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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ateral cleft lip, a more severe form of cleft than unilateral cleft lip, involves
separation of the lip along philtral lines, isolating the central segment (prolabium).
Bilateral cleft lip may be either symmetrical or asymmetrical, in which case the cleft lip is
split more on one side than on the other. The cleft affects the obvious facial form as an
anatomic deformity and has functional consequences, affecting the child's ability to eat,
speak, hear, and breathe.
Although there would seem to be quite a variance in reported figures, ratios of 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have gone as high as 1:500 and as low as 1:1000. It is known
that less than 10% of cleft lips are bilateral. Although bilateral cleft lip is less common
than unilateral cleft lip, the deformity is more severe, and the reconstructive technique is
more complex.
Surgery is the only treatment necessary for patients with bilateral cleft lip. Accompanying
the evolution of surgical repair is the increasingly important role of orthodontic support
with early presurgical alveolar and nasal molding. Repositioning the maxillary and alveolar
segments into a more anatomic position allows the surgeon to repair the lip and associated
nasal deformity under more optimal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lated anatomy, presurgical management,
and surgical management of bilateral cleft lip.
Key Word: bilateral cleft lip

I. 서론

는 신생아 기형인 구순구개열은 구강악안면영역
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기형으로 알려져 있
다. 그 발생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나 인종 등

선천성 심장질환 다음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
구순구개 10:39~5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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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양한 보고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

완전한 구순열에서는 다소의 근육 섬유가 있으나

생아 750~1000명당 1명의 발생률을 나타낸다고

완전 구순열의 경우 근육 섬유없이 교원성 결합

알려져 있다. 서양인에서보다 동양인에서 좀더 높

조직(collagenous connective tissue)으로만 구성

은 발생률을 나타낸다. 이 중 양측성 구순열은 그

되어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인중(philtrum)과 큐피

양상이 복잡하여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일 수 있

드 궁(Cupidʼs bow)이 양측성 구순열에서는 존재

으며 완전, 불완전 양상을 포함하여 구순열만 있

하지 않는다. 상악치조궁에서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

는 경우에서부터 치조열 및 구개열까지 포함하는

는 전상악부는 서골-전상악봉합(vomeropremaxillary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편측성 구순열의 경우와

suture) 부위에서 앞쪽으로 5~8mm의 길이를 가

같이 상순 연조직의 봉합을 통하여 하순에 대한

지고 다양한 크기로 나타난다. 이는 비중격을 통

상순의 적절한 길이, 너비 및 돌출량을 얻어 심미

해 나비입천장동맥(sphenopalatine artery)의 가

적, 기능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 양측성 구순열

지인 뒤코중격가지(posterior septal branch)에 의

에서는 성공적인 외과적 수복을 위해 더 많은 고

하여 혈류공급을 받으며 상악골의 연속성 회복과

려사항과 함께 부가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

적절한 상, 하악교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개

으며 그 해결방법 또한 다양하다. 양측성 구순열

의 유전치를 포함하는 부분이지만 하나 혹은 두

에 대한 일차구순성형술 개개의 방법들은 각각의

개의 치아나 과잉치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

장, 단점을 가지며 어떠한 방법도 완벽한 것은 없

양측성 구순열에서 나타나는 비부변형은 전상

다. 술자의 선호도, 경험 등에 의해 선택된 술기

악부, 전순 및 상악분절(maxillary segment)의

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술되었는가에 따라 치료결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첨부는 평평하고

1-3)

과는 영향을 받게 된다

구순열에 의해 외측구순부와 비익 기저부(alar

.

base)가 외측으로 당겨짐에 따라 비익 기저부는

II. 양측성 구순열의 해부학
(The anatomy of bilateral cleft lip)

비정상적으로 넓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외각
(lateral crus)은 길고 내각(medial crus)은 짧은
외측 비익연골(lateral nasal cartilage) 하부의
변형을 초래한다.

치조열 및 구개열까지 동반한 양측성 구순열이
가장 흔한 형태로 완전, 불완전한 경우를 포함하

III. 양측성 구순열의 전반적인 치료

여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상

(Overall management of bilateral cleft lip)

순의 정중부에 위치하고 전상악부(premaxilla)와
비소주(columella)에

붙어있으며

외측구순분절

(lateral lip element)과는 떨어져 있어 반원형의

1. 외과적 처치의 목표

형태를 가지는 전순(prolabium)은 내측비돌기

구순열에 대한 외과적 처치가 혈류공급을 방해

(medial nasal process)를 통한 전두돌기(frontal
process)에서

기원하므로

하여 심한 반흔을 형성하고 상악골의 성장발육을

상악돌기(maxillary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장발육에 대한 정확한

process)에서 기원한 외측구순분절과는 발생학적

이해와 구순열 주위조직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으로 다르다. 전순은 전상악부의 돌출과 짧은 비

외과적 수술은 상악골의 성장을 정상으로 유도할

소주로 인해 비첨부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고 불

수도 있다. 양측성 구순열에서 일련의 처치는 상
40

구순구개열 Vol. 10, No. 1 2007

순의 심미적, 기능적 회복과 변형된 비부의 교정

법에 의해 일차구순성형술 전 어느 정도 처치되

및 전상악부의 올바른 상악치조궁내로의 위치를

어야 한다. 전상악부의 돌출은 구순열에 따른 연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양측성 구순열에 대한 외과

속적이지 못한 입둘레근의 비정상적인 근육력과

적 처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함께 양측성 구순열내에 위치한 혀의 미는 힘에

▶ 비구순부(nasolabial units)의 대칭성 형성

따라 서골-전상악봉합부위의 긴장과 골의 비정상

▶ 입둘레근(orbicularis oris muscle)의 연속

적인 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일차구순성형
술 후 창상이 벌어지거나 반흔이 넓어지고 비소

성과 함께 적절한 기능의 회복
▶ 수술에 따른 입술피부의 긴장을 피함

주가 짧아지므로 헤드기어, 탄력성 있는 압박띠

▶ 적절한 크기의 전순과 큐피드 궁 등을 포함

혹은 구강내 장치물의 사용 등과 같은 비외과적
방법을 통하여 일차구순성형술 전 처치할 수 있

하여 상순형태의 재형성
▶ 비익기저부를 포함하여 비부의 대칭성 회복

다. 탄력성 있는 압박띠는 돌출된 전상악부에 대

▶ 불필요한 외과적 박리를 피하여 적절한 상

해 구순유착술(lip adhesion)과 유사한 압력을 나
타내어 일차구순성형술시 수술부위의 긴장을 줄

악골의 성장을 도모

이는데 도움을 주며 구강내 상부자는 혀 접근을

▶ 가능한 적은 횟수의 수술을 통한 최상의 외

방지하고 수유를 용이하게 하며 외측 상악분절

과적 수복

(lateral maxillary segment)이 붕괴된 경우 좀
더 나은 위치로 유도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

2. 일차구순성형술 전 돌출된 전상악부의 처치

외과적 처치로 돌출된 전상악부가 만족할 만한

1) 일차구순성형술 전 돌출된 전상악부의 비외과

위치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외과적 처치방법을 고

적 처치

려하여야 한다4-6).

돌출된 전상악부는 외과적 혹은 비외과적인 방

그림 1. Lateral pressure from the external elastic band induces to retract of the premaxilla
with external elastic band. The traction is used continuously, except when feeding. If
retropositioning of the premaxilla has not been achieved, lip adhesion may be indicated.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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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A
그림 2. Intraoral appliance. Intraoral appliance expands the palatal shelves while
retracting the premaxillary segments.
미적,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구순유착술의

2) 일차구순성형술 전 돌출된 전상악부의 외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용될 경

적 처치

우 일차구순성형술시 사용될 수 있는 해부학

① 구순유착술(Lip adhesion)

적 지표를 구순유착술을 실시할 때 손상시키

전상악부의 돌출로 인하여 일차구순성형술시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7-9).

나타날 수 있는 상순의 과도한 긴장을 해소

② 외과적 재위치술(Surgical setback of the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순유

premaxilla)

착술은 치조열의 간격이 넓어 일차구순성형

일부 외과의는 일차구순성형술 전 서골-전

술의 성공적인 수복이 힘들 경우, 미리 접합

상악봉합부위 후방에서 4~5 mm 이하 크기

시켜 전상악부의 유리한 위치형성과 함께 변

의 서골절제 후 Kirschner 와이어를 이용

형된 상순 주위조직을 횡적으로 연결시켜 주

한 전상악부의 외과적 후퇴를 주장하였다.

는 이득까지 제공하는 술식이다. 구순유착술

그러나 와이어의 잘못된 위치로 인한 치배

은 편측성 혹은 양측성 완전 넓은 구순열을

의 손상과 함께 서골-전상악봉합부위의 손

불완전 구순열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술식으

상으로 중안모 발육장애를 야기하는 등 많

로 입둘레근의 방향을 횡적으로 재위치시켜

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현재 대부분의 외과

근육, 점막 및 피부의 접합을 이루게 한다.

의는 일차구순성형술 전 전상악부의 외과적

좁고 넓은 치조열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재위치술을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많으나 대개 1cm 이상의 간격일 경우 넓은
치조열로 간주하여 구순유착술을 실시할 수

3. 일차구순성형술의 수술 횟수

있으며 약 4~6개월 후 실시하는 일차구순성
형술을 간단하고 쉽게 하여 결론적으로 상순

양측성 구순열의 수술법으로 양측성 구순열을

의 외과적 수복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동시에 수술하는 1회 수술법(one-stage operation)

한 구순열의 임시적인 봉합방법이지만 환자

과 6~8주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2회

보호자의 마음을 다소나마 안심시켜 주는 심

수술법(two-stage operation)이 있는데 이의 선

리적인 효과까지 제공할 수 있다. 상순의 심

택은 외과의의 선호도와 숙련된 술기 등에 좌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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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Lip adhesion is a simple technique that converts a complete wide cleft of the lip
to an incomplete cleft in both unilateral and bilateral clefts. A; Before lip adhesion, B
and C; lip adhesion procedure, D; After lip adhesion and before primary cheiloplasty.

되나 구순열의 형태, 심화정도 및 전상악부의 돌

천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입둘레근의 연속성을 회

출정도, 위치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복시켜주는 것도 좋다10-12).

1) 1회 수술법(one-stage operation)

2) 2회 수술법(two-stage operation)

1회 수술법은 양측성 구순열이 대칭을 이루는

구순열의 양상이 비대칭적이고 전상악부의 돌

상황에서 전상악부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지 않고

출정도가 심하며 전순의 크기가 작을 경우 1회 수

형성될 상악치조궁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며

술법으로는 외과적으로 회복된 상순에 심한 긴장

전순의 크기가 적당할 경우 사용되는 술식이다.

이 형성되므로 2회 수술법이 유리하다고 할 수

대칭되며 균형된 상순을 형성하기에 유리하여 대

있다. 2회 수술법은 양측성 구순열을 편측성 구순

부분의 외과의는 양측성 구순열을 동시에 수술하

열로 전환시켜 좀 더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

는 1회 수술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상악골의 성장

고 편측수술 후 혈류공급의 증가로 전순의 크기

발육에 불리할 수가 있으며 상순 정중부의 적순

가 커지므로 6~8주 후 상순을 외과적으로 회복하

조직이 부족하여 휘파람 변형(whistle deformity)

기에 충분한 조직을 가지게 하며 구순점막과 상

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으므로 양측 외측부의

순의 정중부를 형성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장점

적순부를 당겨 정중부를 형성시켜주는 방법이 추

이 있다. 먼저 넓은 쪽의 구순열을 먼저 봉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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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측성 구순열의 수복에 이용되는 일차구순성
형술의 다양한 술식

데 처음에는 긴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충분히
부드러운 조직으로 된 후 반대편의 봉합을 실시
한다. Mishima 등13)은 1회 및 2회 수술법을 통한
일차구순성형술시 전상악부의 형태를 연구하였는

양측성 구순열의 일차구순성형술은 현재까지

데 1회 수술법을 통한 경우보다 2회 수술법을 통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어떠한 방법도 완벽

한 일차구순성형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외측 상

한 것은 없다. 그러나 모든 방법들은 성공적인 외

악분절의 내측 붕괴 경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과적 수복을 위하여 입둘레근의 해부학적 재위치

14)

Sumiya 등 은 완전 양측성 구순열의 1회 수술법

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비익 기저부에 부

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으로 짧은 소주, 불충분한

착되어 있는 입둘레근을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인중 형성 및 수평적, 수직적 상순 부족 가능성

잘 박리하여 본래의 수평적인 배열로 잘 위치시

등을 언급하며 2회 수술법을 강조하였는데 통상

키지 못한다면, 반흔 수축과 입술의 불균형을 초

적인 2회 수술법과는 달리 편측의 구순열을 외과

래할 것이고 상순의 적절한 움직임이 제한 받으

적으로 수복하면서 반대편 구순열도 불완전 형태

며, 결론적으로 상순의 성장 발육은 심하게 방해

로 만들고 난 후, 약 6개월 후 반대편 불완전 구

받을 것이다.

순열을 외과적으로 수복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림 4. Milard repair with banked fork flaps. Dissection and realignment of the orbicularis
oris muscle in bilateral cleft lip repair is very important. After meticulous repositioning of the
lip muscle fibers, lip function and expression seem to be within normal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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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ilard repair for correction of bilateral cleft lip.

1) Veau II (1931) - Barsky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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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chester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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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ack (1984, 1985)

A

B

C

46

구순구개열 Vol. 10, No. 1 2007

D

E

F

5) Bauer-Trusler-Tondra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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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nniso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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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llard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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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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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 Wynn (1960)

B

A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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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ulliken (1985)

A

B

C

10) Noordhoff (1986)

A

B

D

E

C

F

11) Min (McComb 2-stage, 1975, 199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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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koog (1965)

A

B

C

5. 양측성 구순열의 수복 후 나타나는 이차적 변형

는데 이는 일차구순성형술 때 부적절한 입둘레근
의 수복 혹은 상악에서부터 불충분한 근육박리가

의 외과적 교정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점막하 절개를 통한

양측성 구순열의 일차구순성형술 후 나타나는

V-Y 전진법을 주로 이용된다.

이차적 변형은 상순 반흔, 휘파람 변형, 짧고 팽
팽한

상순,

긴

입술,

근육

2) 근육 분리(muscular diastasis)

분리(muscular

diastasis), 짧은 비소주 및 구강-비강 누공 등으

일차구순성형술시 입둘레근을 주행방향으로 봉

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차적 기형에 대한 적절한

합하지 못해 주로 비공저 하방에 근육이 뭉친 형

수복을 위해서는 심미적인 면과 함께 기능적인

태로 나타나거나 상순 양측부 근육의 두께가 차

면을 관찰하여 문제요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가 나게 된다. 수술반흔의 교정과 더불어 입둘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합당한 외과적 치료계획이

레근을 비공저 하방에서 잘 박리하여 본래의 주

수립되어야 한다. 즉 입술의 길이, 큐피드 궁과

행방향으로 봉합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는 상순거

입술의 형태, 대칭적인 구순점막경계와 비공저의

근이 입둘레근의 심부에 정지하여 입둘레근을 수

대칭성 및 동적인 면에서의 입둘레근의 기능 관찰

평으로 재배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때는 상순거근을 부분적으로 절제하여 입둘레근

이차구순비성형술(secondary cheilorhinoplasty)

의 수평방향으로의 배열을 용이하게 한다.

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3) 짧고 팽팽한 상순

없으며 기형의 정도, 환자의 나이, 요구도 및 심리

일차구순성형술시 상순의 지나친 절제로 인하

적인 면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나 차단 교정

여 조직이 부족하여 짧고 팽팽한 상순이 나타날

치료를 시행하며 구개인두부전증이 있을 경우 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적으로 Abbe 피판을

를 교정하는 취학 전 시기를 일반적으로 추천한다.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Abbe 피판은 하구순

1) 휘파람 변형

동맥을

포함하며

홍순부를

기초로

한

경

적순부 중앙부위의 점막과 근육조직이 부족할

(vermilion-based pedicle)을 가진 전층하순피판

경우 상순의 휘파람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 입술

으로 큐피드 궁의 모양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하

을 오므렸을 때 근육조직이 부족한 부위는 수축

순 정중부에서 피판을 형성하여 상순 정중부에

이 되지 않으며 외측부 근육이 볼록하게 나타나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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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histle deformity can be corrected with V-Y advancement flap.

그림 7. Orbicularis oris diastasis. The fibers of orbicularis oris are redirected and introduced
into the prolabial segment in which muscle is sparse or absent.

그림 8. Orbicularis oris abnormality with lip scar. Secondary scar revision and reorientation of
orbicularis oris muscl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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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짧은 비소주

prolabial flap)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 비익 내측

양측성 구순열의 일차구순성형술 후 나타나는

연의 절개와 함께 전순부 상방 피부에 절개를 하

비변형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Milard 법에

는 방법으로 상순, 비소주 및 비부 피부를 비교적

의하여 일차구순성형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저장

광범위하게 박리하여 하측부 연골(lower lateral

되어있던 양측의 피부 피판을 이용할 수 있다. 상

cartilages)을 노출시킨다. 비부 첨부가 적절하게

순의 반흔에서 비익기저부 일부조직을 쐐기 모양

형성되도록 하측부 연골을 봉합하고 전순부 상방

으로 절제 후 형성된 양측의 피판으로 V-Y 전진

피부 피판은 비소주 부위로 연장되게 V-Y 전진

법을 이용하여 비소주를 길게 해준다(Cronin

법을 응용하여 봉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소주

method). 이 방법은 부가적으로 넓은 비익저를

의 길이 연장 효과 뿐 아니라, 비첨부 돌출효과,

모아주는 효과까지 나타낸다.

상순 정중부의 길이 연장 효과, 대칭적인 비공의
크기 및 비익 기저부 벌어짐을 줄일 수 있는 효

그러나 이론적으로 양측성 구순열의 일차구순

과까지 획득할 수 있다.

성형술 후 나타나는 짧은 비소주의 가장 만족할
만한

해결방법은

정중부

전순

피판(midline

그림 9. Abbe flap for correction of constricted tight upper lip.

그림 10. Bilateral Cronin advancement flaps for columella lengthening. A Incisions produce
the bipedicle flaps and half-thickness alar wedge excisions and V-excisions in scars of the
upper lip. The flaps are advanced in the nostril floor to elongate the colum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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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idline prolabial flap for columellar lengthening.

그림 12. Midline prolabial flap for columellar l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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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순열의 치료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
(Current trends in repairing of
bilateral cleft lip)

2. 일차구순비성형술(Primary cheilorhinoplasty,
Primary cleft lip nose correction)
전통적으로는 일차구순성형술시 비 기저부는
교정되나 비부 자체의 변형 교정은 그리 추천되

1. 수술 전 비치조 정형(Presurgical nasoalveolar
molding)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차구순성형술시 술전

일반적으로 탄력성 있는 압박붕대나 구강내 장

수술기법으로 비부의 변형을 동시에 교정해 주는

비치조 정형을 이용하고 수술시 엄격히 제한된

치를 일차구순성형술 전 적용하여 돌출된 전상악

것이 보고되고 있다18-20). 비부의 대칭성을 조기

부의 후퇴와 같은 정형적 치료효과와 함께 수유

에 이루고, 비소주의 길이를 연장하며 비부의 하

등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

외측 연골을 어느 정도 돌출시켜 비부의 좋은 모

강내 장치를 비부 부위까지 확대시킨 장치를 이

양을 조기에 이루는 것이다. 성장 발육에 대한 장

용하여 본연의 목적과 함께 비연골의 함몰방지

기간의 추시 관찰이 필요하지만 술전 비치조 정
형치료가 잘 되었다면 일차구순성형술시 비부의

15-17)

및 비소주의 길이연장 효과를 제공한다

.

동시교정은 많은 장점을 가진 술식이 될 수 있을

유아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에스테로겐과 하이

것으로 사료된다.

알 유로닌 산으로 인하여 연골이 부드럽고 유연
하여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쉽게 정형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차구순성
형술시 비부 변형을 함께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
며 추시 관찰동안에도 비부의 형태가 좋게 유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14).

Waterʼs
View

Lateral View

그림 13. Presurgical nasoalveolar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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