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MPRS 2019 Secretariat

TEL : 82-70-7936-7568ⅠFAX : 82-50-7532-7568 ⅠE-mail : info.kamprs2018@gmail.com ⅠWebsite : www.kamprs.or.kr

제 58차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The 58th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Oct. 31(Thu) – Nov. 2(Sat), 2019 | Busan Port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ymposium III (Cleft)

Name            Hyun Seok, D.D.S., M.S.D., Ph. D.
Sex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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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2005. 03. - 2011. 02. D.D.S.,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11. 02. 22.)

2012. 03. - 2014. 02.  M.S.D.,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14. 02. 21)
2014. 03. – 2016. 02.  Ph. D.,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17. 02. 22)

Employment    2011. 03.01. - 2012. 02.29.  Intern i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2012. 03.01. - 2015. 02.28.  Resident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2016. 03. 14. - 2017. 02. 28.  Fellowshiop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2017.03.01. - present   Clinical professor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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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석 현

생년월일  1985년 01월 26일

학력

2005. 03. - 2011. 02.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사 2011. 02. 22. 치의학과

2012. 03. - 2014. 02.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석사 2014. 02. 21. 구강악안면외과학

2014. 03. - 2016. 02.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사 2017. 02. 22. 구강악안면외과학

경력

2011. 03.01. - 2012. 02.29.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2012. 03.01. - 2015. 02.28.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2016. 03. 14. - 2017. 02. 28.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

2017. 03. 02. –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진료교수 및 임상조교수

자격 및 면허

2011. 03. 31.  치과의사 (보건복지부)

2015. 03. 02.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2014. 12. 13. 대한악안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및 전속지도전문의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정회원 및 학회지도의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평생회원

아시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편집위원

2018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열천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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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ity

구개성형술 후 발생하는 누공 형성에 대한 예방법 및 치료전략

석 현

충북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구개열은 두경부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선천성 기형 중 하나이다. 구개열 환자는 구강과 비강이 개통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발음, 식이섭취, 청각능력에 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구개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구개성형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구개성형술의 목적은 구개부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의 재건을 통해
환자의 식이섭취, 발음, 악안면골의 성장, 및 청각장애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개성형술 후 가장 흔하고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가 술 후 누공형성이다. 구개성형술 후 발생하는 누공형성은 그 빈도가 대략 3-38%로 보고 되어져
왔다. 술 후 누공형성은 과비음을 유발시켜 발음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형성된 누공을 통해 음식과 액체가 코로
역류될 수 있다. 술 후 누공 형성은 수술 당시의 환자의 나이, 진단, 파열 정도, 그리고 선천성 기형 여부와
치료과정, 수술방법, 의료환경, 술자의 숙련도 그리고 술 후 관리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구개성형술 후 발생하는 누공형성에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고, 술 후 누공형성을 예방하는 방법과
발생시 치료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alatal fistula after palatoplasty

Hyun Seok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eongju 28644, Korea

Cleft palate is most common congenital deformity in head and neck regions. The palatal defect that is opening between oral and 
nasal cavity induces various functional problems in patient speech, feeding, and hearing ability. Various surgical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alate repair. The aim of the palatoplasty is reconstruction of the normal anatomy improve feeding, 
normal speech ability and the maxillofacial growth, and reduce the articulation problems. The potential complication of 
palatoplasty is the palatal fistula formation. The incidence of palatal fistula varies according to the study ranging from 3% to 38%. 
The fistula causes difficulty of speech by hypernasality and food and liquid nasal regurgitation. A number of factors affect 
postoperative palatal fistula formation. The patient factors are the age at operation, the cleft type and severity, and other congenital 
deformity syndromes. And other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reatment procedure are the surgical technique, medical environment, 
surgeon experience, and postoperative care. In this lecture, author would like to review the risk factors of the palatal fistula 
formation after the palatoplasty and discuss about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strategy of the postoperative palatal fist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