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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Goldenhar Syndrome 환자의 Tessier 두개안면개열 분류
7번 측방개열의 외과적 교정: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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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har syndrome is a disease that caused by affected structures induced by the first
and second bronchial arch. It is characterized by various clinical symptoms such as ocular
abnormality, external auditory canal stenosis, ear tag, mandibular dysplasia, and spinal
abnormality. Since the fusion of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processes is also affected,
lateral cleft at commissure of mouth appears commonly. According to Tessier's craniofacial
cleft classification in 1976, lateral cleft at commissure of mouth corresponds to Tessier No.
7 classification, characterized by philtrum displacement due to non-union and improper
development of muscles around the mouth. There is no definite time for the treatment of
these patients with facial anomalies, but it is necessary to perform surgical correction at the
appropriate time considering the functional and social aspects of the patient. Patients with
Goldenhar syndrome are often accompanied by other systemic disease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perform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after evaluate the systemic conditions
of the patient. There are few surgical methods to correction Tessier No. 7 facial clefts, but
the gold standard is not established. In this case, surgical correction of lateral cleft was
performed using simple suture method based on reorientation of orbicularis oris muscle,
where reorientation of zygomaticus major muscle and risorius muscle. Triangular abundant
skin of mouth commissure was rotated to intraoral side and used appropriately to closure.
After the operation, the patient’s symmetry of the lip was recovered, and the functional
recovery of the orbicularis oris muscle was achieved.
Key Words: Goldenhar syndrome; Tessier No.7 cleft; Lateral cleft; Macrostomia

서론
1952년 Goldenhar에 의해 처음 보고된 Goldenhar
syndrome은 안구이상, 외이도협착, 부이, 하악 발육부전,
척추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며, 얼굴귓바퀴척추

증후군(Oculo-Auriculo-Vertebra syndrome, OAVS)이
라고도 불린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형은 몸의 한 쪽에
만 나타나지만, 10-33%의 환자들은 몸의 양쪽에서 기형이
나타나며,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1-3
Goldenhar syndrome 환자들의 기형은 첫번째 및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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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아가미궁에 의해 유래되는 구조물들이 영향을 받아

가진 Goldenhar syndrome 환자의 외과적 교정에 대한

유발되며, 첫번째 아가미궁에서 발생하는 상악돌기와 하

것으로서, 임상적 진단 및 그 치료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악돌기의 유합 역시 영향을 받으므로, 이로 인해 구각부위

한다.

4-7

측방개열이 흔히 관찰된다.

1976년 Tessier에 의해 발표된 두개안면개열의 분류에
따르면, 구각부 측방개열은 Tessier 분류 7번에 해당하며,
구각부에서 이주를 잇는 선을 따라 횡으로 주행하는 불완
8-11

전열이다.

Goldenhar syndrome 환자의 구강 주위 근

육의 부적절한 발달 및 불유합에 의해 비롯된 측방개열로
4,5,8,10,12

증례보고
1. 환자

안면비대칭 및 부정교합으로 인한 음식 섭취 장애, 부정

확한 발음을 주소로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 당시 생
후 5세 6개월된 여환으로, 개구장애, 좌측 구각부 측방개

대구증이 유발된다.

측방개열로 인해 발생한 대구증 환자에서 불완전한 구

열 및 그로 인한 대구증, 전이부 연골 과증식 및 이주의 형

륜근환이 관찰되며, 측방개열과 평행한 근육 띠가 존재한

태 이상, 좁은 외이도, 척추측만증 등의 임상 소견이 관찰

다. 측방개열이 발생한 쪽에서 상순쪽 구륜근은 관골근과

되었다. 방사선 사진 상에서 우측 과두와 하악체의 단절 및

만나서 연결되며, 하순쪽 구륜근은 소근과 만나서 연결되

좌측 과두와 하악지의 열성장, 척추측만증이 관찰되었다

어 근육주행을 이루며, 이로 인해 인중이 이환측으로 변위

(Figure 1). 다른 전신 병리적 소견은 없었으며, 가족력 조

된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측방개열의 외과적

사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이러한 소견들을 종

교정술 시행 시 이러한 해부학적 변이를 이해하고, 이를 정

합하여 Goldenhar syndrome으로 진단하였고, 구강악안

상 구조로 회복시켜 주어야만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

면외과적인 수술을 계획하였다. 환자의 주소인 안면비대

8,10,11,13,14

능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증례는 Tessier 두개안면개열 분류 7번 측방개열을

칭 및 부정교합의 원인이 하악 우측 단절로 인한 하악체의
우측 변위로 인한 것이라 판단, 5세 8개월 경에 늑연골을

Figure 1. Clinical and radiological photographs at first visit. The patient has macrostomia due to left facial cleft,
preauricular cartilage hyperplagia (ear tags), tragus abnormaly, and narrow external auditory meatus. We found
disconnection of the right condyle and mandible, hypoplasia of left ramus and condyle, scoliosis from radiological
examination. Based on these comprehensive symptoms,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Goldenhar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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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 immediately before surgical correction of lateral facial cleft. Three months after right mandibular
condyle reconstruction with costal cartilage. Improving the trismus, surgical correction of lateral facial cleft was planned.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orbicularis oris muscle ring and the action of the zygomaticus muscle and risorius muscle,
labial tissue including philtrum was deviated to cleft side. Because of cleft, the patient cannot pronounce properly and
has difficulty in chewing and swallowing.

사용한 우측 하악과두 재건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을 박리하였다(Figure 3D). 노출된 상순 및 하순 측방의 구

그 이후 개구장애 및 하악 변위가 어느정도 해소되어 5세

륜근막을 절제한 뒤, 상순측 구륜근과 관골근의 접합부를

11개월 경에 좌측 구각부 안면개열의 외과적 교정술을 시

분리하고 하순측 구륜근과 소근의 접합부을 분리하여, 양

행하였다.

측 구륜근을 서로 봉합하여 불완전한 구륜근의 연속성을

2. 술식

회복시켜주었다(Figure 3E, 3F). 그 이후 안면쪽의 결합조
직층을 우선 봉합하고, 마지막으로 피부층을 봉합하였다

수술 시작에 앞서 이상적인 구순 형태 재건 및 구륜근의

(Figure 3G, 3H, 3I). W-plasty 등 다양한 방법의 피판 설

기능 회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계측을 시행하였다(Figure

계 방법이 존재하나, 본 증례의 환자는 상순부와 하순부의

3A). 상순 정중점을 기준으로 측방개열이 없는 우측 구순

길이 차이가 거의 없어 단순 봉합으로 마무리하였다.

접합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28 mm였고, 동일한 길

안면부 결합조직층 및 피부층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수

이만큼의 지점을 상순 좌측 vermilion border 상에 표시

술 처음에 거상시킨 삼각형의 피판을 구강 내측으로 전위

하였다. 하순에서도 상순과 동일하게 하순 홍순구의 정중

시키면서 Dog-ear가 발생하였고(Figure 3J), 직선교정

점을 기준으로 우측 구순접합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뒤,

법을 사용하여 Dog-ear를 해소한 뒤(Figure 3K, 3L) 구

동일한 길이만큼의 지점을 하순 좌측 vermilion border

강 내 봉합을 하여 수술을 마무리하였다(Figure 3M, 3N,

상에 표시하였다(Figure 3B).

3O).

이후 좌측 상순에 표시된 지점 - 측방개열의 꼭지점 좌측 하순에 표시된 지점을 잇는 선을 따라 따라 절개선
을 형성하였다(Figure 3C). 결합조직층까지 절개를 가한
뒤 삼각형의 피판을 거상함과 동시에 결합조직과 근육층

3. 결과

환자가 수술 전 대구증으로 인한 구강습관을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 후 3일간 교정용 고무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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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rgical correction of
lateral facial cleft. Before the
surgery (A) and measurement
of the upper and lower lip for
recovering symmetricity (B).
Incision was done based on
measurement and skin flap was
elevated (C). Identifying the
orbicularis oris muscles and then
separated from zygomaticus
muscle and risorius muscle (D).
Suturing the upper and lower
segments for achieve integrity
of orbicularis oris muscle (E, F).
Extraoral skin suture was done
(G, H, I, J). Triangular skin flap
elevated first was repositioned to
intraoral side (K) and eliminate
Dog-ear with straight line
correction method (L). After the
surgery (M, N, O).

용하여 악간고정 하였다. 그 이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환자 교육을 실시한 뒤 악간고정을 풀었으며,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수술 부위에 외력을 가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술 후 3일에 퇴원하였고, 술 후 2주되는 시점에 구외 봉

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5).
향후 장기간에 걸친 경과 관찰을 요하며, 성장이 완료된
후에도 안면비대칭 및 부정교합이 남아있을 경우 교정치
료 및 악교정수술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합사를 제거하였다.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 중으로 감염

이다.

이나 안면개열의 재발 등 기타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관찰

고찰

되지 않았고, 구외 반흔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심미적이
고 기능적인 외형 회복이 이루어졌다. 또한 구륜근의 완전
성이 회복되어 발음 개선 및 저작 능률 향상 등의 기능적

Goldenhar syndrome은 그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밝

회복이 이루어졌고, 술 전에 이환측 구륜근의 기능부전으

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유전형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

로 동측 변위되어 있던 인중이 술 후 구륜근환의 기능 회복

정한다. 다양한 유전자들의 상호작용 및 화학물질 등의 외

을 통해 안면 정중선쪽으로 재위치되어 심미성 향상에 기

부 인자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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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our months after surgical correction of lateral facial cleft. The symmetry of the upper and lower lips was
recovered and by achieving of completeness of orbicularis oris, the philtrum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face.

Figure 5. Eight months after surgical correction of lateral facial cleft. There was no post-operative infection or recurrence
of complication, no scar seen with the naked eye and the symmetry of the lips was retained during closing and opening
of the mouth.

상 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해 기초하여 진단한다.2,3

청, 외이도 및 귀의 모양 이상

Goldenhar syndrome의 임상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항
목들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개 복합적으로 발견

2. 경부: 새열누공, 물갈퀴목, 경추융합, 흉쇄유돌근 기
형

4,5

된다.

1. 귀: 전이부 피부 및 연골의 과성장, 청력 소실 또는 난

3. 흉곽: 척추갈림증, 배꼽 탈장, 서혜부 탈장, 복직근 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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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 안내각상 주름, 상/하안검 결손, 안구유피낭, 유루
증, 미세안염

자의 기형 형태뿐만 아니라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각
각의 증례에 맞는 적절한 치료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환자

5. 두개 안면: 관골 및 상하악 형성부전, 측두하악관절

가 호소하는 불편감에만 국한되어 치료를 하기보다는 포

형성부전, 구순구개열, 측방개열 및 그로 인한 대구증, 안

괄적인 안목으로 환자의 전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면비대칭 및 안면근육 발달부전

이며, 그에 맞춰 세부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

6. 등: 모소낭 오목, 척추후측만증

직하다. 환자가 처음 내원하였을 때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7. 손: 다지증, 측만지증, 일자손금

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 문제점들을 목록화하고, 우선 순

8. 골격: 척추 유합, 반척추뼈

위를 결정하여 환자 맞춤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2-5

9. 심혈관계: 심근비대, 심방중격 결손증, 심실중격 결손
증, 팔로4징후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환자가 호소한 안면비대칭 및
부정교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 구강악안면부위에 흔히 관찰되는

Goldenhar syndrome으로 발생한 여러가지 장애들을 목

것이 측방개열에 의한 대구증이다. 발생 과정에서 첫번째

록화하였고, 그 중에서 개구장애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

아가미궁에서 유래하는 상악돌기 및 하악돌기가 서로 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늑연골을 사용한

합되어 서로 상호작용하여 구강 및 그 주위 구조물을 형성

우측 과두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구장애를 해

하게 되는데, 이 때 유합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 두 구

소함과 동시에 환자의 주소인 안면비대칭을 동시에 완화

조물 간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상악 및 하악의 비정상 발

하였고, 그 이후 발음, 저작, 연하 장애의 개선을 위해 측방

육이 초래되고 안면근육을 비롯한 기타 조직의 형성부전

개열의 외과적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구륜근의 연속성 및

1,6,8,12

으로 인해 측방개열이 발생된다.

구순의 좌우 대칭을 회복시켜 환자의 심미적 문제를 해결

측방개열 환자들에서 구륜근의 연속성이 파괴되어 있으
며, 이는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발음 및 연하 등의 기

하였으며, 발음이 새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저
작 시에 타액 등이 흘러내리는 문제 역시 해소되었다.

능적인 문제로도 귀결된다. 따라서 구각부 측방개열의 외

향후 장기간에 걸친 추적검사를 통해 상기 환자의 예후

과적 교정 시 환자의 심미성 개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

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앞서 언급된 측방개열의

10,11,15

며, 기능적인 부분도 역시 같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외과적 교정술에 추천되는 치료시기보다 훨씬 늦은 시기

1965년에 발표된 Grabb의 연구에 따르면 측방개열을

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술후 결과가 양호

가진 환자는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외과적 교정

한 것으로 미루어, 정형화된 치료가 아닌 환자 개인에 맞춤

술을 시행할 것을 추천한다. 이는 환자의 영양 섭취를 원

화된 치료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6

활히 하고 발성 장애를 예방하며 심미 개선을 위함이다.

이다. 또한 조기 수술을 시행할 시 반흔에 의한 성장가능성

Kaplan도 대구증 환자의 조기 외과적 교정을 제안하였는

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처음 내

데, 이는 구륜근환의 온전성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여 괄약

원하였을 때 Grabb이 제시한 치료시기보다 지연된 상황

근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아 발음, 저작, 운동 등의 정상적인

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하는 반흔조직에 의한 성장 억

10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제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순 및 주위 조직

하지만 측방개열을 가진 환자가 드물기 때문에 최적의

이 성장한 상태였기때문에 정확한 계측 및 작도가 가능하

치료 시기 및 수술방법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없는 실정이

였고, 결과적으로 더욱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했을 것이라

며, 또한 Goldenhar syndrome 환자는 여러 전신질환을

생각한다.

동반하는 증후군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결론

치료 시기에 외과적 교정술보다 우선시되는 다른 의과적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Goldenhar syndrome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질환

본 증례에서는 Goldenhar syndrome 환자의 측방개열

을 동반한 희귀두개안면열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는 환

에 대한 외과적 교정술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구순접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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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발 방지 및 부족한 연조직의 보강을 위해 Z 성형술
또는 W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하나, 본 증례에서는 연조직
이 충분하였고 환자의 성장이 어느정도 진행된 점을 고려
하여 Z 성형술이나 W 성형술 대신 반흔이 가장 적게 남는
단순봉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구륜
근의 reorientation이다. 상하 구륜근의 정교한 연결을 통
한 구륜근환의 완전성 회복과 더불어, 이에 대한 광대근 및
소근의 연결이 중요하다.8-11,13-17 Goldenhar syndrome
및 측방개열 환자의 낮은 발생률로 인해 최적의 치료시기
및 치료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지만, 환자의 현 상태
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의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
여 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한다면 보다 우수한 결
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례의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하면 최적
의 치료 시기 및 단계별 접근법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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