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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도유지는 마취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응급 상황 및 

중환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한 기관내삽관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후두경 사

용으로 인한 강력한 자극으로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이 

크고 기도 및 주위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기관내삽관

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술기에 대한 숙련도를 필요로 하며 

후두경 조작에 의한 성문의 노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관

내삽관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 상황인 경

우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환기하거나 후두마스크 (larynge-

al mask airway, LMA)1) 및 CombitubeⓇ를2) 사용하게 되었고 최

근 후두튜브(laryngeal tube, LTⓇ, VBM Medizintechnik GmbH, 

Sulz, Germany)가3) 개발되어 연구되고 있다.

  LTⓇ는 식도폐쇄기(esophageal obturator airway)의 한 변형

으로서 한 개의 관으로 되어 있고 위내용물 역류를 막아주

는 작은 기낭이 끝부분에 위치하고 튜브 가운데 위치한 큰 

기낭이 인두 상부를 막아 주며 두 기낭 사이에 있는 구멍

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고안되어 있다.

  LTⓇ는 1999년 유럽에서 응급 상황이나 전신마취에서 기

도유지의 수단으로 소개되었고 윤리적인 문제와 안전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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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aim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laryngeal tube (LT) insertion conditions at 3.0 and 3.5μg/ml effect 

site concentrations (ECs) during anesthesia induction using the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of propofol. 

  Methods:  The forty patie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patients received TCI of propofol with a 6.0 μg/ml 

target plasma concentration (Cpt) and then an LT was inserted without the aid of a muscle relaxant when the predicted EC reached 

3.0μg/ml (group 1) or 3.5μg/ml (group 2).  The conditions of LT insertion, i.e., mouth opening, gagging, coughing, head or 

limb movement, laryngospasm, and overall ease, and hemodynamic responses were evaluated 3 min after midazolam injection, 

at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and immediately before, immediately after, 1 min after, and 3 min after LT insertion. 

We also compared times required to insert LTs, cuff volumes, and incidences of blood staining and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Results:  The conditions of LT insertion, except laryngospasm and overall eas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groups. 

The incidence of laryngospasm in group 1 (25%)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group 2 (0%) and group 2 was better than 

group 1 in terms of overall ease of insertion (P ＜ 0.05).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hemodynamic responses.  Minimum cuff volume to 60 cmH2O was 64.0 ± 8.3 ml in Group 1 and 63.9 ± 6.5 ml 

in Group 2, and time required for LT insertion was 21.0 ± 11.0 sec in Group 1 and 24.7 ± 16.6 sec in Group 2.  Postoperative 

sore throat and blood stain incidenc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groups. 

  Conclusions:  After induction with 6μg/ml of Cpt using propofol TCI for LT insertion, LT insertion at 3.5μg/ml of EC provided 

a lower incidence of laryngospasm and better overall ease than insertion at 3.0μg/ml of EC.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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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아직 실제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있어 사용된 바는 없

으나 manikin하 전신마취시 조절 호흡을 실시하거나 자발 

호흡 환자에서 산소 포화도 유지와 환기에 효과적으로 적

용된 보고가 있다.3)

  LTⓇ는 삽입 방법이 간단하며 배우기 쉽고 기관내삽관에 

비해 자극이 적어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과 기도 손상 가

능성이 적으며 안면마스크나 LMA에 비해 일회 호흡량의 

전달이 좋고3) 위역류의 위험이 있는 환자인 경우 LMA보다 

LTⓇ가 더 안전하다고 한다.4) 또한 LTⓇ는 조절 호흡을 하

는 환자에서 classic LMA와 유사한 봉압으로 환기를 유지

하고 술 후 합병증 발생 정도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하

다.5)

  목표농도 조절주입기의 사용은 정맥마취제 주입의 간편

함과 마취 깊이 조절의 용이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들로 하여금 수동조절 약물주입기보다 약물 주

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었다.6,7) 더욱이 propofol

로 마취유도시 목표농도 조절주입기에 의한 마취유도는 일

시주사보다 심혈관계 억제와 호흡기능의 저하가 적었고,8) 

LMA 삽입시 충분한 마취 깊이를 유지하여 상기도 반사를 

억제하며 성공적으로 삽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9,10) 

  Baik 등은11) propofol의 목표혈중농도를 6과 11μg/ml로 달

리하여 효과처농도가 2.5μg/ml에 도달되었을 때 목표농도

조절주입을 중단하고 LMA를 삽입한 후 효과처농도를 측정

하고 삽입상태를 비교한 결과 각각 삽입 직후의 효과처농

도는 3.0과 3.5μg/ml 으며, 삽입 직후 효과처농도 3.0μg/ml

에 비하여 3.5μg/ml에서 혈압과 심박수 반응의 악화 없이 

삽입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 다. 따라서 목표혈중농

도를 6μg/ml로 조절주입을 할 경우 목표 효과처농도를 3.5 

μg/ml 이상으로 설정하여 주입하면 높은 삽입 성공률과 삽

입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Kim 등은12) 

propofol의 효과처농도에 따른 목표농도 조절주입시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 없이 기관내삽관에 요구되는 propofol의 효과

처농도는 3.5μg/ml 이상이라고 하 다. 하지만 아직까지 

propofol의 목표농도 조절주입기에 의한 마취유도시 효과처농

도에 따른 LTⓇ 삽입상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내삽관에 비하여 자극이 적고 삽입이 용이하

며, 기존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성대밖 기도유지기

(extraglottic airway)인 LMA와 비교 시에도 전신마취시 혈역

학적인 안정성을 보이며 기도 유지기로 유용하다고 주장되

고3) 있는 LTⓇ를 목표농도 조절주입기에 의해 propofol을 목

표혈중농도 6μg/ml로 주입하면서 3.0μg/ml, 3.5μg/ml 두 가

지 효과처농도에서 근이완제 없이 삽입했을 때 전반적인 

삽입상태,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 인후 통증 정도와 혈흔

(blood stain)과 같은 합병증 발생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고, 환자 질

환과 수술 방법이 기도유지에 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

상 수술 시간이 1시간 전후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진행하 다. 고혈압, 심질환, 간질환이 있거나 위식도역류의 

가능성 및 어려운 기관내삽관이 예상되는 환자(Mallampati 

class III, IV)와 임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환자의 

연령, 성별, 체중, 키, Mallampati class,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및 흡연 여부 등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마취전투약으로 atropine 0.5 mg 또는 glycopyrrolate 0.2 

mg을 마취 유도 30분 내지 한 시간 전에 근주하고 수술실 

도착 후 환자감시장치(Sirecust, Siemens, Germany)로 각각의 

평균동맥압, 심전도,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를 감시, 기록

하 고 마취유도전 환자 혈압과 심박수를 대조치로 측정하

다. 마취유도전 midazolam 0.04 mg/kg을 정주하고 3분 뒤 

propofol 목표혈중농도를 6μg/ml로 하여 목표농도 조절주입

(Graseby 3500 anesthesia syringe pump incorporating ‘Diprifu-

sor', SIMS Graseby Limited, Hertfordshire, UK)을 시작하

다. 환자를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1군은 효과처농도가 

3.0μg/ml, 2군은 3.5μg/ml에 도달했을 때 LTⓇ를 삽입하

다. 환자 머리를 중립에 두고 저항이 있을 때까지 또는 LTⓇ

의 검은 표시선이 위 아래 치아 사이에 도달할 때까지 구인

두를 통해 여자는 4번, 남자는 5번을 삽입하고, 삽입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 다. 기낭 압력 측정기(VBM Medizin-

technik, Sulz, Germany)를 이용하여 60 cmH2O의 압력까지 

기낭을 팽창시킨 후 수술 종료 후 LTⓇ 제거시까지 60-70 

cmH2O로 유지하 고 이때 60 cmH2O에 이르는데 필요한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20) Group 2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8.0 ± 15.0 40.2 ± 15.2

Sex (M/F) 13/7 16/4

Weight (kg)  62.5 ± 10.3  69.5 ± 12.0

Height (cm) 166.9 ± 6.7 165.6 ± 7.2

Mallampati class (1/2) 18/2 17/3

ASA (1/2) 18/2 17/3

Smoker/Nonsmoker (No.) 15/5 17/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Group 1: laryngeal tube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0μg/ml, Group 2: 
laryngeal tube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5
μg/m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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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주입량을 측정하 다. 또 가스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

고, 청진상 양측 폐에서 호흡음이 잘 청진되고 capnography

상 square wave 형태를 보이며 손(manual) 환기시 10-20 

cmH2O의 최고 기도압에서 가스 누출이 없는 상태를 성공

적인 삽관이라고 판단하 다. Midazolam 정주 전 및 3분 

후, 의식과 안검반사 소실시, LTⓇ 삽입 직전, 삽입 직후 및 

삽입 1분과 3분 후의 평균동맥압, 심박수를 측정한 후, 반

폐쇄 순환 회로로 N2O 2 L/min와 O2 2 L/min을 흡입투여하

고, fentanyl 1μg/kg와 rocuronium 0.3 mg/kg을 정주하면서 

기계 호흡으로 이행하 다. 삽입 3분 후 굴곡기관지경(tra-

cheal intubation fiberscope, Olympus LF-2, Olympus optical, 

Japan)을 이용하여 LTⓇ의 기도 내 위치(1 [excellent] = 성대

가 완전히 보이는 경우, 2 [good] = 성대가 부분적으로 보이

거나 피열연골이 보이는 경우, 3 [sufficient] = 후두개만 보

이는 경우, 4 [poor] = 후두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13) 

및 LTⓇ 내 분비물 발생정도(negligible = 흡인이 필요 없는 

경우, mild = 1-2회 흡인이 필요, moderate = 3회 이상 흡

인이 필요)를 관찰하 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환자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인후 통증의 정도와 혈흔 

유무를 관찰하여 비교하 다.

  LTⓇ 삽입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구정도(0 = 충분, 1 = 

부분적, 2 = 전혀 안됨), 구역(0 = 전혀 없음, 1 = 약간, 2 = 

심함, 삽입 불가에 의한 평가 불가), 기침(0 = 전혀 없음, 1 

= 약간, 2 = 심함, 삽입 불가에 의한 평가 불가), LTⓇ 삽입

시 두부나 사지의 움직임(0 = 무, 1 = 유, 삽입 불가에 의한 

평가 불가)과 후두경련(유, 무, 삽입 불가에 의한 평가 불

가)에 대해 평가하고 전반적인 용이도는 각각 삽입상태 항

목의 점수 합을 구하여 0-2점은 쉬움(easy), 3점 이상 및 

후두경련 발생 시 어려움(difficult), 그리고 삽입 불가능으로 

평가하 다. 후두경련의 판단 기준은 삽입된 LTⓇ를 통해 

보조 혹은 조절환기시 기도 폐쇄로 인해 전혀 환기가 되지 

않거나 목의 양 측면에서 청진시 협착음이 들리거나 호기

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에서 파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15초 이상 지속될 때로 하 다. 연구 전반에 걸쳐 LTⓇ 삽

입과 삽입상태의 평가는 마취과의사 한 사람에 의해 이루

어졌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고, 혈압과 심

박수의 변화는 midazolam 투여 전에 측정한 수치를 기준으

로 그에 대한 백분율의 변화를 보았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1.0)를 이용하여 군간 비교에는 각군의 환자에서의 

나이, 체중, 키 및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들을 비교하기 위

해서 unpaired t-test를 이용하 으며, 성별, Mallampati class,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흡연 여부, 각 효과처농도에서 

LTⓇ 삽입상태, 굴곡기관지경 점수와 분비물 정도 및 술 후 

인후 통증과 혈흔 유무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군 내에서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 비

교에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하 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Propofol의 목표혈중농도 6.0μg/ml로 마취유도시 3.0μg/ml, 

3.5μg/ml 두 가지 효과처농도에서 LTⓇ 삽입 상태를 비교해 

보면 개구정도, 구역, 기침, 두부나 사지의 움직임은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후두경련은 1군(25%)에서 2

군(0%)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 ＜ 0.05). 전반적인 용이

도는 1군에서 어려운 경우가 9명(45%)으로 2군의 2명(10%) 

Table 2. Patient Responses to Laryngeal Tube Insertion at Each 
Effect Site Concentr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outh opening (%)
   Full 16 (80) 18 (90)

   Partial  4 (20)  2 (10)

   Nil  0 (0)  0 (0) 0.376

Gagging (%)

   Nil 13 (65) 13 (65)

   Slight  5 (25)  6 (30)

    Gross  2 (10)  0 (0)

   NA  0 (0)  1 (5) 0.378

Coughing (%)

   Nil 17 (85) 17 (85)

   Slight  0 (0)  0 (0)

   Gross  3 (15)  2 (10)

   NA  0 (0)  1 (5) 0.549

Movement (%)

   Absent  7 (35)  7 (35)

   Present 13 (65) 12 (60)

   NA  0 (0)  1 (5) 0.595

Laryngospasm (%)

   Absent 15 (75) 19 (95) 

   Present  5 (25)  0 (0)

   NA  0 (0)  1 (5) 0.039*

Overall ease (%)

   Easy 11 (55) 17 (85)

   Difficult  9 (45)  2 (10)

   Impossible  0 (0)  1 (5) 0.03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percentage within group). Group 1: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0μg/ml, 

Group 2: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

tion reached 3.5μg/ml. *: P ＜ 0.05 as compared with Group 1. 

NA: not asses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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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으나(P ＜ 0.05) 2군의 1명의 경우 

효과처농도 3.5μg/ml에 도달시 삽입이 불가능하여 재차 삽

입하여 4.3μg/ml에서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Table 2). 

  기낭을 60 cmH2O까지 팽창시킨 후 측정한 평균 공기주

입량은 각각 64.0 ± 8.3 ml (1군), 63.9 ± 6.5 ml (2군)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삽입에 소요된 시간도 각각 21.0 ± 

11.0 sec (1군), 24.7 ± 16.6 sec (2군)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3).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는 midazolam 정주 전 값을 기준으

로 ± 20% 내외로 안정적이었으며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평균동맥압은 midazolam 정주 3분 후부터 삽입 

직전까지 유의하게 감소(1군: 86.9 ± 12.7%, 2군: 82.1 ± 

11.0%)하 고 삽입 직전 값에 비해 삽입 직후 유의하게 증

가하 다(P ＜ 0.05). 심박수의 변화는 두 군 모두 의식소실

시부터 midazolam 정주 전 값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고

(P ＜ 0.05), 두 군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굴곡기관지경으로 관찰한 LT
Ⓡ 위치는 후두부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1, 2군에서 각각 15명, 13명이었고 후

두개만 보이는 경우가 각각 4명, 5명, 성대가 완전히 보이

는 경우가 각각 1명씩이었고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분

비물의 정도는 약간에서 중등도를 보인 경우가 1군에서 12

명, 2군에서 9명으로 2군에서 적었으나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Table 4).

  술 후 인후 통증을 보인 경우는 두 군에서 각각 3명씩

(15%)이었고, 발관시 LTⓇ에 혈흔도 1군에서 3명(15%), 2군

에서 2명(10%)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혈흔이 있던 

5명중에서 1군의 1명만이 술 후 인후 통증을 호소하 다

(Table 5).

Table 4. Fiberoptic Score and Secre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beroptic score (%)

   Poor 15 (75) 13 (65)

   Sufficient  4 (20)  5 (25)

   Good  0 (0)  1 (5)

   Excellent  1 (5)  1 (5) 0.740

Secretion (%)

   Negligible  8 (40) 11 (55)

   Mild 10 (50)  6 (30)

   Moderate  2 (10)  3 (15) 0.4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numbers (percentage within group). Group 1: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0

μg/ml, Group 2: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5μg/m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able 3. Cuff Volume and Insertion Ti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uff volume (ml) 64.0 ± 8.3 63.9 ± 6.5 0.692

Insertion time (sec) 21.0 ± 11.0 24.7 ± 16.6 0.8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0μg/ml, Group 2: laryn-

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5

μg/m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Fig. 1. Percent changes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Data are mean ± SD. Group 1: laryngeal tube was in-
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0μg/ml, Group 2: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5μg/m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3 MDZ: 3 min after midazolam injection, LOC: loss of con-
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LT insertion, 
AI: immediately after LT insertion, 1 AI: 1 min after LT inser-
tion, 3 AI: 3 min after LT insertion. *: P ＜ 0.05 as compared 
with the pre-induction value within group, 

†
: P ＜ 0.05 as com-

pared with the previous value with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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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Propofol을 이용하여 목표혈중농도 6.0μg/ml로 마취유도시 

효과처농도 각각 3.0μg/ml, 3.5μg/ml에 따른 LTⓇ의 삽입상

태를 비교한 결과, 개구정도, 구역, 기침 및 두부나 사지의 

움직임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효과처농도 

3.5μg/ml에서 3.0μg/ml보다 후두경련은 유의하게 적었고 전

반적인 삽입 용이도에서 통계적으로 용이하 고, 혈역학적 

변화, 삽입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 공기주입량과 술 후 인

후 통증 및 혈흔과 같은 합병증 발생에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LTⓇ는 안전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적 사용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기도유지기로서 응급 상황에

서 삽입의 용이함을 이용해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 유용하

게 적용된 바 있고,14) 불안정한 경추 손상 환자에서 마스크 

환기시 기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목의 신전이나 턱당김과 

같은 조작 없이 환자의 두경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적

절한 환기가 가능하 다고 한다.15) 현재 성대밖 기도유지기

인 LTⓇ와 LMA,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TM (PLMA)를 

비교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5,16-19) Oh 등의16) 2시간 

이내 전신 마취를 위한 기도유지기로서 LTⓇ, LMA, PLMA

를 비교한 연구에서 LTⓇ는 적절한 환기 및 산소포화도 유

지가 가능했고 다른 기도유지기구로의 전환이 필요 없으며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하 다.

  LTⓇ와 LMA의 삽입 용이도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LTⓇ 

삽입 성공률은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5,17-19) Miller 

등은4) 자발 호흡으로 마취 관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3 

mg/kg propofol 일시 주입과 1μg/kg fentanyl을 이용하여 LTⓇ

를 삽입했을 때 삽입 성공률은 41%로, 100%인 LMA에 비

해 매우 낮아 기도유지기로서 부적합하다고 하 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LTⓇ는 초기 형태로 두개의 기낭 사이에 환

기를 위한 구멍이 한 개만 있는 것으로 기도유지 실패의 

기전으로 기낭에 공기 주입시 후두개가 접혀져 후두 입구

를 막거나 후두개가 앞쪽 기낭 가까이 위치한 환기 구멍을 

막아 기도 폐쇄를 유발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최근에 

개발된 기본 환기 구멍이 두개에 부가적인 2개의 측부 환

기 구멍을 지닌 LTⓇ를 사용시 삽입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본 연구 및 높은 성공률을 보인 

Cook 등의 연구에서5) 삽입 성공률이 97%로 마취유도와 유

지 및 각성시까지 잘 유지되어 이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삽입 성공률의 차이는 LTⓇ의 구조적 차이뿐

만이 아니라 propofol 일시주입법이 아닌 목표농도 조절주입

으로 적절한 마취 깊이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기계 호

흡을 실시하 기에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여겨

지며 본 연구에서도 최근에 개발된 LTⓇ를 이용하여 

propofol의 목표조절 농도주입법으로 적절한 마취 깊이라고 

예상되는 효과처농도에서 근이완제 없이 LTⓇ를 삽입했을 

때 성공률은 98%(39/40명)로 Cook 등과5) Asai 등의 연구들

과19)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삽입 3분 후까지 근

이완제 없이 유지했을 때와 그 후 근이완제를 투여하고 기

계호흡으로 이행한 후에도 술 후까지 환기가 잘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기도유지기로서 LMA를 대안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후두경련은 효과처농도 3.5μg/ml에서는 

없었지만 3.0μg/ml에서 25%로 나타났다. 성대밖 기도유지

기인 LTⓇ의 삽입시 개구정도, 기침, 구역, 움직임, 후두경련 

중 후두경련은 빈도가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효과처농도 3.0μg/ml에서 5명(25%)은 진정한 의미의 후두경

련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성대 폐쇄(transient cord closure) 

현상으로 마취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처치 없이 목표농도 조절주입기의 효과처농도가 높

아짐에 따라 해소되었다. 따라서 LTⓇ 삽입시 propofol의 효

과처농도를 3.5μg/ml 이상으로 하거나 보조적으로 fentanyl

이나 alfentanil 등의 아편유사제의 병용투여,20) 근육이완제의 

소량 투여,21) lidocaine 정주 등을22) 사용하면 삽입상태가 개

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LTⓇ 삽입 후 굴곡기관지경으로 LTⓇ 

위치를 확인하 는데 약 8%에서만 성대를 볼 수 있었고 대

부분에서는 구조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Dörges 등

의23) LTⓇ가 성대를 완전히 보여주었다고 한 연구와 상반된 

결과인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임상적 연구가 아닌 manikin

에 대한 연구이며, 실제 임상적으로 적용한 Cook 등은5) LT
Ⓡ 거치시 성대를 볼수 있는 경우가 42%로 본 연구와 비교

하여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으

로는 마취유도시 fentanyl과 rocuronium을 써서 삽입 상태가 

Table 5. Incidences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and Blood Stai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ore throat 

   No 17 (85) 17 (85)

   Yes  3 (15)  3 (15) 1.000

Blood stain 

   No 17 (85) 18 (90)

   Yes  3 (15)  2 (10) 0.6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percentages within group). Group 1: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0μg/ml, 

Group 2: laryngeal tube was inserted when effect site concentration 

reached 3.5μg/m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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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다 더 수월하 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 결과는 

PLMA의 91%의 기도구조물 확인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 원

인으로는 PLMA에 비해서 LTⓇ의 환기 구멍이 작기 때문이

라고 하 고 본 연구에서도 가스 환기를 위한 구멍이 작고 

후두개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바로 환기 구멍 하부에 위치

하여 굴곡기관지경이 작은 환기 구멍을 통과하여 성대 및 

기도 구조물을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후두개가 환기 

구멍을 폐쇄하 던지 기도내 폐쇄가 발생하 다면 기계호

흡으로 이행 후 마취유지가 어려웠을 것이나 별문제 없었

다는 점등을 고려 할 때 LTⓇ의 작은 환기 구멍 등의 구조

적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거나 마취 깊이를 깊게 하거나 

근이완제 혹은 아편유사제 등을 써서 삽입상태를 향상시키

면 LTⓇ의 적절한 기도내 위치 확인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

되나 이에 관하여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 LTⓇ 삽입에 소요된 시간을 LTⓇ를 쥘 때

부터 첫번째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로 하 고 1군

이 21.0 ± 11.0 sec, 2군이 24.7 ± 16.6 sec로 두 군간에 차

이는 없었다. 이것은 Lee 등의24) 연구에서 보여준 33.4초보

다 짧았는데 삽입을 시행한 마취과의사의 숙련도 차이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기낭압을 60 cmH2O까지 올리는데 필

요한 기낭의 평균 공기주입량도 1군에서 64.0 ± 8.3 ml, 2

군이 63.9 ± 6.5 ml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

는 Oh 등의16) 연구에서 보여준 기낭의 평균 공기주입량인 

69.9 ± 0.5 ml와 유사한 값이었다. 그러나 Lee 등의24) 연구

에서는 65 cmH2O로 기낭을 팽창시키는데 4번 튜브가 75.0 

± 6.6 ml, 5번 튜브인 경우 79.0 ± 1.4 ml로 본 연구보다 

공기 주입량이 더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60 cmH2O로 기

낭을 팽창시켜서 더 적은 주입량이 필요했으리라 본다. 

Agro 등의25) 연구에서도 60-70 cmH2O로 주입하 고 제조회

사의 권장압력도 이와 비슷하여 본 연구에서는 60 cmH2O로 

기낭 팽창을 시작하 으며 기계호흡으로 전환하여 환기시 

공기가 새는 경우는 없었다.

  두 군간 혈압 변화는 술 중 마취유도 전 값을 기준으로 

± 20% 내외로 안정적이었으며 평균 동맥압은 마취유도 전

보다 유도 후 삽입시까지 감소하 고, 삽입 직후 삽입 직전 

값과 비교하여 증가하 다가 그 후 감소된 소견을 보 는

데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심박수의 변화는 두 군에서 

의식소실시부터 삽관 3분 후까지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두 군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목표 혈중농도 조절주입기를 이용하여 효과처농도에 도달

시 삽입하는 방법을 이용하 는데 이는 일시 주입보다 혈

압하강의 정도가 적고 적절한 마취심도에서 삽입하므로 자

극이 적고 따라서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도 적었을 것이

라 생각된다.8) Lee 등의24) 연구에서는 근이완제 없이 propo-

fol을 2 mg/kg과 fentanyl 1μg/kg을 사용하여 마취유도 후 

100μg/kg/min으로 유지시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평균 동

맥압, 심박수 모두 마취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본 연구와는 다르게 삽입 직전 값에 비해 삽입 직

후 값이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는데 fentanyl 투여로 인

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 

Oh 등의16) 연구에서도 LTⓇ삽입이 기관내삽관보다 심박수, 

혈압 상승과 같은 혈역학적 변화가 적었다고 하 다. 

  술 후 인후 통증과 혈흔의 비교에서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Oh 등의16) 연구에서는 LTⓇ가 LMA나 기관내튜브

보다 인후 통증과 혈흔이 많았으며, 이는 LTⓇ 원위부 말단

이 상부 식도에 위치해야 하는 어려움과 시술자의 경험 부

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 다. 그러나 Asai 등의26) 연구에

서는 LTⓇ 제거시 혈흔은 없었고 경도의 인후 통증만 보

으며 기타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 인후 통증의 

원인이나 기전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Rieger 등은27) 기

낭 압력이 증가할수록 인후 통증이 심할 것이라 가정하고 

기낭압을 달리하여 LMA를 삽입한 후 술 후 인후 통증 정

도를 비교하 는데 기낭압 증가와 인후 통증은 유의한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고, Burgard 등은28) 기낭압이 높

은 경우 삽입 60분내에서 인후 통증에만 향을 준다고 했

다. 또 LTⓇ 거치시 아산화질소의 향으로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기낭 압력이 증가하여 필요시마다 공기를 제거해

야 했는데 아산화질소 사용이 LTⓇ의 기낭압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한 바 있고, 따라서 LTⓇ 

사용시 구인두의 허혈성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취 중 기

낭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29) 본 연구에서는 

기낭압이 술 후 인후 통증과 같은 합병증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해 술 후 LTⓇ 제거시까지 압력계로 60-70 

cmH2O로 유지했고 인후 통증은 1, 2군에서 15% 고 혈흔

은 각각 15%, 10%로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1군

에서 혈흔이 있던 환자 중 1명만이 인후 통증을 호소한 점

으로 보아 혈흔과 인후 통증의 상관성에 관하여 단정을 내

리기는 어려우며 두 합병증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propofol을 이용하여 목표혈중농도 6.0μg/ml로 

마취유도시 효과처농도 3.0μg/ml, 3.5μg/ml로 달리하여 LTⓇ

를 삽입한 결과 효과처농도 3.5μg/ml에서 후두경련이 적고 

전반적인 용이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으나, 혈압과 심박

수 변화와 술 후 합병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목표혈중농도 6.0μg/ml로 마취유도시 효과처농도 3.5μg/ 

ml 이상에서 LTⓇ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목표혈중농도 및 효과처농도를 다양하게 설정한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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