이동량 비율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인 수치에 대해서 경조직과 

연조직 이동량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두 그룹 간 경조직과 연조직 계측점

의 이동량에 대한 비율은 Li - Id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에서 

0.71,  비대칭군에서 0.91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후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

칭군에서 0.83, 비대칭군에서 0.76의 비율을 보였다 (Table 12). 

LL dev. – L2 dev. 부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90, 비대칭

군은 1.06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후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86, 비

대칭군은 0.66의 비율을 보였다.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대칭군에서는 -0.70

의 비율을 보였으며, 총 이동량에 대해서는 대칭군에서 0.92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Table 13). 

LL non. – L2 non. 부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89, 비대

칭군은 0.72의 비율을 보였으며, 대칭군에서 전후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0.84,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0.63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총 이동량은 대

칭군에서 0.84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Table 14). 

B’ – B 부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1.11, 비대칭군은 1.02

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후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

두 0.90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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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v. – B dev. 부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68, 비대칭

군은 0.91의 이동비율을 보였으며, 전후방적인 움직임에서 대칭군은 0.89,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비대칭군은 0.67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총 이동량

에서 대칭군은 0.88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Table 16). 

B’ non. – B non. 부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65, 비대칭

군은 0.78의 이동비율을 보였으며, 전후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비대칭군에서 

0.88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

두 0.75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Table 17). 

Pog’ – Pog 부위에서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75, 비대칭군은 

0.95의 비율을 보였으며, 총 이동 거리에 대한 비율은 대칭군에서 0.77, 비

대칭군에서 0.83으로 나타났다 (Table 18). 

Me’ – Me 부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95, 비대칭군은 

0.99, 전후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71, 비대칭군은 0.73의 비율을 

보였으며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칭군은 0.71, 비대칭군은 0.77의 비율

을 보였다. 총 이동거리에 대한 비율에서 대칭군은 0.85, 비대칭군은 0.97의 

이동 비율을 나타냈다 (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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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atio of Labrale inferius changes to Infradentale changes 

   Symmtery Asymmtery 

△Li to △Id 

△X 
Ratio 0.71 0.91 

C 0.72* 0.93** 

△Y 
Ratio 0.83 0.76 

C 0.71* 0.82* 

△Z 
Ratio NS NS 

C NS NS 

△D 
Ratio NS 0.75 

C NS 0.96** 

.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13. Ratio of Lower lip deviation side changes to L2 deviation side changes 

   Symmtery Asymmtery 

△LL dev. to  

△L2 dev. 

△X 
Ratio 0.90 1.06 

C 0.87 0.95 

△Y 
Ratio 0.86 0.66 

C 0.70 0.77 

△Z 
Ratio -0.70 NS 

C 0.64 NS 

△D 
Ratio 0.92 NS 

C 0.79 NS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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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atio of Lower lip non-deviation side changes to L2 non-deviation side 

changes  

   Symmtery Asymmtery 

△LL non. to  

△L2 non. 

△X 
Ratio 0.89 0.72 

C 0.81 0.98 

△Y 
Ratio 0.84 NS 

C 0.76 NS 

△Z 
Ratio -0.63 NS 

C 0.71 NS 

△D 
Ratio 0.84 NS 

C 0.79 NS 

.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15. Ratio of soft tissue B point changes to B point change 

   Symmtery Asymmtery 

△B’ to △B 

△X 
Ratio 1.11 1.02 

C 0.71* 0.75* 

△Y 
Ratio 0.90 0.90 

C 0.90** 0.96** 

△Z 
Ratio NS NS 

C NS NS 

△D 
Ratio 0.87 NS 

C 0.78** NS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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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atio of soft tissue B point deviation side changes to B point deviation 

side changes 

   Symmtery Asymmtery 

△B’ dev. to  

△B dev. 

△X 
Ratio 0.68 0.88 

C 0.93 0.95 

△Y 
Ratio 0.89 NS 

C 0.92 NS 

△Z 
Ratio NS 0.67 

C NS 0.81 

△D 
Ratio 0.88 NS 

C 0.79 NS 

.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17. Ratio of soft tissue B point non- deviation side changes to B point non-

deviation side changes 

   Symmtery Asymmtery 

△B’ non. to  

△B non. 

△X 
Ratio 0.65 0.78 

C 0.85 0.85 

△Y 
Ratio NS 0.88 

C NS 0.95 

△Z 
Ratio 0.48 0.73 

C 0.75 0.75 

△D 
Ratio NS NS 

C NS NS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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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atio of Soft tissue pogonion changes to Pogonion changes 

   Symmtery Asymmtery 

△Pog’ to △Pog 

△X 
Ratio NS 0.71 

C NS 0.82* 

△Y 
Ratio 0.77 NS 

C 0.92** NS 

△Z 
Ratio 0.75 0.95 

C 0.70* 0.89** 

△D 
Ratio 0.77 0.83 

C 0.72* 0.86*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Table 19. Ratio of Soft tissue menton changes to Menton changes 

   Symmtery Asymmtery 

△Me’ to △Me 

△X 
Ratio 0.95 0.99 

C 0.77** 0.82** 

△Y 
Ratio 0.71 0.73 

C 0.77** 0.89** 

△Z 
Ratio 0.71 0.77 

C 0.67* 0.86* 

△D 
Ratio 0.85 0.97 

C 0.83** 0.96** 

 

C; Correlation coefficient △D: total distance, *p<0.05,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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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최근 3 차원 영상을 이용한 진단 장비들이 개발됨에 따라 3 차원 영상에 

기반을 둔 악교정 수술의 계획 및 진단이 가능해졌다. 특히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3 차원적인 악골의 비대칭 진단과 수술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악교정 수술은 경조직을 움직이는 수술이지만, 술 후 

가장 큰 변화는 연조직에 의해 인지된다. 따라서 비대칭 환자의 악교정 

수술을 계획할 때 이상적인 안모를 얻기 위해서는 연조직 변화를 예상하여 

경조직의 이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비대칭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비대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평면의 

설정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3 차원 CT 영상을 이용하여 악안면 

비대칭 평가 시 정중시상 평면의 3차원적인 설정 방법을 비교하였는데, 그 

중 FH plane 에 수직이며, Na 와 Ba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enton 의 변위를 평가할 경우 FH plane 에 

수직인 평면을 설정 하는 것이 세 점으로 구성되는 정중시상 평면을 

사용하는 것 보다 오차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An et al., 2017).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중 시상 평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경조직과 연조직의 계측점은 반복 재현성이 높고 

진단에 유용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계측점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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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3 차원 CT 영상을 이용하여 반복 재현성이 높은 계측점들을 

평가하였고, 경조직과 연조직 분석을 위한 계측점들을 제안하였는데, 

하악의 계측점 중 경조직 계측점으로는 Lower incisor, B point, Pogonion, 

Menton, Gonion 등을 제시하였으며, 연조직 계측점으로는 Lower lip center, 

Soft tissue B point, Soft tissue Pogonion, Soft tissue Menton 등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장혜숙, 2002).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술 전, 술 후 CBCT 영상을 이용하여 

경조직 계측점들과 연조직 계측점들 사이의 연관성을 비교하였고, 악교정 

수술 후 연조직 안모 예측을 위한 경조직 계측점들을 제시하였다. 상악의 

경조직 계측점들은 상악의 연조직 계측점들에 대해 연관성이 낮았으나, 

하악의 경조직 계측점들은 하악의 연조직 계측점들에 대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중 시상면의 계측점 중 Li 와 Id, B’와 B, Pog’와 

Pog 에서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노연주,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조직과 연조직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밝혀진 하악의 계측점들과 함께,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중요한 진단 및 수술 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측성 계측점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계측점들의 이동양상과 이동비율을 

비교하여 안면비대칭을 가진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 간의 차이와, 

안면비대칭을 가진 환자 내에서 편위측과 비편위측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혀 비대칭 환자의 수술 계획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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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의 계측점들에 대해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 간 상관관계와 이동 

비율은 기존의 연구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B’-B, △Pog’-Pog , △Me’-Me 모두에서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그룹과 

동반하지 않은 그룹 모두에서 수평적인 이동과 전후방적인 이동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태연, 2013). 본 연구에서도 

정중 시상면의 계측점들에 대해서는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높은 

상관관계와 이동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 계측점들에 대한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B point 에서의 

양측성 계측점들은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상방에 위치한 하순에서의 양측성 계측점들은 대칭군에서는 

수평, 전후방, 수직적인 이동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비대칭군에서는 수평 이동에 대해서만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 두 

그룹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대칭군 내에서 편위측과 비편위측 계측점들의 이동에 대해서 

비대칭의 인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수평적인 이동을 살펴볼때,  

편위측과 비편위측 모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이동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하순에서의 편위측 계측점인 L2 dev.와 LL dev.은 

1.06 의 이동비율을 보였으며 비편위측 계측점인 L2 non.와 L2 non.은 

0.72 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또 다른 편위측 계측점인 B dev.와 B’ dev.은 

0.88 의 이동비율을 보였으나, 비편위측 계측점인 B non.와 B’ n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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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즉 편위측의 계측점들에 비해 비편위측의 

계측점들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안면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경조직과 연조직 변화에 대한 계측 분석 시 

수술 후 경조직의 이동에 따라 연조직의 비대칭 또한 어느 정도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주영, 2008). 특히 경조직과 연조직이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계측 항목은 이부 편위 임을 밝혔으며, 이부에서 경조직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량의 비율은 0.8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악교정 

수술 시 이부 조직의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의 상관관계는 

대칭군뿐 아니라 비대칭군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악교정 수술을 통한 경조직의 이동에 의해 연조직이 

이동하면서 기존의 안면 비대칭이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편위측과 비편위측에서의 개선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계획 

수립 시 술 후 연조직 변화를 예상하여 경조직을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절대적인 환자 수가 적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측점들이 악골에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들이 아닌 가장 

깊은, 최전방 등의 정의를 포함한 상대적인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실제 악교정 수술 시 악골은 3 차원 적인 움직임을 가지며, 회전이 동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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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술 전 계측점과 술 후 계측점의 위치가 실제로는 다른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CT 영상은 supine position 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실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는 안모인 upright 

position 에서의 안모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측점에 대한 고려와 더 많은 환자군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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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안모 

정중선에 대해 2mm 이하의 이부 편위를 보이는 비대칭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 10 명을 대칭군으로 하고, (남자 5 명, 여자 5 명, 평균 연령 21.1 세) 

안모 정중선에 대해 4mm 이상의 이부 편위를 보이는 비대칭을 동반한 

환자 7 명을 비대칭군으로 하여 (남자 2 명, 여자 5 명, 평균 연령 22.3 세)  

총 17 명을 대상으로 수술 4 주 전, 수술 1 년 후 시점에서 CT 영상을 

촬영하고, 경조직과 연조직 계측점들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이동량의 

상관관계와 비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중 시상면에 존재하는 계측점인 Id-Li, B-B’ 에서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수평, 전후방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og-Pog’의 경우 대칭군은 전후방,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대칭군은 

수평,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Me-Me’ 에서는 대칭군과 비대칭군 모두 수평, 전후방, 수직 이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2. 하순의 양측성 계측점인 L2 dev. – LL dev.와 L2 non. – LL non.에 대해 

대칭군은 수평, 전후방, 수직적인 이동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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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대칭군은 수평이동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3. 이부의 양측성 계측점인 B dev. – B’ dev.에서 대칭군은 수평, 

전후방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대칭군은 수평,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B non. – B’ non.에 대해서는 대칭군은 수평,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대칭군은 수평, 전후방, 수직적인 이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4. 비대칭군 내에서 양측성 계측점의 경조직과 연조직 수평이동 비율을 

비교했을 때, 편위측 계측점인 L2 dev. – LL dev.의 이동비율은 1.06 을 

보였으며 B dev. – B’ dev.의 이동비율은 0.88 의 이동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비편위측 계측점인 L2 non. – LL non.의 이동비율은 0.72 을 

보였으며, B non. – B’ non.의 이동비율은 0.78 의 이동비율을 보여 

편위측에 비해 비편위측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비율이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인 경조직과 연조직의 이동비율과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III 급 부정교합 환자의 

악교정 수술 계획 시 수술 후 안모 예측을 위한 3 차원적인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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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operative soft tissue changes in lower face  

after orthognathic surgery of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with facial asymmetry using 3D images 

 

 

SUNGJUN KIM, D. D. 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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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diction of soft tissue changes after orthognathic surgery is essential when planning 

orthognathic surgery in patients with skeletal Class III. However, orthognathic surgery moves 

hard tissue and soft tissue moves along hard tissue. Especially, in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post-operative soft tissue changes in deviation and non-deviation side must be considered for 

ideal resul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ft tissue changes according to hard tissue 

changes before and after surgery, and to compare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facial 

asymmetr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deviation side and non-

deviation side in facial asymmetr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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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7 patients were selected who were diagnosed as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and 

underwent orthognathic surgery. 10 patients (5 males, 5 females, average age 21.1 years old) 

without asymmetry showing a menton deviation less than 2mm were divided as symmetry group, 

and 7 patients (2 males, 7 females, average age 22.3 years old) with asymmetry showing a 

menton deviation more than 4 mm were divided as asymmetry group. CT images were taken 4 

weeks before surgery and 1 years after surgery. The movements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landmarks before and after surgery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d – Li and B-B’, Both symmetry and a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d anteroposterior move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g – Pog’, 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movements, and a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d vertical move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 – Me’, both symmetry and a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movements. (P<0.05).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2 dev. - LL dev. and L2 non. – LL non., 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movements. However, a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only 

in horizontal movement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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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 dev.- B’ dev., 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d anteroposterior movements. a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d vertical move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 non.- B’ non., 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in horizontal and vertical movements. asymmetry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s in horizontal, anteroposterior, and vertical movements. (P<0.05). 

 

4. When comparing the horizontal movement ratio of the hard tissue and the soft tissue 

landmarks in asymmetry group, movement ratio of L2 dev. – LL dev. showed 1.06 and 

movement ratio of B dev. – B’ dev. showed 0.88. However, movement ratio of L2 non. – 

LL non. showed 0.72 and movement ratio of B non. – B’ non. showed 0.78. The movement 

ratio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landmarks was lower in the non deviation side than in 

the deviation side. 

 

This study showed movement ratio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and difference between 

deviation side and non deviation s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a reference for 3D 

diagnosis when predicting postoperative soft tissue changes in orthognatic surgery of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Key words: 3D CT images, Facial asymmetry, Orthognathic surgery, Lower face soft t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