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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Nostril stenosis is an uncommon deformity 
that develops as a consequence of smallpox, chickenpox, 
tuberculosis, syphilis, congenital malformations etc.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n the surgical techniques to 
treat 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result for a 
long tim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se of W- 
plasty, perialar flap as an operative techniques and 
expansion exercise using Foley catheter as a method to 
keep the patency of nostril.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review of the senior 
surgeon’s (Y.L.) patients who underwent W-plasty and a 
perialar flap. Patients treated from 2005 to 2009 were 
reviewed and the postoperative results were evaluated. 
Average patient age was 24 years, ranged from 1 to 61 
years, average follow-up period was 27.5 months, ranged 
from 3 to 77 months. The mild deformity was released with 
an incision and expansion by the ballooning of a Foley 
catheter and corrected by W-plasty only. However, a 
severe deformity required an additional procedure in-
cluding perialar flap transposition. Du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the patients maintained a nasal stent and exercise 
using a Foley catheter to prevent recurrence.

Results: Five cases of nostril stenosis in four patients 
were treated using this technique. One case was corrected 
with W-plasty only, but four cases were more severe and 
were corrected with W-plasty and a perialar flap. There 
were no perioperative complications. The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and retained a good shape during 
the follow-up periods.

Conclusion: Nostril stenosis can be corrected with 

W-plasty and a perialar flap. A perialar flap is added if 
W-plasty is unable to correct the deformity. A postoperative 
nasal stent and expansion with a Foley catheter can help in 
preventing re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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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협착은 흔히 볼 수 있는 변형은 아니지만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의 불편감이 뒤따르고, 안면부의 균형과 윤곽을 

훼손하는 미용적인 문제가 된다.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선천적 비공폐쇄, 구순열의 비변형으로 인한 선천적인 병인

에서부터 화상, 물리적인 손상, 오래 유지된 경비삽관 등의 

외상적인 병인, 천연두, 수두, 결핵, 매독 등의 감염적인 병

인, 비경화증 (rhinoscleroma) 등의 특발적인 병인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으로 피부

이식, 피판술, Z-성형술, W-성형술 등이 문헌에 소개되어 

있으나, 빈번한 재발과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인해 절 표준

(golden standard)의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수술로 협착을 해결한 후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비공, 요관 등의 원형구조물은 반흔구축으로 인해 

구심력의 방향으로 협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부목 (nasal stent)을 수개월간 삽입

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공의 개통을 유지하는데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비공에 잘 들어맞지 않을 수 있고, 크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익연에 들어맞는 디자인에 크기의 조절이 가능한 새

로운 비부목이 소개되고 있지만 환자의 코모양에 맞추어 주

문제작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다.1

저자들은 W-성형술과 비익변피판을 이용하여 비공협착을 

교정하고 술후 스스로 비공을 팽창시키는 연습을 통해 모양을 

유지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가. 환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공협착으로 본원에 내원한 4명

I. 서  론

II. 증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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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Patient’s Demographics and Results

Patient Gender/Age
(year) Etiology Side Follow-up period 

(month) 
Operative 
technique Result

1 F / 1 Congenital Left 77 W Good

2 M / 61 Infection Bilateral  3 W + P Good

3 M / 24 Trauma Left 19 W + P Severe asymmetry

4 F / 10 Congenital Right 12 W + P Good

W, W-plasty; P, perialar flap.

Fig. 1. Schematic diagrams of an external view of the left nostril. (Left) The external skin of nostril is divided into four 
triangular flaps (A, B, C, D) and the internal mucosa of the nostril is divided into four triangular flaps (A’, B’, C’, D’). The
linear lines indicate the X-shaped external incision lines and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cross-shaped internal incision lines.
(Center) Each of the four triangular flaps is elevated and transposed to the contrary side for interdigitation. (Right) The 
transposition of a perialar flap provide additional coverage of the soft tissue and each of the four triangular flaps is closed 
under lesser tension.

Fig. 2. Incised nostril stenosis is released by expanding the
balloon of the Foley catheter.

의 환자를 상으로 W-성형술 및 비익변피판술을 시행하였

다. 비공협착의 원인으로는 선천적 협착이 2례, 외상이 1례, 
감염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변형이 2례이었다. 환자의 나

이는 1세부터 61세까지 평균 24세이었으며, 추적관찰의 기

간은 평균 27.5개월이었다 (Table I).

나. 수술방법

비공협착의 외측상피에는 X자모양의 절개선을, 내측점막

에는 십자모양의 절개선을 작도하였다. 외측부터 반흔의 전

층보다 깊게 절개를 가하고 진피하 혈관총을 포함하는 두께

로 4개의 삼각피판을 거상하였다. 비공협착의 내측에서 작

도한 로 절개를 가하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4개의 점막의 

삼각피판을 거상하였다 (Fig. 1). 피판과 피판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보이는 반흔을 최 한 제거하게 되면 비익 내측에 

W-성형술의 디자인이 원주의 고리형태로 형성되며 도뇨관

을 비공에 삽입하여 반흔구축이 풀어질 정도로 풍선을 팽창시

켰다 (Fig. 2). 도뇨관을 제거한 후 외측과 내측의 피판을 상호

교차시켜서 교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W-성형술만으로 협착이 충분히 교정되면 흡수성 봉합사

를 이용하여 내, 외측의 피판을 상호교차한 채로 봉합하였

고, 교정 후 비공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익변피판을 

작도하였다. 피판은 초승달 모양으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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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ft) External incision line (X-shaped) and perialar flap are designed. (Center) After releasing the nostril stenosis, the
perialar flap is elevated. (Right) Transposition of perilalar flap and primary closure of the four triangular flaps are performed.

Fig. 4. The patient’s mother assists with the expansion 
exercise using a Foley catheter.

길이 1.5 - 2 cm, 폭은 5 - 8 mm로 작도하였으며 진피하 혈관

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하지방층의 깊이로 피판을 거상

하였다. 협착된 비공의 삼각피판 사이에 비익변피판을 돌

려 비공의 면적을 넓히고 봉합을 시행하였다 (Fig. 3). 봉합

이 끝나면 약간 빡빡할 정도의 비부목 (Koken Co., Ltd., 
Tokyo, Japan)을 선택하여 삽입하고 종이테이프로 고정하

였다.

다. 술후 관리

2 - 3일간 입원하는 동안 비부목은 항상 삽입하도록 하였

고 비익변의 부기를 최소화하기위해 얼음찜질을 시행하였

다. 매일 수술 부위를 관찰하며 소독하였고 감염을 예방하

기위해 항생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였다. 퇴원하는 

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도뇨관 (Foley balloon catheter, 
Sewoon medical Co., LTD., Cheonan, Korea)의 사용법을 

숙지시켰다. 거울을 보고 도뇨관의 끝을 비강과 비익연 사이

에 위치시킨 후 물로 풍선을 팽창시켜 수술 부위를 늘릴 수 

있도록 비공팽창훈련을 교육시켰다 (Fig. 4). 하루에 3번씩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훈련 이외의 시간에는 비부목을 삽입

하도록 하였다. 도뇨관은 나이와 비공의 크기에 맞추어 6 - 
18 Fr 사이에서 결정하였다.

라. 증례

4명의 환자에서 5건의 비공협착을 수술로 교정하였다. 1
건은 W-성형술만으로 교정이 가능하였으며, 4건은 W-성형

술에 비익변피판술을 시행하여 비공을 넓혔다. 술후 수술 

부위의 열개 (dehiscence)나 감염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장
기관찰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없었다. 
5건의 비공은 추적관찰기간 동안 협착의 재발없이 유지되어 

호흡곤란의 증상은 개선되었고 증례 3의 환자의 경우 외상

으로 인해 전반적인 비부와 비공의 좌우 비 칭이 있으나 

교정된 비공의 모양과 기능적인 결과에 해 전반적으로 환

자들은 만족하였다.

증례 1

1세 여자 환자로 선천적인 비공협착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

다. W-성형술만으로 반 측과 비슷한 넓이로 비공의 교정이 이루

어졌다. 퇴원 후 비부목을 지속적으로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자

가 하루에 3번씩 도뇨관으로 비공팽창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

였다.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비부목을 두 차례 크기를 늘려 삽입하

도록 하였고, 수술 6년 후 외래에서 관찰한 결과 뚜렷한 재발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Fig. 5).

증례 2

61세 남자 환자로 2세 때 천연두를 앓고 나서 발생한 피부합병

증으로 비공협착이 발생하였다. 8세 때 인근 병원에서 허벅지를 

공여부로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재발, 현재까지 호흡

에 불편감을 느끼며 살아오다가 본원에 내원하였다. 양측의 비공

협착부에 W-성형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면적만 

증가하여 비익변피판술을 양측에서 시행하였다. 퇴원 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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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ft) A 1-year-old girl with congenital nostril stenosis underwent W-plasty. (Right) An excellent nostril shape is observed
at the 6-year follow-up.

Fig. 6. (Left) A 61-year-old man with sequela of smallpox underwent W-plasty and perialr flap. (Center) After total stitch 
out, a good nostril shape is maintained at the 1-month follow up. (Right) An excellent nostril shape is observed at the 3-month
follow-up.

비공팽창훈련을 하고, 비부목은 잘 때에도 삽입하도록 하였다. 퇴
원 3개월 후 외래에서 관찰한 결과 편안하게 비강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용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가져와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Fig. 6).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술후 결과

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반흔구축의 치료에서 Borges는 W-성형술의 개념을 도입

했다.2 마주보는 삼각피판을 전진시켜 상호교차시키는 방법

으로 직선형태의 반흔이 일으키는 힘을 재배열하여 분산시

킴으로써 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

로는 반흔의 직선길이는 늘릴 수 없다. Borges는 안면부에

서 코, 눈썹, 입술주변부에 이 방법을 적용하였고, Stallings3

는 비공협착의 치료에 적용하였다.
직선길이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비공

협착의 치료에 있어서 W-성형술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추

III.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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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실제로 5건의 수술증례에서 W-
성형술만으로 원하는 정도의 교정을 이룬 것은 1건뿐이었으

므로 조직의 재배열만으로는 교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외상으로 인하여 코의 연부조직의 결손이 일어났거나 

반흔으로 인한 협착이 매우 심하여 주변피부의 탄력이 감소

되어 있는 경우 비공외부로부터 비공면적의 증가를 위해 조

직의 보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W-성형술

을 시행하고 나서 교정상태를 술중 평가한 후 비익변피판, 
구순점막피판 또는 귓바퀴로부터 복합조직이식을 통해 조

직의 보충을 시도할 수 있다. 박종섭 등이 비공협착에서 사

용했던 비익변피판은 술식이 간단하고 반흔구축의 발생이 

적으며 성질이 비슷한 주변의 피부를 이용한다는 장점 외에

도 비익을 외측으로 전진시켜 비공의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4

술후에 삽입하는 비부목은 반흔을 부드럽게 만들고 반흔

의 성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착의 재발을 방지하며 

반흔 뿐만 아니라 주변정상조직의 확장을 일으킨다. 비부목

은 개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 Daya에 의하면 실리콘 

자체의 성질로 인하여 반흔의 성숙작용을 가속화시키는 이

점이 있다고 한다.5

비부목의 삽입이 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도뇨관을 사

용하여 비공을 늘리는 훈련은 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뇨관은 다루기 쉽고 부드럽기 때문에 퇴원하여 환자가 스

스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고 안전하다. 팽창 시 발생하는 

통증과 거울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팽창량을 토 로 수량을 

조절하면서 비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정도의 훈련

을 할 수 있다.
비부목의 삽입과 도뇨관을 이용한 자가팽창훈련은 지속

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외래에서 환자를 추적관찰 하면서 

반흔의 성숙과 비공이 유지되는 정도를 확인한 후 삽입 또는 

훈련을 종료시킨다. 환자의 순응도가 술후 관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부목의 삽입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성인에

게 있어서 순응도가 상 적으로 낮고 분실의 가능성도 있지

만 도뇨관을 이용한 훈련은 자가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 적으로 순응도가 높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뇨

관의 풍선이 원통형이 아닌 원형이라 비공에 들어맞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훈련을 통해 환자가 도뇨관

의 사용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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