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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시기가 지난 안면골 골절의 수술적 교정

이규섭·박재범·송승한·오상하·강낙헌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형외과학교실

Except for special situation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best results in the treatment of facial fractures is expected if reduction is 
done within the first 2 or 3 weeks after injury. We reduced facial bone fractures at 4 to 7 weeks after trauma. A 44-year-old female 
patient underwent open reduction for her right zygomaticomaxillary complex fracture at 7 weeks after injury. A 59-year-old female 
patient underwent surgery for the right mandible body and left parasymphysis fractures at 4 weeks after injury. Using traditional 
approaches, granulation tissue and callus were removed from the fracture sites, and malunited fracture lines were separated by a 
small osteotome. We reduced the displaced fractured zygoma and mandible to their normal anatomical positions and fixed them 
using titanium plates. No complications such as asymmetry, malunion, malocclusion, or trismus were seen. Unfavorable asymmetric 
facial contours were corrected, and we obtained good occlusion with favorable bony alignment. The functional and aesthetic 
outcomes were satisfactory. Through removal the callus and limited osteotomy, a successful approach to the previously fractured 
line was possible, and an exact correction with symmetry was obtained. This method can be a good option for obtaining good 
mobility and clinical results in treating delayed facial bone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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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골상악골복합체는 중안면부의 외측에 돌출해 있기 때

문에 외상을 받기 쉬워서 얼굴뼈 중 골절 빈도가 높으며, 얼

굴의 폭과 돌출 정도, 안와의 뼈 윤곽 등을 결정하는 미용

상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 또한 관골 골절을 방치하는 경우 

안구함몰, 안면윤곽변형, 하안와신경마비, 입벌림장애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1,2]. 한편, 하악골 골절의 경

우 교정하지 않으면 맞물림장애(malocclusion), 입벌림장애

(trismus), 부정유합(malunion)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

부분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게 된다. 하악골 골절의 수술

적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감염, 골수염, 불유

합 등이 있으며 흉터 및 안면비대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정확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안면골 골절은 수상 후 2−3

주 이내에 치료가 권장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잘못된 진

단, 동반된 치명적인 질환,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전신상태, 

잘못된 초기대응 및 환자의 추적관찰 소실 등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3]. 그러나 이

처럼 시기를 놓쳤더라도 적절한 수술방법을 통하여 골절된 

뼈를 환원시키고 가능한 한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이러한 조기에 치료하지 못한 안면골 골절의 치료에 대해

서 기존 문헌에서는 주로 안면골을 재골절 시킨 후, 다시 정

복하거나 인공삽입물이나 이식편들을 이용하여 결손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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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메워주는 방식 등을 기술하고 있다[3,4].

저자들은 수상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임상적으로 수술시

기가 늦었다고 생각되는 수상 7주가 지난 관골상악골복합

체 골절과 수상 4주가 경과한 아래턱뼈 골절에서 고식적인 

절개 방법으로 이미 생성된 섬유성유합(fibrous union) 부위

의 육아조직 및 가골(callus)을 제거하였으며, 새로운 골절선

을 만들지 않고 최소한의 뼈자름술(osteotomy) 만으로도 쉽

게 정복하였고,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를 얻어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증례 1

44세의 여자가 내원 6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안면비대

칭과 우측 협부의 감각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상 1일

째 개인의원에서 단순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우측 관골 골

절을 진단받았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만 듣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협부의 감각저하가 호전되지 않아 본

원에 내원하였다. 우측 협부와 윗잇몸 부위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으나, 동통 및 압통은 없었다. 정상측에 비해 우측 

협부가 함몰된 소견을 보였으며, 안와하연의 변위된 골절선

이 촉지(stepping)되었다. 안면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

mography, CT)상 상악동 내의 혈종이 대부분 흡수된 우측 

관골상악골복합체의 삼각골절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수상 7주 1일째에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외측 안와연절개를 2 cm 정도 가하여 골막을 박리한 뒤 관

골-전두봉합부 골절부위를 직접 노출시키고, 속눈썹밑 절

개법(subciliary incision)을 통해 안와하연의 골절부위를 확

인하고, Keen 접근법으로 관골-상악골봉합부 골절부위를 

노출시켰다. 안와하연과 관골-상악골봉합부의 골절단부위

에 이미 형성된 가골을 골막거상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2 

Fig. 1. Preoperative facial computed tomography of a 44-year-old female with right zygomaticomaxillary complex fracture and blowout fracture. 
(A) Axial view. (B) Coronal view. (C)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image. A displaced and depressed zygoma body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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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toperative facial computed tomography. (A) Axial view. (B) Coronal view. (C)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image. Note the 
perfectly reduced zygomaticomaxillary complex to its normal anatomical position, showing equal projection, width and rotation of the 
zygomaticomaxillary complex of the contralatera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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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골절단기(osteotome)를 이용하여 골절부위를 재골절시

켰다. 골절되어 함몰된 관골상악골복합체를 정상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하였고, 골절편에 눌린 하안와신경(infraorbital 

nerve)에 대하여 감압술(decompression)을 시행하였다. 안와

외측연에는 5 hole 2.0 mm miniplate로, 정교합된 안와하연

의 하측 2 mm 지점에는 7 hole 1.3 microplate로 고정하였으

며, 광대뼈-위턱뼈 버팀벽이 정렬되었음을 확인한 뒤 5 hole 

2.0 mm miniplate로 3점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동반된 안와

바닥골절에 대해서는 탈출된 연부조직을 안와내로 재배치

시킨 뒤 입안에서 얻은 골절편으로 안와바닥을 재건하였다.

수술결과의 판단은 협부함몰과 감각저하 등 주관적인 증

상의 정도를 수술 후 1주와 4주째 조사하여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객관적인 골절의 정복 정도를 확인 및 

수술 전과 비교하기 위하여 수술 후 4일째에 안면 CT를 촬

영하였으며, 변위가 남지 않고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로 골

절편이 정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2).

수술 후 2개월째 하안와신경의 감각저하 소견은 호전되

었으며, 안면대칭 등 미용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였다. 

4개월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통증, 혈종, 턱 운동장애 등

의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증례 2

59세의 여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신의 다발성 

골절과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안면 

CT상 아래턱뼈의 우측 본체(body)와 좌측 뼈결합부곁

(parasymphysis)의 골절이 있었고, 이학적 검사상에서 입벌

림장애와 맞물림장애 및 아래턱뼈 가성운동(pseudomo-

tion)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복부 CT에서 비장 및 횡격

막 파열과 동측의 외상성 기흉 소견을 보여 비장절제술, 횡

경막 봉합술 및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기

관 삽관 및 기계 호흡을 시행하여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수

Kyu-Seop Lee, et al.         Delayed reduction of facial bone fractures

Fig. 4. Postoperative facial computed tomography. (A) Axial view. (B) Coronal view. (C)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image. Note the sym-
metrically reduced mandible with good bony alignment and normal occlusion.

Fig. 3. Preoperative facial computed tomography of a 59-year-old female with facture on the right body and the left parasymphysis of the 
mandible. (A) Axial view. (B) Coronal view. (C)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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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상 후 4주 3일째 비로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치열활봉(arch bar)를 댄 후, 양

측 아래쪽 볼고랑절개(inferior buccal sulcus incision)를 3 cm 

정도 가하여 안면신경의 가장자리 가지 손상에 주의하며 

골막을 박리한 뒤 우측 아래턱뼈 본체의 골절부위와 좌측 

뼈결합부곁을 직접 노출시켰으며 골절단부위에 이미 형성

된 섬유성유합을 확인하였다. 육아조직 및 가골을 제거하

고 2 mm의 작은 골절단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골절부위선

을 재골절시켜 분리시켰다. 우측 턱뼈각과 좌측 뼈결합부 

사이의 골절편을 정상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하였다. 악간고

정술을 시행하고, 우측 아래턱뼈 본체를 4 hole과 3 hole 2.0 

mm miniplate 2개로 고정하였으며, 위턱과 아래턱의 맞물림

이 정렬되었음을 확인한 뒤 5 hole과 3 hole 2.0 mm miniplate 2

개로 좌측 뼈결합부곁을 고정하였다.

객관적인 골절의 정복 정도 확인 및 수술 전과 비교하기 위

하여 수술 후 2주째에 안면부 CT를 촬영하였으며,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로 골절편이 정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4).

3개월 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하구순부 감각저하, 맞물

림장애, 부정유합, 안면비대칭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고 찰

안면골 골절 환자의 경우 초기의 대응 및 설명의 부족, 잘

못된 진단, 환자 개인의 의사 등으로 수술을 조기에 받지 않

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전의 문헌에서는 안면 외상 환자의 

약 30%에서 동반된 전신손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

히 실제 임상에서도 신경외과 영역의 손상, 전신마취를 시행

하기 어려운 전신상태 등이 동반된 경우 등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5]. 

막성골(membranous bone)인 얼굴뼈는 골절시 조기에 섬유

성유합이 일어나 환원이 3주 이상 지체되면 부정유합된 섬

유성유합을 분리하여 정복하기가 어렵게 되며, 이로 인해 

안면비대칭 등의 합병증을 남기게 된다. 또한 수술을 일찍 

할수록 좀 더 정확히 정복할 수 있어서 얼굴에 변형이 적게 

생기는 이점이 있다[4].

만일 치료가 지연되어 부정유합된 안면골 골절의 경우에

서는 골절단기를 이용하여 재골절시키고 새로운 골절선을 

만들어 골편을 분리시키며, 골이식 수술까지 시행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타 병원에서의 적

절하지 않은 치료의 선택 또는 동반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어

려운 전신상태 등의 원인으로 수상 후 3주 이상이 지나 수술

을 시행하였다. 2개의 증례 모두 골절부위가 이미 섬유성유합

이 일어나 가골이 형성되어 있었다. 먼저 육아조직 및 가골을 

제거하여 골절선을 노출시킨 뒤 적절한 골편의 이동성을 얻

기 위해 골절단기를 이용하여 골절선을 다시 골절시켜 정상

적인 해부학적 위치로 정복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관골삼각골절은 심한 안면부변형과 안구와 상악동의 손

상을 유발하므로, 적절한 정복과 강한 고정이 수반되지 않

으면 많은 미용적, 기능적 후유증을 남긴다. 일반적으로 치

료시기를 놓친 위치이상(malposition)를 동반한 관골골절의 

경우 추가적으로 수개월 이상 경과를 관찰한 뒤, 부정유합

된 곳을 관상절개(coronal incision)를 통하여 뼈자름술을 시

행하고 광대뼈를 전방으로 변위 및 복귀시킨 후 고정하며, 

이러한 방법이 힘들 경우 얹기뼈이식술(onlay bone graft)이

나 무생물재료 삽입으로 관골의 윤곽을 교정해준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들은 신경손상, 재골절, 이식편의 감염 및 안

면비대칭 등의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며 결과 또한 고식적인 

조기 관혈적 정복술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6,7]. 이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아래턱뼈의 골절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며,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된 아래턱뼈에 대하

여 절골술 등을 통하여 윤곽교정술 및 추가적인 치아재교

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역시 조기의 고식적인 관혈적 

정복술보다는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하다[8].

안면골 골절에서는 골절편의 정확한 정복과 견고한 고정

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술자는 항상 수술 

후 발생되는 대부분의 합병증이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두경부와 골절선의 명확

한 해부학적 지식과 위의 방법들을 인지하여 수술을 시행

한다면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는 최대

한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임상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도 수술시기가 늦

었다고 생각되는 관골상악골복합체의 골절에서 이미 생성

된 섬유성유합 부위에서 육아조직과 가골을 제거하고 복원

술을 시행하였다. 새로운 골절선을 만들지 않고 최소한의 

뼈자름술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기

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치료가 지연된 안면골 골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행해 볼 가

치가 있는 유용한 술식이라고 생각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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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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