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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역에서 다시 그 꽃을 피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
프란트의 발전으로 인하여 임프란트 식립을 위한 악

임프란트의 시술이 보편화되고 많은 임상적 결과들이

골 및 치조골의 재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골신

보고되면서, 임프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장술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식립되는 치조골이 이상적인 보철물의 위치에 충분한

수직 치조골 신장술은 1996년 Block2) 등은 개의 하

골질과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

악골에 4개의 임프란트를 삽입한 다음 골유착이 일어

건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골의 유도재

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치유기간을 허용한 후

생, 이종골, 혹은 자가골 이식 등의 여러 가지 치조골

palatal expansion시 사용되는 device를 이용하여 치

형성 술식이 발달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성공율이 보

조골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보고하였고, Chin과 Toth3)

고된 것에 힘입어, 이상적인 치조골을 형성한 후에 임

는 threaded pin을 이용하여 사람에서 치조골의 수직

프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직

적인 신장을 유도한 증례를 소개한 이래, 최근에는 다

임프란트의 일반적인 시술에서 보편화되지는 않았지

양한 치조골 신장 장치들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많은

만, 골신장술을 이용한 치조골의 재건은 10년 전부터

실험적, 임상적 연구들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

시도되어 많은 성공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Tranposrt distraction osteogenesis는 골조직을 수평

골신장술은 Codivilla(1905)에 의해 하지의 길이를

적으로 이동시켜 골 재건을 하는 술식으로 처음에는

늘이는데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거의 잊혀지고 있

주로 장골의 골재건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하악골의

다가, 1960년대 말 러시아의 의사 Ilizarov에 의해 생

재건을 위해 구강악안면영역에서 사용이 되어 왔다.4)

물학적인 기초와 임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두개

치조골의 재건을 위해서는 cleft alveolus 환자들의 넓

안면영역(craniofacial region)에서는 McCarthy1) 에

은 결손부의 골재건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5-7)

의해 반안면왜소증에 처음으로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본 증례는 총상에 의한 상하악 골결손부를 수평이동

그러나, 부족한 골을 늘여서 새로운 골을 확보한다는

골신장술을 이용하여 치조궁을 재건하고, 재건된 골

획기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재발이나 안면

조직에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은 환

의 반흔 등 합병증으로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

자이다.

는 것이 아니었다. 두개안면영역에서는 성형외과의사
에 의한 하악골신장술이 한계를 보여, 기대되었던 것

II. 환자 및 방법

과는 달리 임상에서 널리 적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골신장술이 악골의 재건이나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적

환자는 23세 남자환자로 내원 1년 전 총상에 의한 상

용이 되면서, 오히려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치과

하악 결손으로 기관절개술 및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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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을 시행하였으나, 이식골의 괴사를 주소로 서울대

방부 치조골의 결손과 비구강누공을 보이는 상태였다.

학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였다. 총탄은 하악을 관

좌측 구치부의 치열은 반대교합을 보이고 있었다.

통하여 상악 전방부를 지나 코를 통과하였으며, 안면
외부는 치유되어 반흥을 보이고 있었다. 안모사진에서

상악 수술

코 부위의 조직 결손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 하악의 전

일차 수술에서 상악골의 골신장과 하악의 괴사된 이
식장골을 제거하였다. 상악 협점막의 전정부에 수평
으로 절개선을 디자인하고, 골전단 부위를 수직으로
saw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osteotome을 이용하여 골
편을 분리하였다. 우측은 Zurich Pediatric Ramus
Y-shaped (KLS Martin,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좌측은 Track 1plus (KLS Martin, Germany)를 사용
하였다. 하악은 괴사된 장골을 제거하고, 재건 금속

Fig. 1. 초진시 방사선 사진

Fig.2. 초진시 구강내 사진. 치조골의 결손과 연조직의 결손을
관찰할 수 있다. 상악의 경우 비구강 누공이 형성되어 있다.

판을 이용하여 재건하였다.

Fig.3. 상악의 수술 사진. 상악에 골신장기를 삽입하고,
하악의 골괴사된 이식골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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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신장
술 후 1주일 동안 잠복기를 기다린 후 하루 1mm를
두번에 나누어 신장기를 환자가 작동하였다. 골신장
기 동안에 구강내로 작동기(distraction rod)로 인한
점막의 자극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골편에 대한 통증
은 적었다. 두 개의 골편이 만나는 위치에서 전기소작
기를 이용하여 점막을 제거하였고, 골신장이 완료된
이후 구강내로 노출된 부위를 절단하여 점막에 대한
자극을 제거하였다.
하악수술
하악의 골신장술은 상악 수술 2 개월 후에 시행하였
다. 상악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골신장기는
Zurich Pediatric Ramus Y-shaped (KLS Martin,
Germany)를 사용하였다.

Fig. 4. 하악골의 골신장기 삽입 수술 사진. 상악의 경우.

임프란트 식립술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하악수술 6개월 이후에 골신
장기를 제거하고, 임프란트를 식립하였다. 상하악의
골편이 만나는 부위에 신생골 연결부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악의 경우 견치와에서의 골신장은
단면의 형태 상 신생골도 얇은 부위를 보이고 있어 하
악지에서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Fig. 5. 상하악의 골신장기를 제거하고 임프란트를 식립하
기 전의 사진, 중간의 골접촉부위에서는 골융합이 일어나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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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임프란트의 2차수술을 시행하였고, 4개월

osteogenesis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 사용되

후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었듯이 양측에서 골신장이 일어나 중간에서 압축에
의한 골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trifocal distractioncompression osteogenesis라고 표현할 수 있다.

Fig. 7. Bifocal distraction-compression osteogenesis.

Fig. 6. 임프란트 보철물을 제작한 후 구강내 사진.

III. 고찰
골결손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연속성을

Fig. 8. Trifocal distraction-compression osteogenesis.

가지지 못하는 골의 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골편이동
골신장술(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의 방

이동 골편이 반대편 골에 도달하게 되면 압축력이 작

법이 이용되어져 왔다. Ilizarov에 의해 골신장술의 초

용되어 두개의 골연이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기부터 소개되어져 온 방법으로 외상, 암 절제술 등

다. 두 개의 골편이 만나는 부위는 압력이 작용하여

이후에 장골(long bone)에서 결손부를 처치하는 방

중간에 개제되어 있는 연조직이 퇴화되기도 하지만,

8, 9)

법으로 소개되었다.

골편이동 골신장술은 크게는

중간의 연도직을 제거하여 골융합이 잘 일어나도록

monofocal, bifocal, trifocal distraction osteogenesis

하기도 한다. Docking site에서의 골생성은 주로

로 구분할 수 있다. Monofocal의 경우 압축력이 작용

endochondral bone formation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

하든 신장력이 작용하든 하나의 지점에서 골 생성이

로 보고되었다.10) 본 증례에서도 골편이 중간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monofocal compression

나 이어지는 골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골

osteogenesis, monofocal distraction osteogenesis

접촉면적의 일부분에서 골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

로 나눌 수 있다. Biofocal은 압축과 신장이 이루어지

단하여볼 때, 골융합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는 것으로 bifocal distraction-compression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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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의 비연속적인 결손의 대표적인 예로는 치조열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에서 찾을 수 있다. 치조열의 경우 결손부가 적을
경우에는 골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을 재건할 수 있지
만, 결손부가 클 경우에는 골이식만으로는 만족할만
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그것은 결손부가 치조골 뿐
아니라 이식골을 피개할 수 있는 연조직의 결손을 같
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조직의 결손을
동반한 넓은 치조골의 결손부에서는 골신장술을 통한
연조직의 재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골이식술의 경우
이식골의 흡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골신
장술은 연조직이 골편에 붙어 있어 혈류공급을 하기
때문에 술 후 골흡수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치열궁은 U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골

Fig. 9. The regenerated alveolar ridge became narrow
during the distraction

판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복잡한 형태의 치조골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동골판이 치열궁의 형태를 따라서 이동하더라도 재

V. 결론

생되는 골 조직은 골편의 시작과 끝점을 잇는 직선형
태의 신생골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선

저자 등은 총상에 의한 상하악의 치조골과 연조직의

형태의 치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결손을 보이는 환자에서 골편이동 골신장술

사항들이 많게 된다. 본 증례에서는 거의 본래 치조제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을 이용하여 상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재건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

하악 치조골의 재건과 임프란트 식립을 하여 임상적

으며, 이것은 골편이동 골신장술과 함께 시행된 교정

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치료에 의한 치조골의 molding effect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생골의 골질은 임프란트를 식립하기에 적합한 정도
의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 Chiapasco에 의하면, 골신
장술에 의해 생성된 골은 임프란트를 식립하기에 충
분한 강도와 양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식립된 임프
란트의 생존율도 자연 골에 식립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11) 골편의 이동한 방향으로 치조골이 생성되
는 양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동골편의 절단면 형태
로 생성되어 canine fossa 같은 곳에서는 fossa같이
치조정아래 형성이 되어 추후에 veneer bone graft
를 시행해야 했다. 또한 이동거리가 길어질 수록 신생
골의 폭경도 좁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이동양이 많
을 경우 수평적인 폭경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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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veolar bone regeneration with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 A case report
Jun-Young Paeng*, Myung-Jin Kim**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is widely applied for the reconstruction of alveolar bone defect. This report
presents the alveolar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for the maxilla and mandibular gunshot defects with orthodontic
teeth alignment and implant installation.
Materials and Methods: A 20 years old man was referred to our department with a complaint of maxilla and mandibular
defect who had tried to commit a suicide with riffle 1 year before. However, the patient injured only his anterior part of
the face. The anterior part of the maxilla and mandible was reconstructed with alveolar transport distraction from the
both posterior alveolar bone. The teeth on the transported bone were aligned with orthodontic tooth movement during
the consolidation period. After 3 months consolidation period, implants were installed with the device removed
simultaneously.
Results: The regenerated bone had good quality except the diminished width. The docking site was found to be
connected with new bone at the time of implant installation. The prosthodontic restoration was satisfactory. This report
shows the clinically successful result of reconstruction of large alveolar gunshot defects with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Key words: Distraction osteogenesis, Dental implant, Alveolar bone re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