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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코는 얼굴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가장 입체적인 구

조이다 따라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동양인에 있어서는 코줄임술보다는 코높임.

술의 빈도가 높게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코줄임술의 빈

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콧등은 코이마각 에서부터 코끝(nasofrontal angle)

의 머리쪽 경계 에 이르기까(nasal tip) (cephalic border)

지 얼굴 정중선 상에 있는 부위이다 코의 윤곽은 옆에.

서 보았을 때 콧등이 똑바른 직선이거나 아니면 콧등이,

약간 들어가 보이는 오목한 타원형이어야 하는데 코뼈,

와 위가쪽연골 이 만나는 부위가(upper lateral cartilage)

튀어 나온 매부리코 의 경우 콧등의 윗부분(hump nose)

과 아랫부분이 상 적으로 들어가 보이면서 전체적인

코 모양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매부리코는 너.

무 강한 인상이나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인상을 심

어주게 되므로 교정이 필요하다 매부리코의 교정술은.

서양에서는 고식적인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Joseph

지만 동양인에서는 서양인과 달리 코의 모양도 다르고

코혹 의 크기나 뼈나 연골이 코혹에 차지하(nasal hump)

는 비율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식적인 방법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교정술을 시행.

시 코혹만 제거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

저자들은 코혹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서 매부리코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에 따라 적절한 수술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매부

리코의 교정에 한 수술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Nose is the most three dimensional structure located on the
central portion of the face. Therefore, the nasal shap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deciding upon one's
impression. Hump-nose is characterized by nasal hump, acute
tip angle, drooping or/and under-projection of tip, and broad
nasal dorsum.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recently more
patients with hump-nose are inclined to correct their problematic
n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hump-nose
according to hump size and provide proper operating methods
in each group. From August 2003 to August 2005, in 46 cases,
we classified the hump nose into three groups, small(group A;
n=30), medium(group B; n=6), and large(group C; n=10) in
accordance with size and location of hump and in each group
we effectively corrected the hump with our proper operating
methods. In the large group, one case of tension nose temporarily
appeared but soon improved and we obtained satisfactory
results in the other cases.

Key Words: Hump nose correction, Size of h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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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II.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코혹을 주소로 내원2003 8 2004 8

한 명의 환자를 상으로 매부리코 교정술을 시행하46

다 환자 연령은 평균 세. 25.4 (19 - 으며 성별은36)

남자가 명 여자가 명이었으며 추적관찰은 평균11 , 35

개월이었다13.4 (Table I).

가 분류.

모든 환자에 있어서 측면 사진을 통해 코혹의 크기를

세 그룹 으로 분류하 다(small, medium, large) (Fig. 1).

는 코혹이 연골과 뼈가 만나는 부Group A(small hump)

위인 에 국한된 경우key stone area , Group B(medium

는 코혹의 위쪽 경계가 내안각을 넘지 않는 경우hump) ,

는 코혹의 위쪽 경계가 내안각을 넘Group C(large hump)

어선 경우로 분류하 다 총 명의 환자에서 가. 46 group A

명 가 명 그리고 가 명이었다30 , group B 6 group C 10 .

나 수술방법.

마취는 연골이식만 시행한 경우에서는 국소마취 하

에 시행하 으며 수술 전 절골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신마취를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이전에 코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개방적 코성형술 를 시(open rhinoplasty)

행하 다 이식에 필요한 연골은 모든 환자에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 다 코끝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는 코기.

둥에 버팀목 연골이식수술 과 중첩연골이식(strut graft)

술 이나 방패막이이식술 을 시(onlay graft) (shield graft)

행하 다.

에서는 코혹이 있는 부위를 코혹만 살짝 절Group A

제하거나 갈아주고 위장 시술을 같(rasping) (camouflage)

이 시행하 으며 는 골 연골 돌출 부위를 완전, Group B -

히 제거 한 후 펼침연골이식술(humpectomy) (spreader

을 시행하 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가쪽코뼈graft)

자름술 을 시행하 다 는 모(lateral osteotomy) . Group C

든 경우에서 코혹의 절제술과 펼침연골이식술 그리고,

가쪽코뼈자름술을 모두 시행하 다 코혹을 제(Fig. 2).

거한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 코끝 성형술 이나(tip plasty)

보형물을 삽입 하 다(implant insertion) .

결 과III.

모든 환자를 코혹의 크기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한

Table I. Cases

Male / Female Range of age, mean (years) Range of follow-up, mean (months)

Group A (n=30) 5 / 25 19 - 36, 26.2 3 - 23, 13.4

Group B (n=6) 3 / 3 21 - 33, 26.6 4 - 17, 10.7

Group C (n=10) 3 / 7 19 - 30, 22.2 4 - 21, 14.8

Fig. 1. Classification of hump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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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는 명 는 명 는 명group A 30 group B 6 group C 10

의 환자로 나뉘어졌다 각각의 그룹에서 코혹내 골 연. -

골의 비율을 알아보았으며 저자들의 가이드라인에 따

라 코혹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 다 는 코. Group A

혹에서 연골 비율이 골 비율보다 현저하게 많은 그룹

이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간단히 코혹을 절제하거나 갈

아서 쉽게 제거하고 콧등을 매끈하게 할 수 있었다

는 연골 비율이 골 비율보다 다소 많(Fig. 3). Group B

은 그룹이었으며 명의 환자에서는 코혹 절제 후 넓어, 3

진 콧등을 줄이기 위해 외측 절골술이 필요했으며 다

른 명의 환자에서는 외측절골술이 필요할 만큼 넓지3

않아 시행하지 않았다 는 골 비율과(Fig. 4). Group C

연골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상 적으로 코뼈가 차지하

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으며 명의 환자 모두10

에서 외측 절골술을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게(Fig. 5).

서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혹이 남아있

거나 콧등이 불규칙하게 만져지는 경우는 없었다.

중에서 명의 환자에게서 일시적으로 피부의Group C 1

신장을 동반한 콧등의 상부에 arch(high arched dorsum)

가 만들어지는 가 발생하 지만 추적관찰tension nose

결과 특별한 문제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고 찰IV.

콧등에 골 연골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코를 매부리코-

라고 하며 이는 단순히 비배부가 튀어나와 있는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콧등의 변위와 긴 코 모양을

보이면서 코끝의 아래쪽으로 쳐지는 등의 변형도 동반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코는 연골 부분과 골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중격에서 콧등 쪽에 두 부분이

만나는 곳을 라 부르며 코혹이 위치하는'keystone area'

Small hump

Rasping

Camouflage operation

Medium hump

Humpectomy

Spreader graft

+/- lateral osteotomy

Large hump

Humpectomy

Spreader graft

Lateral osteotomy

Fig. 2. Guideline for rhinoplasty with hump nose.

Fig. 3. Group A. A 27-year-old female patient. (Left) Preoperative state. (Right) Postoperative 7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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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1 이중 연골 부분은 양측의

위가쪽 연골 과 코중격연골(upper lateral cartilage)

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코안쪽으로 속(septal cartilage)

코판막 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internal valve) .
2

코혹의 절제술을 시행 시 과도하게 절제를 하거나 절제

후 적절하게 복구를 해주지 못하면 코등이 평평하게 열

려있는 상태 가 되거나 속코판막의(open roof deformity)

기능부전 콧등이 넓어지는(nasal valve collapse), (dorsal

등의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합widening) .

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술기들

이 필요한데 코등이 평평하게 열려있는 상태를 교정하,

기 위해 보형물이나 코중격 연골을 얇게 다듬어서

(CATS graft; cartilaginous autogenous thin septal graft)

사용할 수 있고 속코판막의 기능부전는 펼침연골이식,

술이나 를 시행함으로써 예방하거나 교정할splay graft

수 있고 넓어진 콧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쪽코뼈자,

Fig. 4. Group B. A 22-year-old female patient. (Left) Preoperative state. (Right) Postoperative 15 months.

Fig. 5. Group C. A 25-year-old male patient. (Left) Preoperative state. (Right) Postoperative 1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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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3-6 매부리코를 교정하고 합병

증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시술들이 소

개되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술기들을 모

두 시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자들은 코혹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술기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코혹의 크기는 술전.

측면 사진을 통해 계측하 으며 코혹이 에keystone area

국한되어 있는 매부리코의 경우 Group A(small hump),

내안각을 기준으로 코혹의 위쪽 경계가 내안각보다 상방

에 있으면 하방에 있으면Group C(large hump), Group

로 분류하 다B(medium hump) .

분류된 에서 보았을 때 로 갈수록Group Large hump

뼈가 차지하는 부분이 연골에 비해 상 적으로 더 커지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서는 코혹 내 골 연. Small hump -

골 비율에서 연골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

에서는 코혹을 갈아주거나 위장술만으로 쉽게 매group

부리코의 교정이 가능하 다 은 연골 비. Medium hump

율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에, group

서는 코혹제거술와 펼침연골이식술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 가측코뼈자름술을 시행하 다 는 코. Large hump

혹의 크기가 내안각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골과 연골

의 비율이 비슷하여 다른 그룹에 비해 뼈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 적으로 더 많았다 이 의 환자에서는. group

코혹제거술와 펼침연골이식술 및 가측코뼈자름술을 모

두 시행하 다.

최근에 점차 매부리코에 한 수술이 증가하면서 이

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용준과 장현주. 7는 한국인에서 코혹을 교정하기

위해 수술 전 코의 측면 사진을 분석하여 수치화하 고

매부리코의 교정을 단순히 코줄임술 외에 코의 다른 낮

은 부위를 높여주는 코높임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성필 등. 8은

비근 의 높낮이와 곡비의 정도 그리고 환자(nasal root) ,

가 선호하는 코의 높이를 고려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통

해 높이를 결정하여 매부리코를 분류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매부리코를.

분류하기 위해 눈의 내안각과 코의 부분을keystone

로 삼아 매부리코를 임상적으로 보다 쉽게 분landmark

류하고 각 그룹별로 효과적이면서 적절한 수술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매부리코 교정에 있어서 코혹 절제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보면 의 경우에는 위장술이small group

나 간단하게 코혹만 갈아주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코혹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콧등이 열려있는 변형이

나 코안판막의 기능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술기가 필요

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펼침연골이식.

술이나 제거한 코혹을 다듬어서 다시 절제한 부위에 넣

어주는 방법Skoog 3이나 McKinney4가 사용한 얇은 비

중격연골로 덮어주거나 등(CATS graft), Guyoran 5이 발

표한 위가쪽연골에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splay graft

며 이러한 방법의 원리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위가쪽연골과 비중격연골 간의 결합을 복원하고 연골구

조 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cartilaginous vault)

이다.

동양인에서는 코의 높이가 비교적 낮으면서 콧등이

넓고 코끝이 처져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9 따라서 코

혹이 있는 매부리코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라도 단지 코

혹만 제거해서는 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

들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는 콧등의 열려진 변형과 위장술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보형물 삽입을 시행하 기 때문

에 주로 연골구조와 코안판막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펼침연골이식술을 제안하 다 또한 비배부가 넓은 동.

양인에서 코혹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경우 가쪽코뼈자름

술 시행하여 넓어진 콧등을 좁혀주는 술기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V.

동양인은 서양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코의 해부학적

측정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코혹의 빈도

나 정도에 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양인을 토 로 한 연구들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으며 동양인의 특징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종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코혹 자체의

크기 및 특징만으로 분류를 하여 접근해서 교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이러한 분류 및 교정 방법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술기 들을 토 로 치

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술 전에 어느 정도 수술

방법을 정하고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기

때문에 광범위한 술기와 그에 따른 합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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