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5; 49: 705∼8
□증례보고□

Korean J Anesthesiol Vol. 49, No. 5, November, 2005

705

  기관삽관은 대부분의 전신마취 시 이용되며 마취관리에 

있어서 환자의 생체징후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

분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의 위치 변화에 따라 기도 관

리를 용이하게 하는 armored tube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삽관된 튜브는 수술 중 여러 요인에 의해서 꺾이거나 

막히거나 빠질 수 있으며 이때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하지 않으면 저산소증이나 폐 흡인 등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1997년 Huscher 등이 최초로 내시경적 갑상선 일엽절제술

을 시행한 이래,1) 미용적 관심의 증가와 환자의 재원 기간

의 최소화 등의 이점으로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은 최근

에 외과 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접근법에 따라서 

액와접근법, 유륜접근법 등이 있는데 종래의 개방성 접근법

에 비해 수술시야가 한정되어 있고 기구를 이용한 시술로,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고도의 

숙련된 술기가 필요한 수술이다.

  본 증례에서는 유륜접근법에 의한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

술 도중 발생한 armored tube의 폐쇄와 기도 열상을 경험하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63 cm, 체중 57 kg인 27세 여자 환자가 우측 갑상

선에 선종성 증식증으로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이 예정되

어 입원하 다. 10년 전에 B형 간염 보균자 진단을 받았으

나 치료는 하지 않았으며, 2년 전부터 synthyroid 제제를 복

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심전도상 

동성 빈맥 101회/분과 우심실비대 소견 보여 심초음파를 시

행하 으나 정상소견이었고, 일반 혈액검사 및 뇨검사, 생

화학검사, 흉부 방사선검사는 정상이었다.

  환자는 전처치 없이 수술방에 입실하 으며 마취유도 전 

혈압은 140/100 mmHg, 맥박수는 8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9%, 체온 36.4°C 다. 마취유도를 위해 thiopental sodium 

300 mg을 정주하여 의식 소실을 확인한 후, vecuronium 7 

mg을 정주 한 뒤 3-4분 동안 N2O 50%와 sevoflurane 4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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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수환기하면서 적절한 근 이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7.0 mm armored tube를 기관내로 삽입하 다. 삽관 후 청진 

상 양쪽 폐에서 호흡음이 균일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정하 다. 사용한 armored tube는 사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새 제품이었다.

  N2O 50%와 sevoflurane 2-3 vol%로 마취유지를 하 으

며, 혈압은 120-130/70-80 mmHg, 맥박수는 70-85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9-100%,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30-

33 mmHg, 최대흡기압은 16-18 cmH2O, 심전도는 정상인 

상태로 유지되었다. 양쪽 어깨에 높이 10 cm 정도 되는 베

개를 받혀서 목 부위를 신전시켜 자세를 잡은 뒤 수술을 

시작하 다. 마취유도 후 90여분이 지났을 때 심전도, 산소

포화도, 생체징후는 정상으로 유지되었으나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39 mmHg까지, 최대 

흡기압은 38 cmH2O로 증가하 다. 

  즉시 기계호흡을 끄고 용수환기를 시도하 는데 강한 음

압력이 느껴져, 삽관튜브가 분비물등으로 폐쇄되었음을 의

심하고, 흡인 카테터를 삽입하여 기관내 흡입을 여러 번 시

도하 으나 분비물은 나오지 않았고 카테터는 약간의 저항

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삽입이 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계속

해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과 최대 흡기압이 증가된 상태

로 변화가 없어서 굴곡성 후두경을 사용하여 튜브 내를 살

펴본 결과 튜브 내벽이 박탈되어 튜브 내경을 막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 수술자에게 수술을 중단하도록 요

청한 뒤, 즉시 튜브를 발관하고 같은 직경의 새로운 armored 

tube로 교체한 후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은 30-32 mmHg, 

최대 흡기압은 10-13 cmH2O로 유지되었고 이때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는 정상이었다.

  교체된 튜브를 조사한 결과 삽관 튜브 눈금 17.5 cm에서 

27.5 cm까지 내벽이 10 cm 박탈되어 있었고, 내경이 50% 

정도 폐쇄되어 있었다(Fig. 2).

  튜브를 교체한 지 60여분 후 내시경 monitoring상이 출혈

로 인하여 흐려졌는데, 외과의가 무리하게 시술을 하던 중 

반지연골 하방에 수직으로 약 2 cm 정도의 기도 열상이 발

생하 다. 이때 환자의 생체징후는 정상이었고 기관내삽관

튜브 사이로 가스 누출은 없었으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9%,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33 mmHg를 유지하 다. 내시경

하에 vicryl 2-0을 사용하여 기도의 열상된 부분을 봉합하

는데, 기관을 봉합할 때 혹시 튜브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를 굴곡성 내시경으로 확인하 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출혈부위를 지혈하고 남은 부위의 수

술을 진행하 으며 수술은 7시간 30여분 후에 종료되었다.

  근이완을 역전시킨 후 자발호흡이 충분히 돌아온 상태에

서 발관하 고 회복실로 이송하 다. 회복실에서 자발 호흡

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환자 자신은 숨쉬기가 대단히 힘들

고 답답하다고 호소하 다.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8 L/min

로 투여하면서 관찰하 는데 환자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계

속 호소하 고 맥박산소포화도는 88-90%, 동맥혈가스검사

상 pH 7.25, PaO2 80 mmHg, PaCO2 45 mmHg이었다.

  회복실에서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 상 폐기종 소견이 

나타나 기관 열상 봉합부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하 고 

시험적 절개술로 재수술을 시행하 는데, 봉합했던 부위 두 

군데가 풀려져 있어 다시 봉합하 다. 재수술이 끝난 후 자

발호흡이 완전히 돌아오고 동맥혈가스검사 상 정상 소견이

어서 발관하 고 회복실로 이송하 다.

Fig. 1. Fiberoptic view of the narrowed armored tube. More than 50% 

of the diameter is  obstructed by swelling of inner wall of the armored 

tube.

Fig. 2. The narrowed armored tube. It shows detachment of inner wall 

of the armored tube about 10 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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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실에서 2시간 동안 관찰하 는데 환자의 호흡이 정

상이었고 맥박산소포화도는 99%, 동맥혈가스검사 상 정상 

소견 보여 병실로 이송하 다. 입원실에서도 특별한 증상은 

없어서 외래로 추적 검사하기로 하고 8일 후에 퇴원하 다. 

3개월마다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 상 특이한 소견은 없었

으며 목소리 변화나 호흡곤란, 목근육의 이상 감각 등도 없

었다.

고      찰

  최근에는 기술과 기구의 발달에 힘입어 수술 방법이 다

양해지고 병변의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다. 

수술 환자의 위치 변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armored 기관내삽관튜브는 환자 머리 위치의 변화에 따라 

튜브가 압박되거나 꼬일 수 있는 신경외과, 두경부외과, 구

강외과 및 정형외과 등의 수술에 자주 사용되며, 이용되는 

경우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내삽관을 함

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 즉, 기관내관의 폐쇄, 내관의 위치변경, 흡인, 

하인두나 식도 기관의 천공으로 종격동염이나 기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기관내관의 폐쇄는 튜브의 꼬

임, 이물질이나 점액 또는 혈액응고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즉시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면 심각한 합병증

을 피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과 최대 흡기압이 

갑작스럽게 증가함으로서 어떤 원인이든 튜브가 폐쇄되었

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장 먼저 튜브내로 이물질을 흡인하

려고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굴곡성 후두경으로 확인한 

결과 튜브내벽이 박탈되어 있어 즉시 튜브를 교체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술 

중 갑자기 최대 흡기압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흡인 카테터

를 사용하여 기관내 흡입을 시도해 본 후 분비물이 나오지 

않고 저항이 느껴지면 튜브 폐쇄를 의심하여야 하며 바로 

굴곡성 후두경을 사용하여 확진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 제품을 사용한 본 증례에서는 기관내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stylet을 넣는 과정에서 내벽이 손상되었던 것

이 점점 더 진행되었거나, 내시경적 갑상선 수술을 하는 도

중 오랜 시간동안 압박이나 외적인 자극을 받아 내벽박탈

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rmored tube를 사용했던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튜

브가 폐쇄되었던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 Ethylen oxide gas로 

소독하여 재사용한 armored tube의 내벽이 박탈되어 튜브가 

폐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독과정에서 재질의 변형이나 

손상이 야기되어 내벽이 박탈되어 가스기포가 생길 수 있

고, 마취 중 사용되는 N2O로 인해 그 크기가 점점 커짐으

로서 내벽이 팽창되어 기도의 부분 폐쇄를 일으키는 것으

로 추정된다.2) 전신마취 시 사용된 N2O가 armored tube의 

기낭내로 확산되어 기낭이 과잉 팽창됨으로써 기낭이 튜브

의 끝을 가려 기도가 폐쇄된 경우도 있다.3)

  정상적으로 분비물은 호흡계의 섬모운동과 호기력으로 

기관지에서 근위부로 이동되어 제거되는데 흡연, 폐질환, 

비만, 노인인 경우, 수술 및 마취 등으로 이런 정상적인 활

동이 억제되어 기관내튜브 등이 폐쇄될 수 있다.4) 흡입마취

제는 기관 및 기관지에서 섬모운동에 의한 점액 분비물의 

이동을 감소시키고5) 특히 전신마취 중 건조한 흡입 가스가 

기관 및 기관지의 섬모상태에 손상을 줄 수 있다. Graff 등

도6) 기관지 점막이 건조한 가스에 의해 섬모 운동이 저하 

되고 점액의 점성이 점차 증가되어 기관내튜브를 폐쇄시켰

던 경우를 보고하 다.

  농흉과 함께 결핵으로 인하여 심하게 망가진 우측 폐를 

이중관튜브를 사용하여 전폐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응고 혈

액이 섞인 점액질에 의해 좌측 기관지내관의 끝을 막음으

로써 발생한 기도 폐쇄,7) 수술 중 응혈괴로 인해 armored 

tube가 거의 폐쇄되었던 경우도 있다.8) 중환자실에서 armored 

tube를 환자가 깨물어서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고 천공되었

던 경우,9)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많은 양의 lidocaine 

jelly를 stylet과 삽관 튜브에 바름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조한 마취가스와 반응하여 응괴를 형성하여 폐쇄를 일으

킨 경우,10) 복와위에서 armored 기관내삽관튜브를 이용하여 

수술하던 중 튜브의 이동에 의하여 튜브의 경사면이 한쪽 

벽에 착되어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를 일으킨 경우 등이 

보고 되었다.11) 이와 같이 마취 중 기관내튜브가 부분적 혹

은 완전 폐쇄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고 또 그 원인

도 다양하다.

  그 동안 외과의 여러 역에서 복강경등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갑상선 및 부갑상선에 대

한 수술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법이 도입되

고 있다.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수술에 익숙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각

도에서 경부의 정상 및 비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내시경하에 수술하면 증폭된 화면을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조작 과정을 더 정확하고 세 하게 할 수 

있어 조직 손상을 더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은 90-330분(평균 168.4분)정도 

걸리며 익숙해질수록 12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하며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수술 중 심한 출혈, 수술 중 기

관 손상으로 인해 단순 봉합해야 했던 경우, 피부 화상, 일

시적 애성 등이 보고되었다.12)

  본 예에서는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을 외과의가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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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도해 보는 경우이어서 7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내시경 수술에 익숙하지 않은 외과의가 무리하게 조작

하던 중 기관 열상이 발생하여 내시경 하에서 단순 봉합을 

했지만 다시 파열됨으로서 개복하여 봉합하 다. 회복실에

서의 통증으로 인하여 봉합부위가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적절하게 통

증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외과 역에서의 최소 침습적 수술의 역이 더욱 확대되

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마취 관리 역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마취과 의사는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본 증례에서와 같이 기

도관리와 관련한 수술에 있어서는 기도관리와 수술 후 통

증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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