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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urgical approaches to the condylar neck 
and subcondyle area can cause some morbidity such as, 
facial nerve injury, time-consuming nature and external 
scar etc. So many surgeons hesitate using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the treatment of subcondylar 
fractures. We report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subcondylar fractures in 13 adult patients via transmas-
seteric approach.

Methods: From 2007 to 2009, 13 adults with subcon-
dylar fracture of mandible were treated with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via transmasseteric approach. A pre-
auricular incision was extended downwards in a curvilinear 
fashion in the cervicomastoid skin crease. Skin flap was 
elevated above the SMAS layer. Masseter muscle was 
splitted at the anteroinferior edge of the parotid gland. After 
the fracture was reduced, fixed with appropriate plates and 
screws. All operation were performed under general 
anesthesia.

Results: Mean follow-up period was 13.3 months. There 
were no signs and symptoms of facial nerve injury, difficulty 
in mouth opening, or malocclusion. Dissection time was 
roughly within 30 minutes.

Conclusion: Transmasseteric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mandible subcondylar fracture can be 
performed with excellent visualization, and inconspicuous 
scar. It also offers swift access to the subcondylar area 
while substatially reducing the risk to the facial nerve and 
eliminating th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ransparoti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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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하악골 골절 중에서 관절돌기 및 관절돌기하부의 

골절은 여러 보고에 의하면 25 - 35% 정도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안면골 골절 중 이 부위

의 골절만큼 그 치료법이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며 논란이 

많은 것도 거의 없다. 보존적 치료를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적 접근으로 인한 환자의 이환율 (morbidity)이 득보

다 훨씬 크며, 3 - 4주간의 악간 고정 (intermaxillary fixa-
tion)과 개구 운동 (mouth opening exercise)만으로도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관혈적 정복 및 견고한 내고

정만이 하악골 뼈가지(ramus)의 단축, 안면부 비 칭, 턱관

절의 관절증 (arthrosis) 등 원치 않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회복 기간이 빠르며, 저작근과 턱관절의 기능을 더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1-3

Baker 등의 보고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 하악 관절돌기 

골절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에 비해 비관혈적 치료에 

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고, 골절부의 해부학적 정복, 
교합의 안정성 (occlusal stability) 그리고 기능의 조기 회

복을 위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4

하지만,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안면신경 분지의 손상에 

한 두려움, 외부 반흔, 긴 수술시간 등의 이유로 관혈적 

정복에 해서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숙련된 외과의인 경우 하악 

관절돌기 골절의 관혈적 정복 시 영구적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은 1% 이하로 작으며, 일시적인 안면신경 분지의 약

화는 약 10%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5 안면신경의 

손상 문제 외에 외과적 수술시의 사회 경제적 비용 (socioe-
conomic costs)에 해서도 염두에 두어야하는데, 입원의 

필요성, 수술시간, 숙련된 수술팀의 구성 등과 즉각적인 기

능 회복, 빠른 일상 복귀 등이 해당된다.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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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ummary of Cases

Case Age Sex Diagnosis Cause of injury Associated fracture

1 24 M Lt. subcondylar fracture Sports accident -

2 22 M Lt. subcondylar fracture Assault -

3 42 M Rt. subcondylar fracture Assault Mandible symphysis

4 27 M Rt. subcondylar fracture Industrial disaster Mandible symphysis
Maxillary sinus

5 26 M Lt. subcondylar fracture Fall Mandible symphysis

6 27 M Lt. subcondylar fracture Assault -

7 42 M Lt. subcondylar fracture Fall -

8 64 M Rt. subcondylar fracture Fall -

9 28 M Lt. subcondylar fracture Car accident Mandible symphysis

10 41 F Lt. subcondylar fracture Assault -

11 18 M Lt. subcondylar fracture Assault Rt. Medial orbital wall

12 64 F Lt. subcondylar fracture Fall

13 48 M Rt. subcondylar fracture Assault

Fig. 1. Distribution of fractures.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위해서 결정해야 할 요소는 

사용할 고정 기구의 종류, 수술적 접근법의 위치 선택이다. 
수술적 접근법을 선택할 때에는 골절부의 해부학적 위치, 
사용할 고정법, 다른 동반 골절의 유무, 술자의 경험, 미용적 

관점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수술적 접

근법은 이개전 (preauricular) 접근법, 하악골하 (submandi-
bular) 접근법, 하악골후 (retromandibular) 접근법, 구강 내

(intraoral) 접근법 등이 있는데, 이개전 접근법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저자들은 하악관절돌기하부골절에서 티타니움 고정판 

또는 흡수성 고정판과 나사를 이용하여 전이개부 및 하악골

후부 연장절개를 통해 깨물근 (masseter muscle)을 경유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수술적 처치의 효용

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영구적인 합병증 없이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가. 대상 및 방법

200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본원에서 하악골 관절

돌기 하부골절로 진단받고 깨물근을 통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13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Table I). 진
단은 병력과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촬영으로 이뤄졌으며, 
방사선촬영은 단순 X-선 검사 (mandible PA, both oblique 
view) 및 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였다. 1명은 환자의 희망

에 따라 흡수성 고정판과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하였고, 나머

지 12명은 티타니움 고정판과 나사를 사용하였다. 환자들은 

11명이 남자, 2명이 여자였고, 연령은 18세에서 64세의 성인

으로 평균 32.8세였다. 4명에서 관절돌기하부골절 외에도 

하악골 결합부 (symphysis) 골절이 있었다. 양측 관절돌기

하부가 모두 골절된 증례는 없었다. 증례 환자들의 골절선을 

모아 도식하였다 (Fig. 1).
골절의 원인은 구타 (assault)가 6례, 낙상 (fall)이 4례, 교

통사고가 1례, 산업재해 (industrial disaster)가 1례, 스포츠 

손상이 1례였다.
수술시기는 수상 후 3일에서 8일로 평균 4.6일이었다. 수

술 후 정복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촬영을 하였고, 부정교

합, 안면신경 손상, 비후성 반흔 등의 술후 합병증 유무, 수술 

전과 수술 후 개구 (mouth opening)의 정도, 수술시간 등을 

비교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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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cision and skin flap elevation. Fig. 4. Rigid internal fixation with titanium plate & screws.

Fig. 3. Encountered buccal branch of facial nerve (arrow) 
at the anterior edge of parotid gland.

나. 수술 술기

모든 환자는 비강 삽관 (nasotracheal intubation)을 통한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깨물근을 통한 접근 전에 교합을 위해 치열 활봉 (arch bar)

을 어 악간 고정을 먼저 시행하였다. 부정교합 (malocclu-
sion)이 없고, 전위 (displacement)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치

열 활봉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1.5 - 2 cm 정도의 이개전 절

개 (preauricular incision)와 경부-유돌기부 피부 주름 (cer-
vicomastoid skin crease)을 따라 완만한 곡선 (curvilinear 
fashion)으로 절개를 가하였다 (Fig. 2). 절개부의 위치는 컴

퓨터단층촬영 상에서 하악각 (mandible angle)으로부터 골

절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하 조정을 하였고, 이를 피부 

상에 표시하여 골절부를 염두에 두고 박리를 진행하였다. 
이개전 절개보다는 하악골 후방부터 피부피판을 거상하는 것

이 용이한데 이때 큰귓바퀴 신경 (greater auricular nerve)의 

손상을 주의하여야 한다. 박리는 SMAS보다는 표면으로 피

하 지방층을 따라 전방으로 피부피판을 일으켜 이하선 피막 

(capsule)을 확인하고 피막을 따라 좀 더 전진하여 이하선의 

전하연 (anteroinferior edge)을 노출시켰다. 이하선의 전하

연에 인접한 깨물근 부위에서 골절부를 향해 수직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 깨물근 섬유의 방향을 따라 깨물근을 

분리하였다. 이때 안면신경의 협부 분지 (buccal branch) 일
부가 노출되어 수술 시야를 가로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Fig. 
3), 노출된 신경 분지를 따라 원위부와 근위부로 각각 1 cm 
정도 박리를 더 진행한 후에 견인기 (retractor)를 사용하여 

위나 아래쪽으로 밀어두면 긴장이 감소되어 신경손상을 최

소화 할 수 있었다. 모든 박리는 확 경 (loupes) 하에서 시

행하였고, 안면신경 분지의 확인을 위해 신경자극기 (nerve 
stimulator)를 사용할 수도 있다.

깨물근의 표층에서는 근 섬유의 방향에 따라 자르지 않고 

평행하게 분리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으나, 심층으로 들어가

면서 근 섬유의 방향이 변하게 되어 근 섬유의 절단이 필요

하였다. 하악골의 골막까지 노출되면 골막에 절개를 가하고 

골절부를 노출시켰다. 골절부의 전위 (displacement)가 심

한 증례에서는 골막이 찢어져 있어 바로 골절부가 노출되었

다. 개 골막절개부와 실제 골절부는 일치하였으나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견인을 통해 골절부를 노출

시키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상부로 견인을 해야하

는 경우에는 견인기에 골절의 근위부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전위가 심한 경우는 조수가 절개부를 견인하여 골절부를 확

인하면서 술자가 한 손가락으로 하악 후방 구치 (posterior 
molars)를 아래로 눌러주면서 다른 손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전위된 골절부를 환원하면 용이하였다. 골절부가 환원된 후

에 2개의 2.0 mm 티타니움 판이나 흡수성 판과 나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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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64-year-old male patient was 
diagnosed with as Rt. subcondylar fracture.
(Above, left) Preoperative mandible PA 
view. (Above, right) Postoperative mandible
PA view. (Below)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shows medial displacement of
condyle from glenoid fossa with 52 degree
angulation deformity.

하여 고정하였다 (Fig. 4).
박리한 깨물근 부위의 출혈을 확실히 소작(cautery)한 후에 

깨물근은 따로 봉합하지 않았고, 피하층을 맞추어 봉합한 후에, 
배액관 (silastic drain)을 하루 동안 두었다가 제거하였다.

다. 임상 증례
증례 1

64세 남자 환자로 2 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우측 하악골 부위 

종창과 동통, 개구 장애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하악골 관절돌기 하부골절로 진단되었

다. 부정교합이 있었고, 개구 정도는 12 mm였다. 안면부 컴퓨터단

층촬영 상 관절돌기가 하악골 오목 (glenoid fossa)에서 내측으로 

변위되면서 하악골가지 (ramus)와 약 52도의 심한 각형성 변형

(angulation deformity)을 보였고, 우측의 하악골 수직 높이가 단

축되어 있었다. 치열 활봉을 고 깨물근을 통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Fig. 5).

증례 2

27세 남자 환자로 작업 도중 손상으로 우측 안면부 종창과 동통

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하악골 관절돌기 하부골절 및 하악골 결합부 골절로 진단되었

다. 부정교합이 보였으며, 개구는 15 mm 정도 가능하였다. 안면부 

컴퓨터단층촬영 상 내측으로 관절돌기의 탈구와 약 19도의 각형성 

변형을 보이면서 하악골의 수직 높이가 단축되어 있었다. 치열 활

봉을 고 깨물근을 통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Fig. 6).

수술 후 방사선검사 상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관계를 

잘 유지하였으며, 교합은 치아의 마모면 관찰과 환자의 주관

적 판단으로 결정하였는데, 모든 증례에서 다치기 전의 교합 

상태를 회복하였다. 개구 (mouth opening) 정도는 상하 앞

니 사이의 거리 (interincisal distance)로 측정하였는데 술전 

평균 16.15 mm에서 술후 평균 48.23 mm로 증가하였다 

(Fig. 7).
영구적인 안면신경 손상은 한 증례도 없었으며, 2증례에

서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감소되었으나 일시적으로 있다가 

추적조사 2주 내에 자연 소실되었다.
수술시간은 평균 약 141분이었는데, 교합이 유지되고 전

위가 심하지 않은 골절인 경우는 치열 활봉을 지 않았고, 
이 경우 수술시간이 줄었다.

전이개부와 하악골후 절개부는 합병증 없이 치유되었고,

III.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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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Outcomes of Cases

Case OP time
(min) Arch bar Hosp. day

Mouth opening (mm)
HTS TMJ clicking

Pre-OP Post-OP

 1 178 +  7 11 57 - -

 2 180 +  6 15 48 - -

 3 175 +  9 18 46 - -

 4 108 +  3 25 62 - -

 5 185 + 23 20 42 - +

 6 118 -  7 18 44 + -

 7  70 - 13 10 52 - -

 8 195 + 13 12 40 - +

 9 192 +  8 10 54 + -

10 116 + 20 16 48 + -

11 143 + 10 24 58 - -

12  58 -  9 16 38 - -

13 120 -  8 15 38 - -

Pre-OP, preoperative; Post-OP, postoperative; HTS, hypertrophic scar; TMJ, temporomandibular joint.

Fig. 6. A 27-year-old male patient was diagnosed with as Rt.
mandibular subcondylar and symphyseal fracture. (Above) 
Preoperative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Below) 
Postoperative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Fig. 7. Postoperative mouth opening was measured with 
interincisal distance.

약간의 비후성 반흔을 보인 경우도 2증례에서 있었으나, 
부분 선상의 반흔을 보였고,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반흔이 덜 저명하였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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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toperative scar. Most patients had linear scar (Left). Two patients had mild hypertrophic scar (Center). In elderly
patient, operative scar was more inconspicuous (Right).

Table III. Comparison of Closed vs Open Approach

Closed Open

Occlusion <

Masticaton =

ROM of TMJ =

Anatomic reduction
& post. mandible height

<

Pain ≦

Scarring >

Nerve dysfunction =

ROM, range of motion; TMJ, temporomandibular joint.

오랜 기간 동안 소아나 성인에서 하악골 관절돌기 및 관

절돌기 하부골절에서 보존적 치료 (conservative manage-
ment)를 우선시 해왔는데, 이는 좁은 공간 내에서 안면신경

이나 속위턱동맥 (internal maxillary artery)의 손상 위험성

을 감수하면서 수술적 조작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서 장기 추적조사

를 시행한 결과 소아에서는 저작계통 (masticatory system)
의 성장장애나 기능 이상 (dysfunction)이 관찰되었고 성인

에서도 턱관절 부위의 동통, 개구시의 편위 (deviation), 관
절 염발음 (joint-clicking), 교합 장애 등의 기능 이상이 더 

빈번히 보고되었다.6 저자들이 깨물근을 통한 관혈적 정복

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절돌기 주위의 하악골 골절에 하여 

보존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환측의 하악골 

수직 높이 단축이 나타나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미용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이제까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결과에 한 보고

들을 종합하여 교합, 저작, 해부학적 정복, 동통 (pain), 반흔, 
그리고 감각 및 운동 신경이상 등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두 치료법의 우월을 비교하여 발표한 보고가 있었다.7 우선, 
교합은 다치기 전 환자의 교합 상태에 한 정보없이 교합 

교정의 효용성을 따지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수
술적 방법에서 더 우월하였으며, 저작 기능과 턱관절의 운동 

범위는 두 방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부

학적 정복과 후방 하악골의 수직 높이 복원은 수술적 방법에

서 우월하였으나, 두 방법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돌기의 

해부학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초기의 해부학

적 정복이 영구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통은 수술

적 방법의 경우 입을 최 로 벌렸을 때 통증이나 전반적인 

불편함 등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긴 했으나, 더 다수의 

보고에서 보존적 치료의 경우 만성적인 턱관절 및 저작근의 

동통이 더 빈번히 동반된다고 보고하였다. 반흔은 당연히 

수술적 방법에서 절개부에 발생하며 비후성 반흔이 7.5%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으며, 신경손상은 수술적 방법

에서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성 (risk)이 높으나 실제 추적 연

구에서 두 방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술

적 치료 후 안면신경 약화의 빈도는 17.2%로 보고되었고 

IV.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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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일시적이었으며 6개월 내에 완전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Table III).
치료법에 한 논쟁이 지속되는 것도 보존적 치료와 관혈

적 치료의 장단점에 한 술자의 선호도 차이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보존적 치료와 관혈적 치료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고 할 수 있는 내시경적 정복술 (endoscopic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은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고, 
흉터가 최소화되나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수술시간이 

유의하게 더 소요되며, 변위가 심한 증례에서는 정복에 어려

움이 있으며, 관절돌기 하부골절 중에서도 특히 하부의 제한

된 증례에서 가능하고, 숙달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다.2,7 그래서 수련 시절부터 내시경에 익숙해져 있거나, 다른 

시술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험이 축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시경적 정복술을 우선 치료법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관혈적 정복술에 비해 수술 시야가 제한적이니 만큼, 
턱 관절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에 한 폭넓은 통찰이 있어야 

하겠다.
성형외과의사에게 있어서 이하선 주위의 수술적 접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면신경의 손상일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숙달된 외과의의 경우 이 부위의 

수술적 접근으로 안면신경의 영구적 손상이 올 가능성은 

1% 미만이며, 일시적인 안면신경 분지의 약화는 약 10% 정
도의 비율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저자들의 증례에서는 

2증례에서만 수술 시야에서 안면신경의 협부 분지의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이중 한 증례에서 수술 후 일시적인 구륜근

(orbicularis oris muscle)의 약화가 나타났고, 수술 중 신경 

분지가 노출되지 않은 증례 중 한 증례에서 역시 일시적인 

구륜근의 약화가 보였다. 수술 시야에서 안면신경 분지가 

노출되면 노출된 신경 분지의 원위부와 근위부를 따라 1 cm 
정도를 좀 더 박리한 후에 수술 시야 밖으로 견인하여 신경 

분지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이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술후 일시적인 안면 근육 약화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하선 전하연 부위에서는 이하선의 손상없이 깨물근

을 통해 골절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부위로서 

이 부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안면신경은 협부분지 (buccal 
branch)가 거의 유일한 신경이며 이 전방에서는 그 분지가 

비교적 적으므로 안면신경의 손상에 한 별 걱정 없이 수술

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안면신경의 두개 외 분지 분포 (extracranial branching 

pattern)에 한 연구는 비교적 상세히 보고되었다. 하부

(lower division)보다는 상부 (upper division)에서 교차 연

결 (cross-anastomosis)이 더 많으며, 광 분지 (zygomatic 
branch)와 협부분지 사이에서는 87 - 100%인 반면, 하악 가

장자리 분지 (marginal mandibular branch)는 0 - 16% 만이 

연결분지 (anastomotic branch)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하악골후 접근법이나 하악골하 접근법에서는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6,8,9 관혈

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안면신경 손상 

외에 골의 무혈성 괴사 (avascular necrosis)가 생길 수 있는

데, 골절 근위부의 골막을 과다하게 벗겨내거나 골절편을 

제거하였다가 골이식의 형태로 다시 삽입하였을 경우에 가

능하다.5

수술적 접근법 중 비교적 흔히 사용하는 이하선을 통한 

접근 (transparotid approach)은 접근 거리가 가깝긴 하지

만, 이하선 피막 (parotid capsule)과 이하선에 손상을 주고, 
술후 침샘 누공 (salivary fistula)의 합병증이 보고되었으

며,2 술후 이하선 기능 저하에 한 핵의학적 검사 등의 평가

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반면, 깨물근을 통한 접근 (transmasseteric approach)는 

이하선의 손상이 없고, 이하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부터 자

유롭다. 또한 관절돌기하부골절부의 안정적인 골유합에 결

정적인 시야 확보와 골절의 환원 (reduction),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금속판과 나사의 고정이 용이하다. 전이개부 절개

의 위치를 조정하면 모든 형태의 관절돌기 골절 (condylar 
fracture)과, 관절돌기 경부 골절 및 탈구 (condylar neck 
fracture and dislocation) 뿐 아니라 하악골 뼈가지 골절

(ramus fracture)까지 정복 및 내고정이 가능하다. 또한 보

존적 치료법에 비해 단점 중의 하나인 긴 수술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술기가 숙달 될수록 골절부를 노출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술전에 절개예정선을 작도할 때 CT나 방사선 필름 상에

서 하악각부 (mandible angle)에서 골절부까지의 실제 거리

를 측정하여 골절부의 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후에 절개 

위치를 정하면 골막 절개부와 실제 골절부는 개 일치하였

다. 골막 절개 후 실제 골절부와 골막 절개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로 견인하여 골절부를 노출시키는 데

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전위가 심하여 각형성 변형이 

생긴 경우, 견인 시 골절부의 근위부가 견인기에 포함된 상

태에서 상부로 과도하게 견인해서 하악 관절돌기에 불필요

한 추가 손상을 가하여 관절 탈구나 관절돌기골절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전통적으로 성장 중인 소아에서는 비침습성, 관절 재형성

의 우수성 등으로 비관혈적 치료가 우선시되었고 비교적 우

수한 결과가 예상되나, 소아에서의 관혈적 정복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3 따라서 소아에서 

관절돌기 및 관절돌기 하부의 골절이 양측성이거나 변위가 

심한 경우, 이제까지의 보존적 치료와 관혈적 정복 및 내고

정술에서의 합병증 빈도, 턱관절 기능 회복 정도, 관절 및 

골 성장 정도 등의 비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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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깨물근을 통한 하악골 관절돌기 및 그 하부골절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은 피부 절개에서 골절부까지의 박리시간

이 30분 미만으로 빠르며, 안면신경이나 속위턱동맥 (in-
ternal maxillary artery)의 손상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고, 
이하선 관련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롭고, 골절부의 견고한 고

정이 가능하며, 수술 후 바로 턱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여 

보존적 치료법에 비하여 환자가 편안한 방법이므로 수술적 

교정을 주저하거나 미룰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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