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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nstruction of Mandibular Bone Defect Using a Titanium Mesh with 
Autogenous Particulate Cortical Bone Graft by an Intraoral Approach:  

A Case Report

Seok-Tai Choi, Dae-Ho Leem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and Institute of Oral Bio-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rain Korea 21 Project

The loss of mandibular continuity due to trauma, neoplasm, or infection results in major esthetic and biologic compromise. 

The reconstruction of the mandibular bone defect still poses a challenge to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variety graft materials. Among them, free block bone graft with rigid fixation has been widely used. However, 

cases using free block bone grafts may lead to a marked invasion of the donor site, mal-union, and absorption of the block 

bone. In this respect, particulate cortical bone using a titanium mesh tray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option in order 

to achieve a proper bone contour and good oral rehabilitation. We have developed an intraoral approach for the mandibular 

reconstruction method using a titanium mesh tray with autogenous particulate cortical bone graft.

Key words: Mandible, Reconstruction, Particulate cortical bone, Intraoral approach

서  론

외상, 감염 그리고 종양 등에 의하여 발생된 상ㆍ하악골의 

악안면 경조직 결손은 기능적이고 심미적으로 재건되어야 한다. 

하지만 악골 자체가 많은 저작압 등의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고, 

오직 구강점막으로만 피개되어 있으므로 이 부위의 재건술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술식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다양한 술식들이 

보고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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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panoramic view &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Fig. 2. Rapid prototype model analysis.

악골 결손부위에 사용되는 이식에는 자가골 이식, 동종골 이식 

또는 이종골 이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가골 이식이 면역학적인 

측면, 숙주와의 친화력, 혈관신생 등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

자가골이식은 유리블록형 골이식, 유리입자형 망상골 또는 혈

관화 복합이식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견고고정을 

이용한 유리블록형 골이식술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술식은 골이식재의 고정이 어렵고, 고정이 되어도 술 후 골흡수가 

발생하여 느린 골 재형성을 보이며, 부적절한 고정으로 숙주골과 

이식재 사이에 움직임이 발생하여 비유합이나 과도한 흡수가 일어

나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5]. 따라서 최근에는 금속판을 이용하

여 견고고정을 하고 유리블록형 이식재보다는 입자형 해면골을 

이용한 재건술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6].

해면골은 골형성 세포(osteogenic cells)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재혈관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질골에 비해 신속

한 골형성을 이룬다. 반면, 피질골은 재혈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흡수가 발생되어야 한다. 그리고 흡수 단계에서는 

오히려 강도가 감소될 수도 있으나 피질골 내에 골형성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골유도에 의한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본 교실에서는 하악골의 광범위한 결손부의 재건을 위해 통상

적으로 사용되던 구강외 공여부를 통한 골이식이 아닌 하악골 

하연에서 채취한 분쇄 피질골과 titanium mesh를 사용하여 재건

을 시도하였으며 1년 6개월 이상 임상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1. 증례 1

42세 남자환자로 약 3년 전 본과에서 좌측 하악 구치부 치성각

화낭종으로 진단하고 낭종 적출술 후 경과관찰 도중 좌측 하악의 

구강내 결손부에 저작 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다(Fig. 

1). 낭종 적출술 후 좌측 하순 및 턱 부위에 중등도의 감각저하 

소견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었다. 

술 전 3차원 모형 제작을 통해 골결손부 분석 및 재건의 양과 

형태를 결정하고(Fig. 2) 이에 따라 titanium mesh를 bending하

여 준비하였다. 구강내 접근을 통해 공여부인 양측 하악 우각부 

절제를 시행 후 골 절편을 분쇄하였다(Fig. 3). 수여부를 노출시키

고 골이식 후 증가된 연조직 피개를 위해 연조직을 undermining

하였다. Titanium mesh를 계획된 위치에 micro-screw를 이용

하여 고정하였다. 분쇄된 자가 피질골을 이종골인 Bio-OssⓇ 

(Geistlich Pharmaceutical, Wolhusen, Switzerland)와 5:5 비

율로 혼합하여 채워 넣고, 골이식부 상방은 흡수성 차폐막인 

Bio-GideⓇ (Geistlich Pharmaceutical)를 이용하여 덮어 주었

다. 절개부위를 subgingival[7] & vertical mattress suture 시행

하였다(Fig. 4). 현재 술 후 1년 6개월 경과하였으며, 이식부의 

급격한 흡수소견 없이 volume 유지되며, 특이할 만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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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cted both mandibular angle bone fragment. 

Fig. 4. Guided bone regeneration on left mandibular bone defect area with autogenous particulate bone & Bio-oss mixed bone using
a titanium mesh tray by an intraoral approach.

보이지 않고 있다(Fig. 5).

2. 증례 2

53세 남자환자로 좌측 하악 우각부 결손에 따른 안모의 비심미

성과 저작 시 불편감을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30년 전 타 

병원에서 좌측 하악골의 양성종양 적출술 및 하악골 부분절제술 

시행 병력이 있었다. 좌측 하순 및 이부에 경미한 감각저하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Fig. 6).

술 전 3차원 모형 제작을 통해 골결손부 분석 및 재건의 양과 

형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titanium mesh를 bending하여 준비

하였다(Fig. 7). 구강내 접근으로 우측 하악 우각부와 하악 하연부 

절제 시행 후 골 절편을 분쇄하였다. 수여부를 노출시키고 골이식 

후 증가된 연조직 피개를 위해 연조직을 undermining하였다. 

Fig. 5. Post-operative 2 days, 2 months & 18 months panoramic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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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operative panoramic view. 

Fig. 7. Rapid prototype model analysis, model surgery & titanium mesh bending for left mandibular defect area.

Bending된 titanium mesh 내부로 분쇄된 자가 피질골을 이종골

인 Bio-Oss
Ⓡ

와 6:4 비율로 혼합하여 채워 넣고 수여부인 좌측 

하악체부와 하악 하연에 적용하였으며 micro-screw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절개부위를 subgingival & vertical mattress su-

ture 시행하였다(Fig. 8). 약 4개월 후 경과관찰 시 Left mylo-

hyoid bone 후방 부위로 gumboil 형성 및 pus discharge되어 

항생제 치료 10일 시행 후 mesh removal 및 #38 치아 발거술을 

시행하였다. 술 중 #38 매복 치아가 infection source로 밝혀졌으

며 graft material 부위와 거리가 있었다. 현재 술 후 1년 경과하였

으며, 이식부의 급격한 흡수소견 없이 volume 유지되며 특이할 

만한 합병증 보이지 않고 있다(Fig. 9). 좌우측 공여부 및 수여부

의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profile이 유지되고 있다(Fig. 10).

 
고  찰

성공적인 골이식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유해한 면역학적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능동적ㆍ수동적으로 숙주의 골재생 과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수술부위에 가해지는 힘에 견딜 수 있고, 궁극적으로

는 완전히 흡수되면서 숙주의 골조직으로 치환되어야 한다[8]. 골이

식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며, 공여부의 변수로는 골의 

종류, 질, 크기 등이 관여한다. 수여부의 변수로는 혈관의 질, 구강내 

감염의 존재 유무, 사용된 이식재의 형태 등이 해당된다[9,10]. 

경조직 결손부의 재건에 자가골 이식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5]. 자가골은 골형성, 골전도 및 골유도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거부반응이 없고 빠른 치유를 보이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가장 좋은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11]. 그러나 

자가골은 채취량이 제한적이고 공여부에 이차 결손을 야기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대체 방법으로 동종골을 사용하여 악골 재건술

을 시행하나 술 후 3∼5년 동안 빠르게 진행되는 골흡수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자가골 이식을 위한 공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비교적 많은 양의 골조직을 얻을 

수 있는 장골(ilium)과 함께 경골(tibia), 늑골(rib)을 비롯한 구강

외 부위가 있다. 또한 많은 골조직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강

내 공여부로는 하악 이부(symphysis, chin), 하악지(mandibular 

ramus), 상악결절(maxillary tuberosity) 등이 있다.

Boyne과 Zarem[1]은 구강외 골편 채취 시 문제점으로 이식재

의 유지의 어려움, 이식재와 숙주골의 접촉면에서 골 흡수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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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uided bone regeneration on left mandibular bone defect area with autogenous particulate bone using a titanium mesh tray
by an intraoral approach.

Fig. 9. Post-operative 1 month, 3 months, 9 months, 17 months panoramic views & 1 month, 5 months cephalometric postero-anterior view.

나는 이식재의 탈락 현상, 재형성(re-modeling) 과정이 너무 늦

어 하악골 기능에 부합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구강 외에서 

골편을 채취하므로 술 후 보행상 불편감, 외부 반흔, 감염, 공여부

의 mobidity 증가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단점도 있다.

이에 반해 구강 내에서 골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외부 반흔이 

없고 수혜부와 인접해 있어 수술 접근성이 좋으며, 수술 및 마취시

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공여부의 불편감과 mobidity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13]. 

Miller 등[14]은 악안면부에서 채취한 골은 치조골 증대에 타고

난 생물학적 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공여골

의 발생학적 기원에 기인한다고 한다. 골격 대부분의 골이 연골내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치조골을 제외하면 상악과 하악체는 골막 

내에서 발전하는 반면, 과두는 연골내 골형성으로 성장한다[15]. 

막내골은 연골내 기원골에 비해 재혈관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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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operative, post-opera-
tive 2 months & 17 months facial
photo.

흡수율이 적어 이식 후 형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16]. 실험적 

증거 또한 막내골 이식편이 연골내 골보다 흡수가 덜 일어남을 

보고하고 있다[17]. 또한 구강 외에서 채취하는 연골내 골에 비하

여 두개골, 하악골 등의 막내골을 사용했을 경우 골이식 후에 

발생하는 골흡수의 양이 보다 적고 이식된 골조직에 대한 재혈관

화가 더 잘 일어나며, 최종적으로는 골이식 부위에 기존 존재하는 

숙주골과 결합이 더욱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8].

피질골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골형성 단백질(bone mor-

phogenic protein)을 함유하고 있어 골형성 단백질의 최우선적

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19]. 또한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있어 

새로운 혈관 성장에 기여한다[20].

1969년 Boyne[21]은 처음으로 격자형 titanium tray와 입자형 

해면골을 이용하여 하악골을 재건하는 술식을 소개하였으며 현재

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면골만으로 중등도 결손부 

재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골을 구강 내에서만 채취하는 데는 

양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해면골은 분쇄하여 입자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자형 이종골과 서로 섞기도 어려워 임상적으로 

결손부 재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피질골은 분쇄하여 입자형 이종골과 혼합하여 사용가능하다. 하

악 하연, 하악지, 하악각 등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시 분쇄하여 입자화시켜 입자형 이종골과 혼합할 경우, 

적은 양의 자가골로도 충분한 양적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증례 2에서와 같이 하악 하연과 하악각 부위의 편측 결손부 재건 

시에는 비환측 공여부에서 대칭을 고려한 골편을 채취하여 비대칭

적 안모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자가골 이식은 증례에 따라 블록형 혹은 분쇄형으로 사용되며, 

피질골 이식, 해면골 이식 및 피질-해면골 복합이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혈행함유 여부에 따라 유리 이식 혹은 혈행 

함유골 이식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블록형 이식은 견고

성이 있으므로 외형을 유지하거나 재건 부위의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될 수 있다. 또한 피질골 단독 혹은 하방의 해면골과 

동시에 블록으로 채취될 수 있다. 반면, 분쇄형 이식은 골 입자들 

사이로 신생 혈관의 침투가 용이하므로 골 치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나 이식 후 입자들의 유동성이 가장 큰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쇄형 이식은 골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함몰

성 결손부 재건에 주로 사용되며 골 입자들의 유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막, 석고, 조직 접착제, 금속 mesh 등과 같은 인공 

재료들이 부가적으로 사용된다[22].

자가골은 이식 후 골치유 기간이 합성골이나 동종골에 비하여 

현저히 빠르며, 골이식 후 재생된 골질도 자가골이 가장 우수하지

만 채취량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가골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

는 골형성과 골유도에 의한 신생골 형성 효과가 탁월한 자가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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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도 능력을 가지면서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는 이종골을 혼합하

여 자가골의 채취량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이식재의 양을 증가시키

는 효과를 사용한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다[23]. 

본 증례들은 비환측 & 환측 하악골 하연 및 하악각 부위에서 

자가 피질골만을 분쇄골 형태로 채취하고 이를 하악 골결손부에 

titanium mesh를 적용하여 하악골의 연속성을 재확립시켰다. 공

여부인 하악골 하연부의 피질골 채취로 인한 전체적인 profile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1년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결과 특이할 

만한 술 후 합병증 없이 치유양상 관찰되고 있다. 이는 구강내 

접근을 통해 채취한 분쇄 피질골만을 이종골과 혼합하여 충분한 

양의 골이식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피질골 내의 풍부한 골형성 

단백질이 골형성을 촉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적당량의 이종골

을 혼합함으로써 골흡수에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으며, tita-

nium mesh의 사용으로 골입자의 유동성이 제한되어 안정적인 

골재형성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증례들과 같이 

분쇄형 자가 피질골을 확장된 골유도재생술 개념으로 이종골과 

혼합 적용하여 혼합비율을 제시한 특별한 reference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교실에서는 술후 감염 및 부골화 현상들의 염려 

등으로 5:5, 6:4 비율로 자가골의 비율을 높였으며 이에 따른 특이

할 만한 술 후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구강 내에서 채취한 

분쇄 피질골만으로도 술 후 급격한 골흡수에 기인한 volume 저하 

없이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충분한 체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구강내 접근만으로 이식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공여부 mobidity를 감소시킬 수도 있었다. 본 교실에서는 구강내 

접근을 통해 자가 분쇄 피질골을 채취하고 titanium mesh를 이용

하여 광범위한 하악골 골견손부에 재건을 시행함으로써 술 후 기능

적, 심미적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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