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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도 안와 내벽 골절의 수술 시 흉터 최소화를 위한 
변형된 직접 W-절개법과 실리콘판을 이용한 재건

정재아·공정식·김양우·강소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형외과학교실

Background: For reconstruction of the mild to moderate medial orbital wall fractures, various surgical approaches have been 
used. Prior existing W-shaped incision was a direct local approach through a 3 cm incision on the superior medial orbital area 
with a titanium mesh implant. In this study, the authors modified W-shaped incision and reconstructed the defect with silastic 
sheet to improve the result and the postoperative scar.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0 patients who had mild to moderate size of medial wall defect and therefore relatively suitable 
for reconstruction with silastic sheets from July, 2009 to December, 2011. A modified W-shaped skin incision approximately 1.2 
to 1.5 cm in length was made along the superior medial orbital rim from approximately 1 cm medial to the medial canthus to the 
lower border of the medial eyebrow. The angles of the limbs of the W ranged from 150 to 160 degrees. 
Results: By using soft flexible silastic sheet, the authors reduced the incision from 3 to 1.5 cm, and by widening the angle of the 
W limbs, scars were more effectively hided in the relaxed skin tension line. Scar assessment was done with modified patient 
and observer scar assessment scale and mean score from patients was 2.08 and mean score from observers was 2.12. 
Conclusion: Although this method will not be suitable for every case, it can be a consistent method to obtain the surgical goal 
in treatment of mild to moderate blowout fractures of the medial orbit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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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와 내벽의 골절은 주로 눈 주변부의 외상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서 안저 파열 골절과 더불어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안구 운동의 제한, 복시, 안구 함몰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안와 내벽골절

에 대한 수술적 정복이 필요한 경우, 내안각 접근법(Lynch), 

내결막 접근법, 속눈썹하 접근법, 하결막 접근법, 비내시경

적 접근술 및 내시경을 이용한 정복술, 관상절개법, W-모양 

직접 국소접근법 등의 다양한 접근법이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해부학적 복잡성 및 수술 시 좁은 시야로 인해 여전히 

수술이 어려운 부위로 알려져 있다.

안와 내벽에 결손 크기가 크지 않은 골절에서, 안구운동 

제한이나 복시가 있을 경우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1]. 이러

한 증상는 내직근을 포함한 안와내용물이 밀리면서 골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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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끼여서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광범위한 접근이 필

요하기 보다는, 골절편에 끼여 있는 조직의 정복과, 끼임 방

지를 위한 그 부분의 내벽 재건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러한 경우 2006년 Burm과 Oh [2]

가 제안한 W-모양 직접 국소접근법에서 절개선의 위치와 길

이를 변형하여 개방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이 방법을 통

하여 안와 내벽 재건 시 최소한의 직접적인 피부 절개를 통

해 수술 중 시야를 확보하여 정확한 정복을 시행할 수 있었

다. 또한 이와 같이 작은 골절편만 있는 경우 정상적인 안와 

내벽들이 지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silicone sheet 만

으로도 안와 내벽 재건이 가능하였다. 안구 및 안구 주변 부

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손상이 최소화 되었을 뿐 아니라 술 

후 추적관찰을 통해 수술 흉터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할 결

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수술 대상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내원한 안와 내벽 부분 

결손이 있는 환자 중 복시 및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20 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13세부터 55

세로 평균 29.8세였으며, 남자가 12례 여자는 8례였다. 좌측

이 14례 우측이 6례였다. 안와 내벽 골절만 단독으로 발생

한 경우는 6례, 안와 하벽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11례, 비골 

골절을 동반한 예가 2례,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과 비골 골

절을 모두 동반한 경우가 1례에서 관찰되었다(Table 1).

수술 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안과적 검사를 시행하였

으며 복시와 안구운동장애 여부 및 안구 함몰 정도를 측정

하였다. 안구 함몰 정도는 Hertel exophthalmometer를 이용

하여 계측하였다. 

2. 수술 방법

안와 주변부의 부종과 혈종이 완화된 수상 후 5일에서 

14일 사이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였다. 상활차신경에서 내측 눈구석 인대에 이

르는 부분의 안와벽을 촉지하여 그 위에서 일치하게 도안

하였고, 이는 얇은 눈꺼풀 피부와 상대적으로 두꺼운 미간 

또는 코의 피부의 경계선 부위였다. 전체 길이는 1.2−1.5 cm 

길이로 골절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또한, 각 변이 이

루는 각도를 약 150°−160° 정도로 둔각으로 디자인하여 모

든 변이 피부 긴장선의 각도에 근접해지도록 하였다(Fig. 

1A).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1:100,000 에피네프린

(epihephrine)이 섞인 2% 리도카인(lidocaine)을 절개 부위

에 주사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부와 안륜근을 절개한 

후, 상방으로는 상활차신경에 주의하여 접근하였고 하방

으로는 내측 눈구석 인대의 상방 일부만 절단하여 적절한 

시야는 확보하였다. 15번 blade를 이용하여 안와연을 따라 

골막 절개를 하고 골막 거상기(periosteal elevator)를 이용하

여 골막하 박리를 시행하였다. Anterior ethmoidal artery를 

확인하여 지혈을 시행한 후, 박리를 진행하여 골절편 및 연

부조직이 함입된 부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골절편의 제거 

및 근육 등 감돈된 연부조직을 환원 시킨 후, 20례 모두에

서 실리콘판(Reinforced silicone sheeting, 0.03 mm thickness, 

Bioplexus, Ventura, CA, USA)을 이용하여 안와 재건을 시

행해 주었다(Fig. 2). 실리콘판은 folding하여 작은 절개창으

로 삽입 후 내부에서 펴서 골절부위에 위치시켰다. 실리콘

판의 크기는 작게는 1 × 0.7 cm2부터 크게는 2 × 2 cm2까지 사

용하였다. 절개 부위는 골막, 근육봉합 및 피하봉합을 Vic-

ryl 5-0, 6-0 (Jonhson & Jonhson, New Brunswick, NJ, USA)으

로 한 뒤, Black-silk 6-0 (Ethicon, New Brunswick, NJ, USA)를 

이용하여 피부봉합을 하였다. 피부봉합 시 W의 꼭지점 부

분은 half-buried suture를 시행하였고, 봉합사는 수술 후 4−5
Table 1.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cases

No. of incidence (%)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only 6 (30)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combined with inferior 
orbital wall fracture

11 (55)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combined with nasal 
bone fracture

2 (10)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combined with inferior 
orbital wall fracture and nasal bone fracture

1 (5)

Jae A Jung, et al.         Modified direct W-incision approach in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Fig. 1. (A) Design of the modified W-incision on the normal eye. (B) 
Design of the previous W-shaped incision on the normal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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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에 발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3개월에서 36개월 사

이로, 평균 13개월이었다. 수술 전 후 computed tomography 

(CT) 및 임상사진을 찍어 기록하였으며, 복시, 안구운동장

애 및 안구 함몰에 대해서 계측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최소 

1개월 이상 Steri-strip (3M, Maplewood, MN, USA), silicone gel 

(Kelo-cote, Suwanee, GA, USA), silastic sheet (Mepiform, Möln-

lycke Health Care, Gothenburg, Sweden) 중에서 선택하여 흉

터 관리를 하였다. 

3. 흉터에 대한 평가 방법

흉터에 대해서는, 수술 후 눈 모양 변화에 대한 내용을 

첨가한 변형된 환자-관찰자 반흔 척도(Modified patient and 

observer scar assessment scale)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Ta-

ble 2) [3]. 평가는 수술 후 3−3.5개월 후 외래 방문 시에 시행

하였다. 관찰자는 전문의 1인과 전공의 1인 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였고, 각 환자의 실제 모습과 사진을 평가하여 관찰

자 반흔 척도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환자는 본인의 반흔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 반흔 척도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관찰자 3인의 반흔 척도지 작성결과는 평균으로 처리하였

고 환자 반흔 척도지와 별도로 평가하였다. 

결 과

수술 후 추적관찰기간 동안 복시,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 

함몰에 대한 계측을 시행한 결과, 별다른 합병증은 관찰 되

지 않았다. 수술 전 후 CT 촬영을 통해 비교한 결과 안와벽

의 재건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12명(60%)의 환자에서 수술 직후 복시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호전되었고, 나머지 환자들에 있어서도 경과관찰 동

안 3−6개월에 걸쳐 서서히 복시와 안구운동 장애의 정도

가 호전되었다. 수술 후 3개월에 외래에 내원하도록 하여 

CT 촬영을 시행하여 실리콘판의 전위 여부와 염증의 유무

를 확인하였다. 모든 환자에 있어서 실리콘판은 전위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염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안구함몰 

정도에 대해서는 수술 후 부종이 가라앉은 수술 후 약 2주

경 측정을 시행하였다. 반흔에 대해서는 수술 반흔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Fig. 4). 관찰자 반흔 

척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환자에 대한 관찰자 반흔 평가는 

4점 이하, 평균 2.12로 나타났다. 환자 반흔 평가는 3점 이하, 

평균 2.08로 나타나, 수술 후 반흔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모

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 Illustration of the silicone sheet (reinforced silicone sheeting, 
0.03 mm thickness, Bioplexus). 

Table 2. Modified patient and observer scar assessment scale

Patient scar assessment scale

No Yes

Is the scar painful recently? 1        2        3        4        5        6        7        8         9        10

Is the scar itching recently? 1        2        3        4        5        6        7        8         9        10

No, as normal skin Yes, very different

Is the color of the scar different? 1        2        3        4        5        6        7        8         9        10

Is the scar stiffer? 1        2        3        4        5        6        7        8         9        10

Is the thickness of the scar different? 1        2        3        4        5        6        7        8         9        10

Yes, no change No, very different

Is the shape of the eye same as the opposite side? 1        2        3        4        5        6        7        8         9        10

Same as normal Very different

How is the skin of the scar compared to the normal skin?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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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A preoperative axial computed tomography (CT) scan of a 27-year-old man shows pure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with soft tissue 
herniation. (B) A preoperative coronal CT scan. (C) An axial CT scan taken on the 2nd postoperative day. Medial wall was supported by a silastic 
sheet. (D) A coronal CT scan taken on the 2nd postoperative day. (E) An axial CT scan taken at 1 year postoperatively. (F) A coronal CT scan 
taken at 1 year postoperatively.

A

C

E

B

D

F

Fig. 4. These are photos of the external scar of a W-shaped incision on 3 and 4 month postoperatively. (A) A 27-year-old man who had medial 
orbital wall reconstruction due to moderate size of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The scar is minimal and inconspicuous without secondary scar 
deformities. (B) A 18-year-old man who had medial orbital wall reconstruction due to moderate size of medial orbital wall fractu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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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안와 파열 골절은 안와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안와 

내 압력이 올라가거나 좌굴력(buckling force)에 의해 발생

되는 것으로, 안와벽이 얇고 약한 부위인 안와판(lamina 

papyracea)이나 하안와벽에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안와 내벽의 골절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어, 안와 내

벽에만 골절이 있는 경우는 전체 안와 내벽 골절 중 약 0%−

10%이며, 안와 내벽 골절과 하벽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약 10%−5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안와 내

벽 골절의 수술적 적응증은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3 mm 이

상의 안구 함몰이 생긴 경우, 안구운동의 장애가 관찰되는 

경우, 지속되는 복시가 있으면서 강제 견인검사(forced duc-

tion test)상 양성 소견 보이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1,6]. 안와 

내벽의 골절 부위는 해부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지 않고, 수술의 합병증이 흔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안와 내벽 골절 부위의 접근방법으로는 내안각 접근법, 

내결막 접근법, 속눈썹하 접근법, 하결막 접근법, 비내시경

적 접근술 및 내시경을 이용한 정복술, 아래 눈썹 접근법, 

관상절개법, W-모양 직접 국소접근법 등이 다양하게 이용

되고 있다[2]. Malhotra 등[7]에 따르면 내결막 접근법(tran-

scaruncular approach)은 결막 절개로 반흔을 남기지 않으

며 경결막 접근법(transconjunctival approach)과 함께 사용

될 경우에는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와 내벽 

골절 시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하지만, 내벽 상부골절의 경

우 수술 시야가 충분하지 못하여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의 

확인이 어렵고 골절편의 환원이나 보형물의 삽입이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술 후 내측 눈구석의 반흔으로 인

하여 복시나, 하사근 기능저하의 지속, 눈물 소관 폐쇄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어 있다. 1997년에는 Park 등[8]이 기존의 

속눈썹하 절개에 구강내의 견치와(canine fossa)를 통해 내

시경을 삽입한 후 안저 골절에 대한 치료에 이용해 좋은 결

과를 얻은 것을 보고 하였으며, 2006년 Chang 등[1]은 안와 

내벽 골절의 치료 시 속눈썹하 절개와 내시경을 이용한 비

강내 접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내시경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

하게 된다. 또한 내시경만을 이용할 때에는 보형물 삽입이 

어렵고 안정적인 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술기에 익숙해지

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2001년 Burm과 Oh [2]는 눈썹의 내측부에서 내측 눈구

석에 이르는 부위에, 평균 3 cm 길이의 W-모양 피부 절개선

을 통해 안와 내벽 골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소

개하였다(Fig. 1B).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내측 눈구석 접근

법(medial canthal approach)의 문제점인 내측 눈구석 인대

의 분리 없이 골절 부위의 광범위한 시야를 획득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으며, 반흔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골절로 인한 결손은 크지 않지

만 그 골절편에 안와조직이 끼여 복시나 안구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존의 W-절개선을 변

형하여 20명의 환자를 대상을 수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저자들은 자유로운 굴곡이 가능한 실리

콘판을 사용함으로써 절개의 길이를 기존의 3 cm에서 1.2−

1.5 cm로 줄일 수 있었고, W 절개선의 각도를 크게 하여 re-

laxed skin tension line (RSTL)에 더 일치시킴으로써 반흔이 

눈에 덜 띄도록 하였다. W-절개선의 절개창의 위치를 조절

하여 상활차신경을 손상을 피하고자 하였고 필요한 경우 

눈구석 인대의 부분 박리를 통해 접근하였다. 

안와 재건 시 자가골 또는 인공보형물을 통해 결손 부위 

재건을 시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titanium mesh (Dynamic 

Mesh, Stryker Leibinger, Freiburg, Germany), porous polyethyl-

ene sheet (Medpor, Porex Surgical Inc., College Park, GA, USA), 

또는 absorbable mesh (RapidSorb Mesh Plate, Synthes, Ober-

dorf, Switzerland)가 사용되고 있고, 이들은 인체공학적인 재

료라는 장점이 있다[9].
 
하지만 이 보형물들의 특성상 충분히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절개창으로 삽입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작은 절개창으로 삽입하기 용

이한 실리콘판으로 재건을 시행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실

리콘판을 이용한 안와골절 재건에서 연조직 감염, 복시의 지

속, 보형물의 탈출 등 지연성 합병증이 보고되었지만[10], 이 

연구에서는 실리콘판으로 인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W-절개선을 이용한 수술 방법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안각에 발생하는 반흔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수술 3개월 후 수술 

부위 반흔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반흔에 대한 보다 객

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2004년 Draaijers 등[3]이 발표한 The 

Patient and Observer Scar Assessment Scale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 기존의 반흔 척도에 반흔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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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각 각도의 둔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자척도에 수술 후 

눈 모양 변화에 대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고, 기존의 환

자척도에서 불균일성(irregularity)에 대한 문항은 내안각 부

위의 수술 후 반흔의 형태와는 차이점이 있어 배제하였다. 

안와 내벽 골절은 수술 시 해부학적인 정확한 시야가 확

보되지 않는다면, 출혈, 부정확한 환원으로 인한 안구 운동 

장애, 복시, 안구 함몰 등이 남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실명까

지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수술적 접

근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수술 시야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피부에 직접 절개를 통해 골절 부위에 접근하는 방

법은 흉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널리 시행되고 있지 못하

고 일부에서는 금기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RSTL을 고려해 

정확한 디자인을 통해 시행하고, 봉합 시 여러 층을 정확히 

봉합해준다면, 수술의 용이성 및 정확한 골절 환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왔던 장기

적으로 발생 가능한 반흔에 대해서도 관찰 결과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에 경한 안와 내벽 골절 시 변형된 W-모양

의 절개를 통한 접근법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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