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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내벽골절의 해부학적 복원술

최우경·강동희·오상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Purpose: In surgical treatment of the medial orbital wall fractures, restoring the original position of the orbital wall is difficult 
in some cases. Under such condition, the orbital wall is often reconstructed with synthetic material, without bony reduc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utcomes of anatomical 
reconstruction, which restores the bony wall to the anatomical position,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 reduction in the isolated 
medial orbital wall fractures.
Methods: Thirty patients, who underwent reconstruction surgery for the isolated medial orbital wall fractures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1,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surgical outcomes of two groups, th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group 
(15 patients) and the anatomical reconstruction group (15 patients), were studied in 2 measurements, a one day before and 6 
months after the surgery. The changes of orbital volume were calculated by the images from a computed tomography scan and 
enophthalmos was measured by a Hertel exophthalmometer.
Results: The orbital volume ratio was decreased by an average of 1.05% in th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group, while in the 
anatomical reconstruction group, the ratio decreased by 5.90% (p<0.05). The changes in the Hertel scale were 0.20 mm in th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group, and 0.70 mm in the anatomical reconstruction group.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Hertel 
scal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0.05).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anatomical reconstruction technique of the isolated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results in a 
better outcome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in terms of restoring of the original orbital volume and anatomic 
position. Thus, it can be considered as a useful method for the isolated medial orbital wall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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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면골골절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는 골절 부위를 골절 

이전의 해부학적 상태로 원위치 시켜 본래의 기능을 회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그러나 안와골절의 경우에는 

골절된 안와내벽이나 하벽의 두께가 얇고 여러 조각으로 

파열골절된 안와벽을 원위치로 복원시키기에 어려운 경우

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함몰 골절된 안와벽을 해부학적

인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복원술을 시행하기 보다는 일반적

으로 탈출된 안와 내용물을 회복시킨 후에 함몰 골절된 안

와 하벽과 내벽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와골절 부위를 

인공삽입물을 이용하여 복원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Arch Craniofac Surg Vol.13  No.1, 29-35
http://dx.doi.org/10.7181/acfs.2012.13.1.29

                                                                                                                                              
Correspondence: Dong Hee Kang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1 Manghyang-ro, Dongnam-gu, 
Cheonan 330-180, Korea 
Tel: +82-41-550-6477 / Fax: +82-41-554-6477 / E-mail: dhkcool@dankook.ac.kr

Received February 10, 2012 / Revised March 10, 2012 / March 16, 2012         
Accepted March 16, 2012

O
riginal Article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Vol. 13, No. 1, 2012

www.kcpca.or.kr 30

그러나 이러한 복원술을 시행한 후 안면골 전산화단층촬

영(computed tomography, CT)으로 수술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예로 첫째는 인공삽

입물의 일부가 안와 파열골절로 빠져나가 안와 내용물이 

재탈출되어 있는 경우, 둘째, 함몰골절된 안와벽을 원래의 

위치로 정복하지 않은 채 인공삽입물을 삽입하여 삽입물

이 골절 이전의 안와벽 위치로 정확히 삽입되지 않은 경우, 

셋째, 함몰골절로 확장된 안와벽의 복원이 부족하여 안와

용적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Fig. 1). 

저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안와내벽골절 환자에서 경결막 

절개를 통해 안와내로 접근하는 방법과 동시에 비강을 통

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안와 밖인 사골동에서 압력을 가

하여 함몰된 안와내벽을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하

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고한 바 있다.
2
 이번 연구에서는 안

와내벽골절 환자에서 기존의 복원술에 추가하여 사골동

을 통한 해부학적 복원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 실제로 안

구함몰과 안와용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후 안면골 CT와 Hertel 

안구돌출계 검사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2007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본원 성형외과에 내원하

여 수술을 받은 순수 안와내벽골절 환자 중 수술 후 6개월

까지 추적관찰이 이루어진 3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방법

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연령은 17세에서 68세로 

평균 34.5세였으며, 남자가 24명, 여자가 6명이었다. 수상의 

원인은 상해, 낙상, 교통사고, 운동 등 순으로 많았으며 총 

30명의 환자 중 기능적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는 15명, 해부

학적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는 15명이었다. 기능적 복원술

을 시행한 환자군은 시기적으로 저자가 해부학적 복원술

을 시행하기 이전에 수술받은 환자였으며 수술방법의 선택

에 있어 특별한 적응증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2. 수술방법

모든 환자에서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시행하였으며 기존

의 기능적 복원술은 경결막 절개법만을 이용하여 골절부

에 접근한 후 인공삽입물을 이용해 복원하였으며, 해부학

Fig. 1. Unfavorable operation result of conventional reconstruction. (Left, above & below) Preoperative axial and coronal view of CT scan of 
medial blow out fracture. (Right, above & below) Seven months after surgery, postoperative axial and coronal view of CT scan. The fracture of 
medial wall of orbit was not restored properly and the orbital volume was not decreased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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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원술을 시행하는 환자군에서는 경결막 절개법을 이

용하여 안와내벽으로 접근한 후에 비강을 통한 복원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전신마취하에 골절측 안구의 견

인 검사를 실시하여 외안근의 감돈 여부 및 안구운동의 제

한 정도를 확인 후에 경결막 절개를 가하여 안와내로 접근

하였다. 기존의 기능적 복원술의 경우 절개부위를 통해 골

절 된 안와내벽으로 접근한 후에 함몰된 안와벽 및 포획된 

연조직, 감돈된 외안근을 완전히 노출시켜 확인하였으며, 

내벽함몰골절로 탈출된 안구 조직을 완전히 안와내로 복

원한 후에 함몰된 안와내벽을 골후크 등을 사용하여 원래

의 위치로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파열골절이 심해지는 경우 

해부학적 원위치로의 복원은 어려웠다. 골절 부위로 안와 

내용물이 재탈출하거나 외안근이 재감돈 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함몰골절의 크기에 따라 골결손이 큰 경우에는 

1 mm두께의 Medpor (Porex Surgical Inc., Newnan, GA, USA)

를 이용하여 복원하였고 골결손이 작은 경우에는 0.5 mm 

RapidSorb (Synthes, Inc., West Chester, PA, USA)를 이용하여 

함몰골절의 입구를 막아 복원하였다. 

해부학적 복원술을 시행하는 환자 군의 경우에는 기존

의 방법대로 경결막 절개를 이용하여 골절부위로 접근하여 

안와골절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에 함몰된 안와내벽의 복

원을 위해 비강을 통한 접근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비강을 

통한 접근은 일자형 거상기(straight elevator)를 이용하여 중

비도에서 사골동의 하벽을 뚫고 안와내벽의 외측에 접근하

였으며 안와내부 접근 경로를 통해 거상기 끝이 안와내벽

의 바깥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복원과정 중 내벽함몰

골절의 골 손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여러 번으

로 나누어 압력을 가하여 골절로 전위된 안와내벽을 원래

의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하였다(Fig. 2).
2
 원위치로 회복된 

안와내벽의 복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골동과 비강 

내에 Merocel
  
(Medtronic Merocel, Medtronic Xomed. Inc., 

Jacksonville, FL, USA) 또는 Nasopore
 
(Polyganics BV, Gron-

ingen, the Netherlands)를 충전하였으며 Merocel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후 평균 10일째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해

부학적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복원 후에 골절의 골결

손부의 크기에 맞게 자른 1 mm 두께의 Medpor
 
혹은 0.5 mm 

RapidSorb를 이용하여 골절면을 막았으며, 골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DBX (Demineralized bone matrix, MTF, Edison, 

NJ, USA)를 추가 삽입하여 결손 부위를 복원하였다. 수술 

후 모든 환자에서 안구 견인 검사를 실시하여 안구의 움직

임에 제한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절개부 봉합은 먼

저 안와하연의 골막을 polydioxanone (Ethicon, Somerville, 

NJ, USA) 5–0를 이용하여 닫고, 결막을 Vicryl
 
(Ethicon, 

Somerville, NJ, USA) 6–0 를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3. 평가

1) 안구함몰 정도 측정

안구함몰 정도의 측정은 Hertel 안구돌출계(Inami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정상측 값에 대한 수상측의 차

를 음의 값으로 표기하였으며, 2인 이상의 성형외과의사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하였다. 검사 시기는 

수술 전 측정은 외상으로 인한 부종이 가라앉은 수술 전날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수상 후 평균 7.3일에 측정하였

다. 수술 후 측정은 수술로 인한 부종이 최대한 가라앉고 

지방조직의 위축에 의한 안구 함몰이 완전히 진행된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 오차를 최대

한 줄이고자 하였다.  

2) 안면골 CT 촬영 및 안와용적 측정

수술 전·후 CT 촬영은 동일한 프로토콜로 본원에 있는 

CT (Light speed VCT,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여 2.0 mm 두께로 시행하였다. 수술 전 CT

는 수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촬영하였으며 수술 후 CT

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에 촬영하였다. 수술 전·

Fig. 2. Intraoperative radiologic finding of transnasal restoration of 
fractured medial wall with straight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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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 of orbital volume on axial scan with Rapidia image processing program. (Left) Preoperative imgage of CT scan. (Right) 
Postoperative image of CT scan. Preoperative orbital volume ratio is 107.2% and postoperative orbital volume ratio is 100.2%. 

후 안와용적의 변화는 개인별 안와용적의 차이에 의한 오

차를 줄이기 위해 안와용적 비율로 표시하였다.
3
 이는 정상

측 안와용적에 비해 증가된 골절측 안와용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안와용적 비율 =  골절측 안와용적 �100
정상측 안와용적 

안와내벽 골절의 용적 측정은 촬영된 CT의 안와의 경계

가 보이는 모든 횡단면(axial plane)에서 Rapidia image post-

processing system (Infinitt Co., Ltd., Seoul, Korea)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안와꼭지(orbital apex)를 뒤쪽 경계로, 안와연

(orbital rim)의 내측과 외측을 연결한 직선을 앞쪽 경계로 

하고 안와를 이루는 뼈의 내연을 연결하여 각 단면에서의 

면적을 구하였고 여기에 CT 절편의 두께를 곱하여 용적을 

측정하였다(Fig. 3).

3) 통계 분석

두 군의 안와용적 및 안구함몰 변화는 SPSS ver. 12.0K 

(SPSS Inc., Chicago, IL, USA)에서 Mann–Whitney test를 사

용하여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인 경

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군에서의 용적 

변화량의 통계학적 검증은 Wilcoxon singed rank test를 이

용하였다. 

결 과

1. 수술 전·후 안구돌출계 값

수술 전·후 안구돌출기 값은 기존의 복원술 환자군은 

수술 전 평균 –1.07 mm에서 수술 후 평균 –0.87 mm로 증가

하였으며, 해부학적 복원술 환자군은 수술 전 –1.27 mm에

서 수술 후 평균 –0.57 mm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두 군 모

Table I.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Hertel Scale in Each Group

Group Preoperative Hertel scale (mm) Postoperative Hertel scale (mm) Δ Hertel scal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group (A) -1.07 -0.87 0.20*

Anatomical reconstruction group (B) -1.27 -0.57 0.70*

A-B 0.20 -0.30 0.50

*p> 0.05, no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II.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Orbital Volume (cm3/%) Change in Each Group

Unaffected orbit
Affected orbit

Preoperative Postoperative Volume chang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group (A) 25.27 26.81/106.06 26.54/105.01 0.27/1.05†

Anatomical reconstruction group (B) 25.20 26.90/106.73 25.41/100.83 1.49/5.90†

A-B 0.07 -0.09/-0.67 1.13/4.18 -1.22/-4.85*

*Significant difference, p<0.05.
†Significant difference, p<0.05.



33www.kcpca.or.kr 

Woo Kyung Choi, et al.         Reconstruction of the orbital wall

두에서 수술 전·후 안구돌출기 값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I). 

2. 수술 전·후 안와 용적 및 용적비율

기존의 기능적 복원술을 받은 환자군은 골절 측의 수술 

전 평균 안와용적이 26.81 cm3에서 수술 후 26.53 cm3로 

0.27 cm3
 만큼 감소하였고, 해부학적 복원술을 받은 환자군

은 수술 전 26.90 cm3에서 수술 후 25.41 cm3로 1.49 cm3만큼 

감소하였다. 이 두 환자군의 수술 전·후 안와의 용적 감소

량은 해부학적 복원술에서 1.22 cm3 더 감소하였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II). 수술 

전·후 안와용적 비율의 변화는 기존의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안와용적 비율 값이 수술 전 평균 106.06%에

서 수술 후 105.01%로 감소하였고(p=0.001) 해부학적 복원

술의 경우 수술 전 평균 106.73%에서 수술 후 100.83%로 감

소하였다(p=0.001). 결과적으로 해부학적 복원술이 기존의 

복원술보다 안와용적 비율이 평균적으로 4.85% 더 교정 되

었으며, 두 환자군의 수술 전·후 안와용적비율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II).

고 찰

안와골절 수술 시 대부분은 눈주위 다양한 절개를 통하

여 안와 내로 접근하여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눈주위 접근방법을 이용해서는 안와 밖으로 파열골절 

된 안와벽을 원위치로 복원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

다. 골절에 의해 안와 밖으로 탈출된 안와 조직을 완전히 안

와 내로 복원하고 골절을 완전히 노출시킨다 하더라도 여

러 조각으로 파열골절된 얇은 안와내벽을 골후크 등을 이

용하여 안와 내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각으로 골절

된 안와내벽이 점막에서 분리되어 안와 파열골절의 골결손

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기존의 복원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와내벽골절에서 경결막 절개를 통한 안와 내로의 

접근법과 함께 비강을 통하여 사골동으로 접근하여 안와 

밖에서 파열골절된 안와내벽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하는 

해부학적 복원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유용성을 보고한바 

있다(Fig. 4).
2
 안와내벽 골절의 해부학적 복원은 일자형 거

상기(elevator)를 비강으로 삽입하여 사골동의 하벽을 통하

여 안와내벽골절의 바깥쪽으로 접근을 하여 함몰된 안와

내벽 전체에 조심스럽게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여 복원하

는데 경결막 절개를 통하여 이미 확보된 시야로 거상기 끝

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

고 정확하게 함몰된 안와벽을 원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고, 

복원과정에서 파열골절과 점막에 전체적으로 압력을 가하

여 복원하므로 안와벽의 뼈조각이 점막과 분리되지 않아 

골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해부학적

Fig. 4. Favorable operation result of anatomical reconstruction. (Left, above & below) Preoperative axial and coronal view of facial bone CT scan. 
(Right, above & below) Six months after surgery, axial and coronal view of CT scan. The fracture of medial wall was restored to the proper posi-
tion and the orbital volume was restor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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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위치로 복원된 안와내벽의 유지를 위해서 사골동

에 Merocel
 
혹는 Nasopore를 충전하여 유지하므로 수술 후

에 인공삽입물이 움직이더라도 안와골절로 삽입물의 일부

가 재탈출되는 단점을 막을 수 있다.  

안와골절의 수술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술 후 안구

운동의 제한, 복시 발생 등 기능적 이상 여부를 관찰하는 

방법과 안구함몰의 측정, 안면골 CT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

다. 이 중 안구 함몰은 주로 Hertel 안구돌출계를 사용하는

데 사용이 간편하고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검사자에 따라 측정방법이 바뀔 수 있어 신

뢰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외상과 수술로 

발생하는 부종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4
 저자

의 경우 외상에 의한 부종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수술 

전날 Hertel 안구돌출계 값을 측정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복원된 골성 안와(bony orbit)가 완성되고 지방조직 위축의 

진행이 끝난 수술 후 6개월째에 측정하였다. 검사자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사람에 의해 측정을 실시하였

고 연속 3회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기존의 복원술을 시행한 군과 해부학적 복원

술을 시행한 두 군 모두에서 수술 후 Hertel 안구돌출계 값

이 수술 전 보다 개선되어 안구함몰 정도가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

로 첫 번째는 Hertel 안구돌출계 측정값의 범위가 매우 좁

아 유의한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피검자가 필요하였

으나 전체 환자군의 수가 적었던 원인으로 생각되며, 둘째 

앞에서 말한 바와 수술 전 측정값이 외상에 의한 부종으로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검사자의 따른 오

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여

러 연구에서도 안와골절 수술 전·후에 안구돌출기 값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개선 결과를 보

고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안구돌출계 값

은 위에서 열거한 오류에 의해 수술 전·후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도 연구 초기에 안구

돌출기 값만을 분석 시에는 수술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으나, 후에 안면골 CT를 통한 안와용적의 변

화를 분석하여 수술 전·후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있었다. 

안와골절에서 안구 함몰의 원인은 골성 안와용적의 증

가와 함께 지방조직의 위축, 골절부위로의 안와내용물의 

감돈,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골성 

안와용적의 증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안면골 CT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CT를 이용한 안와용적 측

정의 정확도가 98% 이상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안와골절에서 CT를 이용하여 측정한 안

와용적 증가량으로 안구함몰량을 예측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5–8 

Whitehouse 등
5
은 1 cm3의 안와용적이 증가

할수록  0 .8 m m의  안구함몰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 

Hwang 등
6
은 안와용적이 1 cm3 증가할 때 0.71 mm 만큼 안

구함몰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Jin 등
7
은 골절 면적이 1.9 cm2 

이상이거나 탈출된 안와 조직이 0.9 ml 이상의 경우 2 mm 

이상의  안구함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Raskin 등
8
은 개개인의 안와용적 차이에 따른 오차를 줄이

기 위해 안와용적 비율을 연구하였으며, 안와용적이 13% 

이상 증가 시 안구함몰이 생긴다고 하였다. McGurk 등
3
은 

정상인에 있어서 좌우안의 안와용적 차이는 거의 없으므

로 골절 측 안와용적을 정상측 안와용적과 비교하여 안와

용적 비율을 구할 수 있다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안와내벽

골절 환자에서 수술의 전·후 안와용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개개인의 안와용적 차이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골성 

안와용적 비율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안와용적 비율은 

기존의 복원술을 시행한 군과 해부학적 복원술을 시행한 

두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II). 이

는 해부학적 복원술에서는 기존의 복원술에 더하여 비강

을 통하여 사골동에서 안와내벽을 복원하는 시술을 추가

함으로써 안와내벽을 원래의 위치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

었고, 안와용적 또한 골절 이전의 상태에 좀 더 가깝게 복

원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번 저자의 연구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안와내벽 골절 

환자로만 대상 환자를 제한하였으며 두 군의 수술 환자 모

두에서 안구운동의 제한, 복시 등의 기능적 이상은 관찰되

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부학적 

복원술은 안와골절이 광범위한 내하벽골절에서 기능적, 

해부학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

재 내하벽 골절에 대한 수술결과는 추적관찰 중에 있다. 또

한 이번 연구는 전체 환자의 수가 30명으로 제한되어 안구

돌출기 측정 값의 유의한 차이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 또

한 해부학적 복원술을 시행한 군에서 기존의 수술방법보

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 추가로 많은 수의 환자에서 추적관

찰을 시행하면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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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해부학적 복원술로 안와를 원래 용적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복시나 안구운동 제한 등의 기능적인 면에

서도 우월한 결과를 보이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안와내하벽골절과 하벽골절을 포함하는 

다양한 안와골절에서 해부학적 복원술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안와내벽골절 환자에서 기존의 복원술을 시행한 군과 

해부학적 복원술을 시행한 두 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후 

CT를 이용한 안와용적의 변화와 Hertel 안구돌출계를 이

용한 안구함몰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두 군에

서 Hertel 안구돌출계를 이용한 검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안면골 CT를 이용한 

안와용적 비율은 해부학적 복원술을 시행한 군에서 기존

의 기능적 복원술을 시행한 군보다 4.85% 더 교정되어 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안와골

절의 해부학적인 복원술은 기존의 기능적 복원술에 비해 

안와용적을 수상 이전 상태에 더 가깝게 정복할 수 있는 방

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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