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이부 비대칭을 가진 환자에서의 측

방이동 이부 성형술의 비대칭의 개

선효과와 생분해성 고정의 안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김     지     홍  



 

이부 비대칭을 가진 환자에서 측방이동 

이부 성형술의 비대칭의 개선효과와 생

분해성 고정의 안정성 

 

 

지도교수 정영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김  지  홍 

  



김지홍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 영 수    인 

심사위원     박 진 후    인 

심사위원     김 준 영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년 12 월  일 



감사의 글 

 

 먼저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 5 학기 동안 부족한 저를 세심한 지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정영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논문을 세심하게 보완해주신 박진후 교수님, 김준영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 수련과정 동안 따뜻한 말씀과 

가르침으로 주신 차인호 교수님, 강정완 교수님, 이상휘 교수님, 김형준 

교수님, 남웅 교수님, 정휘동 교수님 그리고 김동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석사논문을 선배의 입장으로 도와주신 신승우 

선생님과 김성룡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수련 기간을 함께 도우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게해준 동기 이환규, 박지호, 김현민 그리고 의국 선후배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 년 12 월 

김 지 홍 

  



i 

 

차례 

차례 ……………………………………………………………………… i 

그림차례………………………………………………………………… iii 

표 차례…………………………………………………………………… iv 

국문 요약 …………………………………………………………………v 

I. 서론 ……………………………………………………………………1 

II. 연구 대상 및 방법………………………………………………… 4 

 1. 연구대상 …………………………………………………………… 4 

 2. 수술방법 …………………………………………………………… 5 

 3. 연구방법 …………………………………………………………… 7 

  3.1) 정면 사진 상에서의 계측………………………………………7  

가. 계측방법…………………………………………………………7 

나. 연조직 계측점………………………………………………… 8 

3.2) 3D CBCT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계측…………………………9 

가. 계측 방법……………………………………………………… 9 

나. 경조직 계측점…………………………………………………12 

다. 경조직 기준 평면…………………………………………… 13 

III. 결과…………………………………………………………………14 

1. 정면 안모사진 결과……………………………………………… 14 

2. 3D CBCT 결과……………………………………………………… 20 

IV. 고찰 …………………………………………………………………23 

V. 결론……………………………………………………………………26 



ii 

 

참고문헌………………………………………………………………… 28 

영문요약………………………………………………………………… 33 

 

 

 

 

 

 

 

 

 

 

 

 

 

 

 

 



iii 

 

그림 차례 

Figure 1. Soft tissue landmarks and lines…………………………9  

Figure 2. (A) Superimposition of two different period CBCT 

images using cranial area, (B) Result of superimposition 

…………………………………………………………………………… 10 

Figure 3. Coordinate system and 0 point: X axis: (+)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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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erior………………………………………………………………11 

Figure 4. Hard tissue landmarks and planes (A) Frontal view, 

(B) Lateral view, (C) Magnified gonio area………………………13 

Figure 5. Difference value from left to right  

5-1 Group A ……………………………………………………… 17 

5-2 Group B ……………………………………………………… 18 

5-3 Group C ……………………………………………………… 19 

 

 

 

 

 

 

 



iv 

 

표 차례 

Table 1. Definition of landmarks on 2D images ……………………8 

Table 2. Definition of landmarks on 3D images……………………12 

Table 3. Definition of planes on 3D images ………………………13 

Table 4. Diagnosis in each study groups …………………………15 

Table 5. Significance of asymmetry in each area at t1 period…15 

Table 6. Significance of mean value difference in landmarks…16 

Table 7 Significance level of facial and mandibular difference 

7-1 Group A…………………………………………………………17 

7-2 Group B…………………………………………………………18  

7-3 Group C…………………………………………………………19 

Table 8.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1 and T2  

8-1 Group A ……………………………………………………… 21 

8-2 Group B ……………………………………………………… 21 

8-3 Group C ……………………………………………………… 22 

 

 



v 

 

국문 요약 

 이부 비대칭을 가진 환자에서 측방이동 이부 성형술의 비대칭의 

개선 효과와 생분해성 고정의 안정성 

 

본 연구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2020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비대칭(Facial asymmetry)으로 진단받고 악교정수

술 및 이부성형술을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의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전진이동 이부성형술과 측

방이동 이부성형술 혹은 삭제형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 수술 

전, 수술 후 1달, 수술 후 1년 시기에 3 차원 콘빔전산화단층촬영(3D CBCT)

를 이용한 이부 골편의 수술 후 안정성을 조사하였고, 같은 시기 안모사진

을 촬영하여 비대칭의 개선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안면 비대칭으로 악교정수술 및 전진이동 이부성형술을 받는 환자군에 

비하여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 받은 환자군에서 하악골 

자체의 비대칭으로 진단받는 비율이 높았다. (A 군 83.4%, B 군 7.7%, C 군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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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의 비대칭 양을 측정하였을 때,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및 삭제형 이부성형술이 이부의 비대칭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에서 paired t- test 및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개선이 있었다. (p<0.05) 

  

3.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또는 전진이동 이부성형술과 동반된 삭제형 

이부성형술 후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이부 골절편은 3 

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부계측점의 T1, T2 시기 좌표 값을 비교하였을 때, 

좌표 값의 평균 변화량이 1mm 이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p>0.05) 

 

4. 전진이동 이부성형술과 동반된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시행 후 생분해성 

재료로 고정시킨 이부 골절편의 3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부계측점의 T1, T2 

시기 좌표 값을 비교하였을 때, 좌표 값의 평균 변화량이 1mm 이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p>0.05) 또한 회귀(relapse)를 

확인할 수 있는 수평적 Pog, Me' x축 변화량이 각각 0.545, 0.162이며 이 

유의도(p-value)가 각각 0.417, 0.540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변화의 경향성이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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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 군 중 하악골 

자체의 비대칭이 존재하여 상악골의 재위치 만으로는 비대칭의 완전한 

개선을 얻기 어려운 경우 하악골 비대칭 양에 따라 삭제형 이부성형술 또는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의 경우 

하악골의 비대칭의 양이 더 많을 때 시행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부 성형술 이후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한 고정은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하악골 비대칭을 교정하는데 있어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은 효과적인 수술법이 될 수 있으며,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하였을 때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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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비대칭을 가진 환자에서 측방이동 이부 성형술의 비대칭의 

개선 효과와 생분해성 고정의 안정성  

 

<지도교수: 정 영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지 홍 

 

I. 서론 

 

 대칭성(symmetry)은 한 물체의 오른쪽과 왼쪽 절반에 대한 거울상의 수

학적 동일성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안면영역에서 완벽한 수학적 대칭

성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정상 범주의 두개안면 복합체를 갖는 사

람도 다양한 정도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M. S. Lee et al. 2010; 

Ferrario et al. 2001; Lu 196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악안면 기형 

환자들은 안면비대칭을 주로 호소한다. 임상가들은 내원한 환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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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posteroanterior cephalogram)이나 3차원 콘빔

전산화단층촬영(3D CBCT)의 골격적인 요소 및 임상사진 등을 조합하여 

얼굴의 비대칭을 진단한다. 현재까지 연조직의 비대칭 평가에 정상과 비

정상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성립된 것은 없기 때문에 골격적인 분석을 

참고하여 연조직의 비대칭을 진단하고 있다. 반면 환자들이 치료를 결정

하게 하거나, 술 후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

이는 대로의 비대칭성, 즉 연조직 자체의 비대칭성이 판단기준이 되어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 (Ahn JS 2001) 

악교정수술에서 상악골의 이동은 전, 후방 및 상, 하방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pitch(occlusal plane), roll(canting), yaw(arch rotation)의 3

가지 축을 중심으로 3차원 적인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악골의 이

동은 하악골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구강악안면기형 

환자는 상악골의 이상적인 재위치에 따라 하악골이 재위치 되어 기능적 

및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심한 안면 비대

칭 환자의 경우 악교정수술만으로 하안면 1/3의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인에 따라 보톡스, 필러, 인

공물 삽입술, 삭제형 이부성형술 및 측방이동 이부성형술(lateral shift 

genioplasty) 등 추가적인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Braz and de Paula 

Eduardo 2020; D. Kim et al. 2020; Chang et al. 2001; Beer, Stonehouse, 

and Dun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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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이부성형술 후 이부 골절편을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이후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골내 강성고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생분해성 재료가 개발된 이후 이를 이용한 이부 골절편 고정

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생분해성 재료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Ueki, Moroi, and Yoshizawa 

2019a; Edwards, Kiely, and Eppley 2000; Talebzadeh and Pogrel 2001; 

J. H. Park et al. 2019a; Shira et al., n.d.; G. T. Lee et al. 2014; 

Shaughnessy et al. 2006; Ward, Garri, and Wolfe 2007; Jung Hyun Park 

et al. 2016; Cheung, Chow, and Chiu 2004; B. C. Kim et al. 2011; 

Fedorowicz et al. 2007) 

본 연구는 악교정수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심한 비대칭으로 인하여 

악교정수술에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시행한 환자의 술 후 안정성을 평가

하고, 임상가들이 계획한 골격적인 비대칭의 해소가 환자들이 느끼는 연

조직의 비대칭의 해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후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한 고정법의 3 차원적 안

정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４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2020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

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비대칭(Facial asymmetry)으로 진단받고 악

교정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의 추적관찰이 가능했

던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측방이동 및 전진이동 이부성

형술을 함께 시행 받은 환자(A 군)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진이동 

이부성형술만 시행 받은 환자(B 군)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악교정

수술에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및 삭제형 이부성형술을 시행 받은 환자(C 

군)을 비대칭의 개선효과 비교를 위하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악교정 

수술을 위하여 3차원 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 후 잔존하는 이부의 비대

칭 양에 따라 추가적인 이부 비대칭의 교정을 위하여 각 A, B, C 군에 

해당하는 수술 계획을 수립하였다.  

A 군은 평균 연령 22.3세로, 남자 10명 여자 4명이었고, B 군은 평균

연령 22.7세 남자 10명 여자 5명이었으며 C 군은 평균연령 22.1세 남자 

6명 여자 2명이었다. 37명중의 환자 중 35명의 환자에서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IVRO)를 시행하였으며, 2명에 있어서 하악골 상행지 시상

골 절단술(SSRO)를 시행하였다. 또한 35명의 환자에서 생분해성 나사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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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OSTEOTRANS-OT, TEIJIN Medical technologies co., Osaka, Japan)를 

이용하였으며, 2명은 생분해성 고정판(OSTEOTRANS-MX, TEIJIN Medical 

technologies co., Osaka, Japan)으로 고정하였다.  

정면 사진상에서의 계측에서는 위의 37명의 환자 군 중 연조직에 영향

을 주는 선천성 hemifacial microsomia로 진단되어 Medpor(Stryker, 

Kalamazoo, USA)를 삽입한 환자 및 사진이 불량한 환자(A 군 2명, B 군 

2명)는 제외하였다. 

 

2. 수술 방법 

 환자들은 모두 전신마취 하 수술을 시행 받았다. 상악골은 Le Fort I 

골 절단술(osteotomy)을 시행하였으며, 미리 제작된 중간장치

(intermediate resin splint)를 이용하여 계획된 위치에 재위치시킨 후 

4개의 L-shaped 생분해성 고정판(OSTEOTRANS-MX, TEIJIN Medical 

technologies co., Osaka, Japan)으로 고정하였다.  

 하악골은 양측성 구내 상행지 수직 골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레진 

교합상(resin splint)를 이용하여 상악골의 위치에 상응하게 위치시켰다.  

익돌교근건(pterygomasseteric sling)을 박리하고, 튀어나온 근심골편의 

하연을 제거 후 다듬었다.  

  전진이동 또는 전진이동 및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위해 하악 전치부 



６ 

 

치은점막경계 하부의 순점막(labial mucosa)에 치은전정 절개

(vestibular incision)를 하고 골막까지 절개하여 골막을 박리하였다. 

양측의 하악 이공(mental foramen)부위까지 노출시켰으며, 분리된 골편

의 혈행 공급을 위하여 하방, 후방의 골막은 최대한 보존하였다. 노출된 

이부 골편 상 기준이 되는 수직선을 설정한 후, 수평으로 이부 골을 절

단하였다. 이부의 골편을 계획된 수치만큼 이동시킨 후 이부 중심에 티

타늄 플레이트(titanium plate)와 스크류(screw)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그 후 티타늄 플레이트 양측으로 이동된 원심 골절편의 피질골과 근심 

골절편의 피질골을 관통하여 drilling을 시행하고 tapping 하여 thread

를 형성하였으며, 전진 이동된 거리 및 골절편의 두께를 고려하여 생분

해성 재료(OSTEOTRANS-OT or OSTEOTRANS-MX, TEIJIN Medical 

technologies co., Osaka, Japan)으로 고정하였다. 이후 사용된 티타늄 

플레이트는 제거하였다.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및 삭제형 이부성형술이 필요한 경우 통상의 방

법으로 악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이후 통상의 방법으로 이부를 노출

시킨 후, 계획된 만큼 삭제형 이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노출된 이부 골

편 상에 기준이 되는 수직선을 설정한 후, reciprocating saw를 이용하

여 수평으로 골을 절단하였다. 통상의 고정방법 과정을 거쳐 시행하였다. 

(J. H. Par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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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수술 후 1년 시기에 3 차원 콘빔전산화단층

촬영(3D CBCT)를 촬영하였으며 과거의 연구를 통하여 술 후 안정성이 확

인된 전진이동 이부성형술에 대하여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이 동반된 환자

에서의 이부의 경조직의 변화를 계측하고 비교하였다. 수술 전(t1)과 수

술 후 1달(t2) 사이 간격을 T1, 수술 전(t1)과 수술 후 1년(t3) 사이의 

간격을 T2로 정의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정면 안모사진을 촬영 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분석법을 통하여 임상가의 

3D CBCT에서의 진단 및 치료효과가 환자가 느끼는 비대칭 및 이에 대한 

개선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1) 정면 사진 상에서의 계측 

 

가. 계측 방법 

환자는 자연스러운 머리 위치를 사진 촬영 전 취하게 하였고, 중심 교

합 상태에서 입술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임상에서 

측정한 inter-Endocanthion length를 이용하여 사진의 크기를 맞추어 영

상을 얻었다. Glabella, Subnasale 그리고 upper lip의 median tubercle

을 참고하여 중심선을 설정하였다. (Table 1,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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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Me’ 과 Labiale inferior를 잇는 하악의 임의의 중심선을 설정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하악의 비대칭만을 따로 평가하였다. 얻어진 중심

선에서부터 수술 전(t1), 수술 후 1달(t2) 그리고 수술 후 1년째(t3) 정

면사진을 계측점, 선을 이용하여 중심선에서 좌, 우측 차이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3mm를 기준으로 좌, 우측에 인지가 될 만한 비대칭의 

유무를 진단, 측정하였다.(Choi 2015) 

나. 연조직 계측점 

연조직 계측점 정의 

Glabella (G) 양쪽 눈썹산사이의 돌출된 부분의 중점 

Endocanthion (En) 정면에서 보이는 내측 안각, 양측성 (R, L) 

Subnasale (Sn) 
코와 상순이 연결되는 중간점이며 인중의 상부 

꼭지점 

Soft tissue menton (Me’) 턱의 최하방점, 하악의 좌우 중앙에 위치 

Labiale inferior (Lf) 
아랫입술 중앙에서 점막피부 한계를 나타내는 

지점. 

Mid Me’- Labiale inferior (MeLf) 
Soft tissue menton 과 Labiale inferior의 중

점 

Facial 

asymmetry 

Facial point 1 

(F1) 

Sn을 지나는 중심선에 수직하는 선상에 있으며 

얼굴의 정면에서 가장 최외각의 점, 양측성 (R, 

L) 

Facial point 2 

(F2) 

Labiale inferior을 지나는 중심선에 수직하는 

선상에 있으며 얼굴의 정면에서 가장 최외각의 

점, 양측성 (R, L) 

Facial point 3 

(F3) 

중심선에 수직하는 Me’ 높이 상방 1cm 선상에 

있으며 얼굴의 정면에서 가장 최외각의 점, 양

측성 (R, L) 

Mandibular  

asymmetry 

Chin Width point 1 

(CW1) 

하악의 중심선에 수직하며, Mid Me’- Labiale 

inferior을 지나는 선상에 있으며 얼굴의 정면

에서 가장 최외각의 점, 양측성 (R, L) 

Chin Width point 2 

(CW2) 

하악의 중심선에 수직하는 Me’ 높이 상방 1cm 

선상에 있으며 얼굴의 정면에서 가장 최외각의 

점, 양측성 (R, L) 

Table 1. Definition of landmarks on 2D images 

 



９ 

 

 
Figure 1. Soft tissue landmarks and lines 

 

 3.2) 3D CBCT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계측  

가. 계측 방법 

 계측 방법은 각 시기별 계측점의 좌표 값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7명의 

환자들을 수술 전, 수술 후 1달, 수술 후 1년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

원 영상치의학과에서 3D CBCT(Alphard3030, Asahi Roentgen INC., Kyoto, 

Japan: field of view of 20x17.9cm, 80 kVp and 5mA)를 촬영하였다.  

촬영된 CBCT raw data는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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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image로 전환 후 Ondemand 3D (Cybermed Inc.,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3 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한 뒤 계측 점을 표시하였다. 

Ondemand 3D (Cybermed Inc., Seoul, Korea) 의 superimposition 기능을 

이용하여 수술 전 3 차원 영상과 수술 후 1달 3 차원 영상, 수술 전 3 

차원 영상과 수술 후 1년의 3D영상을 각각 중첩하였다. 3 차원 영상의 

중첩을 위하여 안정적이며 악교정 수술에 의하여 변화하지 않는 두개저 

부위의 구조물을 선택하였으며, 중첩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 (Koerich et al. 2017)  

Figure 2. (A) Superimposition of two different period CBCT images 

using cranial area, (B) Result of superimposi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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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emand 3D 상에서 측정된 좌표는 Nasion을 원점(0, 0, 0)으로 하는 기

준점에서 측정되었다. 좌우 Orbitale와 우측 Porion으로 FH plane으로 

형성하고, FH plane 과 평행하면서 Nasion을 지나는 평면을 수평면

(Horizontal plane)으로 설정되며, FH plane 과 수직이면서 Nasion을 지

나는 평면을 정중시상면(Midsagittal plane)으로, 수평면과 정중시상면

에 수직이면서 Nasion을 지나는 평면을 관상면(Coronal plane)으로 지정

하였다. 수평면을 X축, 관상면을 Y축, 정중시상면을 Z 축으로 하여 각 

landmark의 삼차원적 위치는 좌표 (X, Y, Z)로 나타낸다. 원점으로부터 

상방, 후방, 좌측을 + 값을, 원점으로부터 하방, 전방, 우측은 – 값을 

가진다. (Figure 3)  

 위의 좌표를 이용하여 수술 전 3D CBCT를 기준으로 하는 공간을 설정하

였고 중첩을 통하여 수술 후 1달, 수술 후 1년 시기의 각 계측점들의 좌

표를 부여하였다. 이 좌표 값을 이용하여 시기별 대응하는 계측점의 x, 

y, z의 변화(dx, dy, dz)를 비교하였다.    

 Figure 3. Coordinate system and 0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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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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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axis: (+) Superior, (-) Inf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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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조직 계측점.  

 계측 기준은 이전 연구에서 참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 3, 

Figure 4) (S. H. Park et al. 2006; Hye-Sook Chang 2002)  

 

경조직 계측점 정의 

Nasion (N) 시상면에서 전두비골 봉합의 최전방점 

Orbitale (Or) 
안와의 최하방점이면서 안와하공의 상방에 위

치. 양측성 (R, L) 

Porion (Po) 외이공 최외각의 최상점. 양측성 (R, L) 

Menton (Me) 하악골정중봉합의 최하방점 

Pogonion (Pog) 하악골정중봉합의 가장 돌출된 부위 

Mental foramen (Mf) 하악공의 최전방점, 양측성 (R, L) 

Right lower incision 

cental point 
하악 우측 중절치의 절단면의 중간점 

Mesiobuccal cusp of 

Lower first molar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의 최상방점, 

양측성 (R, L) 

Genio point (pre, Gp) 
시상면에서 P-OPL 면과 하악이 만나는 최 외

각점, 양측성 (R, L) 

Genio point (post, Gp) 

시상면에서 Reference plane과 P-OPL(or M-

OPL)이 만나는 genio part 위의 점, 양측성 

(R, L) 

Table 2. Definition of landmarks on 3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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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조직 기준 평면  

경조직 기준 평면 정의 

FH 평면 (Frankfort 

plane) 

좌, 우측의 Or을 지나며 우측의 Po를 지나는 

평면 

교합평면 (Occlusal 

plane, OPL) 

양측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의 최상

방점을 지나며, 하악 우측 중절치의 절단면의 

중간점을 지나는 평면 

Pog-OPL plane (P-OPL) 교합평면과 평행하며 Pog을 지나는 평면 

Me-OPL plane (M-OPL) 교합평면과 평행하며 Me을 지나는 평면 

Coronal reference plane 
FH plane 과 수직하며 두 Mental foramen을 지

나는 평면 

Table 3. Definition of planes on 3D images 

 Figure 4. Hard tissue 

landmarks and planes (A) 

Frontal view, (B) Lateral view, 

(C) Magnified genio are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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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정면 안모사진 결과 

 

 계측된 자료들은 SPSS statistics 26.0(SPSS INC., Illinois, USA)를 이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A, B, C 군 모두에서 수술 전 안모분석에서는 

3mm 이상의 안면 비대칭 혹은 하악 비대칭이 관찰되었다. 안모 분석에서

는 A 군에서는 12명 모두에서 안면 비대칭이 관찰되었고, 그 중 10명은 

하악 비대칭이 관찰되었다. B 군에서는 13명중 10명에서 안면 비대칭만 

관찰되었으며 2명은 하악 비대칭만 관찰되었고, 1명은 안면 비대칭 및 

하악 비대칭 모두 관찰되었다. C 군에서는 8명중 2명에서 안면 비대칭만 

관찰되었으며 3명은 하악 비대칭만 관찰되었고, 3명은 안면 비대칭 및 

하악 비대칭 모두 관찰되었다. (Table 4)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단독으로 시행한 B 군의 경우 안면 비대칭 혹은 

하악 비대칭으로 단독 진단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반하여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및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시행 받은 A 군의 경우 안면 비대

칭과 하악 비대칭을 동시에 관찰되었다. C 군의 경우에는 각 진단이 고

르게 분포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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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Facial 

asymmetry 

Mandibular 

asymmetry 

Facial & mandibular 

asymmetry 

Group A 12 2 0 10 

Group B 13 10 2 1 

Group C 8 2 3 3 

Table 4. Diagnosis in each study groups  

 

  A, B, C 군의 각각 t1시기에서의 안면 비대칭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

여 3쌍의 계측점간의 길이 차이(ΔF1, ΔF2, ΔF3) 비교를 위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Table 5) 

 
 Group A Group B Group C 

Sig. 0.036 0.673 0.376 

Table 5. Significance of asymmetry in each area at t1 period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한 결과 A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

칭이 있는 실험군임을 확인하였다. (p<0.05) B, C 군에서 또한 chin area

로 갈수록 비대칭의 정도가 증가함을 평균값으로 관찰할 수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모수적인 방법인 Kruskal-Wallis test 

에서는 사후분석이 되지 않아 크기가 다른 쌍을 찾아야 하기에 A 군에서 

각 부위별로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도를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고 Bonferroni's method를 이용하여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 Me'에 가까워질수록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었고 그중 F1 과 F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7).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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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Δ F1 - Δ F2 Δ F2 - Δ F3 Δ F1 - Δ F3 

Sig. 0.671 0.078 0.01 

Table 6. Significance of mean value difference in landmarks 

 
 또한 각 군에서 비대칭의 개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t1 시기의 비대

칭의 양과 t3 시기의 비대칭의 양을 조사하였다. (Table 7, Figure 5)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t1시기의 비대칭의 정도와 t3시기의 비대

칭의 정도의 크기비교를 진행하였다. 비대칭의 개선은 A 군 특히 chin 

area(F3, CW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개선이 있었다. 모든 환

자군의 다른 부위 또한 비대칭의 양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이 유의도가 높지 않아 비대칭의 개선의 경향이 

있다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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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Mean Sig. 

Δ F1 t1 3.17 
0.086 

Δ F1 t3 1.58 

Δ F2 t1 4.08 
0.219 

Δ F2 t3 2.42 

Δ F3 t1 7.17 
0.008 

Δ F3 t3 2.92 

Δ CW1 t1 3.25 
0.089 

Δ CW1 t3 1.50 

Δ CW2 t1 4.33 
0.006 

Δ CW2 t3 1.67 

Table 7-1. Significance level of facial and mandibular difference in 

Group A  

F: Facial point, CW: Chin Width point 

Figure 5-1 Difference value from left to right in group A  

(A) Before surgery, (B) 1 year after surgery 

 

 

Δ CW2 t1: 4.33 

(A) (B) 

Δ CW1 t1: 3.25 

Δ F1 t1: 3.17 

Δ F2 t1: 4.08 

Δ F3 t1: 7.17 Δ CW1 t3: 1.50 

Δ CW2 t3: 1.67 

Δ F1 t3: 1.58 

Δ F3 t3: 2.92 

Δ F2 t3: 2.42 



１８ 

 

Group B mean Sig. 

Δ F1 t1 2.25 
0.153 

Δ F1 t3 1.00 

Δ F2 t1 2.75 
0.186 

Δ F2 t3 0.83 

Δ F3 t1 3.25 
0.113 

Δ F3 t3 1.58 

Δ CW1 t1 1.58 
0.125 

Δ CW1 t3 0.58 

Δ CW2 t1 1.83 
0.169 

Δ CW2 t3 0.92 

Table 7-2. Significance level of facial and mandibular difference in 

Group B 

F: Facial point, CW: Chin Width point 

Figure 5-2 Difference value from left to right in group B 

(A) Before surgery, (B) 1 year after surgery 

 

 

Δ CW2 t1: 1.83 

(A) (B) 

Δ CW1 t1: 1.58  

Δ F1 t1: 2.25  

Δ F2 t1: 2.75 

Δ F3 t1: 3.25 Δ CW1 t3: 0.58 

Δ CW2 t3: 0.92 

Δ F1 t3: 1.00  

Δ F3 t3: 1.58 

Δ F2 t3: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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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 mean Sig. 

Δ F1 t1 2.00 
0.442 

Δ F1 t3 1.80 

Δ F2 t1 1.90 
0.721 

Δ F2 t3 1.60 

Δ F3 t1 3.70 
0.130 

Δ F3 t3 1.50 

Δ CW1 t1 2.60 
0.130 

Δ CW1 t3 1.60 

Δ CW2 t1 2.38 
0.105 

Δ CW2 t3 1.00 

Table 7-3. Significance level of facial and mandibular difference in 

Group C 

F: Facial point, CW: Chin Width point 

Figure 5-3 Difference value from left to right in group C 

(A) Before surgery, (B) 1 year after surgery 

 

 

Δ CW2 t1: 2.38 

(A) (B) 

Δ CW1 t1: 2.60 

Δ F1 t1:  2.00 

Δ F2 t1:  1.90 

Δ F3 t1:  3.70 Δ CW1 t3: 1.60 

Δ CW2 t3: 1.00 

Δ F1 t3: 1.80 

Δ F3 t3: 1.50 

Δ F2 t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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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D CBCT 결과 

 

  3D image의 계측 및 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측정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 측정을 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계측된 자료들은 SPSS 

statistics 26.0(SPSS INC.,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각 시기별로 측정한 계측점 간의 좌표의 변화를 정규성 검정하였다. 

A, B 군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paired t-test를 시행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 모두 시행하여 두 검정 

법에서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증거가 없을 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C 군에서는 모두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

하였다.   

A, B, C 군 이부 골절편에 포함되는 계측점의 좌표 값의 변화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함이 없었다. (p>0.0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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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A Mean S.D. Sig. 

Pog 

dx (T1) – dx (T2) 0.535 1.710 0.417 

*dy (T1) – dy (T2)   0.451 

dz (T1) – dz (T2) 0.039 0.940 0.881 

Me 

dx (T1) – dx (T2) -0.162 0.960 0.540 

dy (T1) – dy (T2) 0.009 1.130 0.976 

dz (T1) – dz (T2) -0.133 0.840 0.564 

R Gp 

dx (T1) – dx (T2) -0.037 0.840 0.872 

dy (T1) – dy (T2) 0.086 0.950 0.739 

dz (T1) – dz (T2) -0.080 0.980 0.752 

L Gp 

dx (T1) – dx (T2) -0.214 1.180 0.510 

dy (T1) – dy (T2) -0.138 0.890 0.574 

dz (T1) – dz (T2) -0.106 0.560 0.495 

Table 8-1.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1 and T2 in Group A 

Pog: pogonion, Me: menton, R Gp: Right genio point, L Gp: Left genio 

point 

* Wilcoxon signed rank test 시행 

 
Group B Mean S.D. Sig. 

Pog 

*dx (T1) – dx (T2)   0.221 

*dy (T1) – dy (T2)   0.358 

dz (T1) – dz (T2) -0.034 0.670 0.851 

Me 

*dx (T1) – dx (T2)   0.414 

dy (T1) – dy (T2) 0.074 0.747 0.718 

dz (T1) – dz (T2) -0.056 0.789 0.793 

R Gp 

dx (T1) – dx (T2) -0.446 1.052 0.336 

dy (T1) – dy (T2) -0.142 1.143 0.649 

dz (T1) – dz (T2) 0.080 0.608 0.630 

L Gp 

dx (T1) – dx (T2) -0.244 0.763 0.252 

dy (T1) – dy (T2) -0.240 0.662 0.598 

*dz (T1) – dz (T2)   0.397 

Table 8-2.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1 and T2 in Group B 

Pog: pogonion, Me: menton, R Gp: Right genio point, L Gp: Left genio 

point 

* Wilcoxon signed rank te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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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 Sig. 

Pog 

dx (T1) – dx (T2) 0.417 

dy (T1) – dy (T2) 0.451 

dz (T1) – dz (T2) 0.881 

Me 

dx (T1) – dx (T2) 0.540 

dy (T1) – dy (T2) 0.976 

dz (T1) – dz (T2) 0.564 

R Gp 

dx (T1) – dx (T2) 0.872 

dy (T1) – dy (T2) 0.739 

dz (T1) – dz (T2) 0.752 

L Gp 

dx (T1) – dx (T2) 0.510 

dy (T1) – dy (T2) 0.574 

dz (T1) – dz (T2) 0.495 

Table 8-3.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1 and T2 in Group C 

Pog: pogonion, Me: menton, R Gp: Right genio point, L Gp: Left genio 

point 

* Wilcoxon signed rank te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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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안면 비대칭은 악안면 기형 환자에 있어 흔한 주소 중 하나이다. 안면 

비대칭에서 상 안면부, 중 안면부에 비하여 하 안면부의 비대칭, 특히 

chin area가 더 쉽게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 (Lee GH et al. 1997; Severt 

TR and Proffit WR, 1997) 이는 상악골의 비대칭 또한 하안면부의 

비대칭에 영향을 주기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Padwa and Leonard Kaban 

1997) 이러한 이유로 비대칭 환자에 있어서 안면의 정중선을 이용하여 

하악골의 비대칭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하악골 자체의 정중선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3D CBCT의 voxel 

data의 중첩을 이용하여 optimal symmetry plane을 제작한 후 평가하였을 

때, 심한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도 인지할 만한 3mm 이상의 하악골 

자체의 비대칭이 관찰되는 경우는 적었다. (Fang et al. 2016)  

 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악의 비대칭을 추가로 

측정하기 위하여 안모분석 영역에서 하악의 정중선을 설정한 후 안면의 

정중선과 하악의 정중선을 이용하여 안모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상적인 

악교정수술 및 전진이동 이부성형술만을 시행한 B 군에서는 안면 

비대칭과 하악 비대칭을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는 7.7 %였다. 이에 반해 

A 군에서는 안면 비대칭과 하악 비대칭을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는 

83.4 %, C 군에서는 37.5% 이었다. 이에 따라 안면비대칭에 더불어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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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을 진단받은 경우 통상적인 악교정 수술 및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이외의 술식을 통하여 비대칭의 개선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시행받은 A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하여 수술 

전(t1) 이부의 비대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으며, 수술 후 

1년(t3) 비대칭 개선에 대한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의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타 부위 또한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시기의 측정한 비대칭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통하여 

이부의 비대칭의 개선이 있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전진이동 이부성형술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과거의 연구를 

통하여 평가된 적이 있으며, 이 중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하여 골편을 

고정한 것이 금속성 재료를 통하여 고정한 것과 차이가 없음을 

평가하였다. (Lakshman Kumar et al. 2015; G. T. Lee et al. 2014; Ueki, 

Moroi, and Yoshizawa 2019b; J. H. Park et al. 2019b; Cheung, Chow, 

and Chiu 2004) 본 연구에서는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후 생분해성 재료로 

고정한 것의 안정성을 3 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 1달, 수술 후 1년 3D CBCT를 이용하였다.  

B, C 군에서 T1 과 T2 시기의 3 차원적인 좌표 값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하여 과거의 2 차원 영상을 통하여 안정성이 평가된 

생분해성 재료를 통한 이부의 고정이 3 차원적인 좌표 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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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서도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p>0.05) 또한 A 군에서 각 

계측점 별 T1 과 T2시기의 3 차원적인 좌표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없었다. 특히나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시행한 A 군에서 

relapse를 확인할 수 있는 수평적 Pog, Me'의 x축 변화량이 각각 0.545, 

0.162mm이며 변화량이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유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p>0.05) 

 본 연구를 통하여 안면 비대칭 환자군에서 하악의 비대칭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하악 비대칭환자에 있어서 시행되는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의 이부 비대칭의 개선 효과와 3 차원적인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악 비대칭을 교정하는데 있어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은 

효과적인 수술법이 될 수 있으며,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하여도 

안정성이 있어 2차로 금속판 제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환자 친화적인 

고정법임을 알 수 있었다. (Darling Ya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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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안면비대칭으로 진단받고 악교정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시행받은 환자 

37명(남 26명, 여 11명)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1달, 수술 후 1년 3D 

CBCT를 촬영하고, 정면 임상사진을 촬영하여 연조직 계측점과 경조직 

계측점의 이동 및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안면 비대칭으로 악교정수술 및 전진이동 이부성형술을 받는 

환자군에 비하여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받은 

환자군에서 하악골 자체의 비대칭으로 진단받는 비율이 높았다. (A 군 

83.4%, B 군 7.7%, C 군 37.5%) 

 

2.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의 비대칭 양을 측정하였을 때,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및 삭제형 이부성형술이 이부의 비대칭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개선이 있었다. (p<0.05) 

 

3. 전진이동 이부성형술 또는 전진이동 이부성형술과 동반된 삭제형 

이부성형술 후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이부 골절편은 3 

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부계측점의 T1, T2 시기 좌표 값을 비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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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값의 평균 변화량이 1mm 이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p>0.05) 

 

4. 전진이동 이부성형술과 동반된 측방이동 이부성형술 시행 후 

생분해성 재료로 고정시킨 이부 골절편의 3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부계측점의 T1, T2 시기 좌표 값을 비교하였을 때, 좌표 값의 평균 

변화량이 1mm 이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p>0.05) 또한 회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평적 Pog, Me' x축 변화량이 

각각 0.545, 0.162이며 이 유의도(p-value)가 각 0.417, 0.540으로 

높았으며, 이 변화에 경향성은 없었다. (p>0.05)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된 환자 군 중 하악골 

자체의 비대칭이 존재하여 상악골의 재위치 만으로는 비대칭의 완전한 

개선을 얻기 어려운 경우 하악골 비대칭 양에 따라 삭제형 이부성형술 

또는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의 경우 하악골의 비대칭의 양이 더 많을 때 시행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부 성형술 이후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한 고정은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하악골 비대칭을 

교정하는데 있어 측방이동 이부성형술은 효과적인 수술법이 될 수 

있으며, 생분해성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하였을 때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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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lateral shift genioplasty in chin asymmetry 

patients and stability of biodegradable fixation 

 

 

Ji H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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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cluded 37 patients diagnosed with facial asymmetry and 

underwent advance genioplasty, advancement genioplasty and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or chin shaving surgery with follow-ups for more 

than a year at Yonsei University Dent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2016 to August 2020. We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of facial 

asymmetry and the stability of genio-segment using 3D CBCT and facial 

photo. The data were obtained before surgery, a month after surgery 

and a year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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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ate of being diagnosed as mandibular asymmetry was higher 

in the group of patients who underwent additional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Group A) compared to those who underwent advancement 

genioplasty (Group B) or chin shaving surgery (Group C). (Group A 

83.4%, Group B 7.7%, Group C 37.5%) 

 

2. When comparing the effect of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before 

and a year after surgery, the degree of asymmetry improv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p<0.05). 

 

3. Advancement genioplasty alone or advancement genioplasty and 

chin shaving surgery with biodegradable fixation, landmarks 

coordinate value difference in T1, T2 period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1: Time between before surgery and 1 month after surgery, T2: Time 

between before surgery and 1 year after surgery) 

 

4. Advancement genioplasty and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with 

biodegradable fixation, landmarks coordinate value difference in T1, 

T2 period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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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ime between before surgery and 1 month after surgery, T2: Time 

between before surgery and 1 year after surgery) 

 

From these results, chin shaving surgery or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can be performed considering the degree of mandibular 

asymmetry when it is difficult to obtain complete resolution of 

asymmetry by only with the reposition of the maxillary bone among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When the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was performed in patients with greater degree of mandibular asymmetry, 

the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lateral 

movement genioplasty can be effective surgical method for correcting 

mandibular asymmetry and the stability can be obtained by using 

biodegradab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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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oplasty, chin shaving surgery, facial asymmetry, mand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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