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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 두개골 절제술 후 복부 피하에 보존된 자가 골편의
두개 성형술에 대한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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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ies of Cranioplasty with Autologous Bone Flap Preserved
within Abdominal Subcutaneous Tissue after Decompressive Craniectomy
Chae Hong Lim, MD, Kyung Soo Min, MD, PhD, Mou Seop Lee, MD, PhD,
Young Gyu Kim, MD, PhD and Dong Ho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Medical Research Institute, Cheongju, Korea

Objective: Autologous cranial bone flap can be preserved either by freezing or by placing in patient’s own subcutaneous
pocke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cranioplasty using an autologous bone flap preserved in a subcutaneous pocket in the patient’s own abdominal wall. Methods: Twelve autologous bone flaps were preserved in patient’s own abdominal subcutaneous pocket between January 2008 and January 2010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wo patients who died before cranioplasty due to severe postoperative brain swelling were exclude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hart of 10 patients regarding following parameters; age, sex, Glascow Coma Scale score,
Glascow Outcome Scale score, cause of craniectomy, interval between craniectomy and cranioplasty and complication.
Results: The cause of craniectomy were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in 9 patients and cerebral infarction in one patient.
All of them received unilateral frontotemporoparietal craniectomy, 4 in left side and 6 in right side. The bone flap had been
stored in the abdominal wall for an average period of 71 days. There was no postoperative infection or nonunion. All the cases
were cosmetically satisfactory. Postoperative subdural fluid collection were developed in 3 cases and one of them underwent
revision. Conclusion: We found cranioplasty using autologous bone flap preserved in abdominal wall is safe and effective.
Compared to heterologous bone flap and freezing method, autologous bone flap is inexpensive and simple option that preserves the viability of the bone flap. Also, it showed excellent cosmetic results. (J Kor Neurotraumatol Soc 2011;7:19-23)
KEY WORDS: Decompressive craniectomy ㆍ Cranioplasty ㆍSubcutaneous abdominal preservation.

서

론

학적 예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18)
Cushing7)이 뇌압상승 환자에게 처음으로 감압 두개골

뇌부종 및 뇌압상승은 두부손상, 뇌출혈, 뇌경색 등의

절제술을 실시한 이래 수술적 감압 두개골 절제술은 보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며 이는 환자의 의식과 신경

존적 치료에 불응하는 심한 뇌부종을 가진 환자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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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치료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에는 조기에 가능한
빨리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전두-측두-두정부 감압 개두
술과 경막 성형술을 실시하여 환자의 생명 보존과 기능적
회복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14,19)
한편, 감압 두개골 절제술 이후 발생하게 되는 두개골 결
손은 뇌손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성형
적 결함을 나타내므로 이들 결손의 교정인, 두개골 성형술
Copyright © 2011 Journal of Korean Neurotraumatolo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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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형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전간 및 두통
의 치료와 예방적 목적으로 그간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4,6)
두개골 성형술에 사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는 수술이
용이하고 생체 조직과 면역 반응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단단하면서 방사선에 대해 투과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며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가 적어야
하고 미용 측면에서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10)
두개골 성형술에 이용되는 물질은 신선 자가 골편, 냉동
보관된 자가골, 금속성 물질, 비금속성 물질 등 현재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현재 냉동 보관된 자가골과 비
금속성 물질인 Methyl-methacrylate가 가장 많이 이용
3)

되고 있다. 자가골을 사용하는 것은,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두개골에 잘 유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재

FIGURE 1. The photograph showing the location where the
bone flap was banked. The transverse incision was made on
the right upper quadrant of abdomen and the bone flap was
placed between musculofascia and subcutaneous layer.

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가골의 사용에 대한 선호가 높았
으며10,15,16) 일반적으로 감압 두개골 절제술 시 채취된 자가골

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을 때까지의 복부 내 보관기간, 두

은 차후 두개골 성형술에 사용하기 위해 냉동 보관으로 보

개골 성형술 시행 이후 발생한 합병증 등에 대해 조사하

9,13)

본원 역시 그동안 냉동 보관법을 선호하여

였다. 제거된 두개골을 보관하는 위치는 오른쪽 윗 배 부

왔으나, 최근 냉동 보관법을 이용한 환자에서 두개골 성형

위였으며 (Figure 1), 복부 내 위치시키기 이전 깨끗하게

술 이후 감염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었고, 자가골을 두피와

소독하여 두개골 삽입 시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였

복부의 피하조직층에 보관하는 등의 다른 보관 방법을 시

다. 삽입되어질 두개골은 날카로운 골 가장자리를 제거하

도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본원에서는 10명의 두개골 결손

여 삽입될 주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리하여 항생제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부의 피하조직층에 보관된 자가골

섞인 생리식염수에 깨끗이 씻었다. 피부 절개는 제거된 두

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을 경험하였고 그 방법 및 결과

개골의 크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10 cm

를 보고하고자 한다.

가량 횡단(transverse) 절개를 하였고 이후, 근막층(mus-

존되어 왔다.

culofascia layer)과 피하층(subcutaneous layer) 사이

대상 및 방법

를 박리하여 공간(pocket)을 만들고, 이곳에 두개골을 삽
입하였다. 두개골 성형술은 두개골 제거술 후 뇌압이 조절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년 동안 감압 두개골

되고 신경학적 상태가 안정되면 특별한 시간 간격을 정하

절제술을 시행 받은 22명의 환자 중에서 12명의 환자가 복

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두개골 성형술 시행방법은 집도의

부 피하에 자가 골편을 보존하였으며, 사망하여 두개골 성

가 두개 결손 부위를 이전의 반흔을 따라 그대로 절개하

형술을 시행 받지 못한 2명을 제외한 10명의 환자가 복부

고 두피-골막과 경막을 박리하는 한편, 수술 보조의가

피하에 보존된 자가 골편을 이용하여 두개골 성형술을 시

두개골 보관 부위의 반흔을 따라 절개하고 피하층과 주변

행 받았다.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 중 남자와 여자

근막을 박리하여 두개골을 꺼낸 후 povidon iodine으로

의 수는 각각 2명, 8명이었고 연령은 22세에서 78세 (평

닦고 항생제가 섞인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두개골에 붙

균 48.3세)까지였다. 그중 9명은 중증 두뇌부 손상으로

어 있는 연조직을 깨끗이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혈종 제거와 더불어 감압 목적의 골편제거술이 필요했던

정리된 두개골은 고정기구를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두

경우였으며, 1명은 뇌경색으로 두개강 내압조절 목적의

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감염 및 골조직의 흡수

감압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10명의 환자 모두 두

소견을 판단하기 위해 이학적 검사와 주기적으로 혈액 검

개 내 뇌압 감압 목적으로 두개골 제거술 및 경막 성형술

사 및 단순 두개골 촬영을 시행하였다.

을 시행하였다. 후향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의무 기록을 분
석하여 대상 10명의 환자들의 나이, 성별, Glascow Coma

결

과

Scale (GCS)점수, 감압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받은 원인,
시행 6개월 후 Glascow Outcome Scale (GOS)점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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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시행한 10명 모두 편측 전두-측두-두정부에 걸

Chae Hong Lim, et al.

쳐 감압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왼쪽 편측을 시

두개골 성형술 이후 경막하 수종이 발생한 환자가 세 명

행 받은 사람이 4명, 오른쪽 편측을 시행 받은 사람이 6명

있었고 두 명은 경과 관찰 중 저절로 흡수되었으나, 한 명

이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두개골 제거술 후 3개월 내에 두

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Figure 3).

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대상 환자의 연령 분포는 22

수술 후 수두증이 관찰된 경우는 두 명이었다 (Table 2).

세에서 78세 (평균 47.5세)였으며 GCS 점수의 평균은 6.7

고

점이었고, 두개 감압술 시행 6개월 후의 GOS 점수의 평

찰

균은 3.3점이었다. 원인별로는 두부외상 환자가 4명, 뇌 지
주막하 출혈 환자가 3명, 뇌 실질 내 출혈 환자 2명, 뇌경색

두개골 결손은 뇌손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

환자가 1명이었다.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기까지, 복부 내

형상의 미용적 결함을 나타내므로 이들 결손의 교정은

에 두개골을 보관한 기간은 40일에서 95일 (평균 71일)이

미용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전간 및 두통

었으며 두개골 성형술에 소요된 시간의 평균은 2시간 10

의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게 된

분이었다 (Table 1). 12개월에서 28개월 (평균 19개월)간

다.4,6) 두개골 성형술에 가장 이상적인 물질은 수술이 용이

절개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이학적 검사와 CRP, ESR 등을

하고 생체 조직과 면역 반응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단단

포함한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단순 두개골 촬

하면서 방사선에 대해 투과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용이

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 예에서 골조직의

적게 들어가야 하며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가 적어야 하고

흡수 소견 없이 견고하게 두개골에 유합되었으며 수술 후

미용 측면에서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3) 복부 내에 두개골

감염이 발생한 례는 없었다. 또 미용적 결과에서도 전 예에

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됐으며 주로

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2). 그러나,

브라질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선호하여 많이 시행하였다고

TABLE 1. Clinical summary of 10 patients who underwent cranioplasty using autologous bone flap preserved within abdominal
subcutaneous tissue
Sex

Cause of
craniectomy

Preoperative
GCS

GOS at
6 months after
craniectomy

Interval between
craniectomy and
cranioplasty (days)

57

F

Infarct

06

4

50

29

M

SDH

04

4

39

SDFC, HC

105

03

78

F

SDH

07

3

81

SDFC

130

04

49

F

SAH

07

3

90

HC

155

05

37

F

ICH

06

4

81

SDFC

125

06

49

F

SAH

07

4

59

110

07

22

M

EDH

07

5

55

120

08

37

F

SDH

04

2

95

150

09

70

F

SAH

15

2

89

145

10

47

F

ICH

04

2

75

140

Case
No.

Age

01
02

Complication
after
cranioplasty

Operation
time
(minutes)
120

GCS: Glascow Coma Scale, GOS : Glascow Outcome Scale, SDH: subdural hemorrhage, EDH: epidural hemorrhage, SAH:
subarachnoid hemorrhage (spontaneous), ICH: intracerebral hemorrage, SDFC : subdural fluid collection, HC: hydrocephalus

A

B

C

D

FIGURE 2. An illustrative case of a 57-year-old man who underwent craniectomy followed by cranioplasty after 50 months. A, B:
Brain computed tomography and skull roentgenogram of anteroposterior views before cranioplasty. C, D: Brain computed tomography
and skull roentgenogram of anteroposterior views after 10 months of cranioplasty.
www.neurotrau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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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 Brain CT scans showing postoperative complication of subdural fluid collection after cranioplasty in 3 different patients.
Subdural fluid collections were resolved spontaneously except one case (A) who underwent reoperation for its severity. (B, C) resolved spontaneously after conservative management.
TABLE 2. Complication after cranioplasty
Complication

동 보관법과 비교하였을 때 수술 시간도 길지 않았고 절차
No

Infections

0

Wound revision

1

Subdural fluid collection

3

Hydrocephalus

2

도 복잡하지 않았다. 한편, 저자들이 연구한 대상 모두 보
관 기간 동안 두개골 변형이 없었으며 대상자들의 신경학
적 및 전신적인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하였다.
대상자들은 수술 후 대부분 미용적으로 만족했고 모양이
나 대칭성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Movassaghi 등17)

하나,1)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는지, 이 보관 방법이 얼마

은 두개 감압술을 시행 받은 53명을 대상으로 복부 내 보

나 안전한 방법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복부 내에 보관할

관된 두개골을 이용하여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결과, 단

2)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문헌과 자료가 불명확하다.

한 명만이 미용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재수술을 요구

복부 내에 두개골을 보관하는 방법은 감염이 발생할 가능

했을 뿐 거의 전 예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성이 매우 낮고 미용적인 결과가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

또 복부 내 보관된 두개골을 어느 시기에 이식하는 것이

다.1,2,12,17) Baldo 등2)은 복부 내 위치한 두개골에 복부 피

좋은지에 대하여 보고된 문헌은 따로 없었으나, 저자들은

하층에서 풍부한 혈행 공급이 이뤄지고 두개골의 생명력

한 명을 제외한 모두에서 3개월 이내에 두개골 성형술을

(viability)이 유지되며, 두개골 성형술 이후 조직 괴사 및

되도록 조기에 시행하였다. 그 이유는, 두개골 제거술 후

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이 덜 발생하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신경학적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 시행할수록 두피-

12)

Häuptli 등 은 냉동 보관된 두개골의 무려 60%에서 골

골막과 경막이 완전히 유착되지 않아 박리가 더 용이해 수

소실(bone loss)을 경험하였으며 냉동고에 장기간 보관하

술 시간이 단축되어 감염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장기간

기 위해 들이는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복부 내 보

보관에 따른 골 흡수를 방지하고, 뇌 조직에 대한 보호를

관법의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복부 내 보관법은 po-

되도록 조기에 시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rous hydroxyapatite, methyl-methacrylate와 같은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Kim 등5)이 1개월 이내에 수술한

외부 이식 물질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과 비교하였을 때

경우가 1개월 이후에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감

도, 이물질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두개골에 잘 유합될 수

염률이 낮았다는 보고와, 그 외 조기에 두개골 성형술을

있다는 장점과 비싼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

시행하여 신경학적 예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다수의

지고 있다. 복부 내 두개골 보관법의 단점으로는 두개 감

보고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8,20,21) 저자들의 결과에서, 경

압술 시행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 피부 절개가 이뤄진다는

막하 수종이 세 명에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두부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수술 시간의 연장 및 수술 합병증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뇌척수액의 순환

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회복시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을

부전(cerebrospinal fluid dysfunction)이 가장 큰 원인

가져올 수 있어 그만큼 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킬 가

이라 할 수 있고, Baldo 등2)은 경막 성형술을 시행 받은

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공 물질이나 냉

환자에서 경막 성형에 이용되는 인공 재료가 그 주변으로 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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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공급을 제한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 부위 위로 삽입되
어질 두개골과의 박리 작용(exfoliation)이 발생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여 액체가 고일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두개골을 크게 열고 넓은 범위에
걸쳐 경막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률
이 높아질 거라 생각되며 이러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골 성형술 시행 시,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tack-up suture를 반드시 시행하고,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컴퓨터 단층
화 촬영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주의 깊게 추적 관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이 연구는 환자군의 규모와 추적 관찰기간 등에서 부족
함이 있고, 골편의 viability의 보존성에 대한 technetium
bone scan 등의 연구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열 명 모두에게서 감염과 골 흡수 등의 합병증이 없
었고 골 유합 및 두피와 이식 자가골 유착의 결과가 우수
하였으며, 미용 측면에서 만족스러웠다는 점에서 복부 내 두
개골편 보관법은 충분히 안전하고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중심 단어: 감압 두개골 절제술·두개골 성형술·복부 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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