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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외측연골 외측각의 선천성 결손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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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Congenital Defect of the Lateral Crus of the Lower Lateral Cartilage
Jin Yoon, MD and Jae Hoon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Institute of Wonkwang Medical Science, College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Congenital anomalies of the nose are distinctly unusual and appear at an incidence of 1 in 20,000 to 40,000 live births. Embriologically, developmental defects in the lateral nasal processes result in anomalies of the alar region. The defects of the lower
lateral cartilage on one side and the different sizes of lower lateral cartilages cause problems in nasal tip support, contour, and
symmetry. We present a case of congenital defect of the lateral crus of the right lower lateral cartilage of a 43-year-old male.
The defect of the right lateral crus was reconstructed with the cartilage graft and the upper portion and the lateral crus of the left
lower lateral cartilage were partially resected for symmetry of the nasal tip.
KEY WORDS: CongenitalㆍDefectㆍLower lateral cartilageㆍNose.

서

론

술을 시행한 1예을 체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선천성 코 이상은 신생아 2만명에서 4만명 중 1명꼴로 발
생한다.1) 그 중 하외측연골(lower lateral cartilage, alar car-

증

례

tilage)에 국한된 선천적인 결손에 대한 보고는 국내 문헌뿐
만 아니라 외국 문헌에서도 매우 드물다.2-4) 태생 6주 말경에

43세 남자 환자가 어릴 때부터 인지한 외비변형와 동시에

외측비융기(lateral nasal prominence)가 상악돌기(maxillary

어릴 때부터 발생한 좌측 코막힘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외비

process)와 서로 융합되어 양측의 비익(nasal ala)을 형성하는

변형과 코막힘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심해졌으며, 좌측 코

데, 외측비융기의 발달장애로 인해 비익의 결손이 발생되면

막힘은 간헐적인 약물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코 외

비첨(nasal tip)의 지지, 모양, 대칭에 문제를 일으킨다.5)

상과 외비성형술을 비롯한 코 수술의 기왕력이 없었다. 비

저자들은 코 외상과 외비성형술을 비롯한 코 수술의 기왕

내시경 검사에서 좌측으로 심한 비중격 만곡증이 관찰되었

력이 없는 43세의 남자 환자에서 좌측 코막힘과 함께 선천

는데 전비극으로부터 비중격 연골의 미측이 좌측으로 탈구

성 우측 하외측연골의 외측각(lateral crus) 결손으로 인해 심

되어 있었다. 코 외관상 우측 하외측연골이 발달되지 않아

각한 외비변형이 동반되어 비중격 교정술과 함께 외비성형

그로 인해 양측 비첨의 심한 비대칭 및 비공의 비대칭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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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2. A schematic picture of congenital total defect of the lateral crus of the right lower lateral cartilage.

B
Fig. 1. Frontal (A) and basal (B) views of the nose shows profound
nasal tip and nostril asymmetry.

찰되었고, 우측 하외측연골의 외측각이 만져지지 않았다
(Fig. 1).

Fig. 3. At surgery, the total defect of the right lateral crus was
found. The replacement graft (16×9×3.5 mm) on the defect
area was done with septal cartilage. The upper portion and lateral crus of the left lower lateral cartilage were resected 3 mm,
4 mm, respectively.

전신 마취하에 비중격 교정술과 외비성형술을 동시에 시

관찰되었다(Fig. 2). 비중격 연골을 결손된 외측각을 따라

행하였다.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연골의 미부연(caudal

길쭉한 형태로 3층으로 중첩하여 16×9×3.5 mm 크기로

margin)을 따라 절개를 한 후 연골막하 박리를 하여 연골의

올려 놓은 후, 5-0 PDS(polydioxanon)으로 우측 내측각 및

미부연이 잘 노출되도록 하였다. 외비성형술때 이식에 필요

주변조직에 잘 고정하였다(Fig. 3). 좌측 하외측연골의 상측

한 연골을 얻기 위해 비중격 연골의 L-지주(L-strut)을 남긴

과 외측각을 각각 3 mm, 4 mm씩 제거하여 양측 비첨의 비

후 연골을 채취하였다. 그 다음 탈구된 비중격 연골의 미측

대칭을 교정하였다, 그 후 우측 상외측연골과 하외측연골사

부 하단을 전비극의 우측 부위에 있는 근골막에 봉합하였다.

이에 연골을 추가적으로 이식한 후 수술을 끝냈다.

외비성형술은 역-V 모양의 경비주절개와 변연절개를 가

술 후 2일째에 비강내 패킹을 제거하였으며 3일째 퇴원

하고 근건막층(musculoaponeurotic layer) 아래로 박리하여

하였다. 첫 1개월은 1주 간격으로 그 다음 1개월 동안 2주 간

하외측연골, 상외측연골과 비골을 순서대로 노출시켰으며,

격, 그 다음으로 3개월은 한 달 간격으로, 그 후는 6개월에

그 과정에서 우측 하외측연골 외측각의 전체적인 결손이

1회씩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였다. 술 후 1달째에 좌측 코

윤 진 등 : 하외측연골 외측각의 선천성 결손

각을 형성하고, 내측비융기(medial nasal prominence)는 하
외측연골의 내측각, 비중격을 형성한다.1) 선천성 코 이상은
각각의 발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다.
본 예와 같은 선천적 하외측연골 이상의 경우는 외측비융
기의 발달과정 이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
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배아의 Hedgehog
(Hh)이란 단백질의 신호이상으로 인한 CNC-유래 ectethmoid의 발달장애가 선천적 하외측연골 이상의 원인으로 유
력하다.6-8) 추정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내측비융기와
외측비융기는 CNC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CNC-유래 비연골
는 ectethmoid라고 불리는 배측(dorsal) 성분과 mesethmoid

A

라고 불리는 복측(ventral) 성분으로 구분되며, ectethmoid
가 후각기관, 비갑개, 하외측연골의 내측, 외측각을 구성한
다. CNC 세포는 Hh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성장하는데 Hh 의
경로이상으로 인해 비낭(nasal capsule)의 형태 발달(morphogenesis)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차후 선천적 하외측연골
이상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히는데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Kosins 등3)은 하외측연골의 선천적 이상을 분열(division),
간격(gap), 구역 손실(segmental loss)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분열은 하외측연골의 결손 없이 갈라진 틈(cleft)이 발
생한 경우이다. 둘째, 간격은 반대측에 비해 병변측의 하외
측연골의 1~4 mm 결손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구역 손실
은 4 mm 이상의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Kosins 등3)은
개방형 외비성형술을 한 869예에서 분열 4예, 간격 3예, 구역

B

손실 1예를 경험하였고, 3예는 일측성, 5예는 양측성이였다.

Fig. 4. Ten months after the rhinoplasty frontal (A) and basal (B)
views of the nose show the aesthetic good results, despite of
the persistence of nostril asymmetry.

하외측연골 결손는 전 예에서 중측각(middle crus) 부위였고,
구역 손실 1예의 경우 중측각의 전체적인 결손을 보였다. 비
첨 지지와 돌출(projection)을 위한 비주지주이식(columellar

막힘은 더 이상 호소하지 않았으며, 현재 수술 후 3년이 경과

strut)과 비첨중첩이식(onlay tip graft), 비첨 비대칭의 교정으

되었으며 환자는 수술결과에 만족스러워 하였다(Fig. 4).

로 은폐이식(concealer graft)을 하였다.
하외측연골의 선천성 이상은 분열인 경우, 갈라진 틈을

고

찰

단순봉합하고 비첨의 지지을 위해 필요에 따라 비주지주이
식을 할 수 있다. 간격인 경우 비첨의 전체적인 변형 정도에

태생 3~4주경에 두개 외배엽(cranial ectoderm)에서 코의

따라 의해 치료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양측 하외측연

원기(analge)가 나타나고, 양측의 비판(nasal plate)의 중심부

골의 간격의 경우에 비첨 돌출 약화가 발생할 수 있어 비중

는 점차 함몰되어 비와(nasal pit)를 형성한 후, 차츰 외측 및

격연골을 이용하여 비주지주이식과 함께 비첨중첩이식을

내측 비돌기(lateral/medial nasal process)로 성장하게 된

시행하여 교정할 수 있다. 구역 손실인 경우, 일측성과 양측

5)

다. 태생 6주 말경에 외측비융기가 상악돌기와 서로 융합되

성에 따라 치료계획이 다를 수 있다. 일측성에서는 양측 비

어 양측의 비익을 형성한다. 태생 7주경에 두개부 신경 능

첨의 비대칭의 교정이 중요하다. 비첨의 대칭을 위해 구역

(cranial neural crest, CNC) 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기 시

손실된 부분에 비중격연골 혹은 이개연골 이식을 통해 보

작한다. 외측비융기가 비골, 상외측연골, 하외측연골의 외측

강하고, 비첨의 돌출을 위해 비주지주이식, 비첨중첩이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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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양측성에서는 비첨의 돌출을 위한 교정이 보다

의 보고는 매우 드물다. 양측 비첨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중요하며, 구역 손실된 양측 부분에 연골이식, 그리고 연장

기존 보고에서 언급된 결손 부위에 은폐이식을 하였으나 비

비주지주이식(extended columellar strut), 비첨중첩이식, 방

첨 비대칭이 잘 교정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반대측 하외측연

패이식(shield graft) 등의 술식들이 필요하다.9) 본 증례는 우

골 외측각의 부분적인 제거를 통해 비첨 비대칭을 교정한

측 하외측연골 외측각이 전체적으로 결손되었으며 Kosins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를 하는 바이다.

3)

등 의 분류 중 구역 손실에 해당되었다. 수술 중 양측 비첨
의 비대칭 교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대한 술식으로 우

중심 단어：선천성·결손·하외측연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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