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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교육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과정에서 인체 혹

은 시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인체

를 모방하여 만든 모델을 활용하기도 한다.1-3)

시신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인체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

만 항시 사용할 수는 없다.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항상 활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인체와 구조는 유사해 보여도 성질이 다르다.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코, 인두, 후두 등을 검사 시 경성 

혹은 굴곡형내시경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인체에 사용

하면서 직접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비강, 인두, 후두 모델을 이용하여 미리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고 내시경으로 연습 후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인체에 적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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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ZZFlexible fiberscopy is essential in the examination of the 
nose to larynx airway. However, the instrument is sensitive to manipulation and can some-
times be damaged when excessive external force is applied. In addition, patients can be in-
jured during fiberscopic examination. In this regard, a airway model mimicking the human 
airway passage was developed for the education of fiberscopy to minimize the danger to both 
patient and fiberscope.
Materials and MethodZZNeck CT data was used to 3D-print the airway model. Using the 
3D doctor software, the outlines of the air-filled cavities were extracted. The outline data was 
modified to make the inside of the outline empty and the outside filled with 3D ink resin. The 
airway data was used to 3D-print the replica in three pieces, which were then assembled into 
one. Flexible laryngoscopic examination of nose to larynx was performed using the nose-to-
larynx airway model, and for a male patient enrolled in the study. Virtual endoscopy was per-
formed using the same CT data. The examination data were then compared frame by frame 
with regards to the shapes and positions of nasal inlet, inferior turbinate, torus tubarius, hypo-
pharynx, epiglottis and vocal cord. 
ResultsZZThe airway model was very similar in shape and position of the anatomic land-
marks compared with real human airway examined by the fiberscope.
ConclusionZZThe results of 3D-printed airway model showed similar shapes as the real hu-
man airway, and real time endoscopy could be done using the model. This technique can be 
extended to make models of tubed organs such as the intestine or the bronchial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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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혹은 굴곡형내시경은 고가장비이므로 이를 고장 없이 안

전하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여 이를 활용하면 유용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측두골이나 하악골, 상악골, 두개골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사용하는 예는 많지만4,5) 비강이나 인두

후두를 만들어 이학적 검사를 하는 도구로 사용한 보고는 

없다. 더구나 앞의 연구들은 골 부위를 3D 프린터로 제작하

여 수술 전에 절골술 연습을 하거나 수술 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미리 예측하거나 재건하는 보조수단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다.6) 최근 들어 비강 출혈을 막는 연습용 모델이나 측

두골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로 제작되

어지고 있다.7) 유연성이 있는 모델의 예로는 심장 수술을 앞

두고 심장의 영상의학적 자료를 3D 프린터로 실리콘 재질의 

심장 모델을 인쇄하여 수술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수술

하여 성공한 보고도 있고,8) 기관재건을 위한 원통관 형태의 

scaffold를 3D 프린터로 인쇄하여 실험을 한 경우도 있다.9)

저자는 예비연구로 성인 남자의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자료

를 활용하여 비강에서 시작하여 인두-후두에 이르는 기도의 

내공(airway lumen)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 모델(airway model, 

이후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굴곡형내시경의 사용법

을 교육하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비강-인두-후두 내공을 재구성한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거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을 받은 병력이 없는 48세 성인 남자 1인의 경부 전산화단층

촬영(neck CT)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에서 촬영한 

axial CT와 coronal CT의 모든 frame은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형식으로 저장하여 사용하였

다. CT 기종은 Toshiba Aquillion(Toshiba, Tokyo, Japan)으

로 촬영은 Neck-helical-CE-3-phase로 120 kVp, Exp 100, 

ST=2, Z=1, L=50, W=300의 조건을 기본으로 하였다. Axial 

CT는 정수리에서 흉골(sternum) 상부(쇄골부위)까지 촬영하

였고 2 mm 간격의 자료를 받았다. Coronal CT는 비첨에서 

후두부까지의 자료를 3 mm 간격으로 받았다.

Fig. 1. Boundaries drawn from each 
image. Coronal view showing nasal 
inlet (A). Axial view showing naso-
pharynx (B). Axial view showing phar-
ynx (C). Axial view showing vocal 
cord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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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 및 삼차원 재건 소프트웨어는 3-D doctor 4.0 

(Ablesoftware, Lexington, MA, USA)을 사용하였고, 결과

로 나오는 영상은 캡쳐 후 저장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실제 

모델 제작은 올메이드코리아(Paju, Korea)에서 시행하였고, 가

상내시경(virtual endoscopy)은 Xelis 3D(Infinitt Healthcare,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영상을 만들었고 굴곡형내시경은 

VNL-1170STK(Pentax, Montvale, NJ, USA)를 사용하였다. 

기도 내면의 외곽선(Boundary) 자료 제작 및 실제 모델 

제작

기도는 점막과 공기가 접하는 부위이므로 CT 음영의 차이

가 육안상으로도 명확하다. 3D-doctor에서 역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육안으로 구별이 잘 되는 역치에서 기도 내면의 외

곽선(boundary)을 그리도록 설정하였고, 동일 작업을 비공

골에서 흉골(sternum) 상부까지의 모든 영상 frame에서 하였

다(Fig. 1).

이때 기도 내면을 재구성한 폐곡선의 최소 직경이 5 m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기도 내경을 재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도 내경에서 외

측으로 5~20 mm 정도 떨어져서 기도 내경을 재구성한 모양

과 유사한 별도의 폐곡선을 수작업으로 추가하여 그렸다. 이

는 저자가 맞춤형 몽고메리 T튜브를 제작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10)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전비강에서 비

인강 직전까지는 coronal CT를 사용하였고, 비인강에서 후두

까지는 axial CT를 사용하였다. 작업은 비강, 비인강, 인두후

두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였다(Fig. 1). 

기도 내경의 외곽선을 모은 입체 영상으로 석고 모델을 제

작하고자 설계 프로그램인 computer-aided design(CAD)의 

호환 형식 중 하나인 stereo lithography(file format native to 

the stereolithography CAD software created by 3D systems)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ZPrinter450(Contex, Rock-
ville, MD, USA)을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델 제작 재

료는 high performance composite(ZP150 고성능 복합 파우

더)를 사용하였다. 

3개의 분리된 모델을 해부학적인 위치에 맞게 입체적으로 

배열을 하기 위하여 인체 두경부 실리콘 모델을 구입하여 적

절히 삽입 및 고정하여 비공에서 후두까지 연결이 되도록 하

였다(Figs. 2 and 3).

모델을 사용한 굴곡형내시경 사용 가능성 확인

모델의 비강을 통하여 굴곡형내시경을 좌측 비강으로 삽입

하여 실제 후두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이를 녹화한 영상을 분

석하여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확인 가능 여부를 점검하였다 

(Fig. 4). 또한 인체에서도 좌측 비인강-후두내시경을 시행하

고,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비교 자료로 삼았으며(Fig. 5), 성인 

남자의 전산화단층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내시경(virtual 

endoscopy)을 시행하고 녹화하여 중요 구조물 확인의 대조 

영상으로 삼았다(Fig. 6). 앞서 만든 영상을 이용하여 모델을 

이용한 굴곡형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영상에서 비공, 하비갑

개, 비인강의 이관융기(torus tubarius) 인두의 입구, 후두개, 진

성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하였고, 모델의 영상이 인체와 

가상내시경에서 검사한 영상과 모양, 위치가 유사한지 확인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1)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비강에서 진성대

까지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Fig. 2), 2) 

Fig. 2. Nose-to larynx models made by 3D printer. Nose model (A). Nasopharynx model (B). Laryngopharynx model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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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형내시경을 모델의 비강을 통해서 삽입 후 비공, 비강, 

비인두, 인두, 후두까지의 중요 구조물들을 모니터 화면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 3) 실제 인체에서 굴곡형내시경으로 관찰

한 영상과 모델을 관찰한 영상을 비교한 결과 비공, 비인강, 

인두, 후두의 중요 구조물들의 모양이나 위치가 유사하였다

(Figs. 4, 5, and 6).

고      찰

3D 프린터는 최근 의학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1-16) 이

를 뒷받침하는 삼차원 재구성 기술(3D reconstruction)은 여

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화성탐사계획에서도 현

지에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로도 개발 중이다. 저자가 활용

한삼차원 재구성 방법은 인체의 전산화단층촬영(CT) 자료

를 이용하여 surface rendering 기술을 적용한 후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이다.15-17) 이를 응용하면 인체의 표면과 내부 장기의 모습을 사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가상내시경(virtual endoscopy)

을 이용하여 식도나 기도 심지어는 혈관의 내부를 내시경으로 

관찰하듯이 화면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18-21)

삼차원 재구성 기술로 만들어진 입체 영상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3D 프린터이다. 일반 프린

터와 다른 것은 인쇄하는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Fig. 3. Airway model assembled in the silicon human head.

Fig. 4. Images examining model using fiberoptic laryngoscope. Nasal inlet (A). Inferior turbinate (B). Nasopharynx (C). Pharynx (D). Hy-
popharynx (E). Vocal cord (F). *: nasal inlet, **: inferior turbinate, ***: torus tubarius, +: hypopharyngeal inlet, ++: epiglottis, +++: ary-
tenoid.

A

D

B

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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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금속, 초콜릿 등 액체화할 수 있는 재료는 모두 사

용이 가능하다. 프린터의 형태도 기존의 잉크젯 방식으로 노

즐에서 재료를 분사하는 방법이 흔하지만 액상의 재료에 레

이저나 빛을 쪼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인쇄를 하는 방

법도 있다.8) 3D 프린터를 의학적으로 활용한 예는 다음과 같

다. 상악골이나 하악골 교정수술을 하는 경우 골 모형을 제

작하여 시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비인후과적으로는 구강

암수술 시 골을 절골 혹은 절제하는 경우 결손부위를 예측하

여 이를 복원시키는 시술을 준비하거나 측두골 모델 제작에 

유용하다.5,6,22) 또한 비출혈 지혈 연습 모델, 맞춤형 몽고메리 

T-tube 제작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7,10)

앞서 언급한대로 귀, 코, 목의 각 부위는 모두 외부로 개방

되어 있어서 기구를 이용하여 관찰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귀

를 포함한 모든 부위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수술 및 시술이 

내시경으로 관찰하면서 가능해졌다. 심지어는 내시경하에 갑

상선 제거 수술이나 경부 임파절 절제 수술, 후두적출 수술

이 가능해져서 내시경 사용은 필수가 되었고, 내시경을 능숙

하게 다루는 것이 수련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이 되었다.23-25) 내

시경을 인체에 삽입하는 경우 굴곡형내시경이라 하더라도 표

면이 단단하고 유연성이 없는 반면 기도를 이루는 인체의 내

부는 점막이나 피부로 덮여 있고, 속은 연부조직이나 연골 

혹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내시경을 인체에 삽입하여 

검사나 시술을 하는 경우 접촉하는 인체가 조금이라도 손상

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인체에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용 장비 중 굴곡형내시경은 

비침습적인 장비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는 사용법을 충분히 

아는 숙련된 의사가 사용하는 경우이다. 초심자가 교육 없이 

사용하면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인체 모델이나 시신

을 이용한 내시경 사용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익숙해지면 전

문의의 감독하에 인체를 통한 검사 및 시술을 하다가 익숙해

지면 혼자 내시경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의료 행위는 많이 할수록 술기가 늘지만 전공의 수련

시간은 줄고 배워야 할 분야가 늘어나는 현실이라 별도의 교

육이나 실습 없이 각종 술기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비인후과 수련 시 가장 중요한 이학적 검사를 교

육시킬 도구의 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내시경 

사용법을 교육시킬 모델을 찾았지만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커다란 머리와 코, 인두, 후두 모델 외에는 적절한 도구를 찾

Fig. 5. Images examining human fiberoptic laryngoscope. Nasal inlet (A). Inferior turbinate (B). Nasopharynx (C). Pharynx (D). Hypophar-
ynx (E). Vocal cor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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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3D 프린터로 제작한 모델 

들은 비강에서 후두에 이르는 기도를 구현한 것들이 없어서 

교육용 재료를 직접 제작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존 모

델들은 대부분 골 부위를 재구성하여 절골술이나 비출혈 지

혈 방법 교육 혹은 상악이나 하악을 절골 혹은 절제하는 수

술 시 미리 결손부위를 예측하여 가상수술을 하는 도구로 사

용하는 정도였다.6,7,22) 즉 내시경을 삽입하여 내공(lumen) 내

의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는 모델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맞춤형 몽고메리 T-튜브를 제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공

(nostril)에서부터 인두(pharynx)와 후두(larynx)까지 이어지는 

피부나 점막으로 구성된 기도의 내공(airway lumen)의 모습을 

사실대로 구현할 방법으로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자료를 이

용하고, 삼차원 재구성 기법을 응용하여 기도의 내공의 모습

을 구현하였고 이를 3D 프린터로 인쇄하여 기도 모델을 제작

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굴곡형내시경 검사를 하여 비강에서 

후두에 이르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을 관찰한 영상 자료를 인체의 굴곡형내시경 검사 영

상, 가상내시경 영상과 비교한 결과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의 

모양과 위치가 유사하여 이학적 검사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제작과정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한다

면, 1) 모델을 한 조각으로 만들지 않고 3조각으로 만든 점, 

2) Axial CT만 사용하지 않고 coronal CT를 같이 사용한 점, 

3) 기도의 내경이나 외부를 수기로 그리고 최소 직경이 5 mm

를 넘게 그린 점, 4) 단단한 석고재료를 사용하고, 얼굴전체

의 형태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모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작한 이유는 비강에서는 

내공(lumen)의 방향이 수평을 이루다가 비인강을 지나면 수

직으로 내려가서 내공의 윤곽선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데 어

려움이 있어서 비강, 비인강, 후두 등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향후 능숙해지면 한 덩어리로 모델을 제작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똑같은 이유로 비강에서는 coronal CT를 이용하여 내공의 

윤곽선을 그렸고 비인강부터는 axial CT를 이용하여 윤곽선

을 그렸으며, 3조각으로 만든 모델은 실리콘으로 제작된 두

부 모형을 파서 고정시켰다. 또한 내공을 이루는 폐곡선의 최

소 직경이 5 mm를 넘도록 손으로 그린 이유는 자동으로 윤

곽선을 그리는 경우 최소 직경이 5 mm 이하로 나와 굴곡형

내시경을 삽입할 수 없게 되어서이다. 

본 모델은 내시경으로 관찰하는 연습용으로 중요한 구조

Fig. 6. Images from virtual endoscopy. Nasal inlet (A). Inferior turbinate (B). Nasopharynx (C). Pharynx (D). Hypopharynx (E). Vocal cord 
(F). *: nasal inlet, **: inferior turbinate, ***: torus tubarius, +: hypopharyngeal inlet, ++: epiglottis, +++: arytenoid.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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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관찰하고 부드럽게 후두까지 삽입하여 관찰하는 연습

을 위한 모델이라 기도 내공의 윤곽선의 크기를 임의로 조절

하였다.

모델을 제작한 재료를 석고로 사용하고 기도의 내면을 받

쳐주는 외부의 모습이 얼굴 모양으로 나오도록 하지 않고 임

의 모양으로 수기로 그려서 프린트한 이유는 인쇄재료 사용

량 절감이 목적이었다. 3D 프린터의 인쇄재료는 아직은 고가

이고 기도 내공(airway lumen)은 내면만을 보여 주면 되며, 

그 외부는 모양은 상관없이 기도를 지지만 해주면 된다. 또한 

T-튜브 제작 시, 실리콘 재질로 인쇄를 할 수 있었지만 비강

에서 후두에 이르는 모델은 시험적으로 실리콘 재질로 출력

을 해보니 모델이 찢어지는 기술상의 문제 발생으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여 석고 모델 제작을 먼저 하여 모델의 활용 가

능성을 우선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는 석고 모델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보고 재료를 

실리콘이나 고무 종류로 재료를 변경하여 탄력성이 있는 기

도 모델을 만들어서 굴곡형내시경 삽입 시 인체에 더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산화단층 자료는 절단 단면 두께(slice thickness)를 2 

mm에서 1 mm나 더 작은 두께의 자료로 사용하면 더 정교한 

모델 제작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3D 프린터로 기도 모델 제작이 가능하였고 

굴곡형내시경 검사 결과 각 구조물의 모양과 위치가 실제 인

체와 유사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귀의 이학적 검사 모델, 비내시경 수술 

모델, 식도위내시경 모델도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용 모델을 제작한다면 3D 프

린터로 주형을 만든 후 대량생산도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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