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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개 접근을 이용한 하악 과두 골절의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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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natomical reduction of the fractured condylar process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re-estab-

lishing function. The authors reported about effectiveness of transoral approach for mandibular subcondyle

fracture using trochar device in cases that the fracture line is below the reference line, the perpendicular

line of the longitudinal axis of condylar process passing the lowest point of sigmoid notch. As a serial study,

we report the open reduction via preauricular approach for mandibular condyle fracture, in cases that the

fracture line is above the reference line.

Patients and Methods: Sixteen condylar fractures of 15 adult patients were divided two groups and treated

by open reduction via preauricular approach (8 cases) or by closed reduction (8 cases). The degree of maxi-

mal mouth opening, occlusion, anatomical reduction, condylar resorption and complications were assessed

and evaluated for the two groups.

Results: The open reduction of condyle via preauricular approach leads to good results without permanent

complications. Anatomical reduction of open reduction group and maximal mouth opening range of the

closed reduction group is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other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ndylar resorption and the occlusion.

Conclusion: The preauricular approach was useful to reduce and fix the condylar fragment, in cases that

the fracture line is above the referenc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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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서 론

하악 과두 골절은 전체 하악 골절에서 10-4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되나,1) 과두 골절을 치료하는 방법에

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2-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할 경우

에는 수술 부위로의 접근이 어렵고 안면신경 손상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골편의 고정이 어려운 등의

단점들이 있다.  또한, 비관혈적 정복술로도 비교적 좋은 예

후를 기 할 수 있었기 때문에6) 그동안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외과적 술식이 발전

함에 따라 하악 과두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에 한 좋은 결

과들이 보고되고 있다.7-11) 관혈적 정복술은 해부학적인 과

두의 위치 회복을 통하여 과두 변위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으며, 교합의 안정과 빠른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두 돌기의 적절한 해부학적인 복원이 측두 하악 기

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일치된 의견이 있

고,12) 최근에는 하악 과두 골절의 치료 방침을 정할 때, 선택

적인 증례에서 관혈적 정복술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관혈적 정복술의 지침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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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과두 골절의 관혈적 정복을 위한 외과적 접근 방법은

구내 접근법(Transoral approach), 악하 접근법

(Submandibular approach), 후 하 악 접 근 법

(Retromandibular approach), 전 이 개 접 근 법

(Preauricular approach), 추 피 절 제 접 근 법

(Rhytidectomy approach) 등으로 다양하다.13,14) 최근, 본

원에서는 하악 과두하부 골절을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S’절흔 최하방점에서 과두돌기의 장축에

그은 수직선보다 골절선이 낮게 위치하는 경우, 구강접근과

트로카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의 유용성에 해 보고한 바

있으며,15) 이의 연장으로 하악 과두의 골절선이 기준선보다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에 전이개 접근을 이용한 하악 과두

골절의 관혈적 정복을 시행(Fig. 1)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

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상 및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

강악안면외과에서 하악골 골절로 치료받은 환자 196명의

총 279개 부위 중에서 과두부 골절은 총 83개 부위

(29.7%) 으며, 그 중 과두하부 및 하악지부(subcondyle

and ramus area)가 43개 부위(15.4%), 과두 경부

(condylar neck)가 24개 부위(8.6%), 과두 두부(condy-

lar head)가 16개 부위(5.7%) 다(Table 1).

이중 본 연구에서 포함한 상은 1) 18세 이상의 성인 환

자, 2)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 3) 골절 부위가 과두 부위인

환자, 4) 골절편의 변위가 존재하는 환자, 5) 구치부 치아가

건전한 환자, 6) 경과 관찰을 3개월 이상 시행한 환자로 제

한하 으며, 1)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2) 골절편의 변위

가 없는 환자, 3) 구치부 치아가 건전하지 않거나 무치악인

환자, 4) 경과 관찰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들은 배제하 다.

총 4명의 주치의에서 15명의 환자, 16개 부위가 조건에

부합하 으며, 과두 경부는 10개 부위, 과두 두부는 6개 부

위가 해당하 다. 이중 8개 부위는 전이개 접근법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로 치료하 으며, 나머지 8개 부위는 비관혈

적 정복술을 선택하여 치료하 다.

평가 기준은 1) 개구량, 2) 교합, 3) 해부학적 정복, 4)

과두의 골흡수로 하 으며,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8증

례를 조군으로 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 다.

개구량은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간의 거리를 측정하 으

며, 교합과 관련된 항목은 수술 후 또는 수상 후 발생한 개

교합이나 부정교합을 평가하 다. 해부학적 정복은 완전히

정복된 경우(Fig. 2 A, B)는 2점, 정복이 불완전한 경우는

1점(Fig. 2 C, D), 정복되지 않고 골편의 변위가 유지된 경

우는 0점으로 평가하 다. 과두의 골흡수는 환자의 파노라

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 는데, 이환측의 하악소설(lingu-

la of mandible)점과 과두 최상방점 간의 거리 변화를 측정

하여 평가하 다.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직후의 방사선 사진을, 비관혈적 정복술 이후 물리 치료만

을 시행한 경우에는 골절 직후의 방사선 사진을 선택하여,

경과 관찰시 촬 한 방사선 사진과 비교 평가하 다. 

통계 분석은 비모수 검정법인 맨휘트니 유 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시행하 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Ver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다. 

전이개 접근을 이용한 하악 과두 골절의 처치는 전신마취

하에 전이개 부위의 주름선을 따라 하키스틱 모양으로 절개

를 시행한 후, 관절낭 내부로 접근하여 골절편을 확인한 뒤,

이를 정복하고 고정하 다(Fig. 1). 골절편의 고정 시에는

주로 1개의 금속 고정판(4-hole miniplate)이 사용되었으

며, 때로는 철사결찰(wiring)만 이용하거나 또는 철사결찰

과 금속고정판(wiring and 4-hole microplate)을 동시에

이용한 고정술이 적용되었다(Figs. 1, 2).

과두부 이외의 부위에 하악골 골절이 존재하는 경우, 수술

시 그 부위부터 먼저 골편을 정복, 고정하고 이후 과두부 골

편의 정복을 시행하 다. 악간 고정은 초기 안정을 위해 수

Table 1. Sites of mandibular fracture

CR OR Sum

body 9 13 22(7.9%)

(para)symphysis 10 85 95(34.1%)

angle 17 61 78(28.0%)

coronoid process 1 0 1(0.4%)

ramus/subcondyle 27 16 43(15.4%)

condylar neck 18 6 24(8.6%)

condylar head 13 3 16(5.7%)

sum 95 184 279(100%)

CR, closed reduction; OR, open reduction.

Fig. 1.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condyle frac-
ture using preauricular approach (intra-operative pho-
toghaphs). A, fixation using a 4-hole miniplate and screws; 
B, fixation using a wi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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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다음 날부터 2-3일 정도 시행하 으며, 필요시에는 2주

이내로 시행하 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상하악의 소구치 부위의 아이렛 철사

결찰 또는 상하악 치조골에 나사 식립을 이용한 악간고정을

시행하 다. 악간 고정은 약 1-2주간 유지하 으며, 이후

바로 하악 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개시하 다. 

연구 결과

과두부 골절 83개 부위중 관혈적 정복을 시행한 경우는

총 25개 부위(30.1%)로, 하악각, 하악체, 하악 정중부 등

에서 관혈적 정복을 시행한 경우(81.5%)보다 낮은 비율을

보 다.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부위는 과두하부 및 하악

지부가 16개 부위, 과두 경부가 6개 부위, 과두 두부가 3개

부위 는데, 이중 과두하부 및 하악지부의 골절을 보인 16

개 부위는 이전에 보고한 로 구강 접근법을 통해 골편을

정복한 후 트로카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행하 다.15) 그리고

과두 두부 골절을 나타낸 3개 부위와 경부의 골절을 보인 5

개 부위에서는 전이개 접근법을 통해 정복 및 고정을 시행하

고, 과두 경부 골절 중 골절선의 위치가 낮은 1개 부위는

전이개 접근법과 구강 접근법을 함께 적용하여 치료하 다

(Fig. 3).

Fig. 2.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condyle fracture using
preauricular approach (orthopanto-
mogram of before-surgery and after-
surgery). A, B, fixation using 4-hole
miniplate (case 8); C, D, fixation using
wiring (case 2).

Fig. 3. If fracture line is above dotted line, preauricular
approach is adequate A. If fracture line present below dot-
ted line, transoral approach using trochar device is ade-
quate B (large dotted line: longitudinal axis of condylar
process).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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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개 접근을 이용하여 하악 과두의 관혈적 정복을 시행

한 9증례 중 연구 조건에 부합한 것은 8증례 다. 최종 추

적관찰 결과 8증례 모두 임상적으로 만족할만한 개구량을

보 으며 저작 및 개구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또한, 골

절편은 정복된 위치에서 양호한 치유양상을 보 으며, 금속

고정판의 파절은 없었고, 하악 과두의 흡수는 경미한 수준

이었다(Fig. 4). 8증례 중 4증례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안면

신경의 손상은 모두 회복되었다(Table 2).

같은 시기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8개 부위와 경과

관찰을 비교하 을 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의 평균

개구량은 39.0 mm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의

51.3 mm에 비하여 유의하게(P < 0.05) 작았다. 평균 해부

학적 정복 점수는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이 1.75점으

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의 0.63점보다 유의하게

(P < 0.05) 높았다. 평균 골흡수량은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한 군은 0.99 mm,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은 1.45

mm 로 두 군간의 유의할만한(P > 0.05) 차이는 없었다

(Table 3). 교합관계는 두 군 모두 양호하 으며 개교합 등

의 이상 교합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하악 과두 골절의 구강외 접근법 중에서 악하 접근법은 가

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악체, 하악각 및 과두 하부의 접근

에 용이하지만, 하악골 하방으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하악

지나 과두 돌기의 접근에는 불리하고, 1967년 Hinds와

Girotti16)가 처음으로 제안한 후하악 접근법은, 악하 접근법

에 비하여 접근시 절개를 통한 경로가 짧고 박리하는 양이

적어 접근이 용이하나,14) 과두 돌기 접근시에는 많은 양의

연조직을 상방으로 견인해야 하므로 안면 신경 노출 및 손

상의 가능성이 높다. 전이개 접근법은 과두 두부나 과두 경

부의 높은 부분을 수술할 때 유리한 방법으로, 특히 외측 익

돌근에 의해 전내방으로 변위된 과두 골절편을 정복하기가

용이하다.

A

B

C

Fig. 4. Follow-up of orthopantomograms. A, fixation using a 4-hole miniplate (case 7); B, fixation using wiring and a 4-hole
microplate (case 3); C, fixation using wiring (case 1).
POD, post-operative days; M,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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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강외 접근법들의 주된 합병증은 안면신경의 손

상으로, 문헌 상에서 악하 접근법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 손

상의 빈도는 5.3-48.1%,17,18) 후하악 접근 후 안면신경 손

상의 빈도는 6-16%,19,20) 전이개 접근 후 안면신경의 손상

빈도는 3.2-42.9%로 보고된 바 있다.21-23)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전이개 접근법의 경우는 수술 역이 안면신경의 관골

가지 및 전두가지와 인접하여 안면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경 자극기 등을 이용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안면

신경 손상 가능성을 줄이고 구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었

다. 8증례 중 4증례에서 술후 안면신경의 일시적인 손상이

발생하 으나 4증례 모두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

다.

전이개 접근법을 포함한 구강외 접근법의 또 다른 단점 중

하나는 술후 반흔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켈로이드

(Keloid) 체질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반흔이 심하지 않으며,

전이개 접근법의 경우, 술후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반흔이 존재하므로 양호한 심미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악 과두 골절의 골내 고정술의 방법에는 나사를 이용한

방법, 철사로 결찰하는 방법, 금속 고정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10,21,24,25) 본 8증례 중 4증례에서 금속고

정판 1개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 으며, 2개의 증례에

서는 철사 결찰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 고 2개의 증례

에서 금속고정판 1개와 철사결찰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

하 다(Table 2).

Choi 등26)은 하악 과두 경부 및 하악 과두하부 골절에 있

어서 2개의 금속고정판을 이용하는 것이 1개를 이용하는

것보다 나사의 풀림 현상 및 금속 고정판의 파절 등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치부의 결손 혹은 양호하지

않은 치열로 인해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나 이갈이나 이악물

기 같은 악습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의 금속 고정판으

로 골절편에 가해지는 저작력을 견딜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러나, 저작력은 턱관절과 치아, 특히 구치부 치아에 분산될

수 있다. Seedorf 등27)은 구치부 치아의 존재만으로도 교합

력을 분산하여 하악 과두의 위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의 증례들은 모두 구치부 치아가 건전하

으며 교합이 양호하여 1개의 금속 고정판만으로도 양호한

골절부의 치유 양상을 보 다.

Iizuka 등28)은 관혈적 정복술 및 골 고정술을 시행했던

13례의 하악 과두 골절 환자에 하여 평균 18개월동안 골

절부위의 골흡수를 관찰한 결과, 부분의 환자에서 골흡수

가 발견되었는데, 이 원인은 금속고정판을 과도하게 사용하

는 경우, 오히려 과두의 위치가 생리학적인 위치를 벗어나

게 되어 기능적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골흡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 다. Sugiura 등29)은 하악 과두 골절에 적

용한 다양한 고정술식에 하여 비교평가하 는데, 하악지

의 고경 변화를 볼 때, 래그 스크류를 사용한 고정방법이 가

Table 3. Measurements of open reduction compared with closed reduction                                     (Mean ± SD)

Open reduction (n = 8) Closed reduction (n = 8) P value

MMO 39.00 mm ± 2.56 51.25 mm ± 8.14 0.002

Anatomical reduction 1.75 ± 0.46 0.63 ± 0.52 0.002

Condyle resorption 0.99 mm ± 0.67 1.45 mm ± 1.07 0.318

MMO, maximal mouth opening;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data of patients using preauricular approach

MMO Complication
ID Age Sex Site FPT start

POD#1M POD#3M POD#6M Weakness Open bite
Fixation

Case 1 22 F H Left POD#14 23 mm 30 mm 41 mm mild x W

Case 2 36 M H Right POD#12 27 mm 36 mm x x x W

Case 3 29 F H Left POD#14 34 mm x 43 mm x x W,m

Case 4 27 F N Left POD#7 18 mm 30 mm 39 mm mild x M*

Case 5 30 M N Right POD#14 21 mm 35 mm x x x W,m

Case 6 23 F N Right POD#7 39 mm 39 mm x mild x M*

Case 7 30 M N Left POD#14 34 mm 39 mm x x x M*

Case 8 37 M N Right POD#14 9 mm x 40 mm mild x M*

mean 29.3 12 25.6 mm 34.8 mm 40.8 mm temporary

M, male; F, female; H, condyle head; N, condyle neck; FPT, functional physical therapy; MMO, maximal mouth open-

ing; POD, post-operative days, 1M (1 month), 3M (3 months), 6M (6 months); Weakness, facial nerve weakness after

surgery; *M, miniplate; m, microplate; W, w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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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정적이라고 보고하 다. 이 이유는 래그 스크류를 사

용하면 골막의 박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혈행의 차단을

최소화하여 골치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증

례들도 가능한 작은 금속 고정판이나 최소한의 철사 결찰만

을 시행하 는데, 이는 고정용 재료로 인한 골절편의 혈류

공급 차단을 최소화하여 골절편의 치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 다.

Li 등30)은 동물실험에서 관절낭 내에 임의로 발생시킨 과

두골절의 치유과정에서 손상되지 않은 관절원판의 역할에

하여 논한 바 있다. 즉, 관혈적 정복을 시행함으로써 하악

과두 골절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원판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하악 과두 골절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외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의 가

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악 과두 골절의 분류와 관련된 문헌에서 과두경부와 과

두하부를 구분할 때 부분 S 절흔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

는 것으로 보인다.31-33) Loukota 등34)은 과두 경부를 하악지

의 접선에서‘S’절흔까지 그은 수선의 상부라고 정의하

다. 저자 등은 과두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을 위해 전이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준으로‘S’절흔 최하방점에서 과두

돌기의 장축에 그은 수직선을 제시하 는데, 작도상으로

Loukota 등34)이 제시한 과두 경부의 기준선보다 저자 등의

Fig. 6. Condyle resorption on cases of
closed reduction. Proximal condylar
fragments were deviated antero-infe-
rior direction A-1 and anterior direc-
tion B-1 after injury. Condyle resorp-
tion and remodeling are observed
and anatomical reduction of condyles
are not successful after 6 months A-2
and 4 months B-2. They are not
recovered anatomical ramal length.

Fig. 5. Schematic lines of Case 4, the fracture line is
under both reference lines on right condyle A, but the
fracture line is among two reference lines on left
condyle B (normal line: Reference line of authors’, dot-
ted line: Line of Loukota et al3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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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15)이 더 낮게 위치한다. 이는 과두하부로 구분되는 골

절에서도 구강접근과 트로카를 이용한 방법만으로는 접근이

부족하여 전이개 접근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수술을 완료한

증례(Fig. 5)를 경험하 기 때문에 Loukota 등34)이 제시한

기준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는 기준선을 고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총 16개 부위의 과두 골절에서 골편 변

위의 방향은 14개 부위가 전내하방이었으며, 2개 부위는 후

내하방이었다.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증례들은 해부학적

인 정복을 통하여 하악지의 길이를 회복하 고,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증례들은 하악지의 길이를 회복하지 못했

다(Fig. 6). 비관혈적 정복술에서는 변위된 골편이 재형성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편의 형태 및 위치 변화로 인하

여 실제의 골흡수양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

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하악소설점에서 하악과두의 최상방

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골흡수양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할만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Table 3), 비관혈적 정복술의

경우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변위된 위치

에서 기능적으로 골이 재형성된 것이므로 정상 해부학적 위

치에서의 골흡수량을 계산하면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골흡수량에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면 관혈적 정복술을

통하여 골편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회복하고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악 과두의 비관혈적 정복술과 관혈적 정복술의 결과를

비교한 여러 연구 결과35-37)에서 개구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두 군간의 개구량을 비교하 을

때 비관혈적인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도 평균 개

구량 39.0 mm로 양호한 결과를 보 다. 비관혈적 정복술

을 시행한 경우 기능회복을 위해 약 1-2주간의 악간고정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 으나, 관혈적 정복

술을 시행한 경우 골편의 안정을 위하여 악간고정을 시행한

후 가볍게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술후 약 4주에 적극적인 물

리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구량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

료된다. 

하악 과두 정복 치료의 목표는 (1) 하악골의 통상적인 움

직임에 제한이 없고 통증이 없을 것, (2) 양호한 교합상태

를 회복할 것, (3) 안면 칭을 회복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38)

본 연구에서 S 자 절흔 최하방점에서 과두돌기 장축에 그

은 수직선보다 골절선이 높게 위치하는 경우(Fig. 3)에 전

이개 접근법으로 수술한 결과, 8증례 중 실제적인 구적인

안면 신경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후 교합 상태는 양

호하 으며, 저작 및 개구기능과 관련된 측두하악장애 증상

은 관찰되지 않았다. 치과용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추적 결

과 골편의 변위 및 하악 과두의 흡수는 경미한 수준이었으

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결 론

하악골 골절 환자 196명의 279개 골절 부위 중 과두부

및 하악지부의 골절은 83개 부위(29.7%) 으며, 이 중 관

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증례는 총 25개 부위 다. 이중 16개

부위는 구강 접근법과 트로카를 이용하 고, 8개 부위는 전

이개 접근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 으며, 1개 부

위는 구강 접근법과 트로카 및 전이개 접근법을 모두 이용

하 다. 이 중 전이개 접근법을 이용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8개 부위에 해 개구량, 교합, 해부학적 정복 상태,

하악 과두의 골흡수양 등을 조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하악 과두부 골절의 치료시 S자 절흔 최하방점에서 과

두 돌기 장축에 그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선

보다 골절선이 높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전이개 접근법

을 시행함으로서, 하악 과두 돌기와 과두 경부 상방의

골편 정복 및 고정이 용이하 으며, 추적 관찰 결과 임

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구치부 교합이 양호한 경우 작은 크기의 금속 고정판 1

개나 철사를 이용한 고정 방법만으로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구적인 안면신경 손상이나 이상 교합, 금속판 파절,

감염증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4. 전이개 접근법을 이용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8

개 부위의 평균 개구량은 39.0 mm 고, 만족스러운

해부학적 정복을 보 으며, 평균 골흡수량은 0.99

mm 다.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과 비교했을

때, 개구량은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군이 유의하게

(P < 0.05) 컸다. 해부학적 정복 점수는 관혈적 정복술

을 시행한 군이 유의하게(P < 0.05) 높았으며, 골흡수

량에서는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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