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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형성증(dysgnathia)은 배아발생 시기에 첫째 인두 궁

(first brachial arch)의 결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악골의 기

형(hypoplastic mandible or agnathia), 소구증(microstomia), 소

설증(microglossia), 귀기형(low-set ears) 등을 동반한 드문 기

형으로 대부분이 holoprosencephaly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다른 기형과 함께 발병되고 독립적으로 무하악증만 발생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1-3) 이러한 태아 기형은 산전 초음파 

진단 시 양수과다증과 동반되어 진단이 가능하며 대부분이 

매우 높은 빈도의 호흡기계 합병증 때문에 출산 시 태아에 

치명적인 기형으로 알려졌다.3,4) 산전 초음파 진찰과정에서 

태아의 상기도 폐쇄나 협착이 의심되고 출산과 동시에 기

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 등 우선적으로 기도유지가 필요하

며, 따라서 분만 전에 기도확보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EXIT 시술은
3) 원래 심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가진 태아의 치료법으로 고안된 방법으로 태아 분만 중 혹

은 후에 기도폐쇄나 협착 등 기도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 시술 동안 마취관리의 목적은 적

절한 태아-태반혈액순환과 가스교환을 유지하기 위해 자궁

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것이다. 충분한 자궁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근이완제와 함께 고농도의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여 

마취를 깊게 유지하거나 또는 경막외마취 및 glyceryl trinitrate 

(GTN) 점적주입 등의 방법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자궁이

완을 유도할 수 있다. 

  산모의 혈역학적 안정과 충분한 자궁이완은 적절한 태아-

태반혈액순환을 통해 태아의 가스교환 및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시술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태아 서맥은 자궁수축 및 탯줄압박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태아-태반순환의 좋은 지표이다. 따라서 충분한 태아혈액순

환과 혈역학적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시술 중 적절한 태아

의 감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태아 감시는 맥박 산소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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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report our experience of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an ex utero intrapartum treatment (EXIT) procedure that was 

performed on a fetus with a mandible anomaly (agnathia) for airway management.  The EXIT procedure is a method for maintaining 

the feto-placental circulation during a cesarean section using deep inhalation anesthesia.  In the EXIT procedure, the anesthetic 

goal is the profound relaxation of the uterus to maintain the feto-placental circulation.  High dose inhalation agents are used maintain 

the level of uterine relaxation.  Anesthesia was induced with rapid sequence intubation and maintained with 2 vol% isoflurane 

and nitrous in oxygen (50：50) combined with intermittent boluses of fentanyl and atracurium.  The fetus was not given any 

drugs other than those as a result of placental transfer and was monitored with pulse oximeter.  The mother and fetus were 

maintained hemodynamically stable with a preserved feto-placental circulation.  After delivery, the uterine tone improved soon 

after discontinuing the isoflurane, and the pitocin infusion was begun.  There were no signs of uterine atony in the postoperative 

period.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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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악증이 동반된 태아의 Ex Utero Intrapartum Treatment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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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시기를 이용한 태아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를 통해 태

아순환과 태아의 혈역학적 안정을 평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태아용 radiotelemeter, 심초음파, 심전도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임신 35주 양수과다증을 동반한 무하악증 태아

의 제왕절개분만 과정 중 태아기관절개술(EXIT procedure)을 

위해 고농도의 흡입마취제를 산모에게 투여함으로써 자궁

이완을 적절히 유지하는 마취관리를 성공적으로 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21세 산모로 임신 32주에 시행한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양수과다증 및 하악을 포함한 안면부 기형 등 이상 소견이 

태아에서 관찰되었다. 산모는 과거력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 부모는 근친이 아니고 귀나 턱 등 얼굴에 특

이한 해부학적 소견도 없었다. 산모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정상질식분만으로 만삭의 정상 남아를 분만하 다. 이

번 임신에서는 산전 진찰에서 관찰된 태아기형으로 인하여 

분만 시 혹은 후에 태아가 정상 호흡이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어 산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와 협

동으로 태아의 안전한 기도유지를 위해 태아-태반혈액순환

을 유지한 상태에서 EXIT 시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 으며, 

임신 35주에 태아기관절개술을 통한 기도확보 및 제왕절개

분만을 성공적으로 시행하 다. 

  제왕절개술을 위한 마취 유도는 thiopental sodium 4 mg/kg, 

succinylcholine 1 mg/kg을 정주 후 윤상연골을 압박하면서 빠

른 마취유도(rapid sequence induction)를 시행하 고 동시에 

산모의 혈역학적 감시를 위한 동맥도관을 왼쪽 요골동맥에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 

그리고 충분한 자궁이완을 위해 일반적인 제왕절개분만과 

다른 고농도의 흡입마취제(2 Vol% isoflurane)와 간헐적인 fen-

tanyl 정주(총 100μg)를 통해 유지하 으며 적절한 근육이완

을 위해 atracurium을 마취유도 시 25 mg, 마취유도 후 1시

간 뒤 10 mg을 정맥주사 하 다. 

  마취유도 6분 후 자궁절개(hysterotomy)를 시행한 뒤 태아

의 머리가 자궁 밖으로 유도되었고 극히 작은 입과 하악 및 

귀(low set ears) 등 안면 기형이 관찰되었다(Fig. 1). 태아의 

머리와 목, 어깨 및 오른쪽 팔 등 일부분만 자궁 밖으로 분

만 후(Fig. 2), 태아 손가락에 맥박산소포화도 감시기(Model 

513 handheld pulse oximeters, Novametrix, USA)를 거치하여 

산소포화도와 심박동수를 감시하며 기도확보를 위한 EXIT 

시술을 시행하 다.

  태아의 기도확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직접 후두경(Millor 

0) 삽입을 시도하 으나 태아의 작은 입으로 통과되지 않았

으며, 이 후 경직기관지경술(Rigid Bronchoscope Blade 3.0 mm, 

Karl Storz, Germany)을 시행한 결과 상기도 폐쇄가 의심되

었고, 따라서 곧바로 태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 다.

  EXIT 시술을 통해 9분 후 태아기관절개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하여 기도를 확보하 으며(Fig. 3), 마취유도 29분 후 

태아의 분만을 완료하었다. 분만 후 태아는 용수환기를 통

해 산소를 공급받으며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태

아의 Apgar 점수는 1분, 5분 각각 5, 8 체중은 1980 g이었다.

  EXIT 시술을 시행하는 동안 충분한 자궁이완과 태아-태

반 혈액순환을 보존하기 위해 고농도 흡입마취제(2 vol% 

isoflurane)로 마취를 유지하면서 fentanyl 30μg, 70μg을 간

헐적으로 정주하 으며, 산모의 수축기 혈압을 100 mmHg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ephedrine 5 mg을 두 번 정주하

Fig. 1. Delivery of the fetal head through a low transverse hysterotomy. 

Note that extremely small mouth, mandible and low set ears.
Fig. 2. This figure shows the fetal head and right arm was delivered 

out of the uterus.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9권 제 5호 2005                                                                                            

726

다. 자궁절개 후 태아의 머리, 오른쪽 팔등 일부분만 분만 

후 자궁강내 정상 양수의 양과 온도를 유지하고 탯줄 압박

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강내에 따뜻한 Ringers' lactate용액을 

투여하여 자궁강내 용적을 유지하 다. 

  태아에는 태반을 통해 전달되는 약물 이외에 다른 약물

을 따로 투여하지 않았고, 시술 동안 태아의 혈역학적 변화

는 맥박 산소포화도 감시기를 통해 감시하 으며, 처음 산

소포화도는 68% 심박동수는 분당 119회 으며 기관절개술 

시행 후 태아의 산소포화도는 83%, 심박동수는 분당 144회

로 증가되었다.

  태아 분만 후 태반이 분리된 뒤 원활한 자궁수축을 돕기 

위해 pitocin 20 unit을 Ringer's lactate solution 1 L에 섞어서 

점적 주사하 고 methylergonovine maleate (methergin) 0.2 mg

을 근주하 으며, isoflurane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산

소 2 L/min와 아산화질소 2 L/min로 마취를 유지하 다. 자

궁수축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0.8 vol% 

isoflurane을 투여하 고 Ringers' lactate solution 1 L에 pitocin 

10 unit을 섞어서 추가 점적 주사하 다. 

  산모의 수축기 혈압은 EXIT 시술 동안 두 번 일시적으로 

80 mmHg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100 mmHg 이상을 유

지했으며 심박동수는 분당 70회 이상을 유지했다. 제왕절개

를 통한 총 혈액 소실량은 약 700 ml 고 수술 중 산모에

게 어떠한 위급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산모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신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

육기 안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출생 후 4일째 되

는 날 새벽 2시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 다. 신생아에 대한 

특별한 진단적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로 이송된 직후 찍은 흉부방사선 상에서 왼쪽 폐의 기흉 

외에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다. 

고      찰

  턱이형성증(dysgnathia)은 정상적인 배아발생 시기에 첫째 

인두 궁(first brachial arch)의 발생장애로 유발되며 독립적인 

턱기형 보다는 여러 형태의 기형 및 다양한 장기기형을 동

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에서 턱이형성증(dysgnathia)

의 발생은 산발적인 형태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유전적인 근거가 상염색체 열성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3) 또한 salicylate, amidopyrine, theophylline 같은 기형

유발 인자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5-7) 저자들이 경험

한 증례의 경우 산모는 임신 중 특별한 약물 복용 과거력

이 없었으며 태아의 형제와 부모는 정상이었다.

  턱이형성증(dysgnathia)은 출생 시 혹은 출생 후에 매우 

높은 빈도의 호흡기계 합병증 때문에 태아에게 치명적인 

기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례에서 태아가 양수

를 삼키지 못함으로 유발되는 양수과다증과 동반된 구강인

두의 폐쇄나 협착 등 상기도 폐쇄가 의심되며, 분만 과정에

서 기도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이러한 태아 기형은 산전 진단 기술의 발달로 산전에 진단

이 가능하며,8-12)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산전 초음파로 진

단된 무하악증 태아에 대한 증례 보고가 있었다.13)

  EXIT 시술은 원래 심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가진 태아

의 치료법으로 행하는 일시적인 기도폐쇄(Plug the Lung Until 

it Grows 시술)에 대한 반전으로 고안된 방법이다.3,14,15)

  EXIT 시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적응증으로는 태아 

경부 종양, 선천성 낭성 adenomatoid 기형의 제거, 선천성 상

부 기도폐쇄, 일측성 폐 무형성증(unilateral pulmonary agenesis), 

경부와 구강인두 기형종, 낭성 낭종, 혈관종, 인두 폐쇄, 심

한 성문하 협착증, 후두 낭종, 갑상선종 등 출생 과정 및 

출생 후에 호흡곤란이나 기도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14-17)

  EXIT 시술이란 계획된 제왕절개술시 시행되는 술기로서 

자궁을 절개한(hysterotomy) 다음 태아의 일부분만 분만하여 

태아-태반혈액순환이 유지된 상태로 태아기도의 진단적 또

는 치료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다.3,14-17) 

  EXIT 시술을 시행하는 동안 마취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자궁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로 태아-태반혈액순환과 가스 교

환을 유지하면서 태아에 대한 마취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3,14-17)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분만 시 전신마취의 

목적은 마취유도와 탯줄 결찰 과정동안 최대한 빠른 시술

로 산모에게 투여 된 마취약제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자궁 수축력을 최대한 보존함으

로 산모의 과다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EXIT 시

Fig. 3. Endotracheal intubation was impossible in the fetus who 

underwent a tracheostomy. The tracheostomy was done successfully 

and the fetus was deliver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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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위한 마취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제왕절개분만의 마

취관리와 반대로 시술 중 원활한 태아-태반혈액순환과 가스 

교환을 보존하기 위해 충분한 자궁이완을 유지하는 형태의 

마취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EXIT 시술 과정동안 충분한 자궁

이완을 유도하는 마취방법으로는 근육이완제의 투여와 함께 

2-3 vol% isoflurane 또는 2-4 vol% sevoflurane 및 desflurane 

등 고농도의 흡입마취제를 투여하여 깊은 마취를 유지하면 

충분한 자궁이완을 제공할 수 있다.14-17) 저자들이 경험한 이

번 EXIT 시술 동안의 마취관리에서도 2 vol% isoflurane과 

atracurium 투여로 충분한 자궁이완과 동시에 적절한 태아-

태반순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흡입마취와 

병행하여 경막외마취 및 glyceryl trinitrate (GTN), nitroglycerine 

투여로도 충분한 자궁이완을 제공할 수 있다.3,15,18)

  제왕절개분만 시 자궁절개(hysterotomy) 후 EXIT 시술 과

정에서 자궁이완에 따른 자궁절개 부위의 과다출혈을 예방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자궁절개 후 절개 부위의 

출혈은 절개부위를 연속적으로 봉합(continuous suture)하거

나 또는 지혈기구(uterine stapling device)를 이용하여 절개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과다출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

궁절개 후 EXIT 시술을 위해 태아의 머리, 목, 어깨 및 팔 

등 필요한 부위만 제한적으로 분만한 뒤 불필요한 자궁수

축, 조기태반박리 및 탯줄압박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강내 

정상 양수의 용적과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따뜻한 Ringers' Lactate 용액을 자궁강내에 투여하여 정상 

양수의 용적과 온도를 유지함으써 예방할 수 있다.3,15-17) 저

자들은 자궁절개 후 절개부위의 출혈 양상을 관찰하 지만 

출혈이 많지 않아 특별한 시술을 하지 않았으며, 태아 부분 

분만 후 감소된 양수의 용적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궁

강내에 따뜻한 Ringers' Lactate 용액을 투여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한 태아-태반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66분

까지 유지하 다는 보고도 있으며,16) Mychaliska 등은15) 60

분의 EXIT 시술 동안 태아와 산모 모두 혈역학적으로 안정

적이었고 EXIT 시술이 완료된 뒤 흡입마취의 심도를 얕게 

하고 pitocin 주입을 하여 곧바로 자궁이 수축했으며 다량의 

산후 출혈이나 자궁 이완증(uterine atony)은 없었다고 보고

하 다.

  여러 문헌에서3,14-17) 볼 때 제왕절개 분만 중 EXIT 시술 

동안에 산모의 혈역학적 안정과 충분한 산소포화농도를 유

지하는 것이 최상의 태아-태반순환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는 

동안 산모의 혈역학 및 호흡기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며, 감시장치로는 심전도, 맥박산소포

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및 동맥도관을 거치한 

후 지속적인 산모 동맥혈압 측정 등을 이용하여 산모의 혈

역학적 안정을 평가할 수 있다. 태아의 감시는 시술 중 일

부 노출시킨 손에 맥박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거치한 후 

심박동수와 동맥혈 산소포화농도에 기초한다. 태아의 서맥

은 탯줄 압박에 의해 생기는 충분하지 못한 태아-태반순환

의 좋은 지표이다. 저자들도 맥박 산소포화도 감시기를 사

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농도를 감시하 다. 이

외에도 태아의 혈역학적 안정을 감시하기 위해 멸균된 수

술 중 초음파나 태아용 radiotelemeter, 경식도초음파, 심전도

도 사용할 수 있다. 

  분만 및 EXIT 시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산모

의 저혈압은 ephedrine 단독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다. ephedrine

은 자궁의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산모의 전신 혈관을 수축시

키는 장점 때문에 산모의 마취 시 발생하는 저혈압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15) 본 증례에서도 일시적으로 수축기 혈

압이 80 mmHg까지 두 번 떨어졌을 때 각각 ephedrine 5 mg

을 주어 곧바로 산모의 혈압을 100 mmHg이상으로 유지하

으며, 이때 태아의 심박동수나 산소포화도에는 별다른 이

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만과정에서 EXIT 시술동안 태아의 마취는 태아-태반순

환에 의한 산모에게 투여된 마취약제의 확산 이외에 다른 

약제를 태아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으며,3) 경우

에 따라 태아의 진통(analgesia)과 이완(paralysis)을 위해 근

이완제, fentanyl 및 atropine 등을 자궁절개 직전 초음파 유

도 하에 태아에게 직접 근주하거나 또는 자궁절개 후 태아

의 일부분만 분만한 뒤에 근주하 다는 보고도 있다.14,15,17)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수액 처치와 약제의 투여를 위

해 정맥로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태아-태반순

환에 의한 마취약제의 전달 이외에 태아에게 특별히 다른 

약제나 수액을 투여하지 않았다. 

  EXIT 시술 동안 태아의 기도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직

접 후두경(miller 0, 1)이나 경직기관지경(rigid bronchoscopy)

을 통한 경구 기관내삽관법이 선호되며, 저자들이 경험한 

증례와 같이 외과적 기관절개술이 필요하기도 하다.3,4,14,16)

  태아 기도를 안전하게 확보한 다음 탯줄 결찰과 태반 분

리를 통해 태아의 완전한 분만을 신속히 진행한 뒤 산모의 

과다 출혈과 자궁이완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자궁

이 수축할 수 있게 처치를 해야 한다. 이는 마취 깊이를 얕

게 하기 위해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낮추거나 투여를 중지

하고,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pitocin을 연속적으로 

정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methergin 등을 근주하거나 직접 

자궁에 투여함으로 과다 출혈 및 자궁이완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태아 시술 후 태아 분만 및 태반 

분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이완되었던 자궁근육이 적

절한 처치와 함께 곧 충분한 수축과정을 회복하 으며 과

다출혈이나 자궁이완증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제왕절개술 및 EXIT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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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는 불충분한 자궁이완과 태아 부분 분만 후 자궁강

내 용적 감소에 따른 조기태반박리 및 탯줄 압박, 산모의 

저혈압 또는 고혈압 및 자궁이완에 따른 대량 출혈 등 불

안정한 혈역학적 변화로 태아-태반순환 및 가스교환이 부적

절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시술 과정 중에 유도

된 자궁이완에 의해 수술 중 출혈과다 및 태아 분만 후 불

충분한 자궁수축으로 인한 출혈과 자궁이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산모 및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시술 중 자궁절개 후 자궁이완에 의한 

절개 부위의 과다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궁

절개 부위를 연속적으로 봉합(continuous suture)하거나 또는 

지혈기구(uterine stapling device)를 이용하여 절개 부위의 출

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조기태반박리 및 탯줄압박 등에 

의한 부적절한 태아-태반혈액순환의 문제점은 적절한 마취

유지에 따른 충분한 자궁이완과 태아의 부분 분만에 의한 

부족한 양수의 용적을 따뜻한 Ringers' lactate 용액 등으로 

보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이 사용한 마취관리의 요지는 충분한 

자궁이완을 위해 근이완제와 고농도의 흡입마취제(2 vol% 

isoflurane)를 투여하여 깊은 마취를 유지하 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충분한 자궁이완은 시술 중에 원활한 태아-태

반혈액순환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isoflurane, 

sevoflurane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흡입마취제를 2 MAC 이

상의 고농도로 투여하여 깊은 흡입마취를 시행할 경우 경

막외마취나 nitroglycerine의 정주 등 다른 방법과 병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궁이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산모와 태아

의 마취 및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적합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EXIT 시술동안 태아의 머리, 어깨 및 팔 

등 일부분만 분만 후 따뜻한 Ringers' Lactate 용액을 자궁강

내에 주입하여 적절한 자궁강내 양수 양과 온도를 유지하

여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궁 수축, 태반 조

기 박리 및 탯줄압박 등을 예방하 다. 시술 전 산모의 혈

역학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수술대에서 산모의 자

세를 약간의 좌측사위를 통해 자궁확장에 의한 압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맥환류 감소를 예방하여 앙와위 저혈압

증후군(supine hypotensive syndrome)을 예방하 으며, 시술 

전에 금식에 따른 수액 부족량을 미리 보충함으로써 산모

의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 다. 감시장치로는 심전도, 맥

박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기 및 동맥도관을 이

용한 지속적 혈압 측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산모의 혈역학

적 안정을 유지하 으며, 태아는 맥박산소포화도 감시를 통

해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를 감시함으로써 태아의 혈역학

적 안정을 유지하 다. 

  결론적으로 태아의 분만과정 중 태아의 기도관리가 필요

한 경우에 직접 후두경을 통한 기관내 삽관이 불가능한 경

우가 있으며 본 증례처럼 수술적 기도확보를 해야 하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EXIT 시술은 본 증례와 같은 태아 기형

뿐 아니라 상기에 기술한 여러 경우처럼 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기도폐쇄 및 협착 등 위급상황에서 기도확

보 및 유지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치 한 계획 하에 이비인후과, 산과, 

소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협동하여 EXIT 시술을 

시행한다면, 이 시술은 앞으로 산전에 진단된 생명을 위협

하는 다양한 상황 및 기도관리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충분

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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