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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내부 골 신연기에 의한 이동 골 절편 신연술의 

두개골 결손 재건에서의 유용성 

 

 

골 신연술 특히 골 절편 신연술은 골 결손을 재건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그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에 발표된 

동물실험 결과는 한 개체 내에서 대조군을 정하지 않아 골 생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신연 장치와 이동 골 절편을 이용해 두개골 

결손을 재건하여 골 절편 신연술의 유용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6마리의 개를 마취 후 두개골 양측에 35×15mm의 골 

결손을 만들었다. 한 쪽에는 7×15mm의 이동 골 절편과 내부 

신연 장치를 장착하고, 다른 쪽은 골 절편 신연 장치 없이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수술 후 5일부터 하루에 1mm씩 

28일간 골 절편을 신연하고, 3개월의 경화 기간 후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여 남아있는 골 결손 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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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 생성된 골 조직과 정상 골 조직을 채취하여 그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전체 골 결손 면적의 평균 62.3%(±25.1)에서 

골 생성이 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평균 44.8%(±27.3)의 골 

생성이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골 절편 신연술로 새로 

생성된 골 조직의 강도는 정상 골 조직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 내부 골 신연기에 의한 절편 신연술은 

의미있는 면적의 골 생성을 보일 뿐 아니라 생성된 골의 강도 

또한 정상 골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개골 결손의 재건에 

효과적인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

핵심 되는 말: 두개골 결손, 골 신연술, 골 절편 신연술, 골 결

손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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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골 신연기에 의한 이동 골 절편 신연술의 

두개골 결손 재건에서의 유용성 

 

<지도교수 김용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문 혜 영 

 

 

Ⅰ. 서론 

 

1950년대에 골 신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여러 분야에서 골 

이식술을 대체하여 이용되어 왔다.1,2 특히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중안면부 저성장이나 하악골 저성장, 또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 

등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또한 만족할 만 하였다.3 

1990년대에 Costantino 등에 의해서 골 절편 신연술(Transport disc 

distraction osteogenesis, TDDO)이 소개되어 골 신연술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4,5 이를 통해 자가 골 이식의 양을 최소화 

하면서, 골 결손 부위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골 절편 신연술을 임상적으로 이용하여 그 유용성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이의 기초적인 골 재생 기전(mechanism of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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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이나 이상적인 골 절편 신연 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6-8 홍 등은 이미 동물 모델을 이용해 외부 

골 신연 장치(external distractor)와 TDDO를 통한 두개골 결손 

재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TDDO를 통해 새로 생성된 

골 조직은 정상 두개골과 비슷한 강도와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9 하지만 골 생성 정도는 TDDO를 이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가진 내부 골 신연 

장치(internal distractor)를 이용해 골 절편을 이동시키면서 두개골 

결손 부위를 재건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고, 더 효율적인 

TDDO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4 -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본 실험에서는 6마리의 개(mongrel female dog, 5-month 

gestational age)를 이용하였다. 모든 실험 동물은 연세의대 

동물실험실에서 사육되었고, 모든 실험 과정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2. 수술 방법 

Midazolam(0.2 mg/kg, Bukwang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Ansan, Republic of Korea)과 propofol(3 mg/kg, Pofol V; 

Dongkook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Jincheon, Republic of 

Korea)을 이용해 정맥 마취를 실시한 후, 구강을 통한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이후 흡입마취제인 isoflurane(Foran; 

Choongwae Pharmaceutical Corporation, Hwaseong, Republic of 

Korea)을 이용해 마취 상태를 유지하였다. 수술 중 기본적인 실체 

활력 징후 (vital sign)와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뇌 부종을 

줄이기 위하여 isoflurane 농도를 2~3%로 유지하고, 과 호흡 상태를 

유도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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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에 정중선을 따라 5cm을 절개하고 양측의 근육과 골막을 

거상하여 두개골을 노출시켰다. 정중선에서 양측으로 2cm 정도 

떨어져서 35×15mm의 골 결손부를 만들고 이때 얻어진 골편으로 

이동 골 절편(transport disc)을 15×7mm로 제작하였다. 수술 중 

시상정맥동(sagittal sinus)과 경질막(dura mater)은 잘 보존되었다. 

이동 골 절편의 골막은 제거하였다(그림1). 

내부 골 신연 장치는 본 실험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screw를 

이용해 고정되었다. 이동 골 절편에 microplate을 고정하고 0.018 

강선을 이용하여 골 신연 장치와 연결되었다. 골 결손부 양측에 유도 

강선을 고정하여 이동 골 절편이 이탈되지 않고 신연될 수 있게 

하였다. 반대편은 대조군으로 같은 크기의 골 결손을 만들었다(그림 

1). 외부 골 신연 장치의 끝이 피부 바깥으로 잘 노출되게 하여 근육 

및 피부를 봉합하였다.  

수술 후 진통제인 Ketorolac (Tarasyn, Roche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Basel, Switzerland)과 항생제 Ceftriaxone (50 

mg/kg; Donghw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Ansan, Republic 

of Korea)을 2일간 근육 내 주사로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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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술 중 사진과 이를

골 결손을 만든 상태이며, 실

절편을 장치한 상태이다.  

 

 

 

 간략히 그린 그림. 대조군은 35×15mm 

험군은 내부 골 신연 장치 및 이동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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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 신연 방법 

수술 후 5일간의 안정기간(latent period)을 거친 후 골 신연을 

시작하였다. 골 신연은 하루에 1mm씩 총 28일간 진행되었다. 총 골 

신연 길이는 28mm였다. 골 신연을 마친 후 3개월의 

경화기간(consolidation period) 동안 신연 장치를 유지하였다(그림 

2). 

 

 

 

그림 2. 골 신연의 진행 일정. 수술 후 5일의 안정기간을 거쳐 

하루에 1mm씩 28일간 골 신연을 진행한 후 3개월의 경화기간 동안 

신연 장치를 유지하였다. 경화기간 후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3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3D-CT)을 통해 골 생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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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 생성 면적의 측정 

수술 후 4개월 촬영한 3D-CT(Somatom Sensation 64; Siemens 

Medical Systems, Erlangen, Germany) 영상에서 TDDO로 새롭게 생

성된 골의 면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당시 만들었던 골 결

손 면적(35×15mm)에서 3D-CT상에서 남아있는 골 결손 면적을 빼

서 새로 생성된 골 면적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골 생성 면적을 측정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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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골 생성 면적의 측정. 수술 후 4개월에 촬영한 3D-CT에서 

남아있는 골 결손 면적을 측정하여 골 생성 면적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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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성된 골의 강도 측정 

3D-CT촬영 후 골 신연 장치를 제거하고, TDDO로 새롭게 생성된 

골을 채취하였다. 또한 인접한 부위에서 정상 골 조직을 전 층으로 

채취하여 새로 생성된 골의 강도와 비교하였다. 강도의 측정은 

Instron 5848 microtester (Instron, IL)를 사용하여 압축 강도

(compression strength)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그

림 4). 강도는 megapascal(106N/m2) 단위로 표시하였다. 

 

 

 

 

그림 4. 골 강도 측정 장치. Instron 5848 microtester (Instron,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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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결과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하여 paired t test 및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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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수술 후 6마리 모두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하였으며, 골 신연 

장치도 4개월간 이탈되지 않고 잘 유지되었다. 6마리 모두 골 신연 

장치와 이동 골 절편(transport disc, TD)을 연결하는 강선이 골 신연 

중 끊어져서 TD의 이동이 끝까지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 

절반 이상은 골 신연이 진행되었다.  

 

1. 골 생성 면적 

TDDO로 새로이 생성된 골 면적은 전체 골 결손 면적의 평균 

62.34%(표준편차 25.09)에 달하였다. 골 결손 후 그대로 유지된 

대조군에서도 평균 44.82%(표준편차 27.34)의 골 생성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paired t test에서 P=0.04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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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골 생성 

면적을 평가하기 위한 3D-CT 영상에서 실험군의 골 생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골 생성 면적 

TDDO Control 
No. 

Area(cm3) % Area(cm3) % 

1 2.775 52.9 2.275 43.3  

2 5.1 97.1 4.35 82.9  

3 2.76 52.6 3.138 59.8  

4 4.41 84.0 2.396 45.6  

5 1.394 26.6 0 0.0  

6 3.199 60.9 1.96 37.3  

     

Mean  62.34  44.82  

SD  25.09  27.34  

SD: standard deviation, 실험군과 대조군의 골 생성 면적 차이는 

paired t test에서 P=0.04로 의미있게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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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된 골의 강도 

골의 강도 측정은 2마리에서만 진행되었다(표 2). TDDO로 생성된 

골의 강도는 1.11 MPa(106N/m2)이었으며, 정상 두개골 조직은 1.23 

MPa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ilcoxon signed rank test, P=0.74) 

 

 

 

 

표 2. 생성된 골의 강도 측정 

No. TDDO Normal 

1 1.49 1.91 

4 0.72 0.55 
   

Mean 1.11  1.23  

SD 0.54  0.96  

SD: standard deviation, TDDO를 통해 새로 생성된 골은 정상 

골 조직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강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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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두개골 결손은 주로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며, 2세 

이상에서 직경 6cm 이상의 큰 결손은 잘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따라서 대뇌를 보호하고 두피의 함몰을 막기 

위해서 두개골 결손을 재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2 이러한 두개골 

결손의 재건을 위한 고전적인 방법에는 resin이나 hydroxyapatite, 

ceramic 등 여러 가지 인공 물질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수술 후 

감염 등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는 못하고 있다.13,14 또한 자가 

골 이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늑골이나 두개골 등의 

공여부 이환율(morbidity)이 크고, 얻을 수 있는 골의 양도 

제한되어있는 문제점이 있다.  

TDDO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골 결손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이용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TDDO가 골 결손의 재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기초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발표된 TDDO를 이용한 동물실험 논문들은 그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 개체 내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같은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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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15-18  

홍 등은 이미 고식적인 외부 골 신연 장치와 TDDO를 이용한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에서는 각 개체 안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어 정확한 비교가 되도록 하였다.9 이 보고에서 

TDDO로 생성된 골은 정상 골 조직과 비교하여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골 생성 면적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원인으로 외부 신연 장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새로운 골 생성이 기대한 만큼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가진 내부 신연 장치를 

고안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6개월의 경화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내부 신연 장치를 이용한 

실험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골 생성 면적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마리 중 5마리에서는 TDDO를 이용한 경우 

더 많은 면적의 골 생성을 보였으나 한 마리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에서 더 많은 면적의 골 생성을 보였고, 한 마리에서는 

대조군의 골 생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체의 

전신 상태 이상이나 국소 염증 반응, 신연 장치의 안정성, 골밀도의 

차이 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향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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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더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골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다양하게 하여 TDDO의 골 결손 재건 

능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TDDO의 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성된 골의 강도는 모든 개체에서 측정하지는 않았는데, 홍 등이 

발표한 논문9에서 TDDO를 이용해 생성된 골이 정상 두개골과 

비슷한 강도를 지니고 조직학적인 소견으로도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DDO를 이용해 골 생성이 가장 많이 일어난 개체와 

가장 적게 일어난 개체 2마리에서만 강도를 측정해보았다. 기존 

논문9에서의 외부 신연 장치 및 TDDO로 생성된 골의 강도와 이번 

연구에서 생성된 골 조직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Wilcoxon Two-Sample Test, P=0.88)  6개월 

정도 경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 결과를 볼 때 3개월 

정도로도 생성된 골의 강도는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우리가 고안하여 사용한 골 신연 

장치가 강선에 의해서 TD를 이동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골 신연 

기간 중 강선이 끊어져서 의도한 대로 끝까지 신연되지 못한 점이다. 

1달 정도의 신연 기간 동안 골 결손 부위로 주위에서 섬유조직이나 

골조직 등이 생성되면서 TD의 이동에 저항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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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6마리 모두 중간 정도는 신연이 된 상태로 골 생성도 

대조군에 비하여 대부분 우수하였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는 무리가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TD가 계획된 신연기간을 100% 

끝마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골 생성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므로 

강선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안정성을 갖는 내부 신연 장치를 

이용할 경우, 그 결과는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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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개 실험 모델에서 내부 골 신연 장치와 TDDO를 이용하여 두개골 

결손을 재건하였다. 골 신생 면적은 TDDO를 이용한 경우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새로 생성된 골의 강도가 정상 골 조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 골 신연장치를 이용한 TDDO는 

두개골 결손의 재건에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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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ort disc distraction osteogenesis with internal 

distractor for the reconstruction of a calvarial defect 

 

Hye Young M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 Oock Kim) 

 

 

The necessity of distraction osteogenesis, particularly 

transport disc distraction osteogenesis (TDDO) for the 

reconstruction of bone defect has greatly increased. The basic 

research in TDDO, however, is still insufficient. According to 

previous reports, the comparisons of bone regeneration 

results were not valid, because those studies lacked control 

groups in the same animals. To overcome these facts, our 

department performed a TDDO study with an external 

distractor. But, at that time, the bone regeneration effect of 

TDDO was not distinguishable from the control group owing to 

instability of the external distractor device. In this report, we 

intended to verify the effect of TDDO in the reconstruction of 

skull defects with an internal distractor. 

Six female dogs were operated on and were given 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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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bilateral skull defect. In the study group, TDDO with 

internal distractors (with transport disc, 7×15mm sized) were 

installed. On the other side, the control group, the bone 

defects were left to heal naturally. The distraction was 

performed from the postoperative fifth day at a rate of 

1mm/day for 28 days. Then, after 3 months of a consolidation 

period, the remained boned defects were measured by a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The solidity of the new 

bone was compared with the bone tissue of the normal skull 

bone. 

In the study group, the new bone formation was estimated to 

be 62.3%(±25.1) of defect area and in the control group, it was 

44.8%(±27.3).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P=0.04). The solidity of the newly generated bone 

by TDDO was not different from the normal skull bone. 

With thes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TDDO promotes 

new bone formation and it is useful to the reconstruction of a 

calvarial defect.  

 

 

 

----------------------------------------------- 

Key Words : calvarial defect, distraction osteogenesis, 

transport disc distraction osteogenesis, reconstruction of 

bon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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