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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irway management in complex craniomaxillofacial trauma surgery is an important factor, and the choice of the intubation technique is
often difficult and challenging. The choice of the intubation technique requires good assessment by the multidisciplinary team that
includes maxillofacial surgeons and neurosurgeons as well as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m. Submental intubation is a technique
that is maintained extraorally after the conventional orotracheal intubation and the tube is extruded through the incision site in the
submental region. It is a useful and safe airway management technique for craniomaxillofacial trauma surgery. It makes it possible to
perform reduction of the nasal-orbital-ethmoidal complex fracture, and LeFort I, II, III fractures simultaneous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port a case of a craniomaxillofacial trauma patient who had an accompanying periorbital space abscess and treatment was performed
by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via submental intubation with a review of literature. After considering the method, complications
and indications, we suggest this technique for safe and useful airway management of craniomaxillofacial trauma surgery.
KEY WORDS: Coronal incision, Free airway, Panfacial trauma, Periorbital space abscess, Submental intubation

나의 대안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기관 협착, 성대 손상, 피

서

론

하 기종, 갑상선 손상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3, 4].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술후 합병증이 적은 이하 삽관술

두개안면부 복합 골절환자의 수술 시 기도유지는 중요한

에 대해 고려해보았고, 본 증례의 환자의 기도 유지법으

사항이고, 어떠한 기도유지법을 사용할 지 선택하는 것은

로 사용되었다. 이하 삽관술은 통상의 경구 삽관술 후 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삽관 술식의 선택은 구강외과

부 저에 구강 저를 관통하는 절개 및 둔박리 후 관을 절

의사, 신경외과의사, 마취과의사를 포함한 전문적인 구성원

개부위를 통해 구강 외로 빼내어 유지하는 술식으로, 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개안면복합 골절 환자의 기도유지에 유용하고 안전한 방

대부분의 두개안면복합 골절환자의 경우 경비, 경구 삽

법으로 기관절개술의 대안으로 1986년 Altemir로부터 처

관에 제한이 따른다[1, 2]. 경비 삽관은 비골 골절의 경우

음 소개되어 변형을 거쳐 오늘날까지 수많은 두개안면복

사용이 불가능하고,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이 있고 두개저

합 골절환자에서 사용되어 왔다[5, 6]. 또한 비골안와사골

골절환자의 경우 두개내로 튜브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

복합골절, LeFort I, II, III 골절 환자를 동시에 정복할 수

또한 경구 삽관은 악간고정을 방해해서 상하악 골절 정복

있게 해준다.

시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두개안면복합 골절 환자에서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와주위간극 농양을 동반한 두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절개 삽관술이 하

개안면복합 골절환자를 신경외과와의 협동 수술로 이하
삽관술을 통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로 치료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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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술식과 수술 후 합병증,
적응증 등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두개안면복합
골절 환자의 기도 유지에 유용한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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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개안면복합 골절로(Fig. 2) 진단되었다.

증례 보고

신경외과적으로는 우측 전두부, 측두부의 경막외출혈
(epidural hemorrhage), 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

추락으로 수상한 41세의 남자환자가 본원 응급실에 내
원하였다. Lab 검사 결과 CRP가 18.75로 상승하였고, 우

지주막하출혈(subarachinoid hemorrhage), 기뇌증(pneumocephalus), 뇌부종(diffuse brain edema)으로 진단되었다.

측 안구의 눈꺼풀 부종, 결막 부종, 안구돌출, 시력저하, 안

적절한 기도확보법에 대해 고려해 본 바, 경구, 경비 삽

구운동 장애를 호소하였고, 우측 안와주위간극 농양이

관으로는 두개안면부복합 골절을 동시에 정복할 수 없고

(Fig. 1) 발견되어 수술 전 응급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

기관 삽관술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하 삽관술을

였다.

계획하였고, 신경외과와 협동 수술로 이하삽관술을 통한

임상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두골의 분쇄골절,
LeFort I, II, III급 골절, 비골안와사골 복합체 골절을 포함

기도 확보 후 양측 관상절개를 통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두개골막 피판을 이용해 전두동의
두개화(cranialization) 술식으로 두개안면복합 골절을 치료
하였다.
이하 삽관술을 위해 통상의 경구 삽관술을 시행 후 구
강부와 이부에 소독과 방포를 시행하였다(Fig. 3). 설신경,
설하신경, 설하선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악하부 후방부
에 하악 하연으로부터 2 cm 하방에 1.5 cm 가량의 절개
를 가한 후 Kelly 겸자로 광경근, 악설골근을 둔박리해서
구강 내와 개통하였다. Tube cuff를 먼저 절개선을 통해
구강외로 빼낸 후 기관내 튜브를 인공호흡단으로부터 분
리해서 구강외로 빼낸 후 cuff를 balooning한 뒤 튜브와 인

Fig. 1. Right periorbital space abscess was detected.

Fig. 3. After the conventional orotracheal intubation, painting and
draping was done.

Fig. 2. Frontal sinus comminuted fracture, temporal bone fracture,
nasal-orbital-ethmoidal complex. fracture, LeFort I, II, III fracture
were detected.

Fig. 4. Tube was maintained on submental region by 3-0 black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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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호흡단을 재연결 하였다. 튜브는 3-0 black silk로 악하
부에 봉합하여 유지되었다[7](Fig. 4).
전두동의 후벽이 심하게 골절된 환자에서 두개골막 피
판을 재위치시켜 전두동 후벽을 막는 술식을 전두동의 두
개화(cranialization)라고 하는데, 본 증례에서는 전두동의
후벽의 연속성을 확립하고 뇌척수액 누출, 뇌수막염, 점액
낭종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경외과와 협동수술로써
전두동의 두개화를 시행하였다[8-10](Fig. 5).
수술 후 이하 삽관을 경구 삽관으로 전환해서 튜브를 가
Fig. 7. Submental scar before the plate removal. The scar was relatively invisible and well tolerated by patient.

Fig. 8. Plates which were able to approach via transoral were
removed and implantation was done on edentulous area.

는 것으로 교체하고, 우측의 무치악 부위를 이용하여 악간
고정과 함께 1주일 간 유지하였고(Fig. 6), 이하삽관부위의
악하부 반흔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환자에게 용인될 만
Fig. 5. Frontal sinus anterior, posterior wall fracture were detected.

한 수준이었다(Fig. 7). 우측 안와주위 간극의 농양은 수술
전 응급 절개 및 배농술 결과 감염과 안구증상이 해소되
었다. 안정적인 교합을 회복했고, 안면부 함몰이 교정되어
환자의 본래 안모를 회복하였다. 수술 직후 두개부, 안면
부의 감각저하는 잔존했으나 6개월 추적검사에서는 사라
졌다. 또한 우측 안구의 외측방 운동 시 흐린 시야를 호소
하였으나, 수술 후 1달 째 증상이 해소되었다.
본과적으로 수술 6개월 후 골유합이 양호함을 확인하고
구강 내를 통해 소형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수복을 위해 임플란트 매
식을 하였다(Fig. 8).
신경외과적으로 수술 직후 뇌수종과 뇌척수액 누출, 비
루가 잔존했으나, 6개월의 추적검사에서 모든 증상이 해소
되었다.

Fig. 6. 3D CT of post operation. Submental intubation was changed to
orotracheal intubation and tube was changed to thinner one, tube
was maintained for 1 week through right edentulous area with
intermaxillary fixation.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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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본 증례에서는 안와주위간극을 동반한 안면부 분쇄함몰

Treat of panfacial trauma via submental intubation
골절 환자를 응급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이하삽관

대부분의 두개안면복합 골절환자의 경우 경비, 경구 삽

술을 통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과 두개골막피판을

관에 제한이 따른다[1]. 경비 삽관은 비골 골절의 경우 사

이용한 전두동의 두개화 술식으로 치료하였다.

용이 불가능하고,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과 두개저 골절 환

안와주위간극 농양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눈

자의 경우 두개 내로 관이 들어갈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꺼풀 부종, 결막 부종, 안구 돌출, 시력 저하, 안구운동 장

경구 삽관은 악간고정을 방해하므로 상하악 복합체의 골

애, 비정상적인 동공반응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방치되어

절 정복 시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두개안면복합 골절 환자

악화될 경우 안와 내압이 증가해서 안구 돌출로 인한 시

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2].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절개삽

신경 인장, 시력상실, 감염으로 인한 독성의 신경병증, 해

관술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기관협착, 성대

면정맥동 혈전증, 뇌신경 마비에 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손상, 피하기종, 갑상선 손상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한

주의 깊은 임상 관찰과 CT 등을 통한 조기 진단, 신속한

다[3, 4]. 이러한 합병증과 제한요인을 보완하고 술후 합병

항생제 치료와 적극적인 수술적 감압술을 요한다. 발생가

증이 적은 이하삽관술에 대해 고려해 보았고, 본 증례의

능한 원인으로는 상악동이나 사골동 등의 부비동 감염, 치

환자의 기도유지법으로 선택되었다.

성감염, 측두와 농양, 구개 농양, 경막 하 혈종 등에 의해

이하삽관술은 Altemir로부터 1986년 처음 도입된 술식

발생하는데, 부비동염의 확산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

으로 광범위한 두개안면골절 환자의 기도유지에 있어서

다. 직접적인 감염의 확산으로는 다수의 뼈구멍, 뼈결합부,

경구, 경비, 기관절개술을 대체해 왔고, 그 후 술식 상의

열개부 등을 통한 확산으로, 간접적으로는 안구와 주위구

변형을 거쳐왔다. 이 방법은 안전한 기도유지를 제공해주

조물과 통하는 혈전성 정맥염 등을 통해 확산되며 본 증

고 구강내의 수술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며 악간고정을 가

례의 환자는 전두부의 혈종이 안와부로 확산되어 발생한

능하게 함으로써 경구, 경비 삽관, 기관절개 삽관술에 수

것으로 사료된다[11, 12]. 본 증례의 환자는 수상하여 본원

반되는 합병증인 비출혈, 수막염, 두개저 골절, 기관협착,

에 입원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종과 C 반응성 단백

갑상선 피하기종 등을 피할 수 있다. 이하 삽관술은 술자

수치의 상승 등을 감지하고, CT로 확인하여 안와주위간극

에게 더 나은 수술야를 제공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

농양으로 진단하고 복합 항생요법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며 비골사골안와 복합골절과 상하악 골절이 복합된 환자

응급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력이 완

에서 기관 삽관술을 피하면서 악간 고정을 가능하게 해준

전히 회복되었고 안구돌출이 사라졌으며 안구운동 제한

다는 장점이 있다. 이하 삽관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는

및 신경손상의 증상이 없었다.

비대성 반흔, 구강-피부 누공, 점액류, 악하선 또는 설하선

우측 안구의 흐린 시야는 시신경관의 손상으로 시신경

도관 손상, 설신경, 하악신경 손상 등이 있다고 드물게 보고

이 압박된 경우 발생하며, 복시는 골절된 뼈 사이로 외안

되었고 지금까지 심각한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Meyer

근이 합입되거나 안와출혈로 인해 외안근이 압박되면 안

등[7]은 이하 삽관술의 합병증으로 구강저 농양(8%), 비대

구운동장애로서 발생하는데, 우측 안와의 상벽, 내측벽의

성 반흔(4%)을 보고하였고, Schütz와 Hamed[15]는 이하

골절을 정복함으로써 흐린 시야와 복시가 해소된 것으로

삽관술과 기관절개 삽관술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한 결
과 이하 삽관술이 낮은 합병증을 보였고 두개안면복합 골

사료된다[13, 14].
두개안면부의 광범위한 골절에 대한 적절한 정복의 순

절에서 기관절개 삽관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Jundt 등[16]은 812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에서

밖으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같은 정복의

100%의 성공률과 단지 미미한 합병증을 보고했다. 본 증

순서는 두개안면복합 골절의 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접근

례의 환자에서는 이하 삽관술을 통한 기도확보 후 수술을

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어떤 접근법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튜브를 구강내로 빼내어

대한 확실한 연구는 없으며 어떠한 접근법도 모든 상황에

통상의 경구 삽관으로 전환 후 무치악 부위를 통해 1주일

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대신 알려진 것에서

간 유지하였고,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이하 삽관술에

덜 알려진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말

수반된 별다른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2개월 경

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 중간, 상안면부에 LeFort

과 후 반흔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이하 삽관술의 결과

I, II, III 골절, 비골안와사골 분쇄골절 등의 복잡한 골절이

로 두개안면복합 골절 환자를 한번 만에 수술할 수 있었던

존재하므로, 비교적 쉽게 정복할 수 있고 정복의 기준점으

바, 이는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4, 5].

로 삼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방에서부터 정복

이하 삽관술은 두개안면복합 골절 환자의 수술에 이용

을 시작하였고, 상하악복합체를 정복한 뒤 마지막에는

되는 안전하고 간단한 술식으로 경구, 경비 삽관, 기관절

LeFort I 레벨에서 정복을 완료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개 삽관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중

수 있었다.

안모와 하악을 동시에 정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개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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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바, 적극적인 고려와 사용을 권하는 바이고, 외상 뿐만
아니라 성형, 악교정 등의 구강악안면 수술 분야까지 광범
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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