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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1.목적: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및 치과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 시 

경비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게 된다. 굴곡성내시경은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 통상적인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미숙한 술자의 

시행은 환자에게 치아 손상, 기도 출혈, 기관지 경련 등의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므로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기관내 삽관의 학습곡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달씩 파견되는 전공의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학습능력을 관찰 

하였다. 경비기관내 삽관을 시행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8 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하였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비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의식하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굴곡성 내시경을 이용한 경비기관내 삽관의 성취도는 내시경의 끝이 

기관내관에 삽입되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이용하여 시간 측정을 시작하고 

기관-기관지 분기부가 화면에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였다. 1 회 

기관내 삽관 시간은 2 분 30 초로 제한하였으며, 2 분 30 초가 경과하면 

비강으로부터 기관내관을 제거하고 마스크로 100% 산소로 1 분간 용수

환기하고, 출혈 및 분비물이 많이 있을 시 흡인을 시행하였다. 처음 

2 번의 시도는 동일한 시술자에 의해 시행하였고, 2 번 시도에서 실패할 

경우, 전문의가 시행하였으며, 출혈이 심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후두경과 Magill forcep 을 이용하여 경비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전공의 1 명당 40 명의 환자에게 시행하였으며, 시술 중 구강 내 출혈 

정도를 함께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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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연구기간 동안 18 명의 시술자가 굴곡성 내시경을 이용한 

경비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시술자는 나이는 평균 27,8 세였고, 

남자가 11 명 여자가 7 명 이었다.   

전체 716 명의 환자에서 FNI 가 시행되었으며, 남자가 389 명, 여자가 

327 명이었다. 1 차 시도에서 성공률은 88.3%, 2 차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를 합한 성공률은 94.6%였다. 마취된 환자에서 실패율은 4.9%, 

의식 하에 시행한 경우 실패율은 13.6%였다. 마취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전공의의 시행이 첫 회부터 5 회까지의 실패율은 9.6%였으나, 

전공의의 시술 횟수가 30 회가 넘는 경우 0.7%로 감소하였다. 의식하 

삽관의 경우도 30 회 이상 시행한 경험자의 경우 실패가 없었다.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시술 횟수와 비 출혈이 중요하였다. 

 

4.결론: 전공의의 경비기관내 삽관은 시술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취도가 증가하나 비강 내 출혈이 있으면 난이도가 증가하였다. 

 

 

주요어 : 경비기관내 삽관, 학습곡선, 비출혈 

학   번 : 2005-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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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신마취 시 기도확보 방법으로 경구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과 치료를 위한 전신마취 시는 수술 부

위가 구강이기 때문에 경비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게 된

다 [1]. 경비기관내 삽관 시에는 후두경과Magill forceps을 이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경추 골절 및 탈구,기도 내 종양, 농양 등으로 어려운 

기도가 예상되는 경우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기관내 삽관이 시

행된다.상황에 따라 안면마스크 환기의 어려움이 예측될 때, 개구제한이 

심할 때, 또는 폐 흡인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

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 이 시행된다[2].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어려

운 기도 관리를 위해 경비 그리고 경구 굴곡성 기관지경기관내 삽관 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경비 기관내 삽관은 비강의 좁고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삽관술 시행 시, 비강 손상, 치아손상, 기도출혈, 기관지 경련 등의 

합병증을 초래 할 수 있다.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는 구강 내 손상이나 수술 후 부종,혈종 같은 응급상황에서 출혈 및 

분비물 증가 등으로 기도확보를 실패할 수 있다 [3].그래서 임상에서 능

숙한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기 해서는 훈련이 필 

필요하다.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

법이 있는 데, 튜브를 비강 내에 먼저 거치한 후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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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성문을 찾아가는 방법과 굴곡성 기관지경을 먼저 비강을 통해 기관

에 넣은 후 tube를 콧구멍에 넣으면서 기관내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초기에 소개된 방법으로 일반적인 삽관을 시행 하였는 

데 어려운 기도를 만나는 경우 급하게 굴곡성 기관지경을 사용하는 경우

이며[4], 비강 내 출혈의 가능성이 높지만 튜브를 가이드로 하여 쉽게 

굴곡성 기관지경을 구강 안으로 넣을 수 있다. 2번째 방법은 어려운 기

관내 삽관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며, 비강 내 출혈로 인한 시

야의 가림은 예방할 수 있으나,내시경을 따라 튜브를 넣을 때 비강 내 

손상을 더 심하게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에게 일반적인 경비 기관내 삽관

시 기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

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튜브를 비강에 먼저 넣는 방법의 훈련을 시

행하였다. 또한 의식하 기관내 삽관의 교육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

다..또한 의식하 기관내 삽관의 교육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시 마다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습 곡선을 알아보고,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한 훈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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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2.1.A. 삽관 시술자 

 

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얻었다 (No. 

L0605-12). 연구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2005 년 8 월부터 2007 년 

4 월까지 1 달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파견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2 년차 전공의로 하였다. 시술자는 1 년 이상 경구 

삽관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경비 기관내 삽관과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경험은 거의 없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였다.  

 

2.1.B. 환자의 선택 

전공의의 파견 기간 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 중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 받는 모든 환자를 리스트에 포함하였다. 

전신마취 및 경비 기관내 삽관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III 

이하의 환자, 8 세 미만의 소아, 폐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비강 폐쇄가 있거나 비강 내 종물, 기형으로 경비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응급 수술이 시행된 환자도 

제외하였다. 심각한 악안면 기형, 구강 내 종물 등으로 안면 마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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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용수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개구장애가 있어

후두경으로 후두시야의 관찰이 어려운 환자에서는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대상이 되는 환자 중 전공의가 직접 시행한 환자만 포함하였으며,각 

전공의 마다 40 명의 환자에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토록 하였다. 

 

2.2. 연구 방법 

2.2.A. 전공의 교육 

참여한 전공의 모두에서 직접 환자에게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술하기 

전에 기도관리훈련용 마네킨(Laerdal Co., Stavanger, Norway)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연습을 시행하였다. 환자에게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술 시 3회째까지는 전문의가 비디오 화면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자세한 기술을 교육하였으며 이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2.B. 전신 마취 및 경비기관내 삽관의 준비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온 후 비강의 해부학적 상태를 관찰하고, 좌우측 

비공 중 기관내 삽관에 적당한 비공을 선택하였다. 내경(ID) 6.5 mm, 

남성에서는 ID 7.0 mm 의 RAE 기관내관을 사용하였다. 8 세 이상 

15 세까지의 소아에서는 (나이/4 + 3) mm 공식에 의해 적당한 I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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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가 있는 RAE 기관내관을 선택하였다. 

마취 전 처치로 항콜린제는 투여하지 않았으며, 약 40℃의 뜨거운 

물에 기관내관을 담구어 말랑말랑하게 한 뒤 수술용 젤리를 묻혀 

비강으로 삽입하였다. 시술 시행 중 보조자가 손으로 턱을 위로 들어 

올려주었다. 

  굴곡성 내시경은 직경 4.2 mm (LF2, Olympus C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기관내관의 ID 가 5.5 mm 이하인 경우는 직경 2.8 mm 

(LF-DP, Olympus Co., Japan)를 이용하였다. 내시경의 접안렌즈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디오 시스템으로 화상 전달이 가능한 

카메라(AR-TF08E, Olympus Co., Japan) 를 사용하였다.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 시술자는 접안 렌즈를 통해 

시술을 하고, 관찰자는 비디오 시스템의 화면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술 전후 굴곡성 기관지경을 소독액으로 씻어 환자간의 

감염을 최소화 하였으며, 삽관 전 굴곡성 내시경에 수술 용 윤활제를 

바르고 렌즈 부위는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아 시야를 확보하였다. 

마취제 투여 전 100% 산소로 환기를 하였으며, 정맥마취제(thiopental 

또는 propofol)를 정주하고 흡입마취제 또는 propofol을 지속 정주하여 

의식을 완전히 소실시키고, vecuronium을 0.15 mg/kg 투여하여 완전히 

근육이완을 유도한 후 경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의식하 기관내 삽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4% Lidocaine 을 

분무기를 이용하여 20 분간 흡입케 한 뒤 fentanyl 25-50 mcg 

midazolam 1- 2mg 을 정맥내로 투여 후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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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2.2.C.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기관내 삽관의  

 

성취도 평가 방법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성취도 측정은 삽관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비강으로 기관내관을 삽입하여 관 

끝이 비후두 내에 위치하게 하였다. 그 다음 굴곡성 기관지경을 

기관내관에 삽입한 후 굴곡성 기관지경을 손으로 조작하여 성문을 찾아 

굴곡성 기관지경 끝을 기관 내에 삽입한 후 기관분기부가 보일 때까지 

밀어 넣었다. RAE 기관내관을 굴곡성 기관지경을 따라 밀어 넣어 기관 

내에 삽입하였다. 이 때 보조자는 환자의 턱을 한 손으로 들어 삽관을 

도왔다. 또 다른 보조자는 굴곡성 기관지경의 끝이 기관내관에 삽입되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이용하여 시간 측정을 시작하고 기관분기부가 화면에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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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valuation of success. A. Insertion of intranasal tube. B. 

Insertion of fiberscope ( start time of measurement ). C. Fiberscope 

reaches carina ( end time of measurement ). 

 

2.2.D. 측정 시간의 분할 및 환자의 안전 유지 

기관내관을 비공으로 삽관하기 전 100% 산소와 흡입마취제로 용수 

환기하여 산소포화도를 100%로 유지하였다. 기관내 삽관 시간은 2 분 

30 초로 제한하였으며, 2 분 30 초가 경과하면 비강으로부터 기관내관을 

제거하고 마스크로 100% 산소로 1 분간 용수 환기하고, 출혈 및 

분비물이 많이 있을 시 흡인을 시행하였다. 2 분 30 초 이내라도 

산소포화도가 95%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100% 산소로 용수환기를 

시행하였다. Figure 2 에서와 같이 처음 2 번의 시도는 동일한 시술자에 

의해 시행하였고, 2 번 시도에서 실패할 경우 전문의가 시행하였으며, 

출혈이 심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후두경과 Magill forceps 을 

이용하여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전공의가 2 번의 시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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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실패 증례로 평가 하였다 [5]. 

 

Figure 2.  The time course of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2.2.E. 구강 내 출혈 정도의 측정 

굴곡성 기관지경으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시 구강 내 출혈 정도를 

내시경 시야에 보이는 정도에 따라 1. 전혀 없음 (시야확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소량 (시야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출혈이나 분비물이 존재하는 경우) 3. 다량 (시야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출혈이나 분비물이 존재하는 경우)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Figure 3). 출혈 및 분비물이 많은 경우 보조자가 흡인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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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ade of intra-oral bleeding. A. No bleeding ( grade 1 ). B. 

Mild bleeding: the degree of bleeding which does not influence on 

fiberoptic nasal intubation ( grade 2 ). C. Massive bleeding: the 

degree of bleeding which influences on fiberoptic nasal intubation 

( grade 3 ). 

 

2.2.F. 학습곡선 분석 방법 

환자에 대해선 성별, 나이, 체중, 신장 및 삽입된 튜브 크기를 기록 

하였다. 이 환자들에게 각 전공의 들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시 소요된 시간과 삽관 시 내시경으로 보는 시야의 

출혈 정도를 기록 하였다. 

각 전공의 들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시 

소요된 시간을 학습곡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고, 전체 전공의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성취도와 실패 증례의 비율을 

평가하였다. 특히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경우의 성취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5 회 시행한 결과를 합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성공율을 분석하였다. 비출혈이 난이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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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자를 알아보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의식하 유무, 

비출혈 정도,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횟수의 

증가가 삽관 성공률에 끼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분석 방법은 상황에 따라 chi-square test, student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 하다고 평가하였다.  

 

제 3 장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총 18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2 년 차 전공의 중 

남자는 11 명, 여자는 7 명의 성비를 나타냈으며 나이는 27 세 10 명, 

28 세 4 명, 29 세 1 명, 30 세 2 명, 31 세 1 명의 분포를 가졌다. 이들은 

1 년 이상 경구 삽관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경비 기관내 삽관과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경험은 거의 없었다.  

모든 전공의 들이 연구 기간 내 시행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횟수는 총 716회로써 15명 40회, 2명 39회, 

1명 38회였다. 이 중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시행 횟수는 총 44회(평균 2.4회)이고5회 2명, 4회 3명,     3회 

3명, 2회6명, 1회 1명, 3명에서는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Table 

1.). 

1차 시도에서 성공률은 88.3%, 2차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를 합한 

성공률은 94.6%였다. 마취 된 환자에서 실패율은 4.9%, 의식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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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경우 실패율은 13.6%였다 (Table 2).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Awake fiberoptic intubation status 

Total (716) Anesthetized   

( n = 672 ) 

Awake ( n = 44 ) 

M:F, n 356:316 33:11 389:327 

Age ( yr ) 

32.8 ± 17.4 

(8 – 84) 

39.6 ± 17.7 

(18 – 76) 

33.2 ± 17.5 

(8 – 84) 

Height ( cm ) 

164.3 ± 10.8 

(121 – 194) 

167.2 ± 8.8 

(150 – 184.5) 

164.5 ± 10.7 

(121 – 194) 

Weight ( kg ) 

61.0 ± 13.3 

(19 – 119) 

63.5 ± 10.8 

(42 – 87.5) 

61.1 ± 13.1 

(19 – 119) 

 

Data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range ) unless 

otherwis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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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ccess rate of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 divided 

by awake intubation and postanesthesia intubation ) 

 

Awake fiberoptic intubation status Total 

Anesthetized ( n = 672 ) Awake ( n = 44 )*  

1st trial 

success 

601 (89.4) 31 (70.5) 632 (88.3) 

2nd trial 

success 

38 (5.7) 7 (15.9) 45 (6.3) 

Fail 33 (4.9) 6 (13.6) 39 (5.4) 

Total 672 (100) 44 (100) 716 (100) 

 

Data are presented as n (%). *Anesthetized versus awake, 

 P = 0.001 ( chi-squared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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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의 별 삽관 시행 시 성공 시간을 학습곡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ure 4). 학습 곡선을 분석한 결과 처음 시행 시 실패 하다 시행 

횟수가 늘어 날수록 양호한 성공율의 학습 곡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초반 중반 및 후반에도 실패가 많고 어렵게 성공하는 학습곡선, 

중반에 실패율이 높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양호한 성공율을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 전공의에 있어서의 각 시행 별 성공 시간에 대한 평균을 보면 

마취 하 경비기관내 삽관의 경우는53.8± 47.4초, 의식하인 경우는 

103.2± 79.8초로 의식하 유무에 따라 평균 성공 시간에 차이를 

나타냈다(p=0.001) (Figure 5).  누적 시도 회수를 5회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마취 후 삽관인 경우 처음 5회까지의 실패율은 

9.0%였으나, 총 횟수가 30가 넘는 경우 1.2%로 감소하였다. (Figure 

6)의식하에서 시행된 경우도 30회 이상 시행한 뒤의 경우 실패율이 

0%로 나타났다 (Figure 7).  

비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하에서 시행된 내시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술의 실패율은 30%까지 올라갔다.(Table 3)  (Chi-square 검정  

p< 0.001) .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의하면 의식하 유무, 비출혈 정도, 

기관내 삽관 시도 횟수가 삽관 성공율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비출혈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Table 4). 

 

 

 

 



 

 14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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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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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igure 4.The learning curve of each of the anesthesiology residents. Up to 

150 s, one successful intubation is represented by a dot.  Dots between 

150 and 300 s represent the success of the 2nd intubation attempt. Dots at 

300 s represent failed intubation. Red dots represent awake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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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lot of average time in cumulative trials in successful cases 

( divided by awake intubation and post-anesthesia intub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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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Percentage of success and numbers of failure cases in the 5th 

cumulative interval ( post-anesthesia intub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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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Percentage of success and numbers of cases in the 5th cumulative 

interval ( awake intubation ). 

 

 

 

 

 

 

 

 

 

 

 

 

 

 



 

 20 

Table 3. Influence of nasal bleeding on the success rate of flexible 

endoscopy 

 

Awake fiberoptic intubation status 

Anesthetized   Awake 

Success Fail Success Fail 

Nasal bleeding 

No 446 (98.5) 7 (1.5) 19 (95) 1 (5) 

Mild 129 (97) 4 (3) 12 (85.7) 2 (14.3) 

Severe 63 (75) 21 (25) 7 (70) 3 (30) 

Total 638 (95.2) 32 (4.8) 38 (86.4) 6 (13.6) 

Data presented as n (%). P < 0.001 ( chi-squared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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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Logistic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ccess rate of flexion 

endoscopy 

Factor B ( SE ) Wald P-value 

Awake 1.07 (0.54) 3.82 0.05 

Nasal bleeding 1.51 (0.22) 45.58 < 0.0001 

Intubation 

trial count 

-0.05 (0.017) 9.3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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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의 결과 전공의 들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은 시도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취도가 증가하고,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성공률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관내관을 비강에 삽입 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난이도를 증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의식하 기관내 삽관이 표준적인 기도확보 방법으로 

제시 되고 있다[2]. 그러나, 어려운 기도 관리 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을 합병증 없이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시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6]. 

신규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상기도시뮬레이터에서 시행한 굴곡성 기관

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학습곡선에서 콧구멍에서 기관 분기부

까지 도달 시간은 51초 정도였고 전공의들이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한 

시도 횟수는 27회에서 58회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7].경구 삽

관의 경우, 첫 번째 시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데, 10번 정도 시행 후에 

1.53분 정도로 시술시간이 감소하고,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보

고하고 있다 [8]. 굴곡성 기관지경을 먼저 비강에 넣고 경비기관내 삽관

을 시행한 경우, 12명의 전공의에서 20회의 시행을 시행을 하면 시술 

시간이 50초 정도에 수렴하는 것을 보여 주는 보고도 있다[5].본 연구

에서도 성공했던 증례들의 평균 수행시간을 보면 마취 하 굴곡성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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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경우는53.8± 47.4초,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경우는 103.2± 79.8초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ASA Closed Claims Stud는 1980년부터 호흡기계 사고 증례를 

수집하였는데, 1980년대에는 이중 부적절한 환기가 38%, 식도 내 

삽관이 18%, 어려운 기관내 삽관이 17%를 차지 하였다[9]. 1990년 

이후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식도내 삽관은 5%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어려운 기관 내 삽관은 27%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10] 

호흡기계 사고 증례는 주로 마취 유도 시에 발생하며, [11]기도내 삽관 

시도의 두 번 이상의 실패는 저산소증, 부정맥, 심정지, 뇌손상, 사망과 

연관된다. 따라서 술자의 숙련도가 환자의 호흡기계 사고 증례의 발생과 

연관 되어있다. [12] 

굴곡성 기관지경의 사용은 기도확보가 어려운 환자에 있어서 매우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다. 후두경으로 관찰한 후두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도 기관 분기부까지 삽입된 굴곡성 기관지경은 기관내관이 기관 

내에 적절히 위치하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주며, 굴곡성 기관지경을 

후퇴시키면서 그 위치의 적절함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통상적 방법으로는 기관내 삽관이 불가능 했던 환자들의 

90%이상이 굴곡성 기관지경을 사용한 경우에는 쉽게 삽관에 성공 

했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13]. 

의식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위한 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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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마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자들은 안정성이 높고 환자에

게 비침습적인 lidocaine nebulizer을 이용한 마취를 시행하였다 [14, 

15].또한, 굴곡성 기관지경을 삽입할 때 기도 자극 반사를 둔하게 하고 

안전하게 자연 환기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양의 midzolam과 

fentanyl을 투여하였다[16]. 

기관내 삽관은 보통 후두경을 사용하며, 기관 내 삽관의 난이도는 

Cormack과 Lehane의 후두시야 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17] 굴곡성 

내시경은 Cormack과 Lehane의 후두시야 등급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 

경추 신전불량, thyromental distance가 짧은 경우, modified 

Mallampati test 등의 어려운 기도가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8, 19].  

굴곡성 내시경 삽관의 난이도는 후두시야 등급과 굴곡성 내시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의 난이도 상관분석에서 후두시야 등급은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0],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도 같이 과도한 출혈 및 분비물은 내시경의 시야를 흐려지게 하여 

삽관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점이다[21]. 그래서 전공의 들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 내 출혈과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강 및 비강 내 분비물은 glycopyrrolate 등의 antisialagogue 를  

사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22].경비 기관내 삽관 시 비출혈은 직경이 

큰 기관내관을 사용 할 때, 과도한 힘을 가하여 관을 밀어 넣을 때, 삽

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할 때 흔히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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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3]. 비출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흡인

관 등으로 관의 끝을 가이드 하는 방법[24, 25], 따뜻한 물에 담궈 관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25], 에피네프린을 도포하는 방법[26] 등이 있다. 

그것 이외에도 환자의 병력과 통해서 전신적 출혈성 질환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하며 이학적 검사를 통해 삽관에 적합한 비공을 선택해야 한다[1, 

21].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 할 때 본 연

구에서 와는 다르게, 굴곡성 내시경을 먼저 삽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

출혈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기도

를 만난 경우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관내관을 비강에 먼저 넣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전공의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훈

련은 비강내 출혈이 어느 정도 있을 지라도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굴곡

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비 기관내 삽관 성공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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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curves of fibroscopic 

nasal intubation  

 

Hyuk Kim 

Department of Dental Anesthesiology,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During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and dental 

treatment, the airway is maintained during general anesthesia by 

nasotracheal intubation.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 FNI ) 

is performed if it is difficult to open the mouth or if intubation using 

laryngoscope is expected to be difficult.  However, training is 

necessary because intubation performed by inexperienced 

operators leads to complications including airway bleeding, 

bronchospasm, and failure to secure the airway.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FNI learning competence of anesthesiology 

residents 

 

Methods: Every resident performed intubation in 40 patients. 

Success of FNI was evaluated as the time from insertion of the tip 

of the fiberscope into the endotracheal tube until the carina was 

seen on the monitor.  First intubation time was restricted to 2 min 

30 s; once 2 min and 30 s had passed, the tube was remo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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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sal cavity and 1 min of 100% oxygen mask ventilation was 

administered before a re-attempt.  If the second attempt was 

unsuccessful, it was considered a failed case, and a specialist 

performed nasotracheal intubation. If the general method of 

intubation was expected to be difficult, awake intubation was 

performed.  The degree of intra-oral bleeding during intubation 

was also evaluat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operators ( 11 men, 7 women )  was 

27. 8 years.  FNI was performed in a total of 716 patients ( 389 

men, 327 women ). The success rate was 88.3% for the first 

attempt and 94.6% for the second attempt. The failure rate of 

intubation in anesthetized patients was 4.9%, and 13.6% in awake 

patients.  When intubation was performed in anesthetized patients, 

the failure rate from the first to fifth trial was 9.6%, which 

decreased to 0.7% when the number of trials increased to > 30 

times. In terms of awake intubation, there was no failed attempt 

when the resident had performed the FNI > 30 times.  The number 

of FNIs performed and nasal bleeding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failure rate. 

 

Conclusion: The success rate of FNI increased as the number of 

attempted FNI maneuvers performed by residents increased.  

Nasal bleeding increased the difficulty of intubation. 

 

Keywords : Nasotracheal Intubation, Fibroscopic, Learn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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