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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ry and otorhinolaryngology cooperative therapy of
chronic maxillary sinusitis: Case serie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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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axillary sinus to normally function, the ventilation and drainage should be well maintained. The natural ostium of the
maxillary sinus could be blocked owing to various reasons. In this condition, recurrence is likely to occur although the cause
of maxillary sinusitis is treated. In this study, patients with chronic maxillary sinusitis were subjected to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Overall, 11 patients with natural ostium obstruction and nasal septum deviation were examined and underwent
otorhinolaryngological surgeries such as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 and septoplasty. Of the 11 patients who exhibited
complete healing after maxillary sinus treatment, 13 implants were placed in 5 patients.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5 years
except for 2 patients who were lost to follow-up after prosthetic delivery or repeatedly exhibited failure for osseointegration. The
success and survival rates of 9 of 11 patients were 100%, with no marginal bon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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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상적인 상악동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상악동 자연공 개

복적인 재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만성 상악동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될 경우 골수염으로 이행되거나 주변 부비동으로 감
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1].

구부(natural ostium)가 잘 유지되어야 하고, 상악동 점막의 섬

부비동 및 비강의 해부학적 변이는 약 68%에서 관찰되며[2],

모운동과 점액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치성감염, 상악

상악동과 자연공 개구부의 몇몇 변이들은 부비동의 폐쇄에 기

동 골이식, 점막거상 시 천공 등으로 상악동 내의 감염이 발생할

여할 수 있다. 부비동개구연합(ostio-meatal unit)의 여러 해부

수 있으나, 상악동 자연공이 막히지 않았다면 적절한 처치로 정

학적 변이(비중격만곡, 수포성갑개[concha bullosa], haller cell

상적인 상악동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중격 만곡이

등)가 있는 경우 상악동의 합병증 발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나 상악동 자연공 개구부가 막히는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있으며[3-5], 이러한 경우 기능적 부비동 내시경수술(function-

경우 정상적인 점액섬모운동이 저해 받게 되면 단순한 원인 제

al endoscopic sinus surgery, FESS)을 적용할 수 있다. FESS는

거만으로 상악동염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악동염의 반

폐쇄된 자연공 개구부를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개방하여 상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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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기와 배출을 회복시켜주는 술식이다[6]. 또한 상악동의 통

임플란트 식립 시, 보철물 장착 후, 보철물 장착 1년 후, 최종

기성 외에도 정상적인 점액섬모운동 역시 환기와 배액에 있어

관찰시의 변연골 소실량을 파노라마 혹은 치근단방사선 사진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치과수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식립된 임플란트의 길이를 참고하여 각

받은 환자들에서 만성 상악동염이 존재하는 경우 FESS 등의 상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을 계산한 후 근심측과 원심측에서의 변

악동의 환기를 개선시키는 이비인후과 수술을 시행한 후 만성

연골 흡수량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상악동염이 해소된 환자들에 대한 후향적 증례관찰연구를 시행

임플란트의 성공은 Albrektsson 등[7]의 기준을 따라 유동성,

하였으며 치과-이비인후과 협진 치료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통증, 지각이상, 방사선 투과성 병소, 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

한다.

지 않으면서 진행성 골 흡수가 없는 경우(식립 1년간 1 mm 이
하, 이후 연간 0.2 mm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임플란트 생존의

대상 및 방법

기준은 식립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상부 보철물의 기능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만성 상악동염이 존재하는 환자의 술 전 computed tomography (CT) 등의 검사에서 자연공 개구부 폐쇄소견, 비중격만

결 과

곡 등이 관찰된 남자 7명, 여자 4명의 총 11명의 환자들을 조사

11명 중 자연공 개구부 폐쇄 소견을 보인 환자는 9명이었으

하였다. 환자들의 연령은 26세부터 86세로 평균 55.8세였다. 술

며, 이 중 5명은 비중격 만곡 소견도 함께 보였다. 모든 환자들

전 임상증상 및 방사선 소견, 치과관련 수술의 종류, 이비인후과

은 방사선 사진상 상악동의 방사선 불투과상과 상악동 점막 비

치료 방법 및 투약력, 이비인후과 치료 경과, 치료 후 임플란트

후가 관찰되었다. 11명 중 FESS가 단독으로 시행된 환자는 7

처치가 이루어진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생존 및 성공과 변연골

명, septoplasty가 단독으로 시행된 환자는 1명, 2명은 FESS

소실 등을 조사하였다.

와 septoplasty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한 명은 septoplasty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고정(primary stability)과 이차수술 혹

와 marsupialization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환자는

은 인상채득 시 이차고정(secondary stability)은 Osstell men-

이비인후과 상악동 수술 후 amoxicillin/clavulanic acid 또는

tor (Integration Diagnostics AB, Goteborg, Sweden)를 이용

cefditoren이 7일 투여되었다. 상악동 처치 후 질환 완치를 확인

해 측정된 것을 조사하였다. 6명 중 4명에게서 초기 안정도가

한 11명의 환자들 중 5명에서 13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으며

측정되었으며, 평균치는 62.45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mplant

1명에게 식립된 2개는 골유착이 반복적으로 실패하였다. 식립

stability quotient, ISQ)였다.

한 5명 중 3명은 FESS만 시행하였고, 2명은 FESS와 septoplasty
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였으며, 반복적으로 골유착이 실패한 환
자의 경우 FESS 시행 후 TS III (Osstem, Busan, Korea)임플란
트를 식립하였다. 보철완료 후 내원하지 않은 1명의 1개 임플란

Table 1. Type of surgery performed
Surgery
FESS
Septoplasty
FESS+septoplasty
Marsupialization
Total

n

트와 반복적으로 골유착이 실패한 2개의 임프란트를 제외한 나

7
1
2
1
11

머지 10개의 평균 추적기간은 5년이며, 성공률, 생존율은 100%
로 평균 골소실량은 0 mm였다. 위의 임플란트의 반복 실패로
현재 경과 관찰 중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악동 질환이 완
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Table 1–3, Fig. 1, 2).

FESS: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
Table 2. Type of antibiotic used
Antibiotic

n

Clarithromycin
Cefditoren
Moxifloxac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Total

1
3
1
6
11

Table 3. Value of survival, success rate and marginal bone loss
Implant
Success rate (%)
Survival rate (%)
Marginal bone loss (mm)

Value
10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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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of the first visit.
Left maxillary sinusitis and obstruction of natural ostium can be observed.
(B) Three months postoperative CBCT,
the disappearance of maxillary sinusitis can be observed. (C) Four years
and 3 months postoperative CBCT, the
patency of natural ostium is well maintained. (D) Six years and 3 months
postoperative CBC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problem
of the maxillary sinus.

Fig. 2. (A, B) Endoscopy at first visit,
thickening of the nasal mucosa and
retention of mucus can be observed.
(C) Endoscopy after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 (FESS) surgery,
natural ostium was expanded. (D, E)
Endoscopy 1 year after FESS surgery,
the natural ostium recovered well and
the mucous membranes remained intact.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악동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Timmenga 등[8]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상악동염의 원인은 술 후

상악동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공 개구부의

초기에 병발한 상악동염이 완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개방과 점액섬모 기능과 분비물의 생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Manor 등[9]은 술 전 상악동염 병력을 가진 환자들에서 수술 후

져야 한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이들이 손상 받거나 폐쇄될

상악동염 재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Misch [10]

280

www.chosunobr.org

Han-Chang Yu, et al.

은 수술 중의 상악동 내 오염이 상악동염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에 실패하여 제거하면서 상악동 골이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언급하였다. 또한 상악동 거상술 시행 시 자연공 근처까지 점막

이후 감염 증상들과 구강상악동누공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통

을 거상한 경우 자연공 개구부를 막게 되어 상악동염이 발생되

해 증상이 소멸되었으며 8개월 후에 상악동골이식과 구강상악

는 경우도 있다[11]. 만성 상악동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동누공 폐쇄수술을 시행하였다. 4개월 뒤 #25, 26 부위에 임플

50%에서 상악동 거상술 후 상악동염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

란트를 다시 식립하였으나 6개월 후 좌측 코의 악취와 가래, 코

으므로 상악동 수술 전 상악동염을 치료하는 것이 좋다[12]. 임

막힘 등의 증상 발현되었다. 그러나 임플란트 골유착 및 임플란

상가들은 상악 대구치 발치 혹은 소수술, 상악동골이식술, 상

트 주변조직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 절개 배농술 시행 후 상악

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과 같이 상악동 점막에 자극을 주는 수

동 세척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CT 검사상 자연공 개구부의

술들은 상악동 점막의 정상적인 생리반응의 손상을 유발하면서

폐쇄소견이 관찰되어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였으며 전신마취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료에 임해야

에서 FESS를 시행하였다. 2년 후 #25-26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

한다.

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식염수로 세정할 때 코로 넘어가는 증상

비중격(nasal cartilage)은 서골(vomer)과 만나는 부분에서

이 있었으며 피판을 거상한 결과 구강상악동누공이 다시 관찰

예각을 형성하면서 비중격 만곡을 일으키기도 한다[13]. 심한

되었다. 소파술 3개월 후 #25-26 임플란트의 동요도 및 저작 시

비중격 만곡은 비강의 환기를 방해하여 상악동염을 발생시키는

통증이 관찰되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경과 관찰 중에 있다. 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016년 Lee 등[3]의 보고에 따르면

복적인 상악동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1994년경 발생한 교통사

상악동염과 비중격 만곡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

고로 인해 양측 상악동 전벽의 파손과 고정판이 잔존해 있고, 심

나 자연공 개구부의 개통을 방해할 수 있는 haller cell의 유무는

한 외상으로 인하여 상악동 내부의 상태가 불량하며 반흔성 조

상악동 거상술 후 상악동염의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직으로 인한 혈행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처음 실패한 임

를 보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haller cell의 유병률은 6%에서

플란트를 제거한 후 재식립한 임플란트들이 매우 가깝게 식립

45.1%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3,13].

됨으로 인해 구강 위생관리 불량 및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

상악동염은 원인에 따라 경구 항생제만으로 치료한 보고가

여 구강상악동누공이 다시 형성되면서 상악동염이 재발한 것으

있고[14],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비강점막을 씻어주는 것이 도움

로 추정된다. 또한 심장 및 신장질환이 있어 와파린을 복용하고

이 된다는 보고 또한 있으나[8] 이러한 보존적 처치로 상황이 호

있는 환자로서 전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

전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수술적 접근이 권장된다.

며 비중격이 만곡되어 있는 것도 반복적 상악동염 재발에 기여

상악동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치과에서 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처치하게 되는 것은 치성기원으로 발생한 상악동염이다. 여러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초진 시

치료 방법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의 해결이다. 원

반드시 CT를 촬영하여 상악동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악

인치아의 처치가 상악동염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하지

동 자연공 개구부의 폐쇄가 관찰될 경우나 상악동의 원활한 환

만 치성기원의 상악동염이라 하더라도 상악동이 정상적인 기능

기와 배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근원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상악동염이 완

이상 소견들이 관찰된다면 이비인후과와 협진하여 적극적으로

치되지 않을 수 있다. 상악동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처치하는 것이 상악동염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상악동골

서는 환기와 배출(ventilation and drainage)이 중요하며 이것

이식 및 임플란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악동의 자연공 개구부가 잘 개통되어
있어야 한다. FESS는 폐쇄된 자연공 개구부를 제한적인 수술 방
법으로 개방하여 상악동의 환기와 배출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술식이다. 따라서 치성기원으로 발생하게 된 상악동염의 처치
전 상악동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인지 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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