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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하 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하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중 강한 외과적 자극이 주어질 때 고농도의 진정

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여 마취심도를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농도의 진정제 및 진통제로 인하여 식도 및 

후두 반사의 억제, 상기도 연조직의 이완, 호흡 중추의 억

제 및 고탄산혈증에 대한 호흡 반응의 둔화가 초래되어 호

흡 억제 및 상기도 폐쇄가 발생하고 저산소증과 이산화탄

소 축적이 올 수 있다. 국소마취 중 진정제사용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보고된 바 있으며,1) 진

정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상기도폐쇄, 호흡억

제, 저산소증 및 부정맥으로 인한 이차적인 심혈관계 허탈

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므로 고농도의 

진정제 및 진통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기도폐쇄 

및 호흡억제로 인한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 축적을3-5) 가능

한 한 빨리 발견하여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면 화학박피술과 같이 수술 조작 부위가 얼굴인 경우 

기관내 삽관이 수술 조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하 마취관리하에 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술 중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고농도의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로인하여 상기도 폐쇄 및 호흡 억제가 발생

하여 종종 저산소증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을 일시

적으로 중단하고 삼중기도유지법등을 시행하거나 안면 마

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여 저산소증을 해결한 후 

수술을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감시하 마취관리에서 수술 중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한 10명의 환자에서 

강화튜브를 비인두 기도유지기로 사용하여 수술조작을 방

해하지 않으면서 기도폐쇄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충분한 

산소포화도를 유지시키고 호흡상태을 감시할 수 있었기에 

보고한다.

감시하 마취관리에서 강화 기관내 튜브를 
이용한 기도 폐쇄 환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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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계획 수술을 위하여 감시하 마취관리를 받은 환자 중 산

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 을 때 일차적으로 삼중기

도유지법을 1-2분간 실시하여 기도를 유지하여도 산소포

화도가 90%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은 환자 10명에서 강화튜

브를 경비로 삽관하여 관찰하 다. 이때 환자의 평균 연령

은 51.8 ± 9.5세로 여자 8명, 남자 2명이었고, 평균 신장은 

155.8 ± 8.1 cm, 평균 체중은 60.6 ± 4.4 kg이었으며, 처치 

받은 계획 수술의 종류는 안면화학 박피술 2예, 횡수근 인

대 절제술 2예, 요실금 교정술 8예 다. 마취 시작 전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비문 외상력, 비출혈, 비

중격 만곡증과 같은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관찰 대상에

서 제외하 다. 마취 유도전 자동 혈압계,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Hewlett Packard Omnicare 24C, Germany), 심전도를 

거치하 고 감시장치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통해 측정된 맥박 산소포화도는 

평균 98.1% 다. 모든 환자에서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100% 산소를 5 L/min로 공급하면서 수술 시작 전 선행진통

을 위해 fentanyl 50μg을 정주하 다. Propofol TCI (Master 

TCI, Fresenius-Vial Co., France)의 목표농도(target concen-

tration)를 2.0-2.5μg/ml로 유지하여 감시하 마취관리를 시

행하 다. 수술 진행 중 강한 자극이 주어질 때 fentanyl 50

μg을 추가로 정주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propofol의 농도

를 2.5μg/ml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감시하 마취관리중 상기

도 폐쇄 및 저환기로 인하여 맥박 산소포화도가 90% 이하

로 감소한 경우 일차적으로 삼중기도유지법을 실시하 고 

삼중기도유지법을 1-2분간 실시하여도 맥박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여자에서는 5.5번, 남자

에서는 6.0번 강화 기관내튜브를 경비로 삽관하 다. 강화

튜브의 연결기를 마취기(Ohmeda Excel 210, BOC Health 

Care, USA)의 반폐쇄 호흡회로에 연결하여 호흡에 따른 호

흡낭의 움직임을 지표로하여 호흡낭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판단하여 삽입의 깊이를 결정하 고, 

회로를 통해 3-4 L/min으로 100% 산소를 공급하 다(Fig. 

1). 호흡 억제가 동반된 경우 흡기시 호흡낭에 양압을 가하

여 호흡보조를 시행하 다.

  강화튜브를 삽입한 후 맥박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을 1분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하 는데 모든 환자에

서 1분 이내에 산소포화도가 평균 97.4%로 회복되었고(Fig. 

2) 상기도 폐쇄 소견은 소실되었다. 1명의 환자에게서 상기

도 폐쇄소견인 흉골하 함몰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산

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정상범위로 유지되어 

별다른 처치는 하지 않았다. 수술 종료 후 2명의 환자에서 

강화튜브의 끝에 묻어나는 정도의 소량의 비출혈이 관찰되

었으나 위팽만이나 폐흡인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SpO2 was decreased because of respiratory depression and 

upper airway obstruction during Monitored Anesthesia Care. After 

insertion of amored endotracheal tube, SpO2 was increased up to 

97.4% within one minute.

Fig. 2. The amored endotracheal tube was connected to the semi-

closed circuit system of anesthesia machine equipped with 

end-tidal CO2 monitor. Assisted positive ventilation was applied if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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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비인두 기도유지기는 자발호흡이 있는 얕은 마취 상태의 

환자에서 상기도 폐쇄가 있는 경우 사용하고 있다. 비인두

기도유지기는 1900년 초기에는 흡입마취제를 불어 넣어 마

취를 유지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 으며 이때 대부분 양

측을 사용하 다.6) 이후 대부분의 경우 기관내삽관이나 마

스크 환기를 이용하여 흡입마취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통

기법(insufflation)을 이용한 흡입마취제 사용이 사라짐에 따

라 양측 비인두 기도유지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기관내삽관이 어렵거나 경구 기관내삽관이 불가능

한 경우 기도 유지 목적으로는 양 비인두 기도유지기나 비

관(nasal trumpet)과 같은 비인두 기도유지기를 이용하 으며 

마취유도 시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호흡을 보조할 수 있으며 삽입된 튜

브로 기관내시경을 삽입하여 기도상태를 확인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7)

  본 증례에서는 감시하 마취관리 중 상기도 폐쇄가 있거

나 호흡 억제로 인해 맥박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인 저산소

증이 관찰된 경우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비관 대신 강화 기

관내 튜브를 일측 코로 삽입하여 저산소증을 해결할 수 있

었다. 강화 기관내 튜브로 직접 마취기의 반폐쇄식 호흡 회

로에 연결시켜 호흡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호흡낭을 

관찰하면서 흡기시에 호흡낭을 눌러서 흡기를 보조할 수 

있었다. 

  비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결관이 코 바로 주위에 있

고 파형도관이 안면을 가로 지르므로 안면수술시 수술 조

작을 방해할 수 있으나 본 증례에서와 같이 강화 기관내 

튜브의 경우에는 연결관과 파형도관이 안면으로부터 일정

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게 되므로 비교적 수술 조작에 덜 

지장을 초래한다. 본 증례에서도 연결관이 수술 조작에 지

장을 초래한 예는 없었다. 또한 수술 조작을 방해하지 않으

면서, 연결관과 파형도관 사이에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

정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호흡낭의 움직임과 호기말 이산

화탄소 곡선의 파형을 관찰하므로써 손쉽게 호흡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때 관찰된 호기말 이

산탄소분압은 전신마취 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측정하

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과는 다르게 혈중 이산화탄소분

압의 변화를 관찰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즉 호흡 저하가 있

는 경우 일회호흡량이 감소하면 신선한 공급가스량에 따라 

오히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호흡억제가 있는 경

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비인두 기도유지기 사용시 튜브삽입으로 인한 비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스가 공급되므로 기도폐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팽만이 일어날 수 있으

면 이로 인한 폐흡인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기도확보가 되지 않아 부분 기도 폐쇄를 나타내는 

흡기 시 흉골하 함몰 소견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증례에서

도 2예에서 강화 기관튜브에 약간 혈흔이 묻어 있었으나 

심각한 비출혈을 관찰한 예는 한 예도 없었다. 술전 비강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 으므로 이에 대한 합병증이 적었

을 것으로 예상된다. 1예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흉골하 함몰 

소견을 보 다. 이와 같이 일측 비인두 기도유지기로는 충

분한 기도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비인두 기도유지

기를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수술 조작을 중단하고 구인두 기도유지기를 삽입하거

나 두부후굴법이나 삼중기도유지법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저자 등은 본 증례의 경험을 근거로 감시하 마취관리

시 기도 폐쇄 및 호흡 억제를 초래할 정도의 진정제 및 진

통제가 필요한 안면화학박피술 등과 같은 안면수술의 경우 

수술을 방해하지 않고 기도를 유지하고 저산소증을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취기에 연결된 강화 기관내 튜

브를 비인두 기도유지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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