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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stent는 기관의 질환이나 인위적인 손상으로 인한 기

관폐쇄를 가진 환자에서 수술이 적응이 되지 않을 때 사용

되는 치료방법이다.1,2) 이런 기관 stent를 가진 환자에서 기

도이외의 시술이나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가 필요할 경우 

미리 설치되어 있는 기관 stent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기도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고무재질인 silastic stent나1,3-5) 

금속재질인 metal stent
2,6) 모두 잠재적 위치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관내 삽관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방법은 삽관튜브에 의한 기관 stent의 위치 변동, 손상 및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7,8)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하다. 

  저자들은 뇌실복막 문합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T 튜

브 기관 stent가 거치된 환자에서 T 튜브의 기도외 말단(ex-

tratracheal end)으로 환기를 하면서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 LMA)를 이용하여 성문 쪽으로의 공기누출을 차단

하여 기관내 삽관 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유지 및 마취 

관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60 kg인 43세 여자 환자가 뇌수종으로 뇌실복막 문

합을 위해 수술이 예정되었다. 환자는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좌상성 뇌내출혈과 혈흉을 동반한 다발성 늑골 골절, 양쪽 

경골 골절, 혈복강 등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렴을 치료하

기 위해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2개월 후 CT 촬 에서 기

관절개 부위부터 기관 분기부 직상방까지의 기관 내경이 5 

mm 정도로 좁아진 기관협착 소견이 보 다(Fig. 1). 환자는 

타병원으로 전원 되어 좁아진 기관에 반복적으로 기계적 

확장(mechanical dilatation)후 내경 12 mm의 T 튜브 기관 

stent (Montgomery T-tube 12 mm, Koken CO. Ltd, Japan)를 

기관내로 거치하고 다시 본원으로 이송되었다(Fig. 2).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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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자의 의식은 혼수 상태 고 동맥혈 가스검사 및 다른 

검사 소견상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수술 전 술자와 상의

하여 환자가 거치하고 있는 T 튜브 stent를 뽑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 으며 T 튜브 stent의 기도외 말단을 

통하여 작은 내경의 기관내 삽관튜브를 거치하기로 계획하

다. 마취 전처치로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실 도착 

30분전에 근주하 으며 수술실에서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

소계측기를 감시 장치로 부착하 다. 수술실에서 마취 유도 

전 내경 5 mm의 기관내 삽관튜브를 T 튜브 stent의 기도외 

말단으로 삽입하려고 하 지만 기관내 튜브가 T 튜브내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더 작은 내경의 튜브는 기도내압 상승 

및 환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시도하지 않았다. 곧 술자

와 상의한 끝에 T 튜브 stent의 기도외 말단으로 환기하는 

방법으로 마취 계획을 변경한 후 내경 8 mm 기관내 삽관 

튜브에서 말단 이음부(connector)만 분리하여 T 튜브 stent의 

기도외 말단에 연결을 하고 Y 형 이음부 및 파형튜브를 연

결하고(Fig. 3) 100% 산소로 호흡보조를 하면서 propofol 80 

mg을 정주하 다. 환자의 안검 반사가 소실된 것을 확인하

고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4번 후두마스크 

(LMA, The Laryngeal Mask Company Ltd. Singapore)를 삽입

하고 20 ml의 공기로 기낭을 팽창시킨 후 LMA의 연결부위

를 작은 뚜껑으로 막아 T 튜브 stent의 상부 기도 말단으로

의 공기누출을 차단하 다. LMA의 위치는 소아 기관지 내

시경(LF-DP, Olympus, Japan)으로 확인하 으며, T 튜브 

stent의 기관외 말단 쪽으로 20 cmH2O의 기도압력에서 기낭 

주위로 공기누출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LMA가 려나오

지 않도록 반창고로 고정한 후 근육 이완제 rocuronium 1.0 

mg/kg를 투여하 다. 환자의 마취유지로 isoflurane 1-1.5%, 

아산화질소 및 산소 각각 2 L/min를 투여하 으며 일회 호

흡량 10 ml/kg와 분당 호흡수 10회로 호흡기를 설정하 다. 

수술시 환자 자세는 환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

서 진행되었으며 최대 기도압은 18 cmH2O로 유지되었다

(Fig. 4). 수술 종료 후 환자의 자발호흡이 충분히 돌아왔을 

때 LMA를 제거하 으며 제거 후에도 환자의 환기는 정상

Fig. 1. Three dimensional CT view is representing severe tracheal 

stenosis from tracheotomy tube tip to carina.

Tracheal stenosis

Fig. 2. This picture is representing a T-tube stent (Montgomery T-tube 

12 mm, Koken CO. Ltd, Japan) which is extended to lower intra-

tracheal side with the same material. 

Fig. 3. T-tube stent is connected with ventilatory apparatus and the 

vocal cord side of T-tube stent is blocked with #4 laryngeal mask 

airway. 

T-tube stent

LMA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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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 있었다. 환자는 2개월 후 뇌실복막 문합시술을 

다시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왔다. 두 번째 수술 시는 

LMA로 직접 환기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기도저항이 

크고 LMA 기낭주위로 공기누출이 심해 실패하 으며 전술

한 T 튜브 stent를 통한 환기와 LMA를 이용한 공기누출차

단 방법을 다시 적용하 고 공기누출과 같은 문제점은 일

어나지 않았다. 

고      찰

  기관 stent는 크게 silastic stent와1,3-5) metal stent로2,6) 나눌 

수 있다. Silastic stent는 비교적 가격이 싸고 거치 및 제거

가 용이하며 stent 안쪽으로 종양조직이나 육아조직(granu-

lation tissue)의 형성 가능성이 적은 이점이 있지만 거치한 

stent의 위치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거치 시 반드시 

경직성 기관지경이 필요하며 분비물이 stent 내벽에 붙을 수 

있어 기도 폐쇄와 같은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7,8) 

이에 반해 metal stent는 불규칙적인 기관내벽이라도 지지하

는 힘이 강해 새롭게 만든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상피

조직의 재생(epithelialization)이 좋은 반면 한번 거치하면 

구적으로 두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2,6-8) 본 증례에서 사용한 

Montgomery T 튜브는 흔히 사용되는 silastic stent로 기관절

개 튜브 기능 뿐 만 아니라 stent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기관손상이나 기관절제 및 단단 문합(end to 

end anastomosis) 후 재건된 기관을 지지할 목적으로, 흉곽 

내 기관 협착(intrathoracic stenosis)시는 stent로서 이용되고 

있다.3,4,9) 이러한 Montgomery T 튜브 stent를 거치하고 있는 

환자의 마취 및 기도 관리 시 T 튜브 stent의 구조와 특성

을 이해하고 마취할 필요가 있다. 본 증례의 경우 T 튜브 

stent가 일시적 제거가 가능하고 다시 삽입할 수 있는 sila-

stic stent 지만 T 튜브 stent를 제거하지 않고 마취 및 기도 

유지를 하 다. 왜냐하면 stent를 뽑고 다시 넣을 경우 반드

시 경직성 기관지경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확장 후 거치해

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례의 경우 기관 stent를 거치

하기 전 기관협착이 기관절개 부위부터 기관 분기부 상방

까지 모두 좁아져 있는,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기관협착이 

있는 경우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를 위해 이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 자체가 급성 기도폐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하 다. 

  Montgomery T 튜브 stent는 기관외 말단과 상부 및 하부 

기관내 말단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의 전신마

취시 기관외 말단이나 상부 기관내 말단 중 어느 한쪽을 

막아야 조절호흡이 가능하다. T 튜브 stent의 거치시나 거치

된 환자에서의 마취 및 기도관리에 대한보고는 많지 않지

만 Mather 등은9) 이러한 튜브의 거치 후 기도관리방법에 대

해 3가지 방법을 소개하 다. 첫째, 기관외 말단으로 For-

garty 혹은 embolectomy 카테터를 넣어 상부 기관내 말단을 

막고 기관외 말단으로 기낭이 있는 작은 내경의 기관내 삽

관튜브를 넣고 양압 환기를 하는 방법이다.3) 둘째, T 튜브

의 기관외 말단을 막고 통상적인 기관 내 삽관을 하여 튜

브 끝을 stent의 상부 기관내 말단 위쪽에 거치하여 환기하

는 방법이다. 셋째, 기관외 말단이나 상부 기관내 말단으로 

고빈도 제트 카테터를 넣어 환기하는 방법이다. 본 증례의 

경우는 Mather 등이9) 제시한 방법 중 첫 번째의 경우를 고

려하 지만 5 mm 내경의 기관내튜브가 T 튜브 기관 stent

의 기관외 말단으로 들어가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

다. 또한 이 경우 Forgarty catheter로 상부 기관내 말단을 막

는 시술 자체가 복잡하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 

Mather 등이9)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기관 내 삽관 튜브를 

T 튜브 기관 stent의 상부 기관내 말단 위쪽으로 거치할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관내 삽관 튜브에 의한 stent의 위치 

변동, 손상 및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본 증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Tanigawa 등은6) 상기도 기관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기관 stent를 거치 시 LMA를 사용하 으며 stent 거치시나 

거치 후 기도가 잘 유지됨으로 LMA는 안전하고 유용한 보

조 장치라고 하 다. Guha 등도10) Montgomery T 튜브의 거

치시 LMA를 이용하 으며 T 튜브 거치 후에는 T 튜브의 

기관외 말단을 차단하고 LMA로 조절호흡을 하 다. Guha 

등은 또한 Montgomery T 튜브를 이미 거치하고 있는 환자

Fig. 4. This picture is representing the data of peak airway pressure, 

end-tidal carbon dioxide tension, and minute ventilation during the con-

trolled ventilation through the extracheal end of T-tube stent. Upper 

tracheal end of T-tube was occluded, while ventilation continued via 

the extratracheal portion of the T-tube stent, but there were no remark-

able changes in these parameters. PAWP: peak airway pressure, 

ETCO2: end-tidal CO2, MV: minut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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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관의 laser 수술시 Bain 호흡회로를 사용하 으며, 

Bain 회로 말단에 Y 이음부(connector)를 거꾸로 연결하고 

한쪽은 안면마스크를, 다른 한쪽은 T 튜브의 기도외 말단으

로 연결하여 흡기시는 양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기도관리를 하 다고 보고했다. Hung 등도11) 튜

브 형태가 아닌 Dumon stent를 거치한 환자들의 비기도 수

술에서 LMA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전신마취를 하 다고 

한다. 이에 반해 Uchiyama와 Yoshino는12) T 튜브 stent를 거

치할 환자에서 LMA의 말단을 막고 T 튜브 stent의 기관외 

말단으로 환기를 하 다고 한다. 저자들도 증례의 첫 번째 

수술에서는 Uchiyama와 Yoshino가12) 사용한 방법과 거의 유

사한 방법을 사용하 지만 T 튜브 stent를 거치하고 있는 

환자의 비기도 수술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는 처

음 시도되는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두 번째 수술시 소아기

관지경으로 LMA의 위치를 확인한 후 LMA를 통한 환기를 

시도하 지만 기도저항이 크고 기낭주위로 공기누출이 심

해 사용할 수 없었다. 

  LMA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LMA 주위로 공기누출과 흡인에 대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예방일 것이다. Guha 등이10) 사용한 Bain 호흡회로의 한쪽 

말단으로 안면마스크를 연결하여 환기하는 방법은 T 튜브

의 상부 기관내 말단이 흡인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LMA는 안면마스크를 이용하는 방

법보다는 흡인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classic LMA 대신에 proseal LMA를 이용할 경우는 drainage 

튜브를 통한 위내의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LMA를 사용할 경우라도 LMA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T 튜브의 상부 기관내 말단으로 공기

가 누출되기 때문에 흡기 및 환기 장애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등은 지속적으로 환자의 기도내압, 호기

말 이산화탄소분압 및 분시환기량을 감시하여 LMA 기낭 

주위로 공기누출 정도를 감시하 다. 본 증례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정상보다 다소 낮았는데 이는 흡기시 T 

튜브 stent의 기도외 말단에서 LMA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호기시 이산화탄소분압을 희석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T 튜브 기관 stent가 거치된 환자의 비기도수

술시 T 튜브의 기관 stent의 기도외 말단으로 환기를 하면

서 상기도말단을 LMA로 막는 방법은 T 튜브 기관 stent를 

뽑을 필요가 없으며 기관내 삽관튜브를 무리하게 거치하지 

않아도 되는 손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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