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개안면 수술에 이용되는 단순한 탬플레이트

신영수，윤병민.

제주대학교의학전운대학원성형외과학괴싣

Abstracl

Simple Template in Craniofaci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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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bone is composed by multiple，thin bones. When we treat [ad외 bone fracture，most important thing is correct
reduction. And then proper f1xation using materials‘π18 authors introduce the sirnple efTective template for craniofacial
surgery. (J Med Ufe SCi 201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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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형외과 영역 중 두개안면부위의 골절재건 분야는 다른 부위

와 블리게 단단한 뼈와 같은 조직을 주로 다룬다 얼굳 뼈는

복잡한 삼차원적 구조로 이루어 져있고(F'iglιre 1，2)，힘올 받지

않는 뼈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 안연부에

가해지연 피부의 손상 및 복합 골절이 발생할 수 었다 본 저자

운은 이런 경우 수술 장에서 흔히 셉게 시용되는 검채용 비닐올

주형(template)으로 사용하연 영고 정확하게 곧절된 뼈를 갱복한

뒤 고쟁을 함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Figure 1. Fγ'8ctured facial bone (싱rree dimention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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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actured facial bone (three dimentional shape)

대상 및 방업

안연팔 골절환자 충 개방적 도수정북 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올해보았다

안와하벽골절，광대뼈팔절，하악골골절의 경우 언저 정막하절

개，구강 내 절개 퉁올 통해 접근을 한 뒤 해부학적으로 연속성

(continui\y)을 갖게 정확하게 갱복 숭올 시행한다 이후 정복펀

뼈틀 고정하기 위해 우선 주형이 필요하며 이때 저자듬은 수술

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조직검사용 검채비닐풍융 사용한다

(Figl니re 3) 정복된 뼈 위에 투명한 벼닐음 용려놓은 뒤 필요한

모양을 바닐 위에 앤으로 디자인올 한 뒤 이를 홉수성때쉬

(absorbable mesb)위에다가 겹친 뒤 가위로 홈수성애쉬한 자른

뒤아ïgure 4) 정복된 뼈 위에 홈수성매쉬를 댄뒤 홉수성 스크류

(screw)로 고쟁을 한대 Figure 5，6) 원하는 대로 해부학적 연속

성올 이룬 정북쌀에 대한 고정슐 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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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y of sirnpl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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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밍Jre 4. Tailored template and absorba비e mesh

Figure 5. Inσ'aoperative View of Template

Jr.ι
Figure 6. lntraoperative View of absorbable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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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곧정치료의 원칙은 정확한 정복 울이며 이후 멸요한 경우

외고정송 혹은 내고정술올 시행한다 안연골골철도 이 왼칙에

입각하여 치료윌-시행해야 한다‘ 안연 골 골껄의 고정은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흰-쩨외하고 홉수성재료블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홉수성 재료는 1년에서 1년반 정도 지나연

홉수된다 흉감:성재료 역시 먼저 정확한 디자인이 멸요하다 1)，2)

이때 기존의 방볍으로는 종이깐 이용하거나 수송용 장갑，소목된

비널，알루 "1늄호인등판 이용하였으나， 종이의 경우는 가장 단순
한 주불 (template) 로 수송필드가 피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고 장갑의 경우 색7강이 었고 신측성이 종에

서 디자인얘 문제갈 야기할 수 있고，양은 비닐의 정우 소옥응

시행하연 쭈글쭈글 모양의 연형이 용 수 있고 암루미늄 호엘의

경우 첼토영하여 디자인이 쉰지 않다

조직검사용 검채비닐풍의 장점은 젓째 투명하기 때문에 정확

하게 디자인윤 할 수 있고，등째，어느 정도 두껑기 때문에 소독

윤 하여도 모양의 연형이 탠하며， 셋째 장갑과 감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모양이 원하는 모양과 통일하다는 정이다

이외에도 가장 큰 장점은 수촌%벼|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면
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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