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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덜 침습적이

어서 술 후 통증이 적으며 미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어, 술 

후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최근에 점차 많이 시행되

고 있다.1,2) 내시경하에서 적절한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가스의 주입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는 빨리 흡수되며 

발화성이나 연소성이 없고 열전도율이 떨어지는 이유 등으

로 전기 소작이 필요한 내시경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3)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경부의 

피하 조직으로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호흡기계, 심혈관계 부작용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저자들은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시 심한 피하 

기종과 과탄산 혈증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37세 64 kg의 여자 환자가 우측 갑상선 종양을 주소로 내

시경 갑상선절제술을 위해 내원하 다. 과거력상 특이 병력

은 없었고 술 전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 차단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흉부 X선 검사, 혈액 검사, 활력 징후 등은 

정상이었다.

  비침습적 혈압 측정기, 심전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 등을 통해 감시하면서 마취 유도를 

위해 fentanyl 60μg, thiopental sodium 300 mg, vecuronium 6 

mg을 정주하 으며, 충분한 근이완을 확인 후 기관 내 삽관

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O2 1 L/min, N2O 1 L/min와 

sevoflurane 1.5-3.0 vol%로 하 으며 일회호흡량 600 ml, 호

흡수 10회/분의 설정으로 기계환기를 하여 호기말 이산화탄

소 분압이 30 mmHg로 유지되었다.

  술자가 좌측 쇄골 중간선에서 쇄골로부터 12 cm 떨어진 

부위에 12 mm 크기의 절개를 한 다음 반대편에도 같은 방

법으로 절개하 다. 정중선에도 흉골의 중앙 부위에 5 mm 

크기의 절개를 하 다. 각각의 절개 부위에 12 mm troc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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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scopic thyroidectomy is being performed increasingly, because it is less invasive and more cosmetically advantageous, and 

thus improves the postoperativ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technical aspects of this procedure can increase the risk of certain 

complications, which include subcutaneous emphysema, hypercarbia, pneumothorax, and pneumomediastinum.  This report describes 

the case of a 37-year-old female patient who had subcutaneous emphysema and hypercarbia due to increased carbon dioxide 

absorption during endoscopic thyroidectomy.  After increasing minute ventilation, paying cautious attention to signs of other 

complications, the operation proceeded and blood gas findings improved.  The operation ended successfully and she showed no 

further problems.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89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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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 mm trocar 1개를 삽입한 후 이산화탄소 주입 압력을 8 

mmHg 이하, 주입유량을 8-10 L/min으로 유지하면서 수술

을 진행하 다.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 약 15분 후부터 호기 말 이산화탄

소 분압이 53 mmHg까지 상승하면서 잠시 후 외견상 이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하 기종이 환자의 경부, 액와부, 

광대활(zygomatic arch) 하부의 안면에서 관찰되었다. 당시 활

력 징후는 혈압 126/76 mmHg, 심박수 81회/분, 산소 포화도 

98%로 정상 소견을 보 으며 기도압 증가 소견도 보이지 않

았다. N2O 사용 중지 후 양쪽 폐 청진상 호흡음 감소 소견

은 없었고 활력 징후도 정상이었으며 기도압 상승도 미미하

여 기흉 발생 가능성은 일단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

술을 계속 진행하 다.

  지속적인 혈압 감시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위해 요

골 동맥을 천자하 으며 피하기종 발생 약 15분 후 시행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는 pH 7.28, PaCO2 50.7 mmHg, PaO2 

279.0 mmHg, SaO2 99.6%, base excess -2.9 mEq/L로 호흡성 

산증 소견을 보 으며 이 때 FiO2는 0.6,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51 mmHg 다. 피하기종을 발견한 후부터 호흡수를 

13회/분으로 증가시킨 후 점차 환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

으며 활력징후는 수술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가스 주입 중단 약 30분 후 시행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pH 7.36, PaCO2 42.5 mmHg, PaO2 366.8 mmHg, SaO2 99.8%, 

base excess -1.9 mEq/L로 정상 소견을 보 으며 이 때 FiO2

는 1.0,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41 mmHg 다.

  4시간 30분 만에 수술이 끝난 후 환자는 회복실로 이송되

었으며 환자의 호흡과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 후 

기관내 튜브를 발관하 다. 이 후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

서 경부와 액와부의 피하 기종은 조금 남아있었으나 기흉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병실로 이송된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수술 8일 뒤 퇴원하 다.

고      찰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은 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재원 일수를 줄일 수 있고 미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수술 시 적절한 시야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지속적 경부 피

하 조직 내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피하 기종, 과탄산 혈

증, 기흉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4)

  특히, 피하 기종에 따른 과탄산 혈증은 환자의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되는데 동맥 내 이산화탄

소의 증가는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중 catecholamine의 

농도를 증가시켜 고혈압, 빈맥, 부정맥 등을 유발시키며, 과

탄산 혈증이 지속되어 호흡성 산증에 이르게 되면 마취되어 

있는 환자에서 적절히 호흡 조절을 하지 못한 경우 산증이 

심화되어 결국 심혈관계와 더불어 중추 신경계 억제를 초래

하게 된다.5-7)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하 기종과 

과탄산 혈증의 예측 인자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50 

mmHg 이상, 200분 이상의 수술 시간, 6개 이상의 수술 도구 

삽입 및 65세 이상의 고령 등이 있다고 하며 기존의 심장 

질환, 폐 질환, 고혈압 등은 피하 기종의 발생 빈도를 증가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 다.8)

  복강경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이산화탄소 주입 전보다 점차 증가하여 주입 후 15-30분이

면 평형상태를 이루게 된다.
9)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는 

주된 기전은 주입 장소로부터의 흡수 때문이라고 하며 주입 

가스의 확산성과 접촉면의 넓이, 접촉면의 관류상태에 향

을 받는다고 한다.10)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평형 상태에 도달

하는 것은 체내 이산화탄소 저장 용적의 한계와 접촉면에 

대한 압력 증가로 국소 관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1)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은 복강경 수술과 달리 복강 외로 이

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경우로 Mullet 등은12) 복강내 이산화탄

소 주입 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시간이 지나면 평형

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복강외 이산화탄소 주입 시에는 호

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주입 내내 계속 증가하 으며 체내

로의 이산화탄소 확산이 더 현저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하

으며 그 이유로 복강외 이산화탄소 주입이 이산화탄소와 접

촉하는 교환면의 성질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복강외 공간의 계속적인 박리로 

인하여 이산화탄소가 교환될 수 있는 접촉면이 증가하기 때

문이라고 하 다. 그러므로 복강외 이산화탄소 주입 시에는 

주입 압력이 피하 기종과 과탄산 혈증의 예방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Bellantone 등은13)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에서 경부 이산화탄

소 주입 압력을 10 mmHg로 유지시 안전하며 15 mmHg 이

상인 경우 산혈증과 혈역학적 변화를 보이며 주입 압력이 

높을 수록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정상화가 늦어지기 때

문에 주입 압력을 10 mmH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수술 시야를 확보하면서 피하 조직으로의 현저한 이

산화탄소 흡수를 방지하여 혈역학적 변화 없이 수술을 진행

하기 위해서 6 mmHg 정도의 주입 압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보고들도 있다.14,15)

  Rubino 등은16) 동물 실험에서 주입 압력이 15 mmHg 이상

인 경우 경부 정맥 혈류의 감소로 인해 뇌압이 심하게 증가

하기 때문에 주입 압력을 10 mmHg 이상 올리지 말도록 제

안하 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주입 압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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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피하기종은 대부분 대증적 치료만으로도 수일 내 흡수되

는 경과를 거치나, 호흡 부전, 심박조율기 오작동, 기도 압

박, 심혈관계 불안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쇄골하 절개, 흉관 삽입, 기관절개술, 혹은 내경이 큰 도관을 

통한 배기술 등 침습적인 치료들이 시행되었으나, Beck 등은17) 

만성폐기종 환자에서 발생한 심한 피하기종의 치료로서 14- 

gauge angiocatheter를 피하로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피하기종

을 제거했다고 하 다. 본 증례에서는 피하기종에 동반되는 

합병증들의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과탄산혈증의 교정 

후 수술 종료 시까지 별다른 심혈관계 이상 징후도 관찰되

지 않았다.

  Nakano 등은18) 이산화탄소 주입을 하지 않고 경부 피부를 

거상하는 견인기를 이용한 전흉부 접근 방식으로 42명의 환

자에서 경부 내시경 시술을 하여 미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 Kim 등의19) 보고에서도 양성 갑상선 

종양을 가진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

입하지 않고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지혈이 

개선되었고 가스주입으로 인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본원에서도 갑상선 절제의 용이성에 따라 술자의 판단에 의

해 가능한 경우라면 가스 주입을 피하고 피하 견인기를 이

용한 절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증례의 경우 비교적 저압력인 8 mmHg의 주입 압력을 

사용하 으나 피하 기종 및 과탄산 혈증이 생긴 것으로 보

아 내시경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비록 저압력의 이

산화탄소 주입 압력을 사용하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

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

압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술 도중 

이학적 검사에서 피하 기종이 있으면서 폐의 청진 소견이 

정상이고 동맥혈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면 우

선적으로 피하 기종으로 인한 과탄산 혈증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Yamamoto M, Sasaki A, Asahi H, Shimada Y, Sato N, Nakajima 

J, et al: Endoscopic subtotal thyroidectomy for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Surg Today 2001; 31: 1-4.

 2. Ikeda Y, Takami H, Niimi M, Kan S, Sasaki Y, Takayama J: 

Endoscopic thyroidectomy and parathyroidectomy by the axillary 

approach. A preliminary report. Surg Endosc 2002; 16: 92-5.

 3. Eckenhoff RG: The medical gases. In: Introduction to anesthesia. 

9th ed. Edited by Longnecker DE, Murphy FL: Philadelphia, 

Saunders. 1997, pp 128-9.

 4. Gottlieb A, Sprung J, Zheng XM, Gagner M: Massive subcutaneous 

emphysema and severe hypercarbia in a patient during endoscopic 

transcervical parathyroidectomy using carbon dioxide insufflation. 

Anesth Analg 1997; 84: 1154-6.

 5. Pearce DJ: Respiratory acidosis and subcutaneous emphysema 

dur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Can J Anaesth 1994; 41: 

314-6.

 6. Wahba RW, Tessler MJ, Kleiman SJ: Acute ventilatory compli-

cations during laparoscopic upper abdominal surgery. Can J 

Anaesth 1996; 43: 77-83.

 7. Mikami O, Kawakita S, Fujise K, Shingu K, Takahashi H, Matsuda 

T: Catecholamine release caused by carbon dioxide insufflation 

during laparoscopic surgery. J Urol 1996; 155: 1368-71.

 8. Murdock CM, Wolff AJ, Van Geem T: Risk factors for hypercarbia, 

subcutaneous emphysema, pneumothorax, and pneumomediastinum 

during laparoscopy. Obstet Gynecol 2000; 95: 704-9.

 9. Baraka A, Jabbour S, Hammoud R, Aouad M, Najjar F, Khoury 

G, et al: End-tidal carbon dioxide tension dur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Correlation with the baseline value prior to carbon 

dioxide insufflation. Anaesthesia 1994; 49: 304-6.

10. Magno R, Medegard A, Bengtsson R, Tronstad SE: Acid-base 

balance during laparoscopy. The effects of intraperitoneal in-

sufflation of carbon dioxide and nitrous oxide on acid-base balance 

during controlled ventilation. Acta Obstet Gynecol Scand 1979; 58: 

81-5.

11. Lister DR, Rudston-Brown B, Warriner CB, McEwen J, Chan M, 

Walley KR: Carbon dioxide absorption is not linearly related to 

intraperitoneal carbon dioxide insufflation pressure in pigs. Anes-

thesiology 1994; 80: 129-36. 

12. Mullet CE, Viale JP, Sagnard PE, Miellet CC, Ruynat LG, 

Counioux HC, et al: Pulmonary CO2 elimination during surgical 

procedures using intra- or extraperitoneal CO2 insufflation. 

Anesth Analg 1993; 76: 622-6.

13. Bellantone R, Lombardi CP, Rubino F, Perilli V, Sollazzi L, 

Mastroianni G, et al: Arterial PCO2 and cardiovascular function 

during endoscopic neck surgery with carbon dioxide insufflation. 

Arch Surg 2001; 136: 822-7.

14. Son MJ, Kim HS, Kim YH, Nam HW, Lee HS, Wie HW, et al: 

Evaluation of safety and usability of low pressure carbon dioxide 

insufflation in endoscopic thyroidectomy.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320-4.

15. Ochiai R, Takeda J, Noguchi J, Ohgami M, Ishii S: Subcutaneous 

carbon dioxide insufflation does not cause hypercarbia during 

endoscopic thyroidectomy. Anesth Analg 2000; 90: 760-2.

16. Rubino F, Pamoukian VN, Zhu JF, Deutsch H, Inabnet WB, Gagner 

M: Endoscopic endocrine neck surgery with carbon dioxide 

insufflation: the effect on intracranial pressure in a large  animal 

model. Surgery 2000; 128: 1035-42.

17. Beck PL, Heitman SJ, Mody CH: Simple construction of a sub-

cutaneous catheter for treatment of severe subcutaneous emphy-

sema. Chest 2002; 121: 647-9.

18. Nakano S, Kijima Y, Owaki T, Shirao K, Baba M, Aikou T: 

Anterior chest wall approach for video-assisted thyroidectomy using 



 이우경 외 6인：내시경 갑상선절제술과 피하 기종

901

a modified neck skin lifting method. Biomed Pharmacother 2002; 

56(Suppl 1): 96s-99s.

19. Kim JS, Kim KH, Ahn CH, Jeon HM, Kim EG, Jeon CS: A clinical 

analysis of gasless endoscopic thyroidectomy. Surg Laparosc Endosc 

Percutan Tech 2001; 11: 26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