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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has been introduced recently to correct skeletal malformations

and discrepancies in the maxillofacial area. To reconstruct 3-dimensitonal mandibular shape, this

transport distraction can be considered with the use of reconstruction plate.

A 23-years-old male having unilateral mandibular body and angle defects, who had been operated

of partial mandibular resection due to unicystic ameloblastoma, was treated by transport distraction

procedures with ThreadLock transport distractor� (KLS Martin Co., Germany) through the rail of

reconstruction plate (Osteomed Co., USA). After being distracted 35 mm defect from mandibular

angle to body, and consolidated for 16 weeks, allogenic bone graft on docking site was performed

with removal of transgingival pin. 

For more than 13 weeks follow up period after consolidation period, gradual increase of radiopacity

in the radiographic examination was shown, and the curved mandibular continuity according to the

reconstruction plate was made firmly.  

These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in the mandible was able to be considered as the good and

minimally invasive technique for the reconstruction of mandibular discontinuity. Young patient was

also very satisfactory for these results.

Key words: Mandible reconstruction, Reconstruction plate, ThreadLock transport distractor�,

Transport distraction oste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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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골신장술은 1951년 러시아의 정형외

과 의사인 Ilizarov가 자체 고안한 장치를 이용하여 사지 신

장 및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를 한 이후 구강악안면 역에

도 많이 적용되어 왔다. 그 후 Snyder 등은 1973년 성견

하악골의 신장술을 보고하 고, 1992년 McCarthy가 반안

면왜소증 (hemifacial microsomia) 환자에서 구강외 신장

기 장착을 보고한 바 있었다1-3). 하악골편을 인위적으로 만

들어서 전이시키는 하악골편 전이 골신장술 (transport

distraction)은 1990년 Constantino 등이 성견 하악골의

2.5 cm 결손부를 두골편 전이술 (bifocal transport)로 시

행하여 3년 경과시 77%의 정상골이 형성되었음을 보고한

이래로 1998년 Oda 등의 골결합부 (docking site)의 골이

식 필요성을 강조하 고, 최근 2007년 Takenobu 등이 다

방낭종성 법랑아세포종 (multiple-cystic ameloblastoma)

로 하악절제술을 시행한 19세 남자 환자에서 85 mm의 하

악골 결손부를 2개의 구강내 신장기를 이용하여 재건가능

함4-6)을 보고한 것과 같이 최근 들어 임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술식이다. 

이러한 하악골편 전이 골신장술에서는 여러 악골 신장기

형태중에서 3차원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골신장을 도모하

기 위해 재건용 금속판을 이용해서 하악골편의 일부가 신장

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자 등은 상실된 하

악 우각부를 원래의 형태로 재건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개되

었던 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하악 상행지 전방에 골절단술을

시행하여 전이 골편이 후방에서 전방의 하악골의 이부쪽으

로 골접합선 (osteosyntheses line)을 따라 신생골이 신장

되도록 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저자 등은 단방성 법랑아세포종 (unicystic

ameloblastoma)으로 편측 하악골을 절제한 20 남자 환

자에서 재건용 금속판을 이용하여 하악골의 외형 형태에 맞

추어 하악골편 전이 골신장술을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최

근 보고된 여러 국외 문헌들을 고찰하며 얻은 지식들을 정

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좌측 구강내 잇몸 부종을 주소로 내원한 23세 남자 환자

는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좌측 하악골 부위에 5.5 × 3.0

cm 크기의 제1소구치에서 하악지 전방에 이르는 방사선 투

과성의 병소가 관찰되어 연이은 조직검사 결과 단방성 법랑

아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 (Fig. 1-A). 환자는 전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으며 특별한 의학적, 치과적 병력이 없었기에

전신마취를 위한 술전 검사후 악하 접근법을 통해 부분 하

악골절제술 (partial mandibulectomy)을 시행하고 재건

용 금속판 (Reconstruction plate�, Osteomed Co.,

USA)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재건하 다 (Fig. 1-B). 

수술후 1년 경과후 특별히 병소가 재발되지는 않았으나

전방에 고정한 재건용 금속판의 일부가 안면 피부 하방으로

많이 촉진되었고 자칫 노출될 상태에 직면하여 나사선고정

전이 골신장기 (Threadlock transport distractor�,

Martin Co., Germany)를 이용한 하악골의 연속성 회복을

계획하 다. 환자는 젊고 건강한 20 남자여서 공여부 불

편감을 우려하여 비골 (fibula)을 이용한 미세혈관수술을

꺼려하 으며 기타 다른 골피판술 (osseous flap)을 이용한

재건술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새로운 기법의 전이 골신장술

을 이용한 재건술에 해 많은 관심을 보 고, 무엇보다도

Fig. 1.
A. Panoramic radiograph showing a large radiolucent lesion on the left mandibular angle

area 
B. Panoramic radiograph showing the mandibular continuity reconstruction state with

reconstruction plate after partial mandibul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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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추가 수술이 아닌 해당부위만을 수술하는 것에 해

만족감을 표시하 기에 저자 등은 보다 적은 부담감으로 수

술을 준비할 수 있었다. 결손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3

차원 컴퓨터 단층촬 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상을 얻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조형모형 (Rapid Prototyping

Model, Simplant Co., Korea)을 제작하여 이 모델을

이용하여 골신장기를 이용한 모의수술을 진행하 다

(Fig. 2). 

1년전 전신마취하의 하악골절제술 당시 악성 고열증

(malignant hyperthermia) 증상이 의심되었었기에 의식

하 진정마취 (conscious sedation)하에 구강외 접근을 이

용하여 골신장기의 장착을 시행하 다. 변형 악하부 절개선

(Modified submandibular incision)을 이용하여 하악골

의 골막에 접근한 후 골막을 박리하고, 이전의 재건용 금속

판을 제거한 후 미리 모의수술에서 시도하 었던 새로운 재

건용 금속판과 골신장기의 복합체를 하악골 결손부에 적합

시켰다. 2.7 × 5.0mm 나사선 고정 스크류를 이용하 으

며 Fig. 3에서와 같이 Mesh Panel은 하악골의 해부학적

형태에 맞추어 적합시키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었고,

attachment Arm은 이동하는 골편의 벡터를 고려하여 적

절히 형태를 변형시켰다. 골신장기의 본체를 변형할 경우

골신장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으며, 골신장기만 금속판에서 제거한 후 골절단술을 시행

하 다. 골절단술은 남아있는 하악지 전방부위를 이용하여

형성하 으며, 설측의 골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다. 전이될 골편을 형성한 후 골신장기를 의도하 던 원

래 위치에 재장착하고 골신장기의 전이 골편이 움직이는지

를 확인하고 5회 이상 핀을 회전시켜서 전이골편의 움직임

이 원할한지를 동시에 확인하 다. 

골신장기 장착 후 7일간의 잠복기 (latency period)를 거

친 후 25일간 하루 2회 0.5mm씩 신장시키고, 이후 9일간

은 하루 2회 0.25mm씩 신장시켰으며, 이 후 21일간은 하

Fig. 2. Adaptation state with the complex mixture of transport distractor and reconstruction
plate in the individual patient’s RP model
A. Lateral view     B. Inferior view

Fig. 3. Intraoperative view of transport distractor application state 
A. Confirmation of distractor direction and amount after 4 turn’s activation 
B. Final applica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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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noramic radiograph showing distraction and consolidation state according to 
A. Immediate postoperative state B. Fully distracted state
C. 4 week state after full distraction D. 8 week state after full distraction
E. 16 week state after full distraction F. 20 week state after full distraction
G. Allogenic bone graft state in the docking site and removal of transmucosal pin
H. 12 week state after docking sit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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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1회 0.25mm씩 신장시켰다. 신장시키는 시술은 환자가

젊고 골신장기에 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환자가

직접 시도하도록 하 으며 1주일마다 내원하게 하여 신장

상태를 확인하 다. 최종적인 전체 신장 기간은 55일 이었

고 신장시킨 속도와 횟수만으로 산출한 신장기에서의 신장

량은 34.75mm 다. 

전이된 골편이 전방 하악골 결손부의 후방부에 도달한 것

은 방사선 사진과 임상적인 뻣뻣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4-B), 이 후 점막을 관통하는 신장기 핀을 레진과 강

선을 이용하여 하악 전치부에 고정시켰다 (Fig. 4-C). 이

후1개월 간격으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으로 확인하면서 골

형성 및 골경화 양상을 관찰하 는데 (Fig. 4-D, E, F),

16주 경의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의 후방 상행지와 유사한

정도의 방사선 불투과성을 관찰할 수 있었기에 4개월간의

골경화 기간을 가지도록 하 다. 

전이된 골편의 접합부 (docking site)를 완성하기 위해

국소마취하에 접근하여 점막관통 핀을 제거하고 접합부에

는 동종골인 Regenaform� (Exactech Co., USA) 1 cc를

이식하여 작은 골결손부위의 연속성을 최종적으로 회복하

다 (Fig. 4-G). 골이식 당시 전이된 골편부의 골화 양상

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골막을 박리하고 온전한 골의 형태

가 느껴질 정도로 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골이식3

개월 후 이식골 부위의 방사선 불투과성이 증가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Fig. 4-H), 향후 수개월내에 골신장기의

제거와 함께 결손부의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물의 장착시 악

골이 기능적으로 하중에 점전적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

합 하중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현재는 환자의 개인적인 사

정상 좀더 기다리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이다. 

Ⅲ. 고 찰

단방성 법랑아세포종은 1977년 Robinson 및 Martinez

등이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다른 법랑아세포종

종류에 비해 재발률이 적음을 보고하면서 그룹화한 질환으

로 주로 하악구치부에 호발하며 매복된 치아와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치료법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최소한 국소절제술 (local enucleation)이

나 소파술 (curettage)을 시행하여야 하며 본 증례와 같이

인접치아를 흡수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에서는 약간

의 안전선 (safety margin)을 포함하여 필요하면 부분 하

악골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7,8). 본 증례

에서는 병소가 협측 및 설측으로 많이 진행되어 잔존골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으며, 하치조신경도 포함하면서 제2 구

치를 하방으로 어내는 양상의 상당히 침식적인 양상을 보

기에 국소절제술이나 소파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최 한 치아보존을 위해서 제

1소구치의 원심면 치근부를 병소와 분리시키면서 보존하

고 매복되어 있던 제2 구치 및 제3 구치는 모두 병소와

같이 제거하 다.  

악골내 병소의 제거 후 악골 결손부위에 한 재건을 위하

여 기존의 자가골 이식술은 공여부위에 한 추가적 술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침습적인 술식이라고 할 수 있다.

Haluk 등은 총 11명의 환자에서 하악골에 발생한 법랑아

세포종의 치료에 있어서 하악골의 편측 절제 후 자가 비골

피판 이식술 및 장골 피판 이식술을 시행하 으며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 다9-12). 본

증례에서는 추가적인 공여부에 한 수술 없이 골신장기를

이용하여 결손부위에 인접한 골을 이식하여 광범위한 악골

결손부를 재건하 는데, 이는 젊고 건강한 환자에게서 공여

부를 위한 인위적인 골 결손부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의

식하 진정마취 하에서 시술이 가능하여 환자에게 주는 부담

이 적었다.  

골신장술은 1951년 Ilizarov가 사지 신장을 위해 사용한

이후, 1927년 Rosenthal의 하악골에 처음 적용한 보고가

있었으며, Snyder 등이 1973년 성견 하악골의 신장술도

보고하 으나, 1992년 McCarthy 등이 반안면왜소증

(hemifacial microsomia) 환자에게 구강외 신장기를 통해

하악골을 신장시킨 것을 처음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보고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부분 사용되어지는 하악골

신장술의 프로토콜은 부분 이 McCarthy의 보고 이후 발

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하악골의 곡선형 형태를 재현

하는 신장술에 한 것은 해결할 수 없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1990년 Constantino 등이 성견 하악골의 2.5 cm 결손

부를 두골편 전이술 (bifocal transport)로 시행하여 3년

경과시 77%의 정상골이 형성되었음을 보고하 고, 1997

년 Sawaki 등이 구강저 종양을 제거한 후 하악골 이부를

신장술로 해결한 것을 보고한 이래로 하악골편 전이 골신장

Fig. 5. Schematic explanation of ThreadLock transport
distractor�(Martin Co., Germany)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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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한 여러 문헌들이 보고되었고, 1998년 Oda 등은 골

결합부 (docking site)의 골이식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최근 2006년 Li 등이 4마리의 원숭이에게서 시행한 세

골편 전이술 의 만족할 만한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동물실험 및 임상적 증례에서 시도되어 왔다1-3,13).

이러한 전이골편 신장술은 결손부를 채우기 위해 실활골

(living bone)을 이동시켜서 골결손부를 막아주고 반 로 신

장술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새로운 신생골을 형성하는 원리

를 이용하는 것으로 1989년 Aronson 등에 의해 정형외과

역에서 보고된 이후, 두개골 결손부 (calvarial defects)에

의 적용, 부분 상악골 절제술 (partial maxillectomy)에서

응용 및 하악골에서도 많은 보고가 있어왔다14-16). 

하악골편 전이 골신장술을 위하여 본 증례에서 사용한 골

신장기 (ThreadLock Transport Distractor�, Martin

Co., Germany)는 두 개의 0.6 mm 두께의 Mesh panel

과 중앙의 신장장치 (distraction device) 및 한번 회전시

0.5mm씩 신장되는 유동성이 있는 신장핀 (flexible dis-

traction rod)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착 팔 (attachment

arm)과 부착 스크류 (attachment screw)에 의해 재건용

금속판에 부착된다 (Fig. 5)17). 말단부 신장판 (terminal

distractor plate)은 재건용 금속판과 함께 고정된 원래 골

편에 부착되고, 전이 신장판 (transport distractor plate)

은 전이골편 (transport disc)에 부착되어 골신장시 전이골

편은 재건용 금속판의 형태에 따라 미리 3차원적인 형태로

방향을 설정한 중앙 신장 장치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독일

마틴사에서는 자사 제품인 Threadlock reconstruction

plate�에 맞도록 전이 골신장기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추천

하고 있으나, 저자 등이 확인해본 결과 본 증례에서 사용한

미국 오스테오메드사의 재건용 금속판에도 미리 캐스팅이

나 추가적인 부착 기술 없이 부착 팔에 연결되는 스크류를

통하여 장착하고 고정할 수 있었기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오스테오메드사의 재건용 금속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가능

한 반드시 Fig. 2와 같이 신속조형모델에 맞추어서 적합성

을 확인하고 전이골편의 전진해 나갈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차원 구조를 이용한 하악골 전이 골신장술은 기본적으로

Fig. 6-A와 같이 구강외 장치로 고안되고 계획되어 왔다.

구강외 장치로 고안하면 결손된 하악골의 정확한 3차원적

재건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Fig. 6-B), 수

술후 반흔형성과 구강외로 장착된 장치에 의한 환자들의 불

편감등의 단점이 보다 클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

되지 않는다. 이에 구강내 전이 골신장기는 Spagnoli 등에

의해 기존의 상악골 신장기와 유사한 모형이 고안되었으나

하악골의 편측 골결손부 재건시 하악 이부에서 전이된 전이

골편이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하악 우각부위의 정확한 구조

를 형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재건용 금속

판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여서 하악골의 3차원적 형태의 재

현이나 연속성 회복에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Adamo

등은 처음으로 재건용 금속판에 부착하여 금속판을 이용한

신장술을 시도하 으며 Fig. 7과 같은 장치를 고안한 바 있

었다17). 

이후 Fig. 8 등과 같이 여러 선학과 마틴사의 제조 노력으

로 여러 다양한 구조의 하악골 전이 골신장기에 한 형태

가 변화해 왔으며, 2004년 Herford 등은 3환자의 증례에

서 금속판 유도 골신장기 (PGD, Plate-guided distrac-

tor)를 사용하 음을 보고하기에 이르 다18). 그러나, 이 때

에도 부착팔 부분이 고정용 금속판에 고정되어서 전이 골편

이 부착팔을 따라 이동할 때 부착팔이 악골의 고정용 금속

Fig. 6.
A. Representative view of extraoral transport distractor
B. Vector control and distracton amount consideration

in the extraoral transport distractor

Fig. 7. Design of Adamo’s transport mandibular distrac-
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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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ous designs of transport mandibular distractor devices.

Fig. 9. Schematic drawing of our presented transported distraction mechanisms
A. Basic osseosynthesis trajectory lines in the mandible
B. Needed state of mandibular reconstruction after partial mandibulectomy
C. A portion of ascending ramus can be transported from posterior to anterior direction
D. Transport distraction can be made according to osteosynthesis trajector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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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신생골편에 한 안정성이 부족

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졌으며, 이에 한 개선 방안으로 본

증례에서 사용한 신장기와 같이 부착팔이 고정골편 부위에

서만 악골 고정용 금속판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전이 골편이

부착팔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부착팔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아 신생 골편에 신장력 이외의 악골의 만곡에 따른 측방

력이 최소화되어 안정성을 증가시킨 장치가 소개되었다. 또

한, 이 신장기를 사용함으로서 전이 골편이 미리 설정한 부

착팔의 위치를 따라 이동함으로서 3차원적인 하악골의 형

태를 최 한 재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최근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실된 치아의 수복이 확산되면

서 골신장술을 통해 위축된 치조골을 수직으로 신장하는 술

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치조골에 한 수직골 신장은

악골내 작은 범위에 국한되어 주로 10 mm 전후의 신장량

을 얻을 수 있어 왔다19). 본 증례에서는 편측 하악골 절제로

인해 결손된 광범위한 하악골에 골신장술을 적용하여 35

mm 이상의 하악골체 신생골을 얻었는데, 하악골 재건을

위한 구강내 장치로 현재까지 어떤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

한지에 해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을 수 있으나, 이전

의 수술이나 외상에 의한 하악골의 광범위한 결손부위에

해 골신장술을 적용할 경우 하악골의 3차원적인 형태를 재

건하기 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연스런 하악골의 3

차원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건후 사용하는 재건

용 금속판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전이 골편의 벡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까지 고안된 여러 장치 중에서 가장 우

수하고 사료된다. 

골신장술은 골의 점진적인 이동과 재형성의 과정을 통하

여 골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술식으로 골에 가해진 힘은 주

변 연조직에도 장력을 발휘하여 골의 길이 증가와 함께 주

위의 연조직 길이도 늘어나게 되며 이를 Ilizalov는“the

law of tension-stress”으로 설명하 다1,2). 골신장술의 술

식과정은 골절단술 (osteotomy), 잠복기 (latency peri-

od), 신연기 (distraction period), 경화기 (consolidation

period), 개조기 (remodeling period)로 시행된다. 골절단

술시에는 설측의 골막 박리를 최소화하여 골절편에 혈류를

최 한 보존하여 골괴사를 방지하 다. 본 증례에서는 7일

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55일간의 신연기를 거쳤다. 신연

기 동안의 골반응은 골기질 내의 세포수준의 변형에 한

생물학적인 반응이며, 이는 골모세포에 한 긴장 (strain-

ing of osteoblast)이 주된 역할을 한다. 골신연은 불연속적

인 연장 (discontinuous elongation)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골형성시 골에 가해지는 긴장의 정도가 골형성에 주된

조절인자로 여겨진다. 전체 신장량은 34.75 mm 으나 이

는 속도와 횟수만으로 산출한 신장량으로 35 mm 정도의

결손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계산적인 신장량보다

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골결손부보다 최소 3.0

mm 내지 5.0 mm 이상의 신장량을 가질 수 있는 신장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에 40 mm 길이의 신장기를

선택하 다. 골신연시에 일정한 긴장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앞서 증례보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연량 및 주기를 조

절하 는데, 저자등이 현재까지 상악골, 치조골 및 기타 하

악골의 신장술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초기 신장시는

혈행 유지와 보존 등을 위해 기존의 프로토콜 및 신장기 제

조회사의 방침을 따라 하루에 1.0 mm 씩 신장시키고 전체

예상한 길이의 1/2 내지 2/3 이상 신장시킨 후에는 좀더 적

은 신장량을 가지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접합부에 접촉시키

기 위한 신장시에는 더 적은 신장량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

한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기에, 이번 증례에서도 처음 25

일간은 0.5mm씩 하루 2회 신장시키고, 이후 9일간은

0.25mm씩 하루 2회 및, 이 후 21일간은 0.25mm씩 하루

에 1회 신장시킴으로서 변화된 신장 속도와 횟수로 최 의

골경화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 다. 

저자 등은 전이 골편이 하악골의 외형을 따라가며 환자의

술전 하악골의 형태를 재건하기 위해 신속조형모형 상에서

모의수술을 통해 재건용 금속판을 미리 구부려서 형태를 제

작한 재건용 금속판을 이용하 으며, 전이 골편이 재건용

금속판의 내부를 따라 주행하여 재건용 금속판을 따라 신장

되어 가도록 하 다 (Fig. 2). 상실된 하악 우각부를 원래의

형태로 재건하기 위하여 하악 상행지 전방에 골절단술을 시

행하여 전이 골편이 후방에서 상방으로 향하여 골접합선

(osteosyntheses line)을 따라 신생골이 형성되도록 하

다 (Fig. 10)20). 즉, 전이된 골편의 골생성 능력은 Moss의

기능적 기질 (functional matrix) 이론21)에 부합하는 것과

같이 연골이 골화되며 진행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2005년 Whitesides 등은 세 개의 두골편 전이 (bifocal

transport) 골신장술을 시행하여 하악골체에서 후방으로

신장시켜서 신장되는 하악골의 충분한 높이와 폭경을 얻을

수 있다고 하 고22), 2007년 Takenobu 등은 다방낭종성

법랑아세포종 (multiple-cystic ameloblastoma)로 하악절

제술을 시행한 19세 남자 환자에서 85 mm의 큰 하악골 결

손부를 재건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동

시에 후방 하악지에서 전방으로 골편을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는 2개의 구강내 신장기를 이용한 세골편 전이 (trifocal

transport) 골신장술을 소개하면서 재건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전방

부에서 후방부로 골편을 전이시켜 후방부에서 만나게 하는

방법23)에 비해 후방부에서 전방부로 전이골편을 보내서 전

방부에서 만나게 함으로서 전방부 골접합부에 한 부가적

인 술식을 유리하게 하고, 또한, 후방부에 비해 상 적으로

혈행이 좋고 연조직 봉합이 유리함을 설명한 바 있었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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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에서는 전방부 골편을 후방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서는 하악 제1, 2소구치를 희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결손부 자체의 길이도 하악각을 포함한 35 mm 정도로 기

존 문헌에 보고된 크기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방부의

하악지부를 전방으로 전이시켰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

이골편 형성시 치아를 포함하지 않고 근심 골편의 하악지

부위를 절단하여 불필요한 치아의 이동을 발생시키지 않았

으며, 최소한의 이동 골편을 이용함으로서 35 mm 결손부

를 효과적으로 재건하 다. 또한, 정상 치조정의 높이를 고

려하여 하악지 전방의 전이골편을 형성하여 수직고경을 결

정하 기에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방 하악골

의 치조골 높이를 재현할 수 있었다.  

골절편의 신장 방향 또한 태생기 하악의 발생과정 중 하악

체의 발생 방향과 일치하 다26). 멕켈 연골 (Meckel’s car-

tilage)을 포함하는 하악융기 (mandibular process)에서

하악골이 발생하며, 멕켈 연골을 둘러싸는 간엽조직 (mes-

enchymal tissue)의 막성 골화 (membranous ossifica-

tion)로 발생하게 된다. 즉, Fig. 9와 같이 하악골의 하방의

압축력 (compression force) 및 상부의 장력 (tensional

force)은 하악골의 우각부위로부터 전방부로 뻗어나오는 역

학적 구조를 가지며 좌우 견치사이의 전방부에서는 회전력

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골편을 전이시키는

디자인이라면 후방골을 전방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이 방향 자체가 하악체의 발생 방향과 동일하기 때

문에 하악골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전이시키는 것보다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악골편 전이 신장장치는 분명한 한

계점을 가지며, 높은 장치의 비용 때문에 임상 적용시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부족하여 예측가능한 치료 프로토콜로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계속하여 하악골

전이 골신장술에 한 술식 및 장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임상 결과를 모을 수 있다면

보다 예지성 있는 재건 치료술의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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