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사비환자에서 일측성 절골술을 통한 교정의 2예
(Two Cases of Unilateral Osteotomies for Severe Deviated Noses)

서론
사비(deviated nose)는 비배부의 축이 안면의 중심부로부터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일
컫는 용어이며 비성형술(rhinoplasty)를 시행하는 주요한 병적인 상태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사비
를 교정하는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오고 있지만 완전한 교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불완전교정과 교정 후 재발의 비율이 높다. 또한 사비를 교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술기
인 절골술(osteotomies)의 경우 주변 연조직에 손상을 주어 술기 후 부종과 출혈 및 주변 구조물
의 손상 등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절골술의 시행 전 골막하 터널
(subperiosteal tunnels)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지만 그 효과가 뛰어난가에 관하여는 아직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절골술은 양측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측성 절골술(unilateral
osteotomies)을 시행할 경우 술기에 따르는 위험도를 절반으로 경감시키고 환자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증례를 통해 심한 사비환자에서 일측성 절골술과 동반된 비혹(nasal hump)
의 제거 및 위장이식(camouflage graft)을 동시에 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두 환자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그 술기의 유용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

증례 1
51세 남자가 비폐색(nasal obstruction)과 외비의 사비변형을 주소로 외래를 내원하였다. 환자
의 직업은 경찰관(police officer)으로 10여년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상을 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 환자의 비배부는 C형(C-shape) 변형이 관찰 되었고 내시경적 검사상 비중격이 우측
으로 심하게 만곡되어 있었다. 또한 keystone 부위의 비혹이 환자의 측면에서 관찰되었고 비첨부
는 주먹코(bulbous nose)로 평가되었다.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외비 및 비중격성형술
(septorhinoplasty)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역 V 절개(inverted-V columellar incision)

와 경계 절개(marginal incision)를 통해 개방성 외비성형술을 적용하였다. 우선 비중격성형술을
시행하여 L-strut 부위를 남긴 후 비연골부를 채취하였다. 연골부와 골부의 비혹을 칼(knife)과
rubin ostetome을 사용하여 제거하였고 남겨진 불규칙한 비배부를 rasp을 사용하여 다듬었다. 비
혹을 제거하는 과정은 오목한(concave)면의 비골을 볼록한(convex)면에 비해 더 많이 제거하여 추
후 비골 중심이동 시 대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비배부의 볼록한 부위에 가측 일측
성 절골술(lateral osteotomies)을 시행하여 비중격과 더불어 중앙부를 향하도록 골절시켰다. 또한
시술 후 낮아진 비배부의 높이를 복원하기 위해 Tutoplast®를 이용한 위장이식을 추가로 시행하
였다(그림 1). 추가적인 spreader 이식과 septal extension 이식을 통해 연골부위의 만곡을 교정하
고 비첨부를 연장시켰다. 수술 1개월 후 시행한 환자의 안면사진에서 비배부의 만곡과 전반적인
모양이 호전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

그림 1. Schematic view of unilateral osteotomy

그림 2.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4 weeks photograph of patient

증례 2

62세 남자 환자가 3년 전 자전거 사고 후 발생한 비폐색과 외비변형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
의 비배부는 역 C형(reverse C-shape)의 변형이 관찰되었고 비중격은 우측으로 만곡되어 있었다.
이에 외비 및 비중격성형술을 증례 1 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환자의 수술 전후의 사진
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그림 3.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3 months photograph of patient

결언
위의 두 증례를 통하여 비혹의 제거와 위장비배부 이식을 동반한 일측성의 절골술만을 시행하여
도 심한 사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술기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