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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segmental stability of mandibular osteotomy:
Bioresorbable mesh versus titanium oste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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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mpared the segmental stability of hydroxyapatite (HA)/poly-L-lactide (PLLA) mesh for the osteofixation of mandibular
osteotomy to that of titanium osteofixation. A mandibular discontinuity was created in ten rabbits, whereby either a HA/PLLA mesh
or a titanium miniplate was used for osteofixation. Postoperatively, the amount of daily feed intake was measured and radiographic
images were captured. At sacrifice, occlusion was checked and histologic evaluations were performed with H&E and Masson’s
trichrome staining. From the results, the HA/PLLA mesh-fixation group showed a higher daily feed intake compared to that in the
titanium-fixation group. At sacrifice, occlusion was more stable in the HA/PLLA mesh-fixation group. Histologically, fibrous union was
detected in the titanium-fixation group. In conclusion, HA/PLLA mesh-osteofixation demonstrated superior to titanium-osteo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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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로는 타이타늄 플레이트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
다[3]. 최근에는 인체 내의 타이타늄 고정체가 합병증을 야기하

한국인에서 많이 관찰되는 발육성 턱얼굴 변형증은 정면에서

지 않는 한, 제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4]. 그러나 타이타늄 플

의 얼굴 비대칭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은 하악골 전돌

레이트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 환자의 골 성장에 지장

증이다[1]. 하악골 전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악 골편을 근

을 초래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 타이타늄은 이물질로 작용하여

육이나 골조직 저항이 존재하는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최

주변 조직에 병소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5]. 게다가 방사선학

근 들어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심미적 요구에 따라 상

적 평가 시 항상 방해가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악골 후방 함입(maxillary posterior impaction)과 같은 술식에

아직도 많은 임상가들은 타이타늄 플레이트 제거를 위한 이차

의해 하악 골편의 후방 이동량은 더욱 증가되었다. 또한 안모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이차수술의 불편함을 감수

빠른 개선을 위한 선수술(surgery first)과 같은 치료가 시행되면

하고 있다.

서 불완전한 교합상태에서 턱교정 수술이 수행됨에 따라 수술
시 안정적인 골고정술(osteofixation)은 더욱 요구된다[2].
턱교정 수술 후 장기적인 골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골고정술

따라서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흡수성 플레이트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으나, 흡수성 물질의 강도 부족으로 인하
여 제한적으로 턱얼굴 수술에 적용된 바 있다[6,7]. 20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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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강도가 강화된 흡수성판(resorbable plate)들이 제품화되

동물수술

면서 턱교정 수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Poly-L-lactic acid
(PLLA)를 주성분으로 하는 흡수성판은 턱교정 수술에 적용 시

전신마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Zoletil 50 (15 mg/kg; Vibac

골편의 조기 안정도가 결여된다는 임상적 보고 외에도 그 장단

Korea, Seoul, Korea)과 Rompun (0.2 mL/kg; Bayer Korea,

점에 관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8-11].

Seoul, Korea)을 근육주사 하였다. 악하 절개를 통하여 하악골

최근에는 PLLA에 골전도(osteoconduction) 작용이 있

우측을 노출시킨 후 임상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타이타늄 미

는 hydroxyapatite (HA)가 결합하여 강도가 강화됨과 동시

니 플레이트나 생흡수성 메쉬판을, 골절단 전에 미리 하악골 외

에 흡수와 함께 주변 조직의 골전도를 촉진하는 생흡수성 판

형에 적합시켰다. 소독된 기공용 디스크를 이용하여 소구치 전

(bioresorbable plat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12,13]. 이에 본 연

방부에 simple continuity defect를 형성한 후 타이타늄 플레이

구에서는, 공간 구조의 장점을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HA/

트(M3; Osteomed Co., Addison, TX, USA; 대조군)나 0.5 mm

PLLA 생흡수성 메쉬를 적용하였을 때의 골편의 안정도를 타이

두께의 unsintered HA (u-HA)/PLLA 메쉬판(OsteotransMX;

타늄 플레이트를 적용하였을 때와 실험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

Takiron, Osaka, Japan; 실험군)을 적용하였다. 실험군에서는

다.

4 mm 길이의 u-HA/PLLA 스크류를 골편당 3개씩 고정하였
고, 대조군에서는 6 mm의 타이타늄 스크류를 골편당 2개씩 적

대상 및 방법

용하였다. 수술 창상은 층별 봉합하였다(Fig. 1). 수술 후 5일간
0.5 mL/kg의 Pyrin (Green Cross Veterinary Products, Seoul,

본 실험은 강릉원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

Korea)과 Gentamicin을 근육주사하였고, 한 마리씩 케이지에

번호: GWNU-2017-6) 후 진행되었다.

넣고 사료와 물을 공급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의 유지와 희생

12주된 수컷 New Zealand 흰 토끼를 업체(Samtaco, Seoul,

토끼 하악골의 기능적 회복은 하루 음식섭취량(daily feed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개체의 몸무게가 2.0–2.5 kg

intake amount)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14]. 기준을 잡기 위하

에 이르렀을 때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체

여 수술 전에 각 실험동물의 하루 음식섭취량을 7일 동안 체크

수는 각각 5였다.

하였다. 수술 후에는 희생 시까지 각 개체의 하루 음식섭취량을
측정하여 수술 전 기준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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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animal experiments.
(A) After adaptation of a 4-hole titanium
plate, we induced a simple continuity defect
in the mandibular body of a rabbit by using
a disk. (B) Titanium-osteofixation for the
simple continuity defect of the mandible. (C)
Bioabsorbables-osteofixation for the simple
continuity defect of the mandible. (D) After
osteofixation, layer suture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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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후와 수술 후 1개월, 2개월, 그리고 3개월 시점에서 실

방사선 소견

험동물의 하악골 골유합 정도와 고정 장치의 상태를 방사선 사
진를 촬영(x-ray generator HEL-S; 노출시간은 0.1초)하여 평

방사선 사진을 분석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

가하였다. 수술 후 3달 시점에서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플레이

군 모두에서 수술 직후에 관찰되었던 골 절단선의 방사선상이 1

트의 상태와 screw loosening을 계수하였다. 또한 플레이트 주

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모두 소실되었다. 즉 고정체에 따른 하

변 연조직을 포함한 시편을 제작하여 H&E 염색과 Masson’s

악골유합의 정도는 방사선상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사용된

trichrome 염색을 수행하였다.

고정장치의 상태는 방사선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주
변 골조직의 소실은 관찰되지 않았다.

통계
희생 시 소견
하루 음식섭취량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술 후 2일 마다
의 군간의 평균값을 Mann-Whitney test로 비교하였다.

희생 시 교합을 수술 직후의 교합과 비교한 평가 결과 실험군
에서 3개체, 대조군에서는 1개체만이 안정적인 교합이 유지되

결 과

었다(Fig. 4). 나머지 개체에서 관찰된 부정교합을 전방과 후방

하루 음식섭취량

았다. 하악골 고정 부위를 노출하였을 때 육안적으로 모든 개체

의 교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을 때, 그 결과는 Table 1과 같
에서 골유합이 잘 이루어졌고 플레이트의 상태 역시 두 군 모

실험동물은 모두 전신마취와 수술로부터 회복되었다. 토끼

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스크류는 실험군에서

하악골의 기능적 회복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루 음식섭취량의

는 모두 견고하게 유지된 반면, 대조군에서는 20%의 스크류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실험군이 대조군과 비교

loosening된 소견을 나타내었다(Table 2, Fig. 5).

하여 높은 하악골 기능 회복률을 나타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술 전 하루 음식섭취량의 회복은 수술 후 10일경에 이

조직학적 소견

루어졌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특히 대조군에서 하루 음식
플레이트 주변의 연조직 소견을 H&E로, 골조직 소견을

섭취량이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수술 후 88일째

Masson’s trichrome 염색으로 관찰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고

부터 나타났다.

정체 주변의 연조직에서 염증성 이물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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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 each rabbit, daily feed intake amount was measured for 7 days prior to surgery to obtain the baseline level of daily feed intake amount.
Postoperatively, daily feed intake amount was measured for 3 months. To compare functional rehabilitation between groups, the daily feed intake
amount was compared to its control value. Bar represents the standard error.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AP, absorbable plate; TP, titaniu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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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3. Radiographic images of rabbit mandible in (A, B) u-HA/PLLA group and (C-E) titanium group. Representative images are shown at the
(A, C) time of immediately postoperatively, (B, D) 1 month postoperatively, and (E) 2 months postoperatively.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A

B

Fig. 4.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A) occlusion at the time of sacrifice in
u-HA/PLLA group and (B) titanium
group. Occlusal instability was revealed
in titanium group.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골절단 부위에서의 골유합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조군

로운 골조직으로 치유되어 12주에 완전한 골개조가 이루어졌다

의 일부 개체에서 섬유성 결합이 관찰되었다(Fig. 6). 편광현미

(Fig. 7). 흡수성 메쉬 주변에 국소화된 육아종성 조직이 관찰되

경 관찰 결과 실험동물의 하악골은 해면골로부터 활성화된 새

기도 하였지만, 다형핵백혈구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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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선행연구[22,23] 결과 PLLA 중합체를 적용하여 견고고정을 유
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본 연구에서는 턱교정 수술 시 골편 고정에 적용 가능한 생
흡수성 메쉬의 골편 안정성을 타이타늄 플레이트와 실험적으

큰 크기의 고정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수술 시 확장된 박리
(dissection)와 함께 고정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로 비교하였다. 즉, 토끼의 하악골 불연속 모델(mandibular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흡수성 메쉬는 PLLA에 소결되지 않은

discontinuity model)에서의 동물실험을 통하여 생흡수성 메쉬

HA (u-HA)가 나노입자의 형태로 결합된 물질이다. 이론적으

와 타이타늄 플레이트 고정 시 골격 안정성에 따른 하악골의 기

로 이 물질은 인체로부터 가수분해되거나 HA의 골전도성으로

능과 골유합에 관한 조직소견을 관찰하여 생흡수성 메쉬에 대

인하여 이식된 후 4–5.5년 사이에 골조직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4]. 게다가 u-HA/PLLA는 생체 내에서 25주 동안 인간 피질

PLLA의 광학적 이성질체에 대한 중합반응을 통하여 적절한

골과 같은 휨강도(bending strength)를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

강도가 확보된 흡수성 플레이트들이 턱교정 수술에 적용되어

[25]. 따라서 하악골 시상분할골절단 부위에 타이타늄 플레이트

다양한 임상적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5-18]. 일부에서는 강도

와 같은 크기인 미니사이즈의 4홀 u-HA/PLLA 플레이트도 적

가 보강된 흡수성 플레이트도 수술 직후의 골편 안정성에 문제

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저자는 저작근의 저작압이 집

가 있다는 지적이나, 혹은 일부 지표에서 타이타늄 플레이트와

중될 경우에는 금속판도 파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메쉬형

비교하여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하였다[19]. 최근에 수술

u-HA/PLLA 나노복합체를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법의 발달과 함께 적용된 흡수성 플레이트는 임상적으로 안

본 동물실험에서는 임상에서의 하악골 시상분할골절단술을

정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지만[20,21] 본 연구에서처럼 메쉬 형

토끼 하악골에 최대한 재현하고자 골결손 모델[26]보다는, 단순

태의 생흡수성 판을 사용한 예는 없다. 저자의 임상적 경험과

골절단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하악골 골체부에 가한 골절
단선의 방사선 흡수상이 수술 후 1–2달 사이에 모두 소실되어

Table 1. Incidence of malocclusion at sacrifice
Anterior
malocclusion

Posterior
malocclusion

u-HA/PLLA group

2/5

1/5

Titanium group

4/5

0/5

Group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A

C

Table 2. Incidence of screw loosening at sacrifice
Screw

Intact

Loosening

Absent

u-HA/PLLA group

30

0

0

Titanium group

16

4

0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B

D

Fig. 5.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A, B) fixative devices at the time of
sacrifice in u-HA/PLLA group (C, D)
and titanium group. (A) Overgrowth of
bony tissue in u-HA/PLLA group. (B)
After removal of the fixative devices. (C)
Overgrowth of bony tissue in titanium
group. (D) A loose titanium screw was
detected.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125

Experimental study on segmental stability of mandibular osteotomy

x50

x10

x10

x50

Fig. 6.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Masson’s trichrome staining in u-HA/
PLLA group (upper panel; rabbit of number 3) and titanium group (lower panel;
rabbit of number 1). Fibous gap was
detected at the osteotomy site in titanium
group.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고정 방식에 따른 하악골유합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

였다. 게다가, 본 실험에서 타이타늄 스크류의 경우 loosening

나 조직학적으로 타이타늄 고정군의 일부 개체에서 골절단 부

되는 비율이 높았다. Loosening 된 스크류는 주변조직에 염증

위가 골성 결합이 아닌 섬유조직성 결합으로 대체되었음이 관

성 병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

찰되었다. 메쉬 주변에서는 국소화된 육아종성 조직이 존재하

음을 알 수 있다.

였지만 급성 염증세포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아 흡수성 메쉬의

턱교정 수술에 적용하기 위한 흡수성 고정재료의 이상적인

이물반응은 퇴행적이지 않으며 괴사성 농양을 야기하지 않을

특성은 골조직 치유기간 중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한 후에는 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흡수성 메쉬는 생체불활성과 함께 우수한

능한 빨리 체내 대사과정에 의해 분해되면서 자극적인 잔여물

조직적합성을 보여주었다.

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지 못한 점은 흡수

하루 음식섭취량으로 평가한 하악골의 기능 회복률과 희생

성 고정체의 흡수과정에 의한 생체 내 조직반응이었다. 이는 적

시까지의 기능 지속률은 메쉬 군에서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

용된 u-HA/PLLA 복합체의 생체 내 흡수반응이 일어나는 기간

한 수술 후 3개월이라는 희생시점에서 평가하여 보았을 때 부정

을 고려해 볼 때 이식 후 3개월의 희생시점에서 결과를 도출할

교합이나 스크류 loosening 발생 정도가 타이타늄군에서 더 높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게 나타났다. 이는 하악골 손상 후 골개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4

적용된 스크류의 개수가 다르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으나 타이

홀 타이타늄 미니플레이트보다 6개의 스크류를 적용한 생흡수

타늄과 생흡수성 판의 강도 역시 다르고, 무엇보다도 메쉬 고정

성 메쉬의 골편고정 효율성이 더 우수하고 결과적으로 수술 부

이라는 임상상황을 최대한 동물실험에 재현하면서 동시에 최소

위에 대한 골격안정성도 더욱 우수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

한의 스크류 개수를 정한 것이다. 타이타늄 미니 플레이트의 경

정교합이 발생된 개체는 메쉬군에서 3개체, 타이타늄군에서 4

우 하악골 시상분할골절단술 부위에 임상적으로 4홀 플레이트

개체로 예상보다 많았다. 특히 전치부 부정교합을 보인 개체가

를 적용하고 있음으로 이 역시 그대로 동물실험에 재현하여 비

많았는데 이는 토끼의 경우 강한 저작기능이 전치부에서 이루

교하였다.

어짐으로 저작압이 전치부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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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

500 m

100 m

50 m

50 m

동물실험 결과 생흡수성 메쉬 고정군에서 수술 후에 하악골 기
능 회복이 더 잘 이루어지고, 고정체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악 악교정 수술에서 생흡수성 메
쉬 고정술은 타이타늄 플레이트 고정술보다 골격 안정성이 더

50 m

Fig. 7.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Masson’s trichrome staining by polarizing light in u-HA/PLLA group.
Although the bioabsorbable mesh was
lack of osteogenic potential, the resected
mandibular bones were rapidly healed
with active and remarkable new bone
formation from the trabecular bones of
the host, and resulted in complete bony
fusion in 12 weeks of experiment. u-HA,
unsintered hydroxyapatite; PLLA, polyL-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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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료 자체의 강도가 약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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