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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의 저산소성 허혈증은 주산기 뇌손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며 뇌성마비, 경련, 지능저하, 발달저하, 학습 장애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태아의 호

흡 곤란이나 신생아 가사가 있을 때 태반이나 신생아의 폐

를 통한 가스 교환의 장애에 의해 전신적인 저산소증 및 과

탄산혈증이 초래되며 이어서 뇌의 저산소증 및 허혈증이 동

반된다. 초기에는 뇌혈류량의 증가에 의해 보상이 되나 진

행되면 뇌세포내의 산소 및 포도당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혐기성 해당(anaerobic glycolysis)이 진행되어 에너지 공

급의 결핍과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Hypoxic is-

chemic encephalopathy, HIE)의 진단, 예후를 향상시키

는 효과적인 치료 방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병인과 발

병 기전 및 구적인 뇌 손상의 기전도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2). 예후는 뇌손상의 심각성, 관련된 감염, 사와

외상의 교란 등에 향을 받는데, 가벼운 것부터 중증의 상

태까지 나타난다3).

이러한 HIE 환아에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종종 무호흡

을 겪게 되는데4), 이때 응급처치로 기도확보가 필요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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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도의 호흡곤란 시 응급 기도확보를 위해 구인두 기

도유지기(oropharyngeal airway, OPA), 비인두 기도유지

기(nasopharyngeal airway, NPA), 후두마스크 (laryn-

geal mask airway) 등이 있으며, 그 중 OPA는 응급 상황

에서 널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5). 저자는 HIE 환자 중

경련 증상을 보이는 환아 에서 응급 기도 확보 술식으로

OPA 삽입 후 전치부 치아가 손상된 증례의 보고와 함께,

경련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응급처치 시 치아 손상을 예

방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증 례

1. 증례 1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을 가진 6세의 여자 아이가 하루

전 응급실에서 구인두 기도유지기(Oropharyngeal air-

way) 삽입 후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주소로 본원에 접수되

었다.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desaturated)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산소 공급 필요성과 지속되는 경련으로

치과로의 내원이 불가하여 응급실에서 구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하악 좌, 우측 중절치의 순측으로 측방 탈구 되어 있었

으며, 전체 치열에서 치경부까지 진행된 중증의 교모가 관

찰되었다.

환아의 전신 병력은 다음과 같다. 재태 기간 36주에

1.7kg로 태반조기박리로 출생하 으며 급속 분만하 다.

출생 5일경 무호흡으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

suscitation, CPR) 1-2분 실시 후 자발호흡 돌아와 인근의

소아중환자실로 전원 당시 무호흡 동반하는 발작(seizure)

보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 상 검사에서 HIE가 의심되었다.

이후 신체의 활동성 떨어지며, 생후 3-4개월 경부터 일어나

지 못하는 상태로 지냈고, 생후 2세경의 뇌의 자기공명 상

상에서 뇌의 위축(dystrophy)이 진행한 것으로 보 다. 

최근의 병력을 살펴보면 내원 6개월 전부터 경직

(spasm)이 심해져서 balcofen, diazepam 투약하 으나

크게 효과는 없었고, 경직은 하루에 1-2회 정도 일어났으

며, 경직 양상은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손과 발에 근 긴장

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경직성 사지마비(Spastic

quadriplegia) 증상 보 다. 경직 소견에 해서 뇌의 자기

공명 상 검사 시행하 으나 약물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다

고 한다. 내원 3일전 고열과 함께 근긴장이상(dystonia) 심

해져 ativan 1회 투여하 고, 내원 당일 아티반 2회 투여하

여도 지속적으로 몸을 뻣뻣하게 뻗치는 증상 지속되어 환아

거주지 인근의 응급실 내원하 고, 근긴장이상(dystonia)

악화되는 소견으로 정맥로(IV)로 diazepam 투여하 으나,

산소포화도 저하(desaturaion) 되어 서울 학교 병원으로

전원하며 구인두 기도유기지(Oropharyngeal airway) 삽

입 후 산소포화도는 호전되었으나, 익일 오전 구인두 기도

유지기에 의한 치아 손상 발생하 다. 

구강 검진 당시 환아는 지속적으로 경직 동반한 경련을

보 으며, 특히 구내 검진 시행 시 전신의 근긴장이 증가하

며 이악물기(clenching)를 동반하여, 구인두 기도유지장치

가 측방 탈구된 하악 전치에 지속적인 힘을 가하 다. 환아

의 구강 검진 결과 상악은 유치열, 하악은 유치열에 좌, 우

측 중절치와 측절치가 맹출 한 상태로, 모든 유치가 치경부

까지 심하게 교모되어 있었다. 손상된 하악 좌, 우측 중절치

는 순측으로 90도 변위되어 치조골 골절을 동반한 측방 탈

구로 진단하 다. 응급실 주치의와 상의 결과, 환아의 산소

포화도 회복 및 경련의 호전이 불분명하며, 이후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의 필요성 때문에 손상된 치아의 정복 및 정복

후 후속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손상치아의 치

근 발육상태를 볼 때 정복 후 예후가 불분명하므로, 손상된

치아를 발거 하기로 결정하 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의 후 익일 치료하기로 하 다.

익일 치아 발거를 위해 병동으로 왕진 시, 산소포화도의

호전으로 환아의 구인두 기도확보 장치는 제거되어 있었으

며, 하순의 점막에 궤양이 보 다(Fig. 1) 치아는 국소마취

하에 발거 하 고, 거즈 압박을 통한 지혈을 시행하 고, 드

레싱 시행하 다.

2. 증례 2

12세의 남자 아이가 기도확보 장치 삽입 시 경련(con-

vulsion)으로 인해 장치를 꽉 깨물어 치아가 빠지고 손상되

었다는 주소로 접수되었으며, 환아의 의학적 건강 상태 상

치과로의 내원이 어려워 소아 병동으로 왕진 시행하 다.

구강 검진 결과 하악 우측 측절의 완전탈구 보 으며, 하악

Fig. 1. Lateral luxation of lower incisors from biting oropharyn-

geal airway in patients with spastic quadralgia, dystonia and

seizure due to prenatal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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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측 중절치의 순측 측방 탈구 소견 보 다. 

환아의 전신병력은 다음과 같다. 40주 3.3kg으로 출생하

여, 출생 직후 입술에 청색증(lip cyanosis)과 약한 흡인력

(poor sucking power)으로 심장 초음파 결과 양 혈관우

심실기시증(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DORV), 동

맥축착증(coarctation of aorta, CoA), 심실중격결손증

(ventricular septal defect, VSD) , 동맥관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us, PDA)로 진단받아 수 차례의 심장 수

술을 시행 받았다. 구강검진 약 20일 전 갑작스런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과 심실세동 2차례 시행한 후 자발 순환

이 회복되었다. 응급실에서 전신의 강직과 과민성 보여 ati-

van 투약 하 고, 산소포화도 저하로 삽관을 시행하 다.

CPR 시 발생한 뇌의 부종으로 인해 HIE 소견 보이며 발작

(seizure)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열을 동반하여

발작 증세 보여 구인두 기도확보 장치 삽입 도중 경련으로

장치를 깨물어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하 다. 

환아의 발작이 호전을 보이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산소포화도의 호전도 예측할 수 없으며, 심장 수술로 인하

여 감염이 우려되는바, 치아 손상의 정복 후 후속 처치가 어

려울 것으로 판단하 다. 완전 탈구된 하악 우측 측절치는

재식하지 않고, 측방 탈구된 하악 중절치들은 모두 발거 하

기로 결정하 고, 리도케인 국소마취 하에 발거 시행하 으

며, 거즈 압박을 통한 지혈을 시행하 으며, 드레싱 시행하

다. 

Ⅲ. 고 찰

HIE에 의한 뇌손상 시 후유증으로 경련(seizure or con-

vulsion) 증세를 동반하게 되며, 이 때 무호흡을 일으켜 응

급상황을 야기한다4). 이러한 환자의 응급 처치로 기도확보

를 위해 구인도 기도유지장치(oropharyngeal airway,

OPA)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5). 그러나, 상기 두 증례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련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OPA 사

용 시 치아 손상이 우려되며, 환자의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손상된 치아의 응급처치, 즉 변위 된 치아의 정복 및 고정,

이후 뒤따르는 근관 치료 등의 치료를 제 때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과의사는 손상된 치아의 발거를 결정

하게 된다6). 그러므로, 이러한 환아에서는 치아의 손상을 예

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OPA는 구역반사(gag reflex), 개구장애(trismus), 구강

외상(Oral trauma) 등의 경우 사용이 금기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HIE를 비롯한 근육의 강직을 동반하는 발

작(convulsion)의 빈도가 높은 질환 군의 환자에서는 OPA

에 의한 치아 손상이 우려되는 바 체할 수 있는 다른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하거나, 치아손상 방지를 위한 책이 고

려되어야 한다.

OPA를 체할 수 있는 기도 확보 방법으로는 비인두 기

도유장치(nasopharyngeal airway, NPA)와 후두마스크

(laryngeal mask airway, LMA)가 있다. 이중 NPA는

OPA를 사용할 수 없는 구역반사, 개구장애, 구강내 외상을

가진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비용이 저

렴하고 사용이 용이하고 OPA가 적용 가능한 의식 수준의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7). 두개골 골절 가능성이 있는 환자

에서 삽입 시 중추신경 손상 위험이 있고8), 삽입 시 비강 점

막의 손상, 적당한 NPA의 크기와 길이의 결정 및 사용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7), 국에서 응급처치 시

NAP의 사용이 3배 가까이 증가하 으며 추세이며5), 크기

결정하는 훈련된 자가 주의깊게 사용하면,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7). 병원에 도달하기 전 응급 상황에서

숙달된 술자가 없어 긴급하게 OPA를 이용하여 기도확보가

이뤄지더라도, 숙련된 술자가 처치 가능할 때에는 가능하면

빨리 비강 경로로 기도확보 장치를 옮기는 것이 HIE 등 경

련성 질환의 환자의 치아손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OPA의 사용과 함께, 발작과 관련된 이악물기

(clenching) 시 치아의 보호를 위해 마우스가드와 biting

block 등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9). 이러한 biting

block이 결합된 기도유지기도 고안되어 있다. 이 중 환아가

가장 적응하기 좋은 것은 비강을 통한 기도 확보법으로 생

각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시 치아보호 장치를 사용하도

록 추천한다. 또한, 경련성 질환을 가지는 환아의 보호자와

주치의에게 경련성 질환으로 인한 치아와 안면 손상의 위험

성 및 응급처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손상의 위험성에

하여 충분이 주지시키고 예방하고 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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