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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내 삽관은 기도의 보호 및 유지, 기관내 흡인, 

양압호흡의 적용, 적절한 산소화의 유지 등의 목적

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다.
1)
 그러나 기관 삽관은 여

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중 기관 내 튜브 

폐쇄는 심혈관계 불안정,
2)
 기흉,

3)
 폐부종,

4)
 뇌손상

5)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빨리 발견하

고 처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복와위 수술중 기도내 분비물로 인한 점

진적인 기관내 튜브의 폐쇄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4세, 160 cm, 57 kg의 남자 환자가 척추강 협착

증으로 요추 3-5부위의 감압과 기구고정술이 예정

되었다. 과거력 상 15년간 당뇨를 앓았고, 좌 폐 상

엽의 0.5 cm 크기의 석회화 병변이 보 으나 결핵이

나 흡연의 기왕력, 상기도 감염의 증세는 없었으며 환

자 방문 후 전투약은 본 병원 관례에 따라 생략하 다.

  마취유도 전 혈압은 140/75 mmHg, 맥박수는 80회

/분이었으며 마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25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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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tracheal tube obstruction causes serious complica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instability, pneu-

mothorax, pulmonary edema and brain death.  A 64 year old man was scheduled for a laminectomy 

and instrument fixation due to spinal stenosis.  The patient was intubated with a 8.5 mm reinforced 

endotracheal tube and turned to the prone position.  An hour later, signs of partial endotracheal 

obstruction were observed including high airway pressure and low tidal volume.  Airway obstruction 

signs were aggravated as the operation proceeded.  Two hour later, passage of a suction catheter was 

difficult and PaCO2 increased significantly, so we temporarily stopped the operation and turned the patient 

to supine.  After that, we exchanged the tube with another tube and found the distal tip of the reinforced 

tube impacted with mucous secre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3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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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inylcholine 60 mg 정주 후 내경 8.5 mm의 강화

성 튜브를 경구 삽관한 후 약 6-7 ml의 공기로 기

낭을 확장시켰다. 반폐쇄식 마취회로를 사용하여 en-

flurane 1-2%를 투여하 으며 pancuronium으로 근 

이완을 유지하 고, 우 내경정맥 삽관 및 좌 요골동

맥 삽관을 실시하 다. 환자를 복와위로 전환하 으

며 이 때 기도압이 25 cmH2O로 조금 상승하 으나 

복와위 위치에 따른 변화로 생각되었고 양측 폐 호

흡음도 잘 들렸다. 신선가스 유량은 N2O 3 L/min, 

O2 2 L/min으로 총 5 L/min를 사용하 으며 동맥혈

가스분석소견도 정상이었다(Table 1).

  마취유도 50분 후 수술을 시작하 다. 수술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기도압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수술 1시간 뒤 폐활량계로 측정한 일회 호

흡량은 550 ml, 기도압은 30 cmH2O이었다. Methyl 

prednisolone 125 mg을 정주하고 aminophylline 250 mg

을 지속적으로 주입하 으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

기 위해 일회환기량을 조절하 으나 이에 따른 기도

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양쪽 폐의 호흡음은 이 당시 동일하게 들렸으

나 호흡음은 감소되어 있었고 천명이 들렸으므로 튜

브의 폐쇄를 의심하여 기관내 튜브의 위치 교정, 기

낭의 양 조절, 흡인 카테테르를 통한 기도 분비물의 

제거를 여러 차례 실시하 으나 환기는 개선되지 않

았으며 흡인 카테테르는 기관내 튜브에서 전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분비물의 제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수술 2시간이 경과하 을 때 폐활량계로 측정한 

일회호흡량은 300 ml, 기도압은 60 cmH2O까지 상승

하여 환기가 심하게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용수적 인공호흡도 폐 유순도의 저하로 어려움을 보

다. N2O를 끄고 100% O2를 사용하여 환자를 환기

시키면서 수술자에게 기관내 튜브 교환이 필요함을 

알렸다. 당시 동맥혈 가스분석소견은 심한 CO2의 증

가를 동반한 호흡성 산증의 소견을 보 고(Table 1) 

혈압은 85/50 mmHg, 맥박수는 58회/분이었으며 중

심정맥압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술자가 

수술을 그 상황에서 빨리 마무리하고 수술부위를 소

Table 1. Arterial Blood Gas Analysis Data during Surgery
ꠧꠧꠧꠧꠧꠧꠧꠧꠧꠧꠧꠧꠧꠧꠧꠧꠧꠧꠧꠧꠧꠧꠧꠧꠧꠧꠧꠧꠧꠧꠧꠧꠧꠧꠧꠧꠧꠧꠧꠧꠧꠧꠧꠧꠧꠧꠧꠧꠧꠧꠧꠧꠧꠧꠧꠧꠧꠧꠧꠧꠧꠧꠧꠧꠧꠧꠧꠧꠧꠧꠧꠧꠧꠧꠧꠧꠧꠧꠧꠧꠧꠧꠧꠧꠧꠧꠧꠧꠧꠧꠧꠧꠧꠧꠧꠧꠧꠧꠧꠧ

FiO2 PCO2 PO2 Bicarbonate BE SaO2
pH

(%) (mmHg) (mmHg) (mM/L) (mM/L)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itial prone position  40 7.412 39.3 211.7 25.0   1.1 99.4

Berfore tube change 100 7.252 62.0 176.9 27.3 -1.1 98.9

One hr after tube change  40 7.456 31.5 218.5 22.2 -0.2 9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g. 1. (A) Anterior view of removed reinforced endotracheal tube showing 

partial obstruction of distal lumen due to impaction of secretion. (B) Side view 

of removed reinforced endotracheal tube showing partial obstruction of distal 

lumen due to impaction of secre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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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된 수술포로 덮은 후 환자를 앙와위로 전환시켰

다. 기존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고 내경 7.5 mm의 기

관내 튜브를 다시 기관내 삽관하 다. 당시 제거된 

튜브의 기낭량은 측정하지 못하 다. 새로 삽입된 

기관내 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인하여 기도의 분

비물을 제거한 후 환기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제

거된 기관내 튜브를 관찰하니 튜브의 원위부 말단이 

농축된 기관분비물로 내경을 거의 폐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Fig. 1A, B). 환자의 환기에 장애

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복와위로 환자의 체위를 전환

하여 수술을 다시 진행하 다. 이후 환자의 환기와 

관련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튜브교환 1시간 뒤 실

시한 동맥혈 가스 검사는 정상소견을 볼 수 있었다

(Table 1). 이후 수술은 무사히 종료되었고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술 후 14일에 퇴원하 다.

고      찰

  기관내 삽관과 관련된 합병증 중 기관내 튜브와 

관련된 경우는 일부 참고문헌에 의하면 9%에 이르

며 이 중 18%는 기관내 튜브의 폐쇄로 기관지내 삽

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6) 이런 기관내 튜브 폐

쇄의 원인을 보면, 기낭 팽창이나
7)
 튜브 내벽팽창

8) 

등과 같은 튜브 자체의 문제, 점액이나 혈흔
9)
 또는 

이물질 등에 의한 폐쇄, 튜브의 위치이상10)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기관내 튜브 폐쇄의 증상으로는 청진상 호흡

음은 호기 때나 흡기 때나 모두 감소되었고 천명을 

관찰할 수 있으며 기도압의 증가와 일회 호흡량의 

감소 및 수동적 호기기간의 증가로 폐의 과팽창 위

험이 증가된다.11) 본 증례에서도 호흡음의 감소와 

천명이 발견되었고 튜브 교환 전 일회 호흡량이 300 

ml까지 감소한 상태에서 기도압은 60 cmH2O까지 상

승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폐의 과팽창 여부는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또한 Lin 등은
2)
 개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기관내 튜브를 겸자하 을 때 심혈관계 기

능저하와 동맥혈 가스 소견의 악화를 관찰하 는데 

본 증례에서 혈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볼 수는 있

었으나 이로 인한 심혈관계의 향은 확실하지는 않

았다.

  정상적으로 분비물은 호흡계의 섬모운동과 호기력

으로 기관지에서 근위부로 이동되어 제거되는데 흡

연, 폐질환, 비만, 노화, 수술 및 마취는 모두 이러한 

기전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
12)
 특히 흡입마취

제는 기관 및 기관지에서 섬모운동에 의한 점액분비

물의 이동을 감소시키며13) 기낭 자체도 점액분비물

의 제거를 저해한다.
14)
 또한 건조한 흡입 가스는 기

관 및 기관지 섬모상태에 손상을 주며 습도가 증가

하면 폐합병증을 감소시킨다는15) 점을 고려하면 비

록 이 환자에서 흡연이나 폐질환 등의 기왕력은 발

견할 수 없었으나 마취와 수술에 관련된 여러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관내 튜브의 폐쇄를 발

생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elden 등은
16)
 모든 기관내 튜브의 원위부 말

단 내경에 biofilm으로 보이는 분비물이 존재하며 이

런 분비물은 튜브의 개방부 직상방에 대부분 발생한 

것을 관찰하 으며, 분비물에 의한 기관내 튜브의 

내경감소는 기관내 삽관의 기간에 비례한다는17) 연

구 결과로 부터 본 증례에서 튜브 원위부의 폐쇄가 

발생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폐쇄가 진행된 것이 설명

된다.

  따라서 이런 분비물에 의한 기관내 튜브의 폐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조한 흡입 가스의 노출을 

줄이고 습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상기도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 마취 및 수술을 피하는 것이 추천된

다.
12)
 그러나 일단 기관내 튜브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하면 본 증례와 같이 수술을 빨리 정리하고 폐

쇄된 튜브를 제거한 후 재삽관을 하여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으며, 기관지경이나
12)
 혈관수술용 카테테르

로 분비물의 제거를18)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흉부 

물리요법, 점액용해제, 기관지 확장제, 가습, 기도 흡

인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2)

  기관내 튜브의 폐쇄는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수술 중 환자감시에 유의

하여 기관내 튜브 폐쇄를 예방하고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마취과 의사는 세심한 주의와 관

찰로 기관내 튜브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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