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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irtraq optical laryngoscope(AOL) with reinforced endo-

tracheal tube. 

Use of the AirtraqⓇ optical laryngoscope as a rescue airway device following failed awake flexible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of a patient with severe microsomia − A case report−
Jae Gyok Song, M.D., and Min A Kw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We report here the successful use of the AirtraqⓇ optical laryngoscope (AOL) as a rescue device following failed awake flexible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of a patient with severe mandibular microsomia.  We attempted awake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following topical anesthesia with 4% lidocaine spray three times to induce general anesthesia for distraction osteogenesis 

of mandibular bone.  However, due to a shallow pharyngeal cavity and cranially displaced larynx, we failed to locate the larynx 

each time and were therefore not able to intubate the patient.  Awake orotracheal intubation using the AOL allowed us to easily 

intubate the patient.  Therefore, we recommend that the AOL be used as a rescue airway device for intubation of difficult airway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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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골소체증(mandibular microsomia)은 어려운 기 내 삽

의 원인이 되는 해부학  기형 의 하나이다. 하악골소체

증은 Treacher Collins syndrome, Pierre Robin sequence, 편측

안면소체증(hemifacial microsomia) 등의 선천성 기형과 볼거

리나 기타 안면부에 감염성질환, 외상 등의 후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기 내 삽 을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

우가 부분이다.1) 

  자들은 다른 선천성 안면소체증과는 달리 심한 양측

성 볼거리 감염이후 후천 으로 발생한 양측성 하악골소

체증 환자의 하악골연장술을 한 신마취 유도를 해 

각성하 경비 굴곡성 기 지경 삽 술을 세차례 시행하

으나 삽 에 실패하 고 새로운 기도 리 기구인 Airtraq 

optical laryngoscope(AOL, AirtraqⓇ, Prodol Meditec, Spain, 

Fig. 1)을 이용하 을 때 처음 사용해보는 기구 음에도 불

구하고 손쉽게 기 내 삽 에 성공하 기에 이를 보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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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hotograph shows severe microsomia 

with retracted mandible without any other defor-

mity. Anterior and lateral view.

증      례

  51세 여자환자가 후천성 하악골소체증을 주소로 하악골 

골연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을 시행받기 해 수술실로 

입실하 다. 환자는 6세 때 약 7개월간 양측성 이하선염을 

앓은 후부터 양측 하악골의 성장 부 을 보 으며 이로 인

한 심한 양측성 하악골소체증과 2  부정교합(malocclusion)

이 있었고 하악골에는 치아가 거의 없었다. 청각장애나 기

타 선천성 안면소체증을 시사하는 다른 부 의 기형은 없

었고 이 질환에 한 가족력도 없었다(Fig. 2, 3). 액검사

와 심 도 흉부 방사선 촬 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

다. 입은 보통크기 으며 아래 앞니간에 4 cm 거리로 벌

릴 수 있었고 하악골소체증과 하악후퇴증을 보 다. 구강의 

크기에 비해 는 보통 크기 으며 Mallampatti 등 은 3등

이었다. 목은 가늘고 긴 편이었고 목의 운동범 는 정상

이었다. 수술 에 시행된 액검사, 심 도,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어려운 기 내 삽 이 

상되어 응 상황에 비하여 기 개술을 한 장비와 

인력이 기한 상태에서 각성하 굴곡성 기 지경을 이용한 

삽 을 시행하기로 하 다. 구강악안면 외과 측에서 수술시

야를 좋게 하기 해 경비 삽 을 원하 고 기 지경을 이

용할 때에는 경구 삽 보다는 경비 삽 이 더 시행이 용이

하므로 그 게 하기로 하 다. 마취 투약으로는 수술실로 

입실하기 30분 에 midazolam 1.5 mg이 정주되었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압계, 심 도, 그리고 맥박 산소 계

측기를 부착하 고 100%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 흡입시키고 

4% lidocaine을 후인두벽과 구강내에 분무하여 도포마취를 

하 다. 우선 후두경으로 후두를 찰하 는데 후두경시야 

등  4등 으로 후두연골을  찰할 수 없었다. 이후 

0.1% epinephrine을 충분히 신 면 을 왼쪽 비강내에 삽입

한 다음 5분뒤 면 을 제거하고 2% 리도카인 젤리를 바른 

내경 6.5 mm의 cuffed reinforced endotracheal tube가 거치된 

굴곡성 기 지경을 비강을 통해 삽입하고 삽 을 시도하

으나 와 인두벽사이의 공간이 좁아 한 기 지경의 

조작이 어려웠으며 식도와 주변에서 자발 호흡과 함께 거

품이 이는 것은 찰할 수 있었으나 기 지경의 버를 최

한 조작해 거품이 이는 앞쪽을 향해 구부려도 후두를 

찰할 수 없었고 거품이 이는 쪽을 향해 삽 을 하려했으나 

두차례의 시도에서 모두 식도로 삽 이 되었다. 이에 보조

자의 도움을 받아 후두경으로 를 견인하면서 다시 시도

하 으나 역시 후두를 찰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실패와 

기 지경과 후두경의 조작으로 기도의 출 ,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 다. 이에 수술의 연기 혹은 기 개술을 고려하던 

 구강악안면외과 측과 상의 끝에 AOL을 이용한 경구 삽

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삽 을 시도하 으며 첫 번째 시

도에서 후두를 정확히 볼 수 있었고 삽 에도 성공하 다. 

체 삽 을 해 걸린 시간은 약 1시간이었으며 이  

AOL로 삽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분이었다. 청진과 호기

말 이산화탄소분압이 측정되는 것으로 기 내 삽 이 된 

것을 확인한 후 lidocaine 40 mg, propofol 120 mg, fentanyl 

50μg, rocuronium 40 mg, desflurane 6−7 vol%로 마취를 유

도  유지하 다. 삽 을 시행하는 동안 자발호흡이 잘 유

지되었으며 비강을 통해 지속 으로 산소를 투여하 고 맥

박 산소 계측기상 산소포화도는 97% 이상을 유지하 고 

압은 110 / 70−150/90 mmHg, 심박수는 분당 80−92회를 

유지하 다. 수술이 종료된 후 환자에게 neostigmine 2 mg, 

atropine 1 mg을 정주하고 100% 산소로 용수 환기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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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diographes of the patient show severe mandibular microsomia with retraction of the mandible and malocclusion. (A) skull X-ray 

AP. (B) skull X-ray lateral. (C) vertical CT scan of head. (D, E, F) each shows pateints 3D view of skull CT scan in anterior, oblique, 

and lateral side.

후 자발호흡이 회복되고 완 히 각성된 상태에서 발 하

다. 그 후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수술 후 6일에 퇴원

하 다. 

고      찰

  어려운 기도 리는 여 히 마취의에게 있어서 큰 도 이

다. 경험이 많은 마취의일지라도 0.05−0.3%의 기 내 삽

실패가 발생하며 0.001−0.003%에서 기 내삽  실패 혹은 

마스크 환기 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1880년

경에 Joseph O'Dwyer에 의해 손가락으로 후두를 지하여 

처음 기 내 삽 을 시행한 이래 1940년에 후두경이 개발

되었으며 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3) 이후 후두경으

로 삽 이 어려운 기도 리를 해서 다양한 방법과 도구

들이 개발되어왔으며 , combitube, 각종 후두마스크, 굴

곡성 기 지경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 어려운 기도 리

가 상될 때의 가장 안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각성하 굴곡

성 기 지경에 의한 삽 방법이 추천되고  리 이용되

고 있다.4,5) 그러나 각성하 굴곡성 기 지경에 의한 삽  방

법은 잘 알려진 로 장비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강내 

출 이나 분비물이 많을 때, 환자가 조가 잘 되지 않을 

때, 결정 으로 시술자가 경험이 부족할 때 이용이 어렵다

는 단 이 있다.6) 

  본 증례는 이들 요인  특별히 아주 심한 하악골 소체

증이 있는 경우 으며, 하악골 소체증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Treacher Collins syndrome, Pierre Rubin syndrome, Hemifacial 

microsomia 등의 선천성 질환들이 있으나 이들 질환이 나타

내는 증상과는 달리 하악골의 턱 가지(ramus of mandible) 

성장부 으로 인한 하악골소체증과 하악후퇴증만을 보 으

며 다른 해부학  이상은 없었고 목의 운동범 와 청력도 

정상이었다.1,7)

  Kim 등은8) 정상군, 후두경으로 삽 이 가능했던 하악골

소체증 환자군, 후두경으로 실패하여 굴곡성 기 지경으로 

삽 에 성공한 하악골소체증 환자군으로 나  다음 두경부 

외측 단순방사선 촬 에서 하악골끝에서 하악각까지의 거

리를 비교하 을 때 정상군은 71.6 ± 71mm 으나 후두경

으로 실패한 군은 55.6 ± 6.6 mm로 유의하게 짧았으며, 하

악골 끝에서 설골까지의 거리는 정상군에서 41.7 ± 6.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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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후두경으로 실패한 군은 31.8 ± 6.4 mm로 유의하게 

짧았다고 하 다. 한 하악골소체증에서는 소해진 하악 

공간으로 인하여  주 의 건, 근육들이 하악의 치에서 

볼 때 좀더 에 치하게 되어(흔히 내시경학자들이 ‘ 방

에 치한’이라고 표 ) 결국 의 기 부에 더욱 가까이 

근하게 되므로 기 내 삽 을 하여 후두경날을 구강내

로 삽입할 때 인후두의 연조직을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진

다고 하 다. 소하갑상 연골-턱간 거리가 60 mm 이하이거

나 본 증례처럼 하악골 소체증의 경우 의 이동이 쉽지 

않아 성문노출이 곤란한 것 외에도 성문이 무 앞으로 

치해 있어 후두경으로 성문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후두경은 물론 굴곡성 기 지경으로도 후

두를 찰하지 못했다. 의 크기가 보통이었음에도 와 

인두 사이의 공간이 매우 좁았으며 어려운 기도 리가 

상되어 경비 각성하 굴곡성 기 지경에 의한 삽  방법을 

택하 고 후두경으로 를 견인하면서 굴곡성 기 지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하 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본 증례에

서 삽 을 시행한 마취의는 최근 1년간 평균 한달에 1건의 

각성하 굴곡성 기 지경 삽 을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

었으며 보다 숙련된 시술자가 시행했다면 성공했을 수도 

있으나 숙련된 사용자가 아니면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도 굴곡성 기 지경에 의한 기도 리의 큰 단 이라고 

볼 수 있다. Dawson 등은9) 뉴질랜드의 마취의들을 상으

로 시행한 굴곡성 기 지경의 사용능력에 한 설문조사에

서 응답자의 14%가 ‘경험이 매우 많다(experienced)’, 30%가 

‘경험이 많다(competent)’, 36%가 '경험이 있다(adequate)’, 

20%가 ‘ 보자이다(novice)'라고 응답하 고 문의는 평균 

일년에 3회, 공의는 일년에 4회 굴곡성 기 지경을 이용

한 기 내 삽 을 시행한다고 응답하 으며 이 방법을 시

행할 증례가 부족한 것이 사용능력을 발 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하 다.   

  반면 본 증례에서 굴곡성 기 지경 신 사용된 AOL은 

시술자가 처음 사용해본 장비 음에도 첫 시도에 후두를 

찰할 수 있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삽 을 시행할 수 

있었다. 시술자는 AOL은 처음 사용해본 것이었으나 비교  

유사한 장비인 optical stylet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Maharaj 등은10) 기 내 삽 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의과 학

생들에게 매킨토시 후두경과 AOL을 이용해서 기 내 삽

을 시행하게 하는 연구에서 AOL을 사용한 군에서 의미있

게 삽 에 걸린 시간이 짧았고 삽  성공률도 높았다고 보

고하 다.

  최근 자장치와 학기술의 발달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에는 Optical 

stylet, LMA C-trach, GlideScope video laryngoscope, Pentax 

airway scope(AWS-S100), McGrath video layngoscope, Video 

Macintosh laryngoscope 등이 있다.3) 해부학  이상이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냄새 맡는 치(sniffing position)

를 제 로 취할 수 없는 경우, 후두축과 인두축, 구강축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존의 후두경으로 후두를 찰하기 어렵

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들 장비들은 끝부

분에 부착된 즈와 카메라를 통해 매우 가까이 근해서 

직  후두를 찰할 수 있으며 장비 자체에 부착된 작은 

화면이나 연결된 외부의 화면을 통해 시술자와 보조자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력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장

이 있다.3,11) 이들 장비들 한 부분 10,000−19,000 $로 

상당히 고가라는 것이 단 이다.

  이  AOL은 내부에 건 지와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

명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후두경과 비슷한 모양의 날 끝

부분에 부착된 즈와 내부의 거울을 통해 굴곡성 기 지

경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후두를 찰할 수 있게 해 다. 

라스틱 재질이지만 후두경의 모양과 유사하고 견고하여 

굴곡성 기 지경과는 달리 강한 힘으로 연부조직을 조작할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도 강한 힘으로 를 고 후두경보

다 깊이 들어가서 후두경과 육안으로는 들여다 볼 수 없는 

각도로 후두 바로 앞에서 후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몸체의 오른쪽 부분에 튜 를 거치할 수 있는 일이 

달려있어 튜 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찰하면서 

삽 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으로는 일회용이며 튜 교환이 

불가능하고, 경비삽 이 불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일회용이지만 몇차례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80 $ 

(국내공 가격 15만원)로 비교  렴한 편이며 다른 고가

의 TV 출력 장비 없이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장비

나 공간에 한 부담없이 병동이나 수술실에서 응 상황을 

비해 비해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결론 으로 자들은 어려운 기도 리가 상되는 후천

성 하악골소체증환자에서 각성하 굴곡성 기 지경을 이용

한 기 내 삽 이 실패한 후 AOL을 이용해서 성공 으로 

기 내 삽 을 시행한 증례를 경험하 으며, 장비나 숙련된 

시술자가 없어서 굴곡성 기 지 내시경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나 응 상황일 때, 기타 어려운 기도 리에 있어서 AOL

의 사용이 좋은 기도 리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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