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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두개인면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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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craniofacial cleft is reported to be 10-34 / 100,000 live birth of human. This case repor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ssier classification number 0, 5, 7, and 14 craniofacial deft patients. Given 

the rarity and unique nature of the clinical expression of each of the craniofacial clefts, the treatment plans can 

not be standardized but must be based on the individual assessment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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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른

두개안면 파열 (craniofacial cleft) 은 두개와 안면 

부위의 파열을 의미하며, 임상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Kawamotou 와 Ortiz Monasterio 등2어 의 

연구에 의 하면 deft 환자 1000명 당 두개 안면 파열환 

자의 발생빈도는 10-34명 정도이며, 정상아동 10만명 

당 1 명꼴로 발생 한다고 하였다3,’4,.

두개안면 파열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분류법들 

이 사용되고 있으나5으 ® Tessier 분류법7’ 이 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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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분류법은 두개안면 파열에 

관련된 구조나 파열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며 파열 

의 발생 병 인론을 설 명하는 것이 어 렵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으나, 골격 기형과 임상 소견의 설명이 쉽다 

는 장점을 가진다고4).

Tessier 분류법은 안와를 중심으로 하반구 0번에서 

상반구 14번까지 분류된다. 8번을 경계로 하여 하반 

구에 존재하는 0번에서 7번까지의 파열은 안면 파열 

(facial cleft) 을 나타내고, 상반구에 존재하는 9번에 

서 14번까지의 파열은 두개 부위로 연장된 파열 

(cranial cleft) 을 나타낸다7, (Fig. 1).

Tessier 분류법에 따른 발생빈도는 0번 (27%), 7번 

(14%), 14번 (10%) 순으로 많았고 5번 (0.3%) 이 가장 

적었다3.

Fig. 1 Tessier classification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0번, 5번, 7 

번, 14번 두개안면 파열 환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증례

1. 0번두개안면파열

환자는 5세 0개월 된 남자로 상악 정중부의 치아 

상실과 치조골 파열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생후 5 

개월에 구순열 수술과 1세에 구개열 수술을 받은 병 

력을 가지고 있었다.

안모 소견에서 상순과 비부의 정중선 기형, 즉 낮 

은 비 첨과 넓은 비 익 (dorsum of nose), 상순 정중부 

의 봉합 반흔 및 양안 격리증 (hypertelorbitism) 을 

보였다 (Fig. 2). 14번 파열과 0번 파열이 함께 나타날 

경우 중앙부 조직의 발육저하 (hypoplasia) 에 의한 

holoprosencephaly 가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골 (ethmoid) 결손에 의한 hypoteleorbitism 이 나 

타날 수도 있다“.

구강내 소견에서 순소대 (labial frenum)의 증대, 

상악 좌우측 유중절치와 전상악골 (premaxilla)의 결 

손, 결손부에 인접한 양측 상악골의 상방 경사 

(cephalad cant of the midline of the maxilla) 를 보였 

다 (Fig. 2). 전상악골의 파열은 이차구개까지 침범할 

수 있으며, 이 환자의 경우 생후 1세에 구개 열 수술을 

받은 병 력을 가지고 있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소견에서 상악 좌 • 우측 중 

절치와 전상악골의 결손을 확인할 수 있고 (Fig. 3), 

후전방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상에서 상악골 정중부 

의 0번 파열, 양측 상악골의 상방경사 및 넓어진 비중 

격과 비골을 볼 수 있다 (Fig. 4).

이 환자는 가철식 교정장치를 사용하여 상악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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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t initial visit of #1 craniofacial cleft

Fig. 3 Panoramic radiograph at initial visit of #1 craniofacial c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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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시행한 후 (Fig. 5), 상악골 정중부에 골이식 

술을 받았으며 술후 3,11개월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 양측 상악골의 연결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Fig. 

6). 현재 face mask를 사용하여 상악골 전방 견인 중 

이다 (Fig. 7).

2. 5번두개안면파열

환자는 3세 3개월된 남자로 상악 우측 유견치와 제 

1유구치 사이의 치조골 파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모 사진에서 5번 두개 안면 파열의 봉합 반흔이 우 

측 구각부 (oral commissure) 내측에서 기시하여 뺨 

을 지나 하안검 (lower eyelid) 의 중앙과 외측 1/3부 

위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Fig. 8). 우측 안와의 

외측1/3이 침범되어 우측 안구가 상악동 쪽으로 처

Fig. 4 PA cephalometric radiograph at initial visit 

of #1 craniofacial cleft 

져 좌측 안구에 비해 수직 높이 차이 (vertical orbital 

dystropia) 를 보였다 (Fig. 8). 경우에 따라 소안구증 

(microphthalmia) 이 발생할 수도 있다3)/0. 구강내 소 

견에서 유견치와 제1유구치 사이의 치조골 파열을 

보였으나 (Fig. 8), 유치와 영구계승치는 모두 존재하 

였다 (Fig. 9).

5번 두개안면 파열은 견치 후방에서 시작하여 하 

안와공 (infraorbital foramen) 의 외측을 지나는데 비 

해, 4번 두개 안면 파열은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서 시 

작하여 하안와공의 내측을 지나 하안검 (lower 

eyelid) 의 내측 1/3부위 에 정지한다 (Fig. 10).

5번 두개안면 파열의 연조직 결손은 입과 하안검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므로 국소변위 피판을 사용 

하여 교정한다. 이 때 vermilion-cutaneous border와 

eye lid margin의 배 열에 주의해야 한다. 그 후 골 결 

손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와저 재건과 상악골 전벽 재 

건 및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다. 2000년 7월에 안와 

저의 onlay graft를 시행하였으며, 술후 2년 10개월 

된 방사선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식된 골 조직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Fig. 11). 상악우측 소구치의 치 

근 발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치조골 이식을 시 

행하기로 하였다.

3. 양측성7번두개안면파열

환자는 1세 7개월된 남아로 하악 후퇴와 양측성 구 

각부 파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모사진을 보면 양 

측 구각부의 파열 봉합 반흔과 하악의 심한 후퇴 및 

열성장을 볼 수 있다 (Fig. 12). 연조직 기형은 

macrostomia 나 preauricular skin tag 과 같은 미 약한 

형태에서 완전한 파열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그 

외 에도 이환 측의 혀, 연구개 및 저작근의 발육부전, 

이하선 (parotid gland) 과 그 도관(duct) 의 발육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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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of #1 craniofacial cleft after maxillary expansion and before iliac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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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xillary occlusal x-ray views of iliac bone grafted area of #1 craniofacial cleft. A. Before iliac bone 

graft, B, After iliac bone graft 3 months, C. After iliac bone graft 11 months

Fig. 7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of maxillary protraction using face mask of #1 c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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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of #5 craniofacial cleft

Fig. 9 X-ray of #5 craniofacial cleft area at initi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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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4 and #5 craniofacial clefts. #5 cleft 

begins closer to the oral commissure, crosses the 

prem이ar area, trails lateral to the infraorbital 

foramen, and ends lateral 1/3 portion of orbital 

floor. #4 cleft begins lateral to the Cupid's bow 

and between lateral incisor and canine, trails 

medial to the infraorbital foramen, and ends medial 

1/3 portion of orbital floor.

이나 결손, 삼차신경과 안면신경 마비, 외이와 중이 

소골 (middle ear ossicle) 이상에 의한 청력 소실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차0.

골격이상도 관골과 하악골의 발육부전이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Fig. 13). 관골과 측두골의 발 

달저하와 함께 관골궁 (zygomatic arch)의 결손 및 안 

와의 하방 변위가 동반될 수도 있다. 하악골의 발육 

부전은 단순히 하악과두가 평편해지는 형태 이상에 

서 하악과두와 하악지의 완전한 결손까지 보일 수 있 

다3),4). 편측성일 경우 반안면왜소증 (hemifacial 

microsomia), 양측성일 경우 Goldenhar's syndrome, 

Treacher Collins syndrome 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편측성일 경우 교합평면은 이환 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가끔 상악결절과 익돌판(pterygoid plate) 사이 

의 열개 (fissure) 가 상악 구치까지 연장되 어 상악골 

의 최후방 구치부위에서 치조골 파열이 관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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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of #7 craniofacial cleft

Fig. 13 Hypoplasia of the zygoma and the 

mandible of #7 craniofacial c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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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anorama radiograph at initial visit of #7 craniofacial cleft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보면 양측 관골궁이 결 

손된 것을 볼 수 있고 관골궁의 잔재로 보이는 조직 

안에 상악 과잉 치배가 존재하고 있다 (Fig. 14). 하악 

골은 근돌기 (coronoid process) 가 결손되어 있다 

(Fig. 14). 측모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에서 심한 소악 

증 (micrognathia)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

7번 두개안면 파열의 치료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단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전체 하악지가 결손된 

경우에는 약 6세 경 에 하악 과두와 상행 하악지를 재 

건하기 위해 costochondral graft를 시행할 수 있다. 

골신장술 (distraction osteogenesis) 은 하악지가 어 

느 정도존재하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이10’.

외이를 costochondral graft로 재건하는 단계는 약 

6세 경에 시작된다. 악골의 성장 완료후 남아있는 악 

골의 기형을 고치기 위하여 Le Fort I 골절단술, 양측 

성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및 이부성형술을 시행 

할 수 있다. 연조직 재건은 골격적인 기초가 재건된 

후로 연기되는 것이 좋다.

4. 14번두개안면파열

환자는 3세 0개월된 남아로 두개부의 기형과 양안 

격 리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모 사진상에서 정중 

선을 따라 과잉 조직이 존재하는 fronto-nasal 

dysplasia 를 보이 며 corrugated bifid nose, 양안격 리 

증의 소견도보인다 (Fig. 16).

구강내 소견은 정상이 었다 (Fig. 16). 이 환자는 일 

란성 쌍생 아 (monozygotic twin) 이 며 정상적 인 쌍생 

아의 안모 소견과 비교해 볼 때 양안격 리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Fig. 17).

14번 두개안면 파열은 0번 두개안면 파열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과잉이나 결핍도 존재할 수 

있다. 정중부 조직과잉 기형의 예로서 frontonasal 

dysplasia 이나 frontonasal encephalocele 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측 안각사이의 거리, 안와간 간 

격과 crista galli 가 길어진다. 그러나 frontonasal 

encephalocele에서는 비골과 상악의 frontona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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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Lateral cephalomtric radiographs at initial 

visit of #7 craniofa이al cleft

Fig. 16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of #14 

craniofacial cleft

Fig. 17 Facial photograph of normal monozygotic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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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부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안와간 간격은 정 

상일 수 있으므로 양안격 리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3),4).

정중부 조직 저형성 기형으로 holoprosencephalic 

malformation 을 들 수 있다8으11’. Cyclopia, 

ethmocephaly, cebocephaly부터 median cleft lip 등 

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hypotelorbitism이 보일 

것이다3“.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치아의 수나 발육상태 

는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다 (Fig. 18). 측모 두부계측

Fig. 18 Panoramic radiograph at initial visit of #14 craniofacial cleft

Fig. 19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 at initial 

visit of #14 craniofacial cleft

Fig. 20 PA cephalometric radiograph at initial visit 

of #14 craniofacial c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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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진 상에서 nasion이 불명확하며 (Fig. 19), 

후전방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상에서 양 안와의 측방 

변위로 인한 양안격리증과 crista gali의 widening으 

로 보이는 소견을 볼 수 있다 (Fig. 20). 10번에세4 

번 두개안면 파열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처치법의 

종류는 대부분 안와간 거 리 증대 정도와 안와의 수직 

높이 차이 (vertical dystropia) 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 

다. 일반적으로 안와간 거리와 수직적 차이가 증가할 

수록 두개내 접근 (intracranial approach) 가 필요하 

다고 알려져 있다必 이 환자에서 양안격 리증을 해소 

하기 위하여 sunglass osteotomy를 시행하였는데, 이 

후 수술부위의 감염이 일어나 전두골 (frontal bone) 

을 제거하였다.

III. 결론

눈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한 기 

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연조직과 골격의 수술시기는 

안면부의 성장 발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단 

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골조직의 적절한 지지없 

이 파열부의 연조직 수술을 시행할 경우, 파열부 골 

격의 분리를 영속화하고 안면골격의 변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이른 시기에 파열부에 대한 골 

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은 상악골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안면부 상 

부 (cranio-orbitozygomatic region) 의 수술은 5-6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상하악골의 수술 

은 사춘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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