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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apatite(Bonesource@) 를 이용한 전두골의 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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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ntal Cranioplasty Using Hydroxyapatite(Bonesource~)

A’yung SOO Shin ，Byung 1\’in Yun

Department01Plasticand ReconstructiveSurgery，Jeju NationalUniversitySChool01Medicine，Jeju，Korea

The aims of cranioplasly are to solve cosmetic and lunctional problems
The authors report frontal reconstruction 에th Hydroxyapalite(BonesourCe@) for a patient who suffered from Sk미1deformity. (J

Med Ufe SCI2013;10(1) ‘47-49)

Key Words : Skull Reconstruction hydroxyapatite

두개안연부위의 뼈의 경손 시에는 기능적(뇌의보호염증의 파

급}문제와 이용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17세기경에 처음으

로 두개성형송이 시작되었고 2차 대전이후 널리 시행되었다 재

건에 사용되는 윤진로는 자신의 뼈가 가장 좋으나 공여부의 합병

증 제공되는 뼈의 양이 한정되어서 이틀 극북하고자 다양한 재

료틀이 시도되고 있다 본 저자틀은 수슐 후에 발생한 전두부위

의 뼈의 결손부위륜 Hydroxyapatite(Bonesourc 한}를 사용하여
재건올 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틀 얻어서 이에 중혜보고와 관련문

헌 고창을 더붙어 소개하 .2자 한다 l갱

[ 서-론

〔 증 례
Figure 1. Preoperative Ia띠'31 views(deforrnily on ri잉lt front외
bono)

43세 여자 환자로 이십 여 년 전에 경련으로 인해 측두엽 철

제술을 시행 받았고.우측 전두측두부위의 두개팔의 부분 견손으

로 인해 이마부위에 이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환자는 이틀 치료

받김 원해 내원 하였다 {Fig.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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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eoj잉<1tNeanteI녕1 vie、성defonniìy on 미킹lt front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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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슐방법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였고，머리럴을 자르지 않고 지그

재그모양의 관상철개후에 골막하로 박리틀 하여 명소틀 노출한

뒤，분말형태의 Bonesource@ 를 중류수를 부어서 반축형태로

만든뒤 두개골부위의 부분결손부위콸 멍어 (molding)표연이 매끈

하게 만뜯어 준다 이후 수술부위에 혈액이냐 액체로 인해

Bonesource@ 가 녹지 않께 주의륜 하연서 약 1시간 가량 기다

련뒤 Bonesource@ 가 정화된 것올 확인해 후에 두피피딴윌 덮

고 수술융 마쳤다 {Fíg.3，4，5)

결 과

수쌀 후 6개월경과 후로 영층이나 뼈의 홉수된 소견풍의 특이

소견없으며，환지는 수술 결과에 만촉해하고 있다{Fíg.6 )

Figure 6. FI비mν u]l찌~녕바lOnt비

고찰
Figure 3. lntra。며-aöve view(exposed b이JYdefected site)

J

두개곧의 재건에 쓰이는 재료는 자기곧 이식이 가장 먼저 출

현하였고 장정은 자신의 초직올 이용하기 때문에 연역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며 삼아 있는 초직이기 때문에 영중 둥에 저항성이

강하지만，채취가능한 양이 한정 돼 있으며，공여부의 합영중 둥

이 발생할 수 있다l에 따라서 다른 재료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고，이에는 금，스태인레스，실리콘제제‘중합체 퉁이다 단할룹

(tan때um)은 이붙 빈웅에 의한 합병중이 높고，원하는 모양올

내기가 엽지 않다 메휠메탈혜이트 (met;ylmethacry!ate) 는 이윤반

웅이 거의 없고 가벼우며，업게 웬하는 모양올 만틀 수 있으여，

가격이 저령하나‘굳올 때 열이 발생하여 주위 조직에 손상윌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진행되

었다 뼈와 치아조직의 중요 구성은 calcium phosphate 로 체내

에서는 hydroxyapatite 의 형태로 존재한다 시판되고 있는 히이

드확시아파타이트 (Bonesource~) 의 인체공학재료의 특정으로는

작은 미세공{micropore) 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사이로 주연의 곧

조직이 자라틀어 운수 있어서 공전도 (ost.eoconduction) 이 가능하

며， 섬유조직의 중식대신 직접 팔조직과 유확이 가능하여

。steointegration 의 기능도 하며，주위의 골세포틀이 분화뭘 할

수 있는 골유도 (osteoinduction) 의 기질의 역한운 할 수 있다 또

한 이윤반용과 염증 반웅이 미약하며，경화 시에 에틸메탈레이트

와 같은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조직에 열손상이 강

소된다 모양올 안틀 때 반쭉(paste) 모양으로 인해 셉게 이용이

가놓하나 기장 큰 단점으로는 sharing resistance 가 낮아 힘이

가하는 부위의 재건으로는 약하며，가격이 비싼 정이다”

를，

Figure 5. 마ltraoperative 끼ews.(ad떠uate augmentation with
Bone∞UJæO)

Figure 4. lntraop:뾰야 e 끼ews.(preparing for :reconstruction w삐1
Bonesourc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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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두개안연골의 성형재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냐，하이드륙시아

파타이프 (Bonesource~)는 골전도 곧유도둥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형태블 내기 용이하며， 감염에 강한 특정이 있기 때문에

두개안연골의 재건 시왜 유용하게 사용원 수 있는 재료라 사료

된다 ’“c ι4

‘i

FrontalCranioplastyUsingHydroxyapatite(Bonesourc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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