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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성형술에 있어서 비삽입물질의 적절한 선택은 필

수적이며 그 선택에 있어서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대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Silicone 또는 Polytetrafluoroe-

thylene(Goretex) 삽입물을 주로 쓰고 자가조직이 필요

한 경우 두개골, 늑연골, 비중격연골, 이개연골, 진피, 지

방, 근막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가조직은 인공

성형물질에 비해서 감염, 뒤틀림, 돌출 등의 문제에 있

어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여부의 합병증과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적인 술기나 이차수술 등

에 한하여 시술되고 있다. 늑골 또는 늑연골 이식술은

채취후의 통증, 기흉의 위험, 이식골의 흡수, 이식연골

의 뒤틀림, 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자주 간과되어져 왔

다. 이에 저자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비구조의 해부

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늑골/연골 복합이식술을 통한

비성형술을 시행한 후 임상적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

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가. 대상

환자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늑골/연골

복합이식을 시행받은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남자 환자였고 연령은 20-26세(평균 22.5세)였다. 수술

은 비교정술이 8례(사비 3례, 혹비 2례, 사비와 혹비 3

례), 융비술이 4례(편평코 2례, 이차적 구순비 변형 2례)

였다(Table I).

나. 수술방법

흉부에서 주로 7, 8번째 늑골/연골 결합부에 해당하

는 피부에 수평 또는 곡선으로 4 - 5 cm 길이의 절개를

가하고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muscle)의 근복부

Augmenatation rhinoplasty may be effectively accomplished with
alloplastic materials. However, certain circumstances mandate the use
of autologous grafts(e.g., dorsal augmentation that exceeds 8 mm and
patient intolerance of alloplastic implants). Rib or costal cartilage graft
have gained wide-spread use in rhinoplasty. Rib cartilages are pliable
and soft but they easily undergo warpage, whereas solid bone graft
frequently lead to an unnatural hardness of the nasal tip and dorsal
resorption. The rib/costal cartilage combination graft(=autogenous
chondro-osseous rib grafting) are excellent alternatives. In this study
12 patients received 14 rib grafts harvested in the 7th or 8th rib.
Materials were used as cantilevered dorsal onlay grafts, columellar
struts, and tip grafts. During 8 months of follow up periods, most
patients have firm and stabilized nasal dorsum with soft and mobilized
tip without prominent complications such as infection, protrusion,
mobilization, etc. In conclusion, this autogenous chondro-osseous rib
grafting technique can be an effective and safe method in the primary
or secondary rhin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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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y)사이를 박리해 들어가, 연골막과 골막 절개 후 늑

골/연골을 채취하였다. 11번 칼과 진동톱, burr, rasp 등

을 사용하여 I자형의 silicone 삽입물 모양으로 조각하

였으며 두께는 3 - 5.5 cm 사이로 융기할 양에 맞추어 다

양하게 조절하였다. 개방적 접근술(open approach)로

수혜부를 박리한 뒤 골막하공간(subperiosteal pocket)

으로 삽입하여 비골 상부에는 늑골이, 비연골 상부에는

늑연골 부분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각된 늑연골

미부는 비익연골과 흡수성 봉합사(PDS #5/0)로 고정하

였고, 늑골부는 비골에 0.028 inch K-강선으로 경피적

삽입술을 시행하여 외부목(external splint)과 함께 5일

동안 고정시킨 후 제거하였다. 늑골은 후에 흡수될 양을

생각하여 10 - 15% 과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골 :연골 비율은 수혜부의 크기와 비율에 따라 70 : 30,

60 : 40, 50 : 50, 40 : 60의 비율로 달리하여 조각하였다.

조각 후 남은 늑연골을 이용하여 비주 지지대(colu-

mella strut)를 세우고 비첨부에 이식을 하였다.

III. 결 과

삽입된 늑골/연골 복합체는 술후 3개월에서 8개월간

추적관찰한 결과 외팔보 효과(cantilever effect)로 인해

비배부 및 첨부를 원하는 두께로 효과적으로 융기시킬

수 있었으며, 이식부위의 감염, 이식물의 돌출, 이동, 뒤

틀림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K-강선 삽

입을 통해 고정된 늑골과 비골은 두달 내에 포행대치

(creeping substitution)에 의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

으며, 골흡수가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미약하게 관

찰되었으나, 재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공여부에는 평균 4.8 cm의 반흔이 남았으며 공여부

반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불만을 나타

내지 않았다. 흉막 열상(pleural tearing)과 비후성 반흔

이 1례씩 있었으며, 감염과 기흉 등의 발생은 없었는데,

늑골/연골 이식물의 채취시에 안쪽 골막과 연골막(in-

ner lamella)을 보존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비교

적 공여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다(Table II). 술후 다음

날부터 보행을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술후 3일 간 중등도

의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에는 경미함을 보였다.

증례 1

20세 남자 환자로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비-사골-안와-전

두골 골절(nasoethmoid-orbitofrontal fracture)의 과거력이

있으며 비배부가 상당히 낮은 편평코(flat nose)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술전 방사선 검사상 비골주변에 철선고정

(wiring)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비배부 박리 후 제 7번 늑골/연골을 채취하여 5.5 mm두

께로 조각 후 이식하였으며 남은 연골로 비지주 지지대

(columellar strut)를 세우고 비첨에 이식하였다. 술후 8개

월째 비배부가 많이 융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Fig. 1).

증례 2

23세된 남자 환자로 사비(deviated nose)를 보이고 있어

개방적 접근술(open approach)로 박리를 시행 후 내측 및

외측 비절골술(medial & lateral osteotome)을 시행하고 제

7번 늑골/연골을 채취하여 4 mm두께로 조각 한 후 삽입하

였다. 술후 6개월 째 비배부가 융기되고 굽은 비배부가 바

르게 교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Fig. 2).

증례 3

21세 남자 환자로 혹비(hump nose)를 보이고 있어 비봉

절제술(humpectomy) 시행 후 비골이 작고 비저(base)가

비교적 좁은 소견을 보이고 있어 절골술을 시행하지 않고

제 7번 늑골/연골을 채취하여 얇게(3.5 mm) 조각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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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개방비배변형(open roof deformity)을 교정하였다.

술후 3개월째 측면사진에서 혹비가 많이 개선되고 향상된

비배부의 곡선을 볼 수 있다(Fig. 3).

증례 4

22세 남자 환자로 이차적 구순비변형을 가지고 있으며,

3년 전 비교정술을 한번 시행받았던 환자이다. 제 7번 늑골

/연골을 채취하여 5 mm 두께로 비배부에 외팔보 이식

(cantilevered dorsal graft)을 시행하였고 남은 연골을 이용

하여 좌측 비익주위 융기술(para-alar augmentation)을 시

행하고 비지주 지지대(columellar strut)를 세운 후 비첨부

에 이식을 하였다. 술후 8개월째 사진에서 비배부의 안장코

변형(saddle nose deformity)이 많이 향상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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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 찰

비성형술에 있어서 자가조직 이식은 역사적으로 1950

년대에 외팔보 원칙(cantilever principle)이 처음 등장하

였고, 1966년 Millard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1971

Farino와 Villano에의해골성비배부이식(osseous nasal

cantilever graft), 그리고 1980 Chait 등에의해늑골/연골

복합이식(costal osteochondral graft)의개념으로 발전되

어 왔다.1-3

코의외양을결정짓는데있어서골-연골구조물(bony-

cartilaginous skeleton)과 피부-연부조직(skin soft-tis-

sue envelope)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가조직은 골-연골 구조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공조직은 비배부에 부하(axial loading)를 가하는 결

과를 야기한다.4

현재 Silicone, Polytetrafluoroethylene(Goretex)으로

대표되는 인공이식물(alloplastic mater-ials)에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감염, 이동, 돌출, 수축, 피막 형성

(capsular formation), 조직 성장의 결여(lack of tissue

ingrowth)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가조직을 이용하며,

이의 종류로는 두개골, 장골, 늑연골, 비중격연골, 이개

연골, 진피, 지방, 근막 등을 사용하게 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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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직 공여부의 선택은 조직의 필요한 양과 질,

공여부 이환률(morbidity), 술자의 경험에 의해 좌우된

다. 두개골(split calvarial bone graft) 이식의 장점은 술

후 통증이 적고, 휠 염려가 없으며, 술후 반흔이 더 잘

감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경막 손상

(dural tear), 뇌실질 출혈(intracranial hemorrhage), 흡

수되기 쉽다는 점 외에도 조각하고 다듬기 어렵다는 점

과 반흔성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7 장골

도 깨지기 쉬우며 얇게 만들기 어렵고 연골부분이 없어

유연성이 떨어지며 흡수가 잘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중

격 연골과 이개연골은 양이 많지 않으며 골조직이 없어

견고성(rigidity)이 없고, 뒤틀림(warping)이 있는 단점

이 있다. 진피와 지방조직은 골격부(skeleton)가 없고 연

부조직만 존재하기 때문에 융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늑골/연골이식은 비슷한 조직으로 대체한

다는 장점과 두 팀 동시 수술이 가능하여 수술시간을

줄이고, 조각하기 쉬우며, 더 유연하고(pliable), 많은 양

을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7,8 늑골/연골 채취에

있어 Sheen and Sheen은 제 9, 10번 늑연골을 사용하였

으며, Chait 등은 비재건에 제 5번 늑연골을, Gunter는

제 7, 8번 늑연골을 선호하였다. 저자는 주로 제 7번 늑

골/연골을 선호하였는데, 해부학적 위치로 보면 1 - 6번

째 늑연골은 흉강(thoracic cavity)안에 있고, 7 - 10번째

늑연골은 복강(peritoneal cavity)안에 위치하며, 제 7번

째 늑골/연골 결합부는 흉강과 복강사이에 걸쳐져 있

다. 따라서 복직근을 박리할 필요가 없어 채취하기가 쉽

고 흉강이나 복강안으로 침습할 확률이 적으며, 가장 두

껍고 긴 연골을 채취할 수 있다.5

L자 삽입물은 비지주 부분을 두텁게 하고, 너무 얇게

만들 경우 뒤틀림이 발생하기 쉬워 부하(axial load)를

견디기 힘들며, 비첨부에 경직(tip rigidity)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피부의 미란을 야기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6 따라서 비배부 이식과 비지주 지지대

및 비첨 이식은 별개의 조작으로 시술하였고, 전비극

(anterior nasal spine)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비익연

골 내각(medial crura) 사이에 pocket을 만들어 #5/0

PDS로 고정하였으며, 비지주 모양(columellar contour)

과 코의 길이(nasal length)를 조절하기 쉬운 장점이 있

었다.

이식 후 견고한 골접촉과 고정이 없으면 혈관재생성

과정이 결여되어 결과적으로 골흡수를 초래하는 원인

이 되는데, 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K-강선 삽입을 통

한 고정 후 두달 내에 포행대치(creeping substitution)

에 의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일부의 환자에 있

어 골흡수가 미약하게 관찰되었으나, 비변형이 다시 발

생하고 재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 미

세나사(microscrew)를 이용한 고정은 별개의 미간부 절

개(glabella incision)를 필요로 하고 제거 시 따로 수술

이 필요로 하다는 단점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9,10

연골의 뒤틀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기 뒤틀림은

5 - 10일, 후기 뒤틀림은 1 - 9개월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데, Gibson과 Davis(1958)가 제창한 바 있는 “Balanced

cross-sectional carving”의 개념은, 그 후에 저서에서

(1977) 연골의 뒤틀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

골조각(carving)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일단 연골에

어떠한 조각이라도 가하게되면 뒤틀림은 피할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11-13 Gunter 등은 휨을 막기

위하여 늑연골 안에 K-강선을 삽입하였으나 이는 경직

(stiffness)을 초래하여 연골을 사용한 본래의 의도와 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Mckinney와 Gunter는 혹비에 있어서 비골이 너무 작

고 비저가 좁은 경우에는 비봉제거술( humpectomy)을

하고 난 후 발생한 개방비배변형(open roof deformity)

을 교정하기 위하여 비골 절개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자가조직을 이용하여 개방된 부위를 재건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12 위의 증례에서도 비봉재

거술 후 융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서 3.5 - 4 mm의 두께로 얇게 조각하여 비배부에 삽입하

였다. 따라서 과도한 내절골술을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

으로 비배부를 재건할 수 있었으며, 골과 연골의 복합이

식을 통해서 위에서 지적한 골의 흡수와 연골의 뒤틀림

이라는 단점을 보강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외에도 비중격

연골의 붕괴로 발생한 Pseudo-hump 기형, 비배부의 과

도한 절제에 의해 발생한 비배부 함몰(dorsal collapse)

기형들에 있어서도 모두 코의 중심이 되는 비배점

(rhinion, key stone area, osseo-cartilaginous junction)

의 결핍과 관련이 있고 이의 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늑골/연골 복합이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비배부를

재건함과 동시에 융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4,9

IV. 결 론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늑골/연골 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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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비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12명을 대상으로 추

적관찰한 결과, 비배부는 견고한 골고정 상태를 유지하

고 비첨부는 부드럽고 유동적인 연골조직의 특성을 유

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늑골/연골 복합체는 풍부

한 양을 취할 수 있고 자가조직이라는 장점, 그리고 골/

연골의 동일조직끼리의 접합이라는 특유의 해부학, 생

리학적 적합성, cantilever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자가이

식물질로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자

의 적응증을 고려하여 일차적 또는 이차적 비성형술시

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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