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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ous studies in the field of facial reanimation surgery have been conducted by surgeons,
basic research scientists, and bioengineers, and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reported. Nevertheless, these techniques remain inadequate in ensuring complete
recovery of damaged nerves. However, a surgical method using the masseter nerve has
shown a high success rate and satisfactory results in the recent literature. Various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have also been reported to reduce the morbidity of donors, with early
functional nerve recovery. Furthermore, research is continuing into the cortical pathways
related to cerebral adaptation with independent movement and natural functional recovery.
More creative and developmental attempts are expected in the future. The focus of future
research will be on nerve regeneration technology using nerve transfer, with the aim of
enabling faster recovery and improving meaningful function and emotional facial movement.
This article focuses on various facial reanimation surgery techniques, together with concepts of
cerebr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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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tension free repair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신경사이에 간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을 늘려서 문합하면 신경

안면마비는 환자에게 기능적인 면과 미용적인 면에서 모두 치명

에 대한 혈관공급이 문제가 되거나 내막을 구성하는 조직이 손상될

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사회생활에 있어 정신적인 고통을 함

수 있으며[1] 또한 신경사이에 발생한 긴장은 섬유아세포의 활동과

께 야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외과적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한

흉터조직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2] 신경의 문합은 미세 수술로 직

다양한 접근 방법이 이루어졌지만 임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예후와

접 문합을 시행하며 이를 보조하여 fibrin glue를 사용하는 방법도

관련된 지표의 부족과 객관적인 마비평가 지표의 한계점, 그리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조직학적으로 suture material을 이

자발적 회복의 가변성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일관된 만족스러운 결

용하여 직접 문합을 시행하는 방법에 비해 염증반응을 줄일 수 있

과를 보이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안면마비 환자를

으며 동시에 신경의 재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여 제시한

위한 reanimation 수술은 그 진전은 느리지만 주요한 노력들은 지

연구도 보고된 바 있지만 임상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속되고 있다. 우리는 본 종설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각각의 안면

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3] 이에 더해 다양한

마비 환자에 대한 다양한 reanimation 수술 방법들과 최신지견 및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 미세 신경문합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섬유화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대뇌피질의 가소성의 개념에

반응을 줄이고 신경 재생을 돕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있다.[4-6]

▒ REANIMATION PROCEDURES

2. Interpositional graft
직접 문합법을 이용한 tension free repair가 불가능한 상황에

안면신경 재건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여부위의 합병증을

서는 신경 개입 이식술을 시행하게 되며 자가신경을 이용한 이식

최소화하고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안면신경이 손상된 이후

술은 신경의 결손부위를 재건하는 데 있어 표준 수술 방법이라고

신경의 재건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 이후 신경 재건까지의 시

할 수 있겠다. 공여부위 신경으로는 주로 비복신경(sural nerve)이

간이 가장 중요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근전도 등의 신경생리

나 대이개신경(greater auricular nerve) 또는 내측 전완 피부신경

학적 검사를 통하여 마비된 안면근육의 상태를 평가하고 안면근육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등을 사용한다(Fig. 1). 사

의 기능이 남아있다면 신경을 재접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

체에서 분리한 무세포 동종신경을 이용하여 이식을 시행하는 사례

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와[7] polycaprolactone과 같은 생분해성 합성 폴리머를 신경도관
으로서 이용하여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연구도 시행된 바 있다.[8]

1. Nerve repair

동종신경과 신경도관 등에 관한 연구는 공여부위 결손에 따른 기능

수상 후 한달 이내이며 안면근육의 기능이 남아 있고 근위부와
원위부의 신경 말단이 서로 연결이 가능한 상태라면 최대한 조기에

소실을 없애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향후에는 자가신경을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ig. 1
A

B

C

Selection of donor nerve.
(A) Greater auricular nerve. (B) Sural nerve. (C)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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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rve substitutions

법으로 교근신경(masseteric nerve; Fig. 3) 또는 심부측두신경

1) Hypoglossal nerve

(deep temporal nerv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공

수상 후 한달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또는 신경재건을

여부 이환의 정도가 적으며 교근과 측두근이 저작기능에 함께 관여

위해 이용 가능한 근위부 신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뇌신경을

하므로 기능의 저하정도가 미미하다. 또한 설하신경을 사용하는 방

이용한 신경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많이 이용되

법은 제2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type 2), 선양낭성암

는 신경으로는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으로 이를 이용하여 원

종(adenoid cystic carcinoma)과 같이 다른 대뇌신경의 문제를 갖

위부 신경을 자극하는 설하-안면신경문합술이 있다. 이러한 설하

는 경우에 그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으며 미주신경에 문제가 있을

신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의 주요한 발전은 신경의 완전한 절개로 인

경우에는 심각한 연하장애를 피할 수 없다. 교근신경을 이용하는

해 발생하는 혀의 움직임의 제한과 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구음장

방법은 운동뉴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면신경 교차이식술에 비해

애와 저작장애 등의 기능적 장애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설하-안면

우수한 근육의 움직임을 얻을 수 있다. 안면신경은 자연스럽고 감

신경 교차술(XII-VII crossover), 설하-안면신경 개입이식술(XII-

정적인 미소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명확한 공여부이지만 약한 움

VII interpositional graft)을 시행하며(Fig. 2), 이를 통해 언어 기

직임으로 인해 안면의 비대칭성이 잔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능 및 연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9,10] 또
한 설하신경의 신경사이 갈림기법(nerve splitting)을 이용한 문합

4. Dynamic procedures

술을 통해 공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시행되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안면신경의

있다.[11]

손상이 발생한 뒤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면근

2) Trigeminal nerve

육의 기능이 소실되며 위축이 발생하고 신경의 비가역적인 섬유화

다른 대뇌신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삼차신경을 이용하는 방

가 진행되므로 신경을 복원하거나 이식하는 방법 또는 치환하는 방

Fig. 2
A

B

Intraoperative findings. (A) End to end anastomosis (buccal branch - sural nerve). (B) End to side anastomosis (hypoglossal nerve partial neurotomy - sural nerve).

Fig. 3

Cranial nerve substitutions. End to end anastomosis (masseter nerve - sural nerve).

다양한 안면신경 재건방법과 대뇌피질의 가소성

77

법으로는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동적인 재건과

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두힘살근의 앞힘살은 뒤힘살과 분

정적인 재건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동적

리하여 아래 입술의 방향으로 회전시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 재건방법의 경우에는 입꼬리의 수의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

입술의 하방 움직임에 함께 관여하도록 하며 동시에 아래 입술의

여 대칭적인 미소를 가능하게 한다. 사용하는 근육의 위치에 따라

상방 움직임에 대응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17,18] 이 방법은 암

서 근위부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과 원위부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으

절제 수술 후에도 근육의 신경분포가 유지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

로 나눌 수 있다.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Regional muscle transpositions

2) Distant free muscle transfers

측두근(temporalis muscle), 교근(masseter muscle), 두힘살근

원위부 근육을 이용한 유리피판술은 비가역적이고 장기간의 안

(digastric muscle)은 근위부에서 동적인 재건을 위해 선택할 수 있

면마비를 겪은 환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기능적, 미용적 결과를 가

는 근육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측두근을 이용한 수술방법

져오며 이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원위부 근

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방법 중에 하나였다. 기존의 방법은 측

유리피판술에는 박근(gracilis), 광배근(latissimus dorsi), 소흉근

두근의 두개관(calvarium)의 상방정지부(superior insertion)를 박

(pectoralis minor), 복직근(rectus abdominis), 전방거근(serratus

리하여 이를 역방향(antidromic)으로 전위(transposition)하여 볼

anterior), 대원근(teres major),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등 다

굴대(modiulus) 부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절개 후 근육을 관골궁

양한 근육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박근과 광배근이 주

(zygomatic arch) 위로 뒤집어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측두부가 함

로 많이 사용된다.[19-22] 박근은 피판의 채취가 상대적으로 쉽

몰되고 광대부위가 과도하게 불룩해지며 외관상 흉터를 남기는 단

고 공여부 이환이 적으며 길이와 수축성 및 부피가 reanimation

점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정방향(orthodromic)

수술에 적절하다. 이러한 공여부 근육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연스

으로 상방정지부(superior insertion)뿐만 아니라 하악골의 근육

러운 입꼬리의 미소(commisural smile)가 가능한 방향으로 근육

돌기(coronoid process)의 하방정지부(inferior insertion)를 박리

을 위치시킬 수 있다. Harii 등[23]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방법으로

하여 입꼬리에 재고정시키는 방법은 Labb 와 Huault [12]에 의해

미소를 지을 때 강한 수축으로 그 결과는 매우 좋았으나 폐쇄신경

“lengthening temporalis myoplasty”방법으로 처음 소개되어 널

(obturator nerve)을 동측의 깊은 측두신경(deep temporal nerve)

리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비가역적인 안면마비 환자에서 측두근의

에 문합하여 교합(bite)시에 비정상적 근육의 수축이 발생하는 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가 있으며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이는 데 제한이 있

이며 동적인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안정 상태에서 안면의 대칭을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후 박근의 사용은 안면마

유지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 측두근의 기능으로 수의적인 미소를

비 환자에서 반대측 안면 횡단 신경이식술(cross face nerve graft)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안정 시에 입술 위치가 과교정될 수 있다는

을 사용하여 두 단계로 재건을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24]

점과 미소 방향의 불규칙성 그리고 입꼬리의 움직임이 원위부 근육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비복신경을 이용하여 건측과 마비측 사이

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에 안면 횡단 신경이식술을 시행한 뒤 마비된 쪽에서 신경 말단부

있겠다.[13] 이후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입

를 남기고 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박근피판의 폐쇄신경가지

꼬리의 움직임과 미소 벡터의 대칭성에 관한 측정 결과가 보고되

(obturator nerve branch)를 이용하여 기존에 남겨진 안면 횡단 신

기도 하였다.[14,15]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근위부 근육으로는 교근

경이식 절단부위(stump)에 문합하여 주는 방법이다. 본 방법의 가

이 있고 이는 입꼬리와 위치가 가까워 사용이 보다 용이하며 근육

장 주요한 장점은 반대측 안면신경에 의해 동시에 유도되는 자발적

의 크기와 세기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 근육 수축의 방향이 입

이고 감정적인 미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두 번의 수술

꼬리를 주로 수평 방향으로 당기므로 그 방향성이 자연스럽지 않아

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긴 신경이식편에서 축삭돌기의 재생이 제

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근육의 기시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박근의 신경 공급

와 정지부를 모두 박리하여 큰광대근(zygomaticus major)의 움직

원으로서 삼차신경의 교근신경의 사용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

임 방향에 맞추어 재배열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측두근과 함께 사용

다(Fig. 4).[25]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과 두 차례의

하여 입꼬리의 가쪽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조기에 움직임이 가능하며 입꼬리 움직임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수술 이후에도 저작 기능에는 문제

(commisure excursion)과 대칭성의 정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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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6,27] 총 154예의 박근을 이용한 재건방법을 보고한 문

을 시행한 경우 4.1±2.9 mm로 보고되었다.[27] 교근신경을 이용

헌에서 삼차신경을 사용할 경우 약 9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했으

하여 재건을 시행한 경우 89%의 환자에서 자발적인 미소가 가능하

며 안면 횡단 신경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약 18개월의 회복기간

였고 훈련을 통해 85%의 환자에서 교합을 행하지 않고서도 미소를

이 필요하였다. 입꼬리 움직임 정도의 평가에서 교근신경을 이용한

지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후에는 교근신경에 신경문합을 시행

경우에는 평균 8.7±3.5 mm, 두 단계로 안면 횡단 신경이식을 시

함과 동시에 비복신경을 이용하여 안면 횡단 신경이식을 동시에 이

행한 경우 6.5±2.9 mm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용하여 결합한 형태의“supercharged”개념도 소개되었고 입술 주

를 보였다(P -value=0.006).[19] 이를 비교한 다른 문헌보고에서도

변의 3차원적인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에서 자발적이

91 증례의 소아 환자에서 박근을 이용하여 재건한 경우 교근신경

고 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미소가 가능함을 보였다.[28] 박근을

을 이용한 경우 평균 8.1±4.0 mm, 두 단계로 안면 횡단 신경이식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광배근을 이용하여 단일 단계로 재건을 시행

Fig. 4

하는 것은 Wang 등[29]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지만 원본이 중국어
로만 출판이 되어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 흉배신경(thoracodorsal
nerve)를 이용하여 반대측 안면신경의 볼가지 또는 광대가지에 신
경문합을 시행하는 광배근을 이용한 재건방법은 차츰 널리 시행되
어 보고되었고[30] 근위축의 정도를 줄이고 미소의 질적 향상과 감
정적인 안면근육의 움직임이 보다 조기에 가능하도록 동측의 교근
신경을 이용하는 동시에 반대측 안면신경을 이용하는 이중으로 신
경을 연결하는 방법도 적용되어 발표되었다.[31] 또한 보다 최근에
는 광배근-전방거근 복합 근피판으로서 흉배신경과 광배근을 이
용한 재건방법에 전방거근(serratus anterioir)과 장흉신경(long
thoracic nerve)을 추가로 사용하여 이중으로 신경을 연결하는 방
법이 소개된 바 있다. 본 방법은 마비된 측의 교근신경의 두 가지를
찾아서 얇은 가지는 전방거근의 장흉신경에 문합하여 주고 다른 가
지는 직접 광배근의 근육에 neurotization을 시행하였으며 흉배신
경은 반대측 얼굴신경의 볼가지에 문합하여 이중신경분포를 갖도
록 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근육을 사용하여 기존의 하나의 근육을

Free gracilis muscle transfer. Single-stage and dual-innervated method (end to
end anastomosis to masseter nerve and cross facial nerve graft with sural nerve).
Data from the article of Oh et al. (Arch Plast Surg 2019;46:122-8).[25]

이용한 방법에 비해 벡터를 추가하며 근육 움직임의 자유도를 증가
시켜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다.[32] 수술 후 일부 상
완신경총의 손상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지만[33] 또한 흉배신경의

Fig. 5

A schematic diagram of a method for obturator nerve splitting. Dual-innervation method with ipsilateral masseter nerve and cross facial nerve graft. Data from the article of
Baccarani et al. (Plast Reconstr Surg Glob Open 2019;7:e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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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가지(descending branch)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이중신경지

경(tibial nerve)에 문합을 시행하였다. 술 후 2개월에 측정한 평균

배를 위해 하행가지와 횡가지(transverse branch)를 모두 사용하는

근전도 증폭의 정도는 신경갈림기법을 시행하여 절반의 신경을 문

경우에서 공여부 이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

합한 그룹(1.77 mV)에서 갈림기법을 시행하지 않고 전체 신경을

다.[34] 그럼에도 공여부 이환을 줄이기 위해 광배근의 일부를 부분

문합한 그룹(3.45 mV)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지만 의미있는 근전도

적으로 이용하여 재건을 시행하는 방법과[35] 신경사이 갈림기법을

신호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용한 문합술을 통해 공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 시행

(P -value = 0.121).[39] 비슷한 연구로 총 36마리의 백서를 대상으

되고 있다.[36]

로 비골신경에 신경사이 갈림기법을 시행하여 절단한 경골신경에
문합을 시행한 후에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잔존해 있는 비

5. Various application of nerve splitting technique

골신경의 복합신경 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공여부의 이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수

가 1개월째 정상의 16.2%, 3개월째 63.4%, 6개월째 72.4%로 측정

술방법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 중에 하나일 것이

되었으며 새롭게 문합한 경골신경의 복합신경 활동전위는 1개월째

다. 신경사이 갈림기법은 안면신경 재건 수술에 있어 공여부의 이

17%, 3개월째 53.4%, 6개월째 54.4%로 측정되었다. 광학 현미경

환을 줄일 수 있으며 이중신경지배를 이루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

Fig. 6

용되는 방법이다. 신경치환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경들 중에서 설
하신경을 안면신경에 문합하는 방법은 혀의 움직임 또는 혀의 위축
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일부의 경우 연
하장애 및 구음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신경
을 치환하는 술기를 시행함에 있어 하나의 운동신경을 다른 신경으
로 희생시키는 근본적인 한계는 한동안 수많은 보조적 수술방법의
대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적인 재건방법과 근위부 근육을 이용
한 동적인 방법은 입꼬리를 당기는 힘과 안정 시 대칭성을 유지하
는 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신경의 손실과 근
위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안면마비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환자들 이외 조기에 신경치환술을 시행하여 보다 자연
스러운 안정 시 대칭성과 미소를 가질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 운동신경의 이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을 이상적인 목표로서 설하-안면신경치환술을 시행하고 남은 설하
신경 말단부에 설하신경의 하행가지를 재문합해주거나[37] 신경사
이 개입이식술이 시도되었고[10]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보고되었지
만 이론적으로 신경재생에 있어 신경문합을 2곳에서 시행하는 것보
다 1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신경사이 갈림기법이 시행되었다.[11,38] 과연 이러한 신경사이
갈림기법이 안면근육의 움직임에 충분한 양의 axon을 제공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여러 연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보
고되었으며 여기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은 시
간에 관한 요인이었다. 이와 관련된 실험연구들을 살펴보면 총 12
마리의 백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연구에서 비골신경(peroneal
nerve)을 신경갈림기법을 통해 절반으로 나눈 그룹과 나누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비복근 각각의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경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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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daver study, the histological findings of the nerve bundle in the proximal
section, where the splitting technique was not performed, and the nerve bundle
divided by the splitting technique in the distal section, section 2, and 3.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urrounding tissues including perineurium were not damaged.
Masson’s trichrome staining, scale bar 200 μm. Data from the article of Kwon et al.
(J Plast Reconstr Aesthet Surg 2011;64:e109-14).[36]

으로 잔존해 있는 비골신경의 신경섬유의 개수는 1개월째 15,108
2

2

2

stimulator)를 통해 수술 중에 남아 있는 공여부 근육의 기능이 유

개/mm , 3개월째 14,167개/mm , 6개월째 19,830개/mm 로 측

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상된 부분 광배근 피판의 기능도 근위

정되었고 새롭게 문합한 경골신경의 신경섬유의 개수는 1개월째

부 신경과 원위부 신경에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Fig. 7). 이렇

2

2

2

15,423개/mm , 3개월째 19,200개/mm , 6개월째 20,774개/mm

게 신경다발사이 갈림을 시행하여 길게 채취한 근위부의 신경과 반

로 측정되었다. 근육의 무게 측정에서 잔존한 비골신경의 지배를

대측 안면신경을 문합하여 주고 하행가지의 원위부를 교근신경에

받는 전경골근은 1개월째 334 mg, 3개월째 702 mg, 6개월째 826

문합해 주어 이중신경지배 또한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mg으로 측정되었고 새롭게 문합한 경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비복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안면 횡단 신경이식(cross-face nerve graft)

근의 경우 1개월째 894 mg, 3개월째 1,352 mg, 6개월째 1,498

을 하지 않아도 되며 탈신경화로 인한 근육의 위축을 줄일 수 있고

mg으로 측정되었다.[40] 임상적용에 있어서는 박근과 함께 폐쇄

축삭의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며 술자의 노동 역시 함께 줄일 수 있는

신경을 공여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폐쇄신경을 신경사이 갈림기법

장점이 있다.

을 통하여 분리하고 두 개의 신경말단 중 하나의 말단은 동측의 교
근신경에 문합하고 다른 하나의 말단은 안면 횡단 신경이식술을 통

6. Concept of plasticity of the cerebral cortex

해 반대측 안면신경에 각각 문합한 방법으로 이중신경지배를 통해

대뇌 적응(cerebral adaptation)은 두뇌가 물리적 손상이나 환경

수의적인 움직임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Fig.

변화에 반응하여 적응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

5).[41] 또한 광배근과 흉배신경을 이용한 안면신경 재건에 있어

뇌피질의 재구성은 상완신경총 신경 손상(brachial plexus injury)

서 이러한 방법은 광배근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신경다발사이 갈

또는 사지절단과 같은 임상사례에서 보다 명확히 관찰할 수 있

림기법(interfascicular splitting)을 통해 횡가지를 보존할 뿐만 아

다.[42-44] 상완의 이두근 기능회복을 위한 재건에 있어서 근피신

니라 하행가지를 일부만 사용하여 남아 있는 공여부 근육의 기능

경(musculocutaneous nerve)을 늑간신경(intercostal nerve)에 문

과 미용적 외관을 유지하면서 67-99 mm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합한 후 조기에는 심호흡을 통하여 신경전달을 활성화하여 팔꿈

긴 신경을 채취할 수 있다. 신경다발사이 갈림기법을 시행함에 있

치를 구부리게 되지만 1-2년이 지난 뒤에는 많은 환자에서 호흡

어서는 횡가지와 하행가지가 갈라지는 부위에서 횡가지를 먼저 보

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두근을 수축하여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

존한 상태로 epineurium을 열고 perineurium을 손상시키지 않게

게 된다. 박근을 이용한 원위부 유리 근피판술과 함께 늑간신경에

주의하며 하행가지의 박리를 진행하며 이러한 신경다발사이 박리

의 신경문합술을 시행한 연구에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는 신경의 기시부인 상완신경총까지 가능함을 해부학적 소견과 조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연

직학적인 소견을 통해 입증하였다(Fig. 6).[36] 신경 자극기(nerve

구되었다.[44] 술 후 6개월에서 fMRI를 통해 늑간신경이 관여하

Fig. 7

The function of the elevated flap can be confirmed at the site of proximal and distal nerves through the splitting technique between nerve bundles, and the function of the
remaining donor can be check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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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수의적 호흡 시 활성화되는 대뇌피질부위는 일차운동피질

시킬 수 있으며 synkinesis를 줄이고 학습을 통하여 대뇌피질의 재

영역의 내쪽측면에 있었으며 근피판을 통한 상완의 움직임 시 활

구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주장한 문헌도 보고되었다.[31]

성화되는 대뇌피질부는 일차운동피질 영역의 가쪽측면에 있었다.
이 영역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보였고 이는 근피판의 신경을 늑

▒ CONCLUSION

간신경에 문합하였지만 이를 담당하는 대뇌피질부위는 기존의 상
완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운동피질부임을 보였다. 대뇌피질의 재구

안면신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그동안 외과의사, 기초연구과학자,

성은 늑간신경에서 근피신경으로 또는 재건에 사용된 근육의 신경

의공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술기의 임상

으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적용이 보고된 바 있지만 손상된 신경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기에

에서는 fMRI와 경두개 자기자극 연구를 통해 초기에 호흡에 관여

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근신경을 이용한 수

하는 대뇌피질부위가 상완의 굴곡을 제어함을 보이고 6개월 후 기

술방법은 최근의 문헌들에서 높은 성공률과 만족할 만한 움직임의

존의 상완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대뇌피질부위가 이를 제어함을 입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공여부의 이환을 줄이고 빠른 신경회복

증하였다. 안면신경의 재건에서는 안면신경의 손상이 일어나 원위

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된 형태의 수술기법과 연구들이 보

부 근피판과 신경을 이용하여 삼차신경에 문합한 경우 기존의 안면

고되었고, 독립적이고 자연스러운 기능회복과 관련된 대뇌피질경

신경의 대뇌피질부가 삼차신경의 대뇌피질부로 피질경로(cortical

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더 창의적이고 발전

pathway)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면신경 대뇌피질부

적인 방향의 시도가 기대되며 미래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

가 삼차신경을 조절하게 된다.[45] 과거에는 안면신경 이외의 대뇌

경이식과 함께 신경재생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다 빠른 회복과

신경의 사용은 고전적으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발달시킬 수 없는 것

의미 있는 기능의 개선 및 감정적인 안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으로 여겨졌다. 특히 교근신경의 사용은 얼굴과 턱의 독립적인 움

것을 기대한다.

직임의 발달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 수술 이후 독집
적인 얼굴의 미소와 턱의 움직임을 보인 사례들이 발표되었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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