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3; 44: 346∼353

34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논문접수일：2002년 7월 22일

책임저자: 최 석,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길 97,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마취과학교실, 우편번호: 152-703

Tel: 02-818-6205, Fax: 02-851-1180, E-mail: anes_cys@hotmail.com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 유지기로서 Laryngeal Tube,
Laryngeal Mask Airway ClassicTM,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TM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마산삼성병원 마취과학교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오인 *․김태엽*․길호
†
․이일옥․김난숙․최 석

= Abstract =

  A Comparison of the Laryngeal Tube, Laryngeal Mask Airway Classic
TM

and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TM during Gener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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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laryngeal tube is a variant of the esophageal obturator airway.  We compared 

laryngeal tube (LT), laryngeal mask airway classicTM (LMA) and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TM 

(PLMA) as a airway management device during general anesthesia.

  Methods:  Forty-five fasted healthy adult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into one of three groups 

in a randomized, single-blinded protocol. Group 1 was to receive LT for airway management, LMA for 

Group 2, and PLMA for Group 3.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identically in three groups with 

thiopental sodium 5 mg/kg followed rocuronium 0.6 mg/kg.  90 seconds later, LT, LMA or PLMA was 

placed for airway management.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immediately pre-induction 

control value, post-insertion of device 0 min, 1 min, 3 min and 5 min.  We also compared times of 

insertion, the amounts of secretion, blood stain, and postoperative sore throat.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SBP, DBP and HR within three groups.  All the groups 

showed stable hemodynamic results.  The success rate on the first attempt was 93.6% (14/15, Group 1), 93.6% 

(14/15, Group 2) and 86.6% (13/15, Group 3).  Minimum cuff volume to prevent gas leakage was 69.9 

± 0.5 ml (Group 1), 11.1 ± 4.3 ml (Group 2) and 11.9 ± 3.2 ml (Group 3).  The corresponding cuff 

pressure was 61.6 ± 22.0 cmH2O (Group 1), 4.8 ± 0.9 cmH2O (Group 2) and 4.6 ± 1.5 cmH2O (Group 

3).  Moderate, severe sore throat was 20% (3/15, Group 1), 6.6% (1/15, Group 2) and 6.6% (1/15, Group 

3).  Moderate, profuse secretion was 40% (6/15, Group 1), 20% (3/15, Group 2) and 13.3% (2/15, Group 

3).  There was a 20% (3/15, Group 1) and 13.3% (2/15, Group 3) blood stain.  But there was no blood 

stain for the Group 2.  There was a 20% (3/15) gas leakage in Group 1, so we had to insert gas 

intermittently, but there were no gastric distension, regurgitation, aspiration, hypoxia, airway



오인  외 5인：Laryngeal Tube, LMA 그리고 Proseal-LMA의 비교  347

서      론

  기도확보는 마취 및 중환자 관리에서 호흡관리의 

기본과정으로서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한 삽관내 삽관

법과 기관절개술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후두경을 이용한 경구강법으로 기관내 삽관을 적용

하며, 후두경 사용 등으로 수반되는 비교적 강력한 

자극으로 인해서 과도한 심혈관계의 변화나 기도 손

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술 전 기도 검사와 숙달된 수기

와 아울러 부수적인 약물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최근 개발된 laryngeal tube (LT)는 식도폐쇄기(esoph-

ageal obturator airway)의 한 변형으로서, 식도와 구강

으로의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한 두 개의 커프가 달

린, 약간 S자형의 기도 유지기이다. 환기 보조가 필

요한 경우 환자의 구강, 인두, 식도에 맹목적으로 삽

관 함으로써 양압 환기가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어 

호흡 관리에서 안면마스크,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 LMA), 기관내 튜브의 역할을, 특히 응급 상

황에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작자들은 주

장하고 있고, 임상적으로도 전신 마취 하에 조절 호

흡을 실시하는 환자에서 LT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보고가 있었지만,1,2) 윤리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이유

로 마취 도입 초기에 사용하다가 이후 기관내 튜브

로 교체하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3)
 그러나 효과적

인 기도 관리를 위해 고안된 extraglottic airway devices

로서 LT와 LMA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저자들은 전신 마취에서 조절 호흡하는 환자를 대상

으로 수술 전 기간 동안 LT를 적용하여 그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 아울러 현재 널리 사용 중인 laryn-

geal mask airway classic
TM 
(LMA)사용 시나 그보다 

개량된 모델인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
TM 
(PLMA) 

사용 시의 삽관 전 후의 혈역학적 변화, 삽관 시도 

횟수에 따른 성공률, 기낭의 공기 주입량과 압력, 수

술 후 인후 통증의 정도, 분비물 및 blood stain동반 

여부 등 임상적 차이점과 기타 합병증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과 2에 해당하

고, 술 중 체위의 변화가 없고, 수혈의 필요성이 없

으며, 환자의 질환과 수술 수기가 기도 유지에 향

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상수술 시간이 2시간 전 후

인 수술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하 다. 환자의 연령, 

신장, 체중의 군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술 전 검사상 폐 흡인의 가능성이 있거나 당뇨, 병

적 비만, 위-식도 역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임산

부는 제외하 다.

  마취 전투약으로 nalbuphine 5 mg과 atropine 0.5 

mg을 마취 유도 30분 전에 근주하고, 수술실 도착 

후부터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포화도(SpO2)측정기 

등을 부착하여 감시를 시작하 으며, 마취 도입 전

에 환자가 안정된 후 측정한 혈압과 심박수를 대조

치로 이용하 다. 마취 도입을 위해 thiopental sodi-

um 5 mg/kg과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한 후, 마

스크를 통해 N2O 2 L/min, O2 2 L/min 그리고 

enflurane 1.0－2.5 vol%를 호기말 CO2 분압이 30－

35 mmHg로 유지되도록 조절 호흡하 으며, 충분한 

근이완을 확인한 후에, 환자를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어서, 제1군(n = 15)은 LT (VBM Medizintechnik 

GmbH, Germany, Fig. 1)를, 제2군은 LMA (LMA
TM
, 

LMA company Ltd., UK, Fig. 1)를, 제3군은 PLMA 

obstruction and laryngospasm in all three groups.

  Conclusions:  All the groups revealed stable hemodynamics, no serious complications such as re-

gurgitation, aspiration, hypoxia and airway obstruction during general anesthesia.  But we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LMA and PLMA have the remarkable advantages than laryngeal tube. So we suggested 

that laryngeal tube could be an alternative airway management device, even though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34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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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Airway management device; general anesthesia; laryngeal mask airway; laryngeal 

tube; Proseal-laryngeal mask 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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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al-LMA
TM
, LMA company Ltd., UK, Fig. 1)를 

각각 사용하여 1군은 환자의 머리를 중립위에 두고 

혀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명한 저항이 느껴

질 때까지 또는 LT의 검은 표시선이 위 아래 치아 

사이를 막 통과할 때까지 구인두(oropharynx)를 통해 

LT 4번을 삽입하고, 2, 3군은 LMA 3번(여자), 4번

(남자)을 경구개(hard palate)를 따라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부드럽게 삽관한 후 기낭 압력 측정기(VBM 

Medizintechnik GmbH, Germany, Fig. 2)를 이용하여 60

－90 cmH2O의 압력까지 기낭을 팽창시킨 후 10－20 

cmH2O의 최고 기도압에서 가스 누출이 없는, 가능

한 가장 낮은 기낭의 압력을 얻을 때까지 공기를 점

차적으로 제거한 후 1, 2, 3군 모두 청진상 양쪽 호흡음

이 잘 청진되고 capnography상 square wave 형태를 보

이며 용수 환기시 10－20 cmH2O의 최고 기도압에서 

가스 누출이 없는 상태를 성공적인 삽관이라 판단하

다.

  기도 확보 전(Tc), 기도 확보 직후(T0), 1분(T1), 3

분(T3), 5분(T5) 후의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

(DBP), 심박수(HR)를 측정하여 대조치에 대한 군내 

변화와 각 시점에 따른 군간 차이를 알아보고, 최초 

삽관 시도 시 성공률, 기낭의 공기 주입량과 압력, 회

복시 기도 분비물 발생정도(abundant: 5회 이상 흡인 

필요, moderate: 3, 4회 흡인 필요, mild: 1, 2회 흡인 

필요, negligible: 흡인이 필요 없거나 1회 정도 필요) 

및 blood stain 동반 여부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환

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면 인후 통증의 정도(numer-

ical rating scale상 7 이상: severe, 5－6: moderate, 3－4: 

mild, 0－2: negligible)와 부작용 발생을 관찰하여 군

간 비교하 다.

  Sigmastst
TM 
(varsion 2.03, SPSS Inc., USA)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혈역학 측정치는 평균 ±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

Characteristics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4/11  2/13  3/12

Age (yr) 46.0 ± 15.8 33.5 ± 20.9 41.1 ± 14.6

Weight (kg)  61.3 ± 11.65  2.6 ± 17.9 64.5 ± 7.7 

Anesthesia time (min)  80.3 ± 21.9 70.5 ± 35.5 77.6 ± 40.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except sex. Group 1: Laryngeal tube (n = 15), Group 2: Laryngeal mask airway 

(LMA) (n = 15) and Group 3: Proseal-LMA (n = 15).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Fig. 1. The photograph shows appearances of each instru-

ments; laryngeal tube, laryngeal mask airway classic
TM
 

and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
TM
.

Fig. 2. The picture shows the device used in adjusting cuff 

pressure and inflating air into cuff (Control InflatorTM, 

VBM Medizintechnik Gmb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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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SD)로 표기하고, 측정치의 군간의 비교에는 

unpaired t-test를, 군내 비교에는 repeated ANOVA를 각

각 이용하 으며, 수술 후 인후통증의 정도와 기도 

분비물 발생정도의 군간 비교에는 Jonchheere-Terpstra 

test를 이용하 고, 최초 삽관 시 성공률과 blood stain 

동반 여부의 비교는 Fisc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 다.

결      과

  1, 2, 3군 모두 삽관 전 후 안정된 혈역학적 소견

을 보 다(Table 2).

  첫번째 시도에서 삽관 성공률은 1군 93.6% (14명), 

2군 93.6% (14명), 3군 86.6% (13명)로서 세 군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0.05), 세 군 모

두 적절한 거치를 위해 기구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등 보조적 수기가 필요하 으며 두번째 시도 이내에 

모두 성공하 다.

  기계호흡 시 가스의 누출 없이 기도 압력이 유지

되는 평균 cuff의 공기량은 각각 69.9 ± 0.5 ml (1 

군), 11.1 ± 4.3 ml (2군), 11.9 ± 3.2 ml (3군)로 1

군이 2, 3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 ＜ 0.05), 이

Table 3. Cuff Volume and Cuff Pressure
ꠧꠧꠧꠧꠧꠧꠧꠧꠧꠧꠧꠧꠧꠧꠧꠧꠧꠧꠧꠧꠧꠧꠧꠧꠧꠧꠧꠧꠧꠧꠧꠧꠧꠧꠧꠧꠧꠧꠧꠧꠧꠧꠧꠧꠧꠧꠧꠧꠧꠧꠧꠧꠧꠧꠧꠧꠧꠧꠧꠧꠧꠧꠧꠧꠧꠧꠧꠧꠧꠧꠧꠧꠧꠧꠧꠧꠧꠧꠧꠧꠧꠧꠧꠧꠧꠧꠧꠧꠧꠧꠧꠧꠧꠧꠧꠧꠧꠧꠧꠧ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uff volume (ml) 69.9 ± 0.5* 11.1 ± 4.3 11.9 ± 3.2

Cuff pressure (cmH2O)  61.6 ± 22.0*  4.8 ± 0.9  4.6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Laryngeal tube (n = 15), Group 2: Laryngeal mask airway (n = 15), 

Group 3: Proseal-LMA (n = 15).
 
*: P ＜ 0.05 as compared with the value of Group 2 and 3.

Table 2. Changes of Hemodynamic Parameters
ꠧꠧꠧꠧꠧꠧꠧꠧꠧꠧꠧꠧꠧꠧꠧꠧꠧꠧꠧꠧꠧꠧꠧꠧꠧꠧꠧꠧꠧꠧꠧꠧꠧꠧꠧꠧꠧꠧꠧꠧꠧꠧꠧꠧꠧꠧꠧꠧꠧꠧꠧꠧꠧꠧꠧꠧꠧꠧꠧꠧꠧꠧꠧꠧꠧꠧꠧꠧꠧꠧꠧꠧꠧꠧꠧꠧꠧꠧꠧꠧꠧꠧꠧꠧꠧꠧꠧꠧꠧꠧꠧꠧꠧꠧꠧꠧꠧꠧꠧꠧ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P (mmHg)  144.5 ± 19.2 132.8 ± 25.1 146.8 ± 23.6

Tc DBP (mmHg)   78.4 ± 12.5  74.7 ± 15.3  79.1 ± 11.8

HR (beats/min)   86.4 ± 16.4  89.6 ± 20.6  87.1 ± 10.0

SBP (mmHg)  159.5 ± 18.3  131.1 ± 26.9
†

149.5 ± 16.3

T0 DBP (mmHg)  96.8 ± 14.5  79.5 ± 21.7 82.9 ± 9.5

HR (beats/min) 100.5 ± 13.2  110.5 ± 21.2 100.1 ± 14.4

SBP (mmHg)*  148.9 ± 27.9   119.7 ± 21.8†  124.0 ± 14.9*

T1 DBP (mmHg)  86.3 ± 14.9    75.1 ± 13.3†  72.5 ± 6.4†

HR (beats/min)  111.3 ± 14.4 101.5 ± 19.7   92.6 ± 13.3†

SBP (mmHg)  135.5 ± 17.4  110.3 ± 20.8
†   

119.9 ± 12.6*
 

T3 DBP (mmHg)  78.3 ± 13.3   66.6 ± 12.4
†  

66.4 ± 8.9
†

HR (beats/min)  97.6 ± 12.4  97.0 ± 1.9   89 ± 13.1

SBP (mmHg)  126.5 ± 15.9   110.4 ± 20.6
†  

120.9 ± 10.8*

T5 DBP (mmHg)  77.2 ± 14.2   70.6 ± 17.3  71.2 ± 11.0

HR (beats/min)  92.6 ± 10.8   92.6 ± 15.6 83.7 ± 8.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Laryngeal tube (n = 15), Group 2: Laryngeal mask airway (n = 15), 

Group 3: Proseal-LMA (n = 15). Tc: control, T0: immediately after insertion, T1, T3 and T5: 1min, 3 min and 5 min 

after inser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 P ＜ 0.05 as compared 

with the value of control within each group. †: P ＜ 0.05 as compared with the value of Group 1 in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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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측정한 cuff의 압력 또한 61.6 ± 22.0 cmH2O (1 

군), 4.8 ± 0.9 cmH2O (2군), 4.6 ± 1.5 cmH2O (3군)로 

1군이 2, 3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3).

  중등도 이상의 인후 통증을 보인 경우는 1군 20% 

(3명), 2군 6.6% (1명), 3군 6.6% (1명)로서, 1군이 2, 

3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4).

  3, 4회 이상 흡인이 필요했던 중등도 이상의 분비

물을 보인 경우는 1군 40% (6명), 2군 20% (3명) 그

리고 3군 13.3% (2명)로서 1군은 2군, 3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비물이 많았고(P ＜ 0.05), 발

관 시에 blood stain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1군 33.3% 

(5명), 3군 13.3% (2명)이고, 2군은 단 한 환자에서도 

blood stain 이 동반되지 않았지만 통계학적인 차이

는 없었다(Table 5).

  LT를 거치한 1군은 총 15예 중 3예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 누출이 일어나서 기낭 압력 측

정기를 달아 놓고 필요시마다 공기를 주입하여야 했

지만, 위 팽만이나 내용물의 역류, 흡인, SpO2 90% 

이하의 심각한 저산소혈증을 보인 경우는 없었고, 

세 군 모두 기구의 삽관, 발관 시 기도의 폐쇄나 후

두 경련, 기침 등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전신 마취 시 기관내 삽관은 기도 확보를 위한 기

본적인 수기로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어

야 하고, 저환기와 흡인 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

며, 삽관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양압 호흡 등 호흡 

관리가 용이하고 체위 변경 등에 향을 적게 받으

며 발관 후에도 합병증 발생이 적고, 아울러 삽관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가 적어야 한다.4,5)

  1985년에 처음 사용이 보고된
6)
 LMA의 사용은 기

관내 튜브 삽관에 비하여 수기가 간단하며, 자극이 

적어서 심혈관계 변화가 적고, 인두, 후두 및 기관 

손상 가능성이 낮으며, 신경근 차단제의 도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기관내 삽관이 곤란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최근 개발되어 임상적 사용이 시도되고 있는 laryn-

geal tube (VBM Medizintechnik GmbH, Sulz, Germany, 

LT)는 식도폐쇄기에 원리를 두고 있고 입, 인두 그

리고 식도에 맹목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양압 환기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7,8) 약간 굴곡의 S자 모양이

며 두 개의 커프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식도

Table 5. Number of Patients with Secretion and Blood Stain
ꠧꠧꠧꠧꠧꠧꠧꠧꠧꠧꠧꠧꠧꠧꠧꠧꠧꠧꠧꠧꠧꠧꠧꠧꠧꠧꠧꠧꠧꠧꠧꠧꠧꠧꠧꠧꠧꠧꠧꠧꠧꠧꠧꠧꠧꠧꠧꠧꠧꠧꠧꠧꠧꠧꠧꠧꠧꠧꠧꠧꠧꠧꠧꠧꠧꠧꠧꠧꠧꠧꠧꠧꠧꠧꠧꠧꠧꠧꠧꠧꠧꠧꠧꠧꠧꠧꠧꠧꠧꠧꠧꠧꠧꠧꠧꠧꠧꠧꠧꠧ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bundant 1 (6.6) 2 (13.3) 0 (0)

Moderate 5 (33.3)* 1 (6.6) 2 (13.3)
Secretion

Mild 6 (40.0) 7 (46.6) 5 (33.3)

Negligible 3 (20.0) 5 (33.3) 8 (53.3)

Blood stain 5 (33.3) 0 (0) 2 (1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represent number of patients (%). Group 1: Laryngeal tube (n = 15), Group 2: Laryngeal mask airway (LMA) 

(n = 15) and Group 3: Proseal-LMA (n = 15). abundant: needs suction over 5 times, moderate: needs suction 3-4 

times, mild: needs suction 1-2 times, negligible: needs suction 0-1 times. *: P ＜ 0.05 as compared with the value 

of Group 2 and 3.

Table 4. Incidence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vere 0 (0)  0 (0)  0 (0)

Moderate 3 (20)*  1 (6.6)  1 (6.6)

Mild 7 (46.6)*  2 (13.3)  1 (6.6)

Negligible 5 (33.3) 12 (80) 13 (86.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represent number of patients (%). Group 1: 

laryngeal tube (n = 15), Group 2: laryngeal mask airway  

(LMA) (n = 15), Group 3: proseal-LMA (n = 15). severe: 

＞ 7 with NRS (0-10), moderate: 5-6 with NRS (0-

10), mild: 3-4 with NRS (0-10), negligible: 0-2 with 

NRS (0-10). *: P ＜ 0.05 as compared with the value 

of Group 2 and 3.



오인  외 5인：Laryngeal Tube, LMA 그리고 Proseal-LMA의 비교  351

로의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

으로의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튜브

와 후두 사이에 전달된 가스는 두 커프 사이에 있

는, 길이 약 20 mm, 너비 7 mm의 전방 개구부를 

통해 기관내로 전달된다.

  후두 마스크에 의한 기도 유지 방법은 후두경에 

의한 기관내튜브 삽관 방법에 비하여 현저하게 심혈

관계 반응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여러 보고에서처

럼,
9,10)
 본 연구에서도 제2군, 3군에서 마취 유도 전 

후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심박수의 유의한 증

가는 없었다.

  제1군 역시 마취 유도 직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다소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군간 비교에서 마취 유도 직후와, 1

분, 3분, 5분의 수축기 혈압은 1군에 비하여 2군이 

유의하게 낮았고 마취 유도 후 1분, 3분의 이완기 

혈압은 2, 3군 모두 1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소

견을 보 다. 후두경에 의한 기관내 튜브 삽관에 비

하여 세 군 모두 안정적인 혈역학적 소견을 보인 것

은 직접적인 기도 자극이 없거나 비교적 작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PLMA경우 기존LMA의 단점인 낮

은 기도 봉압과 위식도 역류의 가능성을 보완하여 

위 감압이 가능하다고 하나 여전히 구토물의 흡인 

가능성을 언제나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술 전 금

식이 되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11,12) LT의 경

우 식도 기낭이 직접 식도에 봉압을 가하기 때문

에 응급 기도 관리 시 구토물의 역류, 흡인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고 제작자들은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한 구토물의 역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식도에 가해지

는 기낭의 압력이 역류된 액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구토물이든지 위로 올라와 기관에 들어갈 가

능성이 LMA에서보다 훨씬 낮다는 보고도 있으나,
13)
 

LT의 끝 부분이 역류된 구토물에 대해 압력을 가해 

식도 파열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위 배출물이 자

유롭게 배출될 수 있도록 기구를 보완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를 보

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Dorges 등은
1)
 LT 삽입 시 첫번째 시도로 100% 성

공하 다고 보고하고 있고, Asai 등은
3)
 94%, 또 

95.6%의 성공을 보고한 경우도 있는 반면,14) Brima-

combe 등은
2)
 87% 만이 첫번째 시도로 효과적인 호

흡 관리가 가능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LT의 첫번째 시도 성공률은 93.6%이고 실패한 경우

도 두번째 시도로 성공적인 삽입이 가능하 는데, 

이는 2군, 3군의 첫번째 시도 성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LMA와 PLMA의 삽관 성공률 

결과에 대한 결과 또한 PLMA가 더 낮은 첫번째 시

도 성공률을 보이지만 3번째 성공률은 별 차이가 없

다는, 이전의 LMA와 PLMA의 삽관 성공률을 비교

한 연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데,
15)
 PLMA의 낮은 

첫번째 성공률의 이유로는 효과적인 봉압 유지를 

위해 더 큰 쐐기 모양으로 디자인된 기낭을 지적하

고 있다

  저자 등은 성공적인 삽관의 판단 기준으로 capno-

graphy상 square wave 형태를 보이고, 용수 환기 시 

10－20 cmH2O의 최고 기도압에서도 가스 누출이 없

는 상태를 이용하 다.

  지속적으로 기낭의 공기량과 압력을 측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낭의 압력 변화

와 모든 군에서 마취제로 N2O를 사용하 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낭 부피나 압력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30－35 mmHg로 유지

되도록 일 회 호흡량과 호흡 횟수를 조절하고 수술 

중 지속적으로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감시하여 효과적인 환기 상태임을 확인하 으나 수

술 중 동맥혈 가스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기낭의 압

력 변화 등을 살피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LT를 사용한 환자 중 일부에서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가스 누출로 인해 추가적인 공기의 주

입이 필요했으며, 적절한 봉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공기의 양과 압력 또한 1군이 2군과 3군에 

비하여 현저히 많았는데, 이는 발관 후 2군과 3군에 

비해 1군에서 중등도 이상의 후두부 통증이 많았던 

원인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들은 

가스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의 공기량을 주입하

고자 기낭 압력 측정기(VBM Medizintechnik GmbH, 

Germany, Fig. 2)를 이용하여 60－90 cmH2O의 압력

까지 기낭을 팽창시킨 후 10－20 cmH2O의 최고 기

도압에서 가스 누출이 없는, 가능한 가장 낮은 기낭

의 압력을 얻을 때까지 공기를 점차적으로 제거하

는데 2군과 3군에서 각각 평균 공기량은 각각11.1 

± 4.3 ml과 11.9 ± 3.2 ml로서 기존의 LMA사용에 

권장되는 용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울러 

기낭의 압력 또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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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A의 크기와 기낭에 주입된 공기량에 따른 기

낭의 압력 변화에 대한 정재훈 등의
16)
 연구 결과에 

따르면, LMA
 
3번은 주입 직후 공기량 15 ml에서는 

기낭의 압력이 49.0 mmHg 그리고 21 ml 이상에서

는 79.5 mmHg를 보이다가, 삽입 60분 후에는 각각 

61.6 mmHg 그리고 90.6 mmHg로 증가한다고 하 으

며, 후두부 불쾌감의 빈도는 기낭에 주입된 공기의 

양이 LMA 3번은 20 ml 이상, LMA 4번은 30 ml 이상

일 때 주로 발생되었으며, 15 ml와 25 ml를 각각 주

입한 경우에 인후두부 통증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마취를 종료할 때까지 2

군과 3군에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아주 소량의 기낭 

용적과 압력으로도 적절한 기도 유지가 가능하여서, 

더 많은 표본 집단과 함께 적정한 주입 공기량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Asai 등은
2)
 LT의 

적정한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식도 입구와 치아 

사이의 거리가 몸무게보다는 키와 더 연관성이 있다

고 하 고 저자들도 신장이 155 cm 이상인 경우 모

두 4번을 사용하 다.

  LT의 발관 후에 blood stain을 보인 예는 없었다는 

이전의 보고가
17,18)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3.3%에서 

관찰되어 상이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원위부 말

단이 상부 식도에 위치해야 하는 LT의 특성과 아직

은 LT에 익숙하지 않은 시술자의 경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2군에서는 단 

한 예도 blood stain 이 없는 반면 3군에서 13.3%관

찰되었는데, PLMA가 LMA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쐐기 모양의 기낭을 갖고 있어서 구강 삽입에 저항

이 많아 첫번째 삽입 성공률이 낮아 재시도가 많았

던 점이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등

도 이상의 분비물 발생이 1군에서 더 빈번했던 점으

로 보아 삽입시 상대적으로 많은 자극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 시간 이내의 전신 마취를 위한 조

절 호흡에 LT를 사용한 경우,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봉압을 유지하기 위한 기낭 압력 측

정기의 사용과 추가적 공기 보충에도 불구하고, 부

적절한 가스 교환으로 인한 기관내 튜브나 LMA 등

의 여타의 기도 유지 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는 없었으며, 수기 도중에 비교적 안정된 혈역학이 

유지되었고, 위 팽만이나 내용물의 역류, 흡인, 또는

SpO2 90% 이하의 저산소혈증을 보인 예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서, LT가 기관내 튜브나 LMA

를 대신하여, 특히 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

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지지만, 더 

많은 표본 연구와 함께 향후 LT삽입 중에 자극과 

사용 후 불편감, 위 역류시 위 배출물을 자유롭게 배

출할 수 있도록 기구의 보완 및 수정 등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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