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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렬

치조열의 수복을 위한 골이식은 구순구개열 환자에 있어 널리 받아들여지는 치료의 한 부분 

이다. 이 치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골이식의 시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골이식의 시기와 관련된 2개의 널리 알려져 있는 술식은 유아기에 초기 외과적 술식과 동 

시에 골이식을 시행하는 일차성 골이식과 유치열기에 시행되는 이차성 골이식이다.

비록 일차성 골이식이 상악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골성 지지와 비측부의 지지를 개선시키며 

정상적인 치열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점이 있지만 안면성장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왔다.

이차성 골이식은 안면성장에 대한 영향이 적고 이식부위로 견치 맹출의 잠재성등의 많은 장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식부에서 치조골의 수직적 성장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은 문제점도 간혹 보고되고 있다.

늑골을 이용한 일차성 치조골이식과 자가입자망상골을 이용한 이차성 치조골 이식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상악의 성장, 성공률, 치주건강과 심미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Bone grafting to repair the cleft alveolus and maxilla has been part of the accepted 

treatment for the cleft patients. In spite of the universal agreement on this 

treatment,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optimal time for bone grafting.

The two major trends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bone graft are primary bone 

grafting done in infancy at the time of the initial surgical repair and secondary bone 

grafting done in the mixed dentition.

Although the primary bone graft has provided the advantage including prevention of 

maxillary collapse, improved bony support, support for the alar base, improved 

ability to eat and enhanced potential to develop normal dentition, there were arising 

concerns with unfavorable facial growth.

Secondary bone graft has little disruption to facial growth and provides many 

advantages in addition to the potential to canine eruption through graf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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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 little concern to this procedure reported is the graft's inability to keep 

pace with vertical alveolar development.

In this presentation, the author will show some experiences using both primary 

alveolar bone graft with rib bone and secondary alveolar bone graft with cancellous 

iliac bone and discuss the benefits and risks and some questions such as maxillary 

growth, success rate, periodontal health, and aesthet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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