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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절제술과 단단문합술은 상대적으로 드문 수술이며, 

성공적인 마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질환에 대한 원인

과 특징, 환자에 대한 수술 전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1,2) 특히 수술 중 마취과의사와 외과의 사이에 기도확보

를 위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마취과의사는 수술 전과정 동

안 외과의의 시술을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기도확보를 위

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마취 중 기도 유지 방법에는 기

관절개동안 협착부위 및 정도에 따라 기관협착 상, 하부에 

기관내 삽관을 하는 방법,1-3) 고빈도 제트환기법,4,5) 고빈도 

양압환기법과6) 체외순환을7,8) 이용한 방법이 소개되어왔다. 

  후두 마스크는 기관내 삽관에 비해 배우기가 쉽고 기관 

내 자극이나 손상을 주지 않으며 삽입에 의한 심혈관계 반

응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짧은 수술이나 기관내 삽관이 어

려운 상황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9,10) 최근에는 기관협착

과 같은 기도내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발호흡 유

지하에 삽입이 가능하고 기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술 중 굴곡성 기관지경이나 각종 카테터 삽입에 유리한 

점 등의 여러 장점 때문에 기관내 삽관대신 성공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5,11,12)

  본 증례는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 후 발생한 성문 직하방

의 기관협착증 환자에서의 기관절제와 단단문합술에서 외

과의와 유기적인 협력하에 후두마스크과 전정맥 마취를 사

용하여 성공적인 전신마취를 시행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

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75 kg, 165 cm의 49세 남자 환자가 30일 동안 기관

내 삽관하 인공호흡기 치료 후 운동 시 나타나는 심한 호

흡곤란과 목에서 나는 천명음으로 기관협착증 진단하에 기

관절제 및 단단문합술수술을 받게 되었다. 환자는 2년 전 

폐결핵 악화 후 발생한 심한 호흡곤란을 동반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으로 한 달간 기관내삽관하 인공호흡기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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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heotomy and end-to-end anastomosis is a relatively rare operation, but it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for anesthesiologists.  

During surgery, the principal anesthetic consideration is to maintain the ventilation and oxygenation throughout the procedure.  

We experienced anesthetic management of a 49-year-old man with upper tracheal stenosis after long-term intubation and ventilation 

care.  The stenotic lesion was located at 2 cm below the vocal cords, and the length of the stenotic segment was about 2 cm.  

The anesthesia was induced and maintained with intravenous propofol and alfentanil.  The airway was managed with LMA and 

distal tracheal intubation on the surgical field and we were able to maintain adequate ventilation and oxygenation throughout the 

operational period.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49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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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다른 과거력은 없었다. 환자는 이후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복용 중이었다. 

  수술 전 시행한 기관지경 검사상 섬유성 반흔으로 인해 뚜

렷한 성대모양을 찾기 어려웠으며, 성대에서 2-2.5 cm 직하 

방에 섬유성 조직에 의한 거미줄 같은 막이 관찰되었고, 가

장 좁은 부위의 협착정도는 직경 4-5 mm 정도로 추정되며 

좌측으로 치우쳐 있었다(Fig. 1). 그리고 MNIP (minimum in-

tensity projection)을 이용한 컴퓨터단층촬 술상 환상연골 바

로 밑으로 심한 협착이 2 cm 정도의 길이에 걸쳐 관찰되었

다(Fig. 2).

  항산균 염색 검사는 음성이었고, 폐기능검사상 FEV1/FVC 

2.11 (67%)/3.51 (85%)로 약간의 만성 폐쇄성 소견을 보 고 

병실에서의 맥박산소포화도는 95% 이상을 유지하 다. 의

도하지 않은 기관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전투약은 하

지 않았고 수술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계, 맥

박산소포화도 계측기를 부착하 다. 환자는 어깨 밑에 15 

cm 정도 높이로 포를 말아 넣고 머리 밑에 5 cm 정도 높이

의 베개를 넣었을 때 가장 호흡하기 편하다고 하 으며 마

취유도와 수술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 다. 모든 크기의 기

관내 튜브를 미리 준비하 고 마취유도 동안 기도폐쇄에 

대비를 하면서 100% 산소로 탈질소화한 후 1% lidocaine 30 

mg, fentanyl 100μg 정주 후 propofol 150μg/kg/min로 지속

정주 시작하 으며 100% 산소로 용수환기하 다. 협착정도

와 위치를 미리 인지한 후 경기관지경 사용없이 용수환기

가 부드럽게 됨을 확인한 후 rocuronium 50 mg을 정주하고 

4.0 크기의 후두마스크를 삽입하 다. 일회 환기량 600 ml, 

호흡수 12회로 조절호흡을 하 고 이때 확인된 기관내압은 

18-20 cmH2O 다. 마취유지는 산소, 의료용 공기, 그리고 

propofol과 alfentanil의 지속정주로 하 다. 좌측 요골동맥에 

동맥관을 거치하 고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

입하 다. 

  수술시작 후 굴곡성 기관지경으로 기관내 좁아진 부위를 

확인하고, 기관지경의 불빛을 이용하여 절개할 부위를 정하

다. 수술시작 35분 후 기관협착부위 원위부의 전벽을 절

개 후 외과의에 의해 내경 7.0 mm의 강화튜브를 절개된 기

관의 원위부에 삽관하 으며 미리 준비된 소독된 호흡기 

회로를 외과의로부터 건너 받아 인공환기를 재개하 고 이

때 걸린 기관내압은 14 cmH2O 다. 이후 외과의의 요구로 

튜브의 발관과 삽관의 반복을 통해 환기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 으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8% 이상을 계속 유지토록 

하 다. 기관협착 부위인 윤상연골에서 두 번째 기관연골고

리까지 약 2 cm를 절제하 다. 기관후벽을 문합한 후 후두

마스크를 제거하고 18 Fr. Nelaton 도뇨관을 이용하여 내경 

7.5 mm의 비강화 튜브를 역행성으로 기관내 삽관을 하

Fig. 1. Preoperative fiberoptic bron-

choscopic finding representing severe 

vocal cord damage (A) and severe 

trachea stenosis (withe arrow) at 2 

cm below vocal cord (B).
A B

Fig. 2. Computed tomography used in MNIP (minimum intensity 

projection) shows the stenotic segment of about 2 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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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삽관된 튜브를 절개한 근위부 기관지까지 진입시킨 후 

원위부 기관지에 삽입되어 있던 튜브를 제거하고 근위부의 

튜브를 더 어넣어 환기를 재개하 고 입술에서 25 cm에 

튜브를 고정하 다. 기관전벽부위를 문합한 후에는 외과의

의 요구로 튜브 기낭의 공기를 뺀 후 30 cmH2O의 압력을 

가해 단단문합부의 공기누출시험을 시행하 다. 수술 전과 

수술 중 각 단계에서 혈액가스분석 소견을 Table 1에 나타

내었다.

  기관문합이 끝난 후 환자의 목을 전굴 상태로 유지하 으

며, 수술이 끝난 후 기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맥마취제의 

지속 주입을 완전히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glycopyrrolate 

0.4 mg과 neostigmine 1.5 mg을 정주하고 근이완을 역전시킨 

후 자발호흡을 회복시켰으나 환자 의식이 완전히 깨지 않

아 기도 삽관 상태로 T 연결관을 통해 산소 5 L/min 공급 

하에 중환자실로 이송하 다. 총 마취 시간은 3시간 45분, 

수술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중환자실에서 검사한 동맥

혈가스분석은 기관절개 후부터 차이가 없었고 마취종료 2

시간 30분 후 환자 의식이 완전 회복되어 기관내튜브를 발

관하 고, 1시간 30분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고      찰

  기관협착증의 원인은 외상, 만성염증질환, 양성 및 악성 

종양, 교원질성 혈관질환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원인

은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유지, 기관절개술, 수술, 방사선치

료 등으로 인한 외상이고 두 번째가 종양으로 인한 경우이

다.1,2) 기관지 협착증의 증상은 보통 기관이 5-6 mm로 좁

아졌을 때 나타나며 증상으론 운동 시 나타나는 호흡곤란

과 목에서 나는 천명음 등이다. 기관암일 경우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과 객혈이 동반될 수 있다.2)

  마취의는 수술시작 전 기관협착증에 대한 기본이해는 물

론 병변의 종류와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여 외과의와 협력 

하에 적절한 마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취 전 환자의 

기본적 병력과 신체검사를 통해 누운 자세에서의 호흡양상, 

천명의 존재, 운동 시 호흡곤란정도, 호흡기계 감염 등을 파

악해야 하며 환자가 최대한의 기도유지가 될 수 있는 자세

에서 마취유도를 시행해야 한다. 수술 전 검사인 폐활량측

정,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분석을 통해 수술 중 나타날 환

자상태를 예상하고, 방사선검사인 직선식 단층촬 법, 경부

컴퓨터단층촬 법, 기관지경검사 결과를 통해 기도협착부위

의 길이와 직경, 주변부의 특징 등을 파악한다. 마취유도 

전 제트 인공호흡기, 고유량 마취기, 기관절개 기구, 굴곡성 

기관지경, 긴 기관내 튜브 등을 준비하며 경기관지경은 미

리 환자의 협착부위와 정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준비

한다. 본 증례의 경우 미리 환자의 협착부위 및 정도를 

상 소견상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관지경은 사용하지 

않았다. 전투약으로 하루 전날 밤 제산제를 복용시키고 진

정제는 기관협착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기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대개 모든 마취유도에 대한 준비가 될 

때까지 복용을 피하지만 기도폐쇄 없이 앙와위 자세를 유

지하는 심한 공포심을 가진 환자의 경우 심적 안정을 위해 

소량 사용할 수 있다.1) 침습적 동맥압 감시장치는 대개 술 

중 무명동맥이 눌릴 경우에 대비하여 왼쪽에 거치한다. 

  이번에 경험한 증례는 성문 바로 밑부분의 상부기관협착

증으로 후두마스크로 기도유지 확보한 후9,11,12) 외과의에 의

해 기관 절개 후 협착부위 하부에 기관내 삽관하여 마취 

관리한 경우이다. 후두마스크는 1981년 Brain에9) 의해 고안

되었으며 Brodrick 등에13) 의해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고 기

도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경험이 보고된 이래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운 환자, 외래환자의 마취, 기관절개술 시 

기도유지에 이용되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기관수술 동안 기

관내 삽관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후두경과 

근육이완제, 경성기관지경을 이용하지 않고 삽입하기 쉬우

며 양압으로 환기할 수 있는 후두 마스크가 성공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10-12) 특히 상부기관부분에 협착이 있는 경우 과

거에는 협착부위를 지나 협착 원위부에 튜브를 위치하는 

Table 1. Changes in Arterial Blood Gas Analysis Data during Anesthesia and Surge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efore After After After 
induction LMA insertion ETT intubation anastomosi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O2 Unknown   0.5   0.5   0.5

pH    7.39   7.38   7.33   7.32

PaCO2 (mmHg)   33.9  37.3  42.3  44.3

PaO2 (mmHg)  114.7 358.5 438.0 418.0

SaO2 (%)   98.3  99.2  98.7  98.2

HCO3
-
 (mmol/L)   20.1  22.0  22.0  22.7

Hct (%)   46.9  43  42  4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MA: laryngeal mask airway, ETT: endotrache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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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 으나 이 경우 삽관 시 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기관암일 경우 암의 입자가 떨어져나가거나 출혈

과 부종을 유발하여 기관폐쇄를 더 악화시켜 환기에 문제

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술자의 시야확보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성문 바로 아래 기관협착이 있을 경우 근위부

의 기관내 튜브기낭이 후두에 놓이게 되어 공기누출과 후

두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후두마스크

는 후두와 기관 위에서 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자발호흡 유지하에서도 삽관이 가능하며, 성문과 기관에 직

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 기도 손상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

관 삽관 시 나타날 수 있는 반사성 기도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도저항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술 중 자발

적 환기유지에도 유리하다.9,10,13) 

  본 증례에서의 환자는 기관협착증이 성문에서 2 cm 이하

에 위치하 고, 가장 좁은 협착부위의 기관 직경은 기관지

경상 4-5 mm 정도 고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환자는 

또한 성대손상이 있어 후두와 성문위로 기관내 튜브위치 

시 공기누출 및 성대손상 악화가 예상되었다. 이에 안정성

과 효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후두 마스크를 사용하여 전신

마취를 시행한 다음 기관절개 후 협착원위부에 기관 삽관

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다른 마취방법으로 절제부위 원위

부에 기관절개 후 기관내 튜브삽관법,1-3) 고빈도 제트환기

법,4,5) 고빈도 양압환기법,6) 체외순환법 등을7,8) 고려해 볼 수 

있었으나 앞의 세 경우는 협착부위가 성문 바로 직하방에 있

을 경우 작은 직경의 튜브가 협착부위를 통과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또한 고빈도 제트환기법이나 고빈도 양압환기법을 

사용할 경우 압력외상, 일회 호흡량이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등의 환기감시의 어려움, 가스 가습의 어려움 등이 있

고,1,3) 체외순환법의 경우 마취시작부터 체외순환까지 heparin 

사용으로 인한 출혈 및 폐내 출혈, 전색증과 체외순환자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7,8) 본 증례에서는 sevoflurane을 이용

한 흡입마취대신 기도자극 및 분비물 생성을 최소화하고 수

술장 오염방지를 위해 전정맥 마취를 하 다. 전정맥 마취는 

또한 흡입마취에 비해 빠른 각성을 유도하여 기관 내 튜브

의 조기 발관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흡입마취제에 비해 심

혈관계에 미치는 향이 적고 수술 후 통증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14) 후두마스크 사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이상의 환기압 시 발생하는 기낭주위에서의 공기 누출이다. 

성인에서 3번 후두마스크 사용 시 환기압이 17 cmH2O 이상

에서13) 혹은 적당한 크기 사용 시에는 20 cmH2O에서
10) 공기

누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Kokkinis와 Rapageorgiou의15) 보고에 

의하면 기관내 튜브 내경 4.0 mm 삽관이 어려운 심한 기관

내 협착증 환자에서 후두마스크 사용 시 환기실패에 대한 

보고를 하 다. 따라서 심한 기도협착증을 가진 환자에서 

높은 기관내압 발생 시 일회 환기량 감소 등이 일어나 폐

환기 유지가 어려울 경우 Adelsmayr 등의5) 보고에서 보듯 

후두마스크를 통한 고빈도 제트환기법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 후두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한 인두 손상에 관

한 보고는 있으나16) 성대나 기관에는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는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다. 후두마스크 사용에 대

한 상대적 금기증은 위 내용물이 남아있을 경우, 열공 탈

장, 폐탄성이 낮은 환자, 인두의 이상 등이 있으나 어느 것

도 절대적 금기는 아니라고 한다.3) 

  수술이 끝난 후 환자는 기관 문합 부위에 발생할 수 있

는 장력을 최소화하고 환기상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개 

15o-30o 전굴 상태를 유지하며, 수술 후 인공 환기가 문합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조기 발관을 유도한다. 환자의 

자발호흡이 원활하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으며 충분히 협

조적이라 판단했을 때 튜브를 발관하며 발관 후 환자의 발

성을 통하여 회귀후두신경의 손상여부를 파악해야 한다.1)  

본 증례에서 아쉬웠던 점은 수술장에서 조기 발관을 하지 

못한 점과 회귀후두신경 손상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환

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점이다. 물론 중환자실에서 마취종

료 2시간 30분 후 조기 발관하 으나 조기각성이 가능한 

전정맥 마취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본 증례는 상부기관부위의 협착과 성대손상이 있었던 경

우로 후두마스크를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상

부기관 협착 시 후두마스크 사용은 굴곡성 기관지경이나17) 

각종 카테터 삽입에 유리하며 또한 자발호흡 유지하에 삽

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본 증례

를 통해 알 수 있다.5,9,10) 따라서 기관재건술 시 협착부위와 

정도에 따라 후두마스크 사용을 고려해 볼만하며 이에 대

한 더 많은 고찰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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