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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따른 미의 관점의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 특,

히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좁은 얼굴형을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다 그 중에서 관골은 안면부 윤곽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로 동양인 특히 한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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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ygomatic bo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one in
forming the facial contours. Asians, especially Northeast asians,
including Koreans have a very wide and protruding zygomatic
bone making, they have a very rough and manly look. Most of
the malar osteotomy reductions including triangular osteotomy
need a fixation of the bone fragment to prevent the nonunion
or malunion of the zygomatic bone or the lower margin of the
bone fragment after the surgery. 76 cases were reviewed
between October 2004 and August 2006 which were operated
in Korean hospitals and Shanghai hospital in China. 74 of the
76 cases were done for women, and the average age was
27.5(21-38). The first osteotomy was done where the frontal
process and temporal process meet with a safety zone between
the orbital margin towards the oral angle. The electronic saw
maintains a 45 degrees to the zygomatico-maxillary buttress
with preservation of the 5mm of the outer table of the zygomatic
bone. However the inner table has a greater preservation of the
bone and periosteum from the osteotomy. The second
osteotomy line was towards the downward-laterally at a almost
90 degree angle with a 5 mm interval between the first cut
starting at the zygomatic body inferior laterally. To prevent the
mobility and the loss of the bone when using the electronic saw
for the preauricular incision or post sideburn incision, osteotome
was used. In the 76 cases followed by 2 weeks, no dropping
of the buccal area was found nor unwanted anterior dropping
of the buccal fat was found. The authors used triangular
osteotomy method and the method of creating artificial
depression through 3 partial osteotomy prior to this method.
There was no inferior displacement of the bone fragment after
the surgery. There was essentially no loss of the bone of the
osteotomy surface due to the incomplete fracture of the
osteotomy-fracture of the swing zygomatic body using the
osteotome. Comparing to other operations, operating time was
shorter and recovery was faster. It was economical because
fixation equipments did not use. Also, it was easy to do
asymmetry correction since broken bone and spicule were
easily moved as an operator'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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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동북아 인에 있어 넓고 돌출된 관골은 인상이 거칠

고 남성적으로 보여지며 또한 코가 상 적으로 낮게 보

여 중안면부를 더욱 편평해 보이게 한다.

이러한 미용적인 이유로 더 부드럽고 좁아보이게 하

기 위해 관골의 높이와 폭을 줄이는 축소술을 필요로

하는데 년1983 Onizuka1의 관골 연마술을 시작으로 관

골의 형태에 따라 관골 체부를 연마 하거나 여(burring)

러 가지 절골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2-5 기존

수술법들은 수술 시에 여러 가지 단점과 제한이 있다.

저자의 경험으로 기존 수술 중 관골 체부의 직선 절골

술은 특히 피부 및 연부주직이 얇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장시간이 경과한 후 특히 피부 및 연부조직이 얇은,

경우 관골 체부의 외면에 딱딱하고 기계적인 절골선이,

노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관골 절골 축소술 시에는 골의 불유합이

나 부정유합 술후 하방으로의 변위 등을 예방하기 위,

해 여러 가지의 판 보형물 또는 금속 철사 등을 이용,

고정하게 되는데 판을 이용한 경우 고정 과정은 판,

의 구부림 과 나사 고정(plate) (bending) drilling, (screw)

을 필요로 해서 전체 수술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케 하여 수술 후 더욱 심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때로는 만족스러운 절골 후에도 부적당한 구부림에 따

른 판과 나사고정의 힘으로 원치 않은 부위의 고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금속판과 철사는 수술 후 구,

적으로 체내에 남게 되어 환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수술

을 망설이게 한다.6

이에 저자들은 한국 광주 본원과 중국 병원에서 구강

내 절개를 이용한 관골체부의 불완전한 직각 절골술과

구렛나루 절개 창을 통한 관골궁 완전 절골술 및 관골궁

내측이동의 새로운 방법으로 고정이 없이 견고함을 얻

었고 짧은 수술시간으로 수술 후 부종감소 및 빠른 일상

복귀로 수술자 및 환자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II.

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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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분원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관골 축소술을 시

행한 명을 상으로 하 다 례의 경우 여성이었으76 . 74

며 연령은 평균 세27.5 (21 - 세 다 전 예에서 양측38 ) .

에 해 저자의 방법으로 절골술을 시행하 고 어느 정

도의 비 칭을 교정하기 위해 내측으로 관골 이동의 폭

은 저자의 주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또한 관.

골이 높은 곳에 해서는 높은 쪽에 해 그리고 체부가

과다하게 큰 경우 역시 관골체부에 해 연마를 절골술

전에 시행하 다 수술시기에 따라 관찰기간은 최소. 2

주부터 년이었다1 .

나 수술방법.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와 문진을 통한 환자의 얼굴에

한 본인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

우 단순 방사선 검사와 컴퓨터단층촬 을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계획을 세우고 얼굴에 디자인 한 후,

경비기관 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하에 각각의 절개

부위 및 관골 부위에 국소마취제 를 주사(2% lidocaine)

한 후 최소 분을 기다려 견치로부터 제 구치에 이10 2

르는 상치은 협부구 절개(upper gingivobuccal incision)

를 실시했고 관골 궁의 절골을 위해서는 반흔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한된 약 1 길이의 구렛나루 후방 절개cm

를 실시하 다 협부구 절개(posterior sideburn incision) .

후에 골막의 거상은 기존 수술방법들에 비해 상방에서

상악 관골 측하연 보다 약- 1 이상 거리를 두고 실시cm

하여 불필요한 협부지방 노출을 피했고 필요한 경우는

골막 거상을 하방으로 이동하여 협부지방을 고의로 노

출시켜 협부지방을 제거했다 골막거상 중에 술후 협부.

의 하수를 예방하기 위해 상악과 관골의 교근 기시부중

전동 톱 의 위치에 최소한으로 필요(reciprocating saw)

한 약 0.5 넓이를 골막 겸자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전cm

동 톱이 정확하게 위치하게 했다 구렛나루 후방 절개.

후에는 안면신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후방으로 연

부조직을 박리하고 골막 겸자 를 이(periosteum elevater)

용하여 관골궁을 노출시켰다.

먼저 표시된 등고선을 따라 높은 쪽과 관골 체부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골체부를 를 이용하여 연, bur

마를 시행하 다 절골술은 체부에 해 두 단계로 나뉘.

는데 처음 절골은 관골 전두돌기 와 관(frontal process)

골 측두돌기 가 만나는 상연 부위에서(temporal process)

안와연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전동 톱(reciprocating

을 동측의 구각 을 향해 관골 상악 지지saw) (oral angle) -

(zygomatico-maxillary buttress)에 해서 도 각을45

유지하며 관골 중심부까지 절골하고 두 번째 절골은 관

골 체부 측하 연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관골 상악 지지

에 도 각으로 전동 톱을 위치시키고 먼저의 절골선 하90



임홍철 등 고정이 필요없는 경첩형 관골 축소술:

방에 0.5 근접할 때까지 절골을 시행하 다cm (Fig. 1).

관골 궁에 한 절골 역시 두 단계로 나뉘어 구렛나루

후방 약 1 절개 창을 통해 시행하는데 이 때는 전동cm

톱의 진동에 의한 원하지 않는 체부의 완전골절을 예방

하기 위해 전동톱보다는 5 넓이의 절골을 도와mm

을 이용하여 궁에 해 도 각도로 절골술을 시mallet 90

행한다 처음 절골은 하악 측두 관절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전방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시행하

고 두 번째 절골은 같은 방법으로 약, 3 - 5 전방에mm

서 수직으로 시행하여 실제로는 약간의 골 손실이 발생

되면서 저절로 와 절골 도의 미는 힘에 의해 관골mallet

궁의 내측 이동 이 이루어진다 관골 궁의 내(infracture) .

측 이동 후에 양측 관골궁의 넓이를 확인 후에 많은 이

동이 더 필요한 경우는 끝이 무딘 기구를 이동된 관골

궁에 위치하고 로 더욱 힘을 전달하거나 피부외면mallet

에 손바닥을 위치한 후에 내측 방향 압력으로 더 많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 양측의 비 칭이 심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골 궁의 넓이에 차이가 심한 경우

는 절골된 골편의 내측 이동에 차이를 두어 교정했고,

다른 한편으로 체부에서 불균형이 심하다고 판단된 경

우는 연마에 차이를 두거나 체부의 두 단계 절골선의

방향을 더욱 내측으로 이동하여 교정하 다.

결 과III.

수술 후 례에서 기존의 골절수술이나 관골 축소 절6

골술처럼 연부조직 거상에 따른 일시적 이상감각을 호

소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호전되어 유의할 만한

감각 이상이나 신경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

협부의 하수나 전방 처짐도 없었으며 술전 비구순 주름

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일부 환자에서는 술중 의

도적인 협부 지방 노출과 제거로 오히려 비구순 주름이

호전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술식보다 유의한 차이로.

부종이 줄었는데 이는 기존의 수술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판 고정을 위한 판 의 구부림(plate)

나사 고정이 불필요한 짧은(bending), drilling, (screw)

수술시간 최장 시간 분 과 최소한의 연부조직 손상( 1 40 )

이라 사료된다 수술 례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4

관골체부의 완전골절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엔 특별한

고정을 하지 않았고 압박 드레싱을 일주일간 시행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매일 입의 개구운동을 제한을 두

고 증가시켰으며 례 전 경우에서 수술 후 별다른 호소4

와 특이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기 추적된 모든 예.

에서 수술 후 골편의 하방 전위는 단 례도 없었는데1

쐐기형 관골 체부의 불완전 절골 골절과 관골궁의 절골-

도를 이용한 절골로 절골 면의 골의 손실이 없어 절골

및 골절된 골편이 기존 고정판 사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이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Fig. 2).

고 찰IV.

일반인의 경우 방송이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유

명 연예인의 미를 원하고 부분의 시술자에 있어 한국

및 아시아 각 나라의 성형외과학의 기본이 서구의 책이

며 그에 따라 서구의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넓고

짧은 동양인의 얼굴을 가늘고 긴 서양인의 얼굴로 변화

하고 싶은 미의 흐름에 따라 안면 골격술들이 발달하여

왔다.

안면부 중에서 관골은 얼굴의 중간부에 위치하여 전

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코 및 눈 등의 기

관의 모양과 조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관골의 전방 돌출이나 측방 돌출을 감소시켜 보다

부드럽고 원만한 얼굴을 이룰 수 있다.

관골의 폭이나 높이를 조절하는 수술들은 크게 연마

만 시행하거나 관골에 해 삼각 절골술 및 절골된 골편

의 내측 이동 수술과 그 변형된 수술을 시행해 왔다 단.

순한 연마만으로는 넓이를 줄일 수 없고 기존의 부분

의 삼각 절골술은 고정이 필요하여 수술시간이 많이 소

요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서 이물삽입이라는 거부감을

유발하 다 그 외에 내고정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다른.

Fig. 1. Osteotomy site of zygoma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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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서 역시 양측 관골 모두 전동 톱을 사용함으로써

절골된 관골편의 움직임이 심하여 고정하지 않으면 시

술자의 입장에서 술후 절골된 골편의 하방 이동 등의

안전성에 불안할 수 있다.

또한 접근방법에 따라 관상 접근의(frontal coronary)

경우 많은 출혈과 장시간의 수술 그리고 탈모 등의 단,

점이 있으며 협부의 전방 처짐은 예방할 수 있지만 동시

에 치료가 필요한 깊은 비구순부 주름의 복합적인 개선

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전방 이.

개 절개나 구렛나루 절개는 단일한 구강 내 절개 수술에

비해 어느 정도 반흔의 위험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

시 하에서 절골된 골편의 내측 이동과 이동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부족한 교정 을(under correction)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연부조직 거상 면에 있어 기존의 고정이 필요한 수술

들은 교근의 기시부를 넓게 박리하는 것이 고정을 위한

좋은 시야 확보에 요구되었지만 불필요한 협부지방의

노출과 술후 협부 하수를 유발할 수 있어 저자들의 경우

측하연에서 시작하는 절골술의 전동 톱이 위치할 관골

의 1 근방의 기시부만 뭉툭한 가위나 전기 소작기cm

그리고 골막겸자를 이용하여 거상함으로써 술후 협부

하수를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의 관골 체부의 절.

골 형태는 직선이나 약간의 곡선의 경우 쐐기형에 비해

고정이 없다면 근육의 힘에 의한 골편의 하수의 위험이

높다 완전 절골에 비해 저자들의 술식인 불완전 절골은.

골편의 하수를 줄일 뿐 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빠른

골유합과 치유를 기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수술법 중에서 고정을 요하는 수술들은

몸에 잔존하는 금속성 이물에 한 환자의 거부감과

여러 형태의 판과 나사는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경

제적 부담이 전가되었다 이런 과거 수술 방식의 단점.

과 과거 골절 환자 치유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었는데 과거 술자의 골절 환자 치유경험에 따르

면 치유하지 않은 관골 삼각골절의 환자 중 분쇄골절

이 아니었던 경우 장기간 경과 후에 골 유합과 섬유성,

유합에 의해 원치 않은 위치로의 유합이긴 하지만 골

절편의 움직임이 없었던 점에 착안하여 환자의 치유과,

정 경험과 기존 수술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고려하 다 과거 성형외과 역.

에서 전동톱이 사용되기 전에 비해 전동톱의 발달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사용 여부에 따라 단점

이 될 수도 있는데 관골 절골 양측에 전동톱을 이용한

Fig. 2. (Above, left & right) Preoperative radiographics of waters and submentovertex view. (Below, left & right)
Postoperative radiographics of waters and submentovertex view.



임홍철 등 고정이 필요없는 경첩형 관골 축소술:

완전절골은 많은 골 손실에 따른 절골편의 심한 유동

성을 만들게 된다 기존의 많은 관골 축소술들은 관골.

체부와 궁부를 모두 전동 톱을 이용하여 절골한 결과

양측 절골 면에서 골의 손실이 있어 고정이 없이는 심

한 이동성이 있어 치료받지 못했던 관골 삼각골절 환

자의 자연치유 골 유합과 섬유성 유합 의(fibrous union)

방식 로 수술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쐐기형으로

골편의 하수를 예방하고 관골체부에서는 절골과 골절

을 이용 그리고 관골궁부에서는 골손실에 따른 간격을,

줄이기 위해 절골도를 이용하 다.

관골궁의 절골이 두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하지 않았고 골유합이 잘 되었으나 절골(Fig. 3),

된 골편의 장기간 추적관찰과 절골 및 골절 부위의 손

상 위험성 및 강도에 해서는 더욱 더 연구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술 직후 교근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로서 보툴리눔 독

소의 사용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V.

본 저자들은 기존 관골 축소술과 다르게 환자의 관

골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시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

는데 기존의 절골술보다 다른 형태의 관골체부에

해 직각의 형태로 전동 톱을 이용한 불완전 절골 골-

절술과 관골 궁에 해 구렛나루 절개를 통한 절골도

를 이용한 완전 절골술과 내측 골편 이동을 통해 관

골 축소술을 시행하 다 기존의 여타 수술에 비해 짧.

은 수술시간으로 수술 후 부종감소 및 빠른 일상생활

로의 복귀가 빨랐으며 정확하고 견고한 수술방법으,

로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었다 또한 수술자의 의도 로 절골과 골편의 이동.

이 이루어져서 비 칭 환자의 교정이 쉬웠으며 개월6

이상의 추적관찰 중 모든 례에서 별다른 합병증 후유,

증없이 술자와 환자들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Fig. 3. (Above, left & right) Postoperative 2 days radiographic view of zygoma reduction. (Below, left
& right) Postoperative 7 months radiographic view of zygoma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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