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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중안면부 골절 및 두개저 골절이 동반된 환자의 

수술 중 기도 유지방법으로 구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 

비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과 기관절개술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비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은 비골 골절의 중심 잡

는 것(centralization)과 안정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두개저 골절 동반시 두개강내 삽관의 위험이 있다. 

이외에 코피, 인두손상, 부비동염, 압력에 의한 외비

공의 괴사, 중이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1) 구

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은 악간 고정(intermaxillary fix-

ation)을 이용한 교합 확인을 어렵게 하고, 수술 공

간을 점유해 수술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

점 때문에 과거에는 심한 중안면부 골절 환자의 경

우에는 기도 유지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 다. 

기관절개술은 감염, 출혈, 피하기종, 기흉, 기종격, 

악안면 수술을 위한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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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신경손상의 부작용과 기관 협착, 기관 식도루를 

유발할 수 있다.
2)

  이런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해 1986년 Altemir는
3)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을 발표하 다. 이 방법은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도 유지 방법은 아니나, 수술 

시야의 점유가 없으며 수술 중 악간 교정을 가능하

게 하면서,2) 술 후에 환자가 발성을 할 수 있고, 기

관절개술 후 튜브 발거(posttracheostomy decanulation)

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관절개술에 비해 잇점이 있

다. 또한 비교적 단순하고 유병률이 낮다.

  저자들은 두개저 골절과 중안면부 골절 환자에서 

관혈적 정복을 위한 술 중 기도 유지방법으로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1세 여자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내원

하 다. 내원 당시 의식은 가면(drowsy) 상태 으며 

두부와 안면부의 심한 손상이 의심되었다.

  신체검사 상 안면부에 심한 부종과 안구 주위에 

반상출혈이 있었다. 오른쪽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으

며 대광 반사는 없었고 왼쪽 동공은 정상이었다. 코

에 열상과 비골 함몰이 있었으며 코피와 수액성 비

루가 있었다. 오른쪽 상악과 협골은 유동성이 있었

으며 골 파편이 만져졌다. 안면부 컴퓨터 단층촬  

결과 우측 안와벽의 내측과 외측의 골절, 협 골절, 

상악 골절, 비사골 골절을 확인하 다. 뇌 컴퓨터 단

층촬  결과 기뇌증, 두개저 골절 및 전두골 골절소

견이 보 다.

  환자는 복부 통증이 있었으며 신체검사 상 장음 

감소, 압통과 반동압통이 있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  결과 소장 천공 소견이 보여 응급으로 소장 부

분 절제와 문합술을 시행 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

다. 수술 후 환자 의식은 가면 상태 고, 뇌척수액성 

비루는 계속되었으나 그 양이 점점 줄었고 수상 5일 

후에 멈추었다. 수상 20일 후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

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수상 30일 후 성형외과

에서 안와벽 골절과 비사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과 

내부 고정을 경구기관내 삽관 하에 시행하 으며 삽

관시 난이도 정도는 Samsson과 Young의 기도 분류

상 I에 해당되었다.

  수상 74일 후 치과에서 전 안면부 골절에 대한 정

복이 계획되었다. 외관상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만

한 소견은 없었으며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악하 경

구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기로 하 다.

  100% 산소로 마스크 환기하면서 propofol 2 mg/kg

과 vecuronium 0.15 mg/kg으로 마취 유도를 하 고, 

맥박산소 계측기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감시

하여 환기의 적절함을 확인하 다. 마스크 환기를 

유지하면서 하악의 중앙에서 1.5 cm 우측으로 하악

의 아래 경계와 평행하게 절개선을 그었다. 굴곡형 

지혈감자를 이용하여 광경근(platysma)과 악설골근을 

지나 설하 부위(sublingual space)로 둔기성 박리(blunt 

dissection)를 하 다. 구강 내에서는 치조 점막(alveo-

lar mucosa)과 구강 저부(mouth floor) 점막이 만나는 

지점에서 치은(gingiva) 끝과 평행하게 절개하 다. 

다른 지혈감자를 구강저부로 부터 피부 절개 부위로 

통과시킨 후 강화 튜브의 끝을 구강 내로 끌어들인 

후 Magill 겸자를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

다. 튜브는 구강 내에서 혀와 하악 사이의 우측에 

거치 시킨 후 튜브는 피부와 함께 5호 견사로 지지 

봉합(stay suture)을 하여 고정하 다(Fig. 1). 마스크 

환기 중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35mmHg, 맥박 

산소포화도 99%을 유지하 고, 무호흡시간은 구강

내로 들어온 튜브를 기관내로 삽관하는 기간이 으

며 총 1분을 넘지 않았다.

  기도의 안전한 확보와 수술 시야의 점유나 방해 

없이 소형 평판(miniplate)과 미세 평판(microplate)을 

이용한 전안면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이 시행되었

으며, 수술 중 일시적으로 악간을 고정하는 데에도 

Fig. 1. Inferior view demonstrating submental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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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었다. 절개 부위는 국소마취 하에 단속 봉

합(interrupted suture)을 하 다. 수술이 끝난 후 근력

과 의식의 회복을 확인한 후 발관하 으며, 절개 부

위는 국소마취 하에 단속 봉합하 다. 회복실에서 

맥박산소포화도는 99-100%를 유지하 고 특별한 

문제없이 1시간 후에 병실로 이동하 다.

고      찰

  중안면부 복합골절 환자의 수술중 기도 유지 방법

은 마취과 의사들의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

술 중 교합 확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악간을 고정

하는 것과 술중 및 술 후 기도 관리 등에 초점을 두

어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환자에게 유익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한 기도 유지 방법으로 과거

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 으나 이는 여러가지 부

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 주술기 동안의 합병증으로

는 기도유지 소실(loss of airway), 동맥의 탈포화(ar-

terial desaturation), 출혈, 피하기종, 기종격, 기흉 그

리고 반회신경 손상이 있으며 발병률은 6-8%에 이

른다. 후기 합병증으로는 개구부와 호흡기 감염, 기

관 협착, 기관 식도루가 있으며 발병률은 60%에 이

른다.
2)

  다른 기도 유지 방법으로는 Altemir에3) 의해 처음

으로 소개된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술이 있다. 1986

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시술 방법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는 기도를 확보하고 구강내 수술 공간

을 방해하지 않으며, 수술 중 악간 고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관절개술이나 비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며 매

우 낮은 이환율을 나타낸다.
2)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은 복잡한 중안면부 골절 수

술 중 교합 확인을 위해 악간 고정이 필요한 경우,4) 

커다란 인후판(pharyngeal flaps)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안면부 골절 수술과 비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5) 기도 유지 방법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장기

간 거치 시 악하선이나 설하선 및 그 선들의 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 삽관은 수술 후 48

시간까지만 유지하도록 추천되어지고 있다.4) 안면 

부의 총상환자나 신경계의 심한 손상이나 폐 손상이 

동반되어 수술 후 장기간 인공환기가 필요한 경우, 

종양제거 수술 시,4) 그리고 심한 켈로이드성 환자의 

경우에는
5)
 적합하지 않다.

  방법 면에서, Altemir는
3)
 구강을 통해 기관내 삽관

을 한 후 튜브의 근위부를 악하 쪽으로 뽑았고, Green

과 Moore는
1)
 구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 후 악하에 

새로운 튜브를 넣고 기존의 튜브는 제거한 뒤 새로

운 튜브를 기관내로 삽관하 고, Gordon과 Tolstunov

와
6)
 Labbe 등은

7)
 구강내 삽관 후 파일럿 튜브 커프

의 공기를 빼고 구강 바깥으로 튜브의 근위부를 뽑

았지만, 저자들은 악하 외측에서 구강내로 강화튜브

를 삽입한 후 Magill 겸자를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

하는 방법을 시행하 다. 악하부위의 박리시간 때문

에 기관내 삽관을 먼저 시행한 후 인공환기를 하면

서 박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저자들의 경우

에는 박리시간이 1분이 넘지 않았고 구강내로의 출

혈도 적었으며 맥박산소포화도 역시 99%를 계속 유

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또한 악하의 정중앙에 절개선을 긋는 것이 침샘과 

그 관의 손상을 피하고 출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는 하지만,
5)
 기관내 삽관을 위해서는 악하의 정중

앙보다는 약간 우측에서 절개선을 그어 튜브를 통과

시킴으로서 후두경 거치시 구강내 시야을 넓혀 기관

내 삽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본 환자는 Caron 등이
2)
 보고한 표재성 감염(super-

ficial infection)은 있었으나 이외에 다른 부작용은 없

었다. 그 외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구강피부루(orocutaneous fistula), 

하악선과 설하선 및 각 관들의 손상, 설신경의 손상, 

비후성 반흔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수술 중 청결을 유지하고 수술 후 절개선을 팽팽하

게 봉합하지 않음으로써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또

한 기관절개술의 상처에 비하여 악하 경구기관내 삽

관으로 생기는 상처는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미용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6)

  저자들은 악하 경구기관내 삽관 시 해부학적 구조

로 인해 튜브가 구부러지면서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강화튜브를 사용하 다. 악하 부위로 튜브

를 삽입할 때 커프가 터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악하 절개 부위 통과 후에는 커프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Magill 겸자를 이용하여 기관내로 

삽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환자는 두개골 골절

이 안정화되어 마취 유도 시 양압환기를 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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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양압환기를 못할 경우나 기관내 삽관이 어려

울 수 있다고 예측이 되면 구강내 삽관을 먼저 시행

한 후 파이럿 튜브 커프의 공기를 빼고 구강 바깥으

로 튜브의 근위부를 뽑는 방법이 안전하다.

  이상으로, 강화튜브를 이용한 악하 경구기관내 삽

관은 두개저와 안면부의 복합골절 환자의 수술 중 

기도 유지 방법으로 기관절개술을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삽관을 먼저 시행한 후 악

하의 약간 우측에 절개선을 긋고 박리를 실시한 후 

강화튜브의 근위부를 구강 바깥으로 뽑아내는 방법

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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