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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협착 환자에서 체외순환 보조를 이용한 마취 경험

- 증례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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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of Tracheal Stenosis Assisted with the Extracorporeal Life Support  －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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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racheal stenosis, airway management is most challenging for anesthesiologists.  A small sized endotracheal tube, laryngeal 

mask airway, with high frequency jet ventilation can be used, but may result in ineffective oxygenation and ventilation.  In such 

cases, extracorporeal life support, ECLS, can be helpful.  Herein, a case of tracheal stenosis in an adult assisted with the ECLS 

is reported.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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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착 환자에서의 기도 확보는 마취과 의사가 마주

치는 어려운 상황 의 하나이다. 작은 직경의 튜 를 삽입

하거나 후두 마스크, 고빈도 제트 환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심하게 좁아진 경우 효율  환기에 어려움이 발생

한다. 이 때 심폐우회로(Cardiopulmonary bypass)와 달리 흉

곽을 열지 않고 국소마취하에 경부  퇴부에 도 을 삽

입하여 시행하는 체외순환 보조(Extracorporeal life support, 

ECLS)가 환기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들은 심

한 기도 착 환자에서 신마취하 기  개술을 계획하

고 ECLS를 거치 후 환기 보조  술  발생한 심정지 보

조를 시행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소개한다.

증      례

  키 162 cm, 체  45 kg의 47세 남자 환자가 차 심해지

는 호흡 곤란을 주소로 내원하 다. 내원 2개월  유행성 

출 열  패 증으로 기  내 삽   기  개술을 시

행 받고, 퇴원  개술 부 는 합하 다. 내원 당시 

압 180/110 mmHg, 맥박 110회/분, 호흡수 28회/분, 맥박 산

소 포화도 98% 다.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 2 L/min를 

투여하 고, 동맥  검사상 pH 7.363, pCO2 35.6 mmHg, pO2 

96.3 mmHg, Base excess －5.0 mM/L이었다. 이학  검사상 

상기도에 천명음이 들려 기도 착 의심하에 목 부  CT와 

MRI를 시행하여 C7-T1 치의 기도가 내경 3 mm 정도로 

좁아졌으며, C7－T1 치의 후두부의 막층이 두꺼워졌음

이 확인되었다(Fig. 1). 입원 기간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공 , 기 지 확장제 등의 보존  치료와 기 지 내시

경 등의 검사들을 시행하 고 기  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수술 시 발생할지 모르는 환기 장애를 우려하

여 신마취하에 시행하기로 계획하 다. 

  술  마취 계획으로서, 기도 삽 은 환자의 착부 내경

이 매우 좁고, 이에 따른 내경이 작은 튜 를 사용 시, 길

이가 짧아 착부 하방까지 튜 가 통과를 못하게 되어 환

기가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삽  튜  내로 제트 환기

용 가는 을 삽입하여 이를 착부 하방까지 통과시켜 환

기를 유지하도록 결정하 다. 그러나 환기 장애 발생 가능

성을 고려하여 ECLS를 비하기로 흉부외과와 의하 다. 

입원  압은 수축기 160－120 mmHg, 이완기 100－80 

mmHg, 맥박수는 80－100회/분이었다. 술  평가상 백 구

(WBC) 19.8 × 1003/mm3, 색소(Hgb) 10.1 g/dl, 헤마토크리

트(Hct) 29.7%, 액요소질소(BUN) 23.9 mg/dl, 크 아티닌

(Cr) 1.49 mg/dl 외에 액 응고 검사, 간 기능이 모두 정상 



 한마취과학회지：제 52 권 제 6 호 2007                                                                                            

720

Fig. 1. Chest CT shows severe 

tracheal stenotic lesion.

범주에 있었으며 심 도상 빈맥  좌심실 비  이외 심 

음 상에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술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입실 후 비침습   

침습  압 측정기, 심 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거치하

고(Intellivue MP60Ⓡ, Philips, Germany) 기 압은 200/ 

100 mmHg, 맥박수는 100회/분이었다. Nitroglycerin을 지속 

주입하 고, labetalol을 5 mg 투여하 다. 좌측 쇄골 하 정

맥에 도 을 삽입하 으며, 응  상황을 한 ECLS를 국소 

마취 하 셀딩거 법(Seldinger technique)으로 좌측 퇴 동-정

맥에 거치하 다. 퇴 동맥에는 20 Fr, 정맥에는 24 Fr 캐

뉼라(Edwards Lifesciences, Irvine, CA, USA)를 삽입하 고 

막 면  1.8 mm2의 막형 산소공 기를 가진 Capiox 응  

체외순환기(EBS; Terumo Inc, Tokyo, Japan)를 사용하 다. 

ECLS 시동(priming)을 한 수액은 plasma solution 450 ml를 

사용하 으며 구 농축액은 사용하지 않았다.

  마취유도 시 압 108/70 mmHg, 맥박수는 110회/분이었

으며 remifentanil과 propofol을 지속 주입하 고, succinylcholine 

40 mg을 정주한 후 5.5번 기낭이 없는 튜 를 삽입하 다. 

이 곳을 통해 제트 환기용 가는 을 착 부 를 통과하

여 진입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깊이까지 삽입 후 제트 환기

(Manujet III; VBM Medizintechnik GmbH, Germany)를 750 

mmHg 이하의 압력으로 분당 20－30회로 시행하 다. 제트 

환기법 시행 수 분 후 압이 격히 감소하면서 요골 동

맥 카테터의 형이 없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다가 심

도의 평탄 소견을 보 다. 폐 청진상 좌측 폐포음이 들리

지 않아 긴장성 기흉 의심 하에 정맥용 카테터를 쇄골 

간 부  2번째 늑골 하방에 삽입하자 강한 압력으로 공기

가 분출되었다. 심장 마사지  epinephrine과 atropine을 수 

차례 투여하면서 제트 환기법과 ECLS를 시행하 다. Heparin

은 6,700 unit 투여하 으며 ACT는 180－200 를 유지하

다. ECLS를 심 박출 지수 2.4 L/m/m2, 유량 100%로 유지하

면서 수술을 진행하 고, 이 때 환자의 오른쪽 동공이 왼쪽

에 비해 1 mm 이상 커져 있는 소견을 보 다. 압은 수축

기 압 70－100 mmHg, 이완기 압 60 mmHg 정도로 30

－40분 유지되다가 차 으로 정상 범주 내로의 상승을 

보 다. ECLS  심 도는 심정지 시를 제외하고는 마취유

도 과 차이가 없었다. 마취유도  수술실에서 시행한 동

맥  가스 검사는 pH 7.375, pCO2 37.8 mmHg, pO2 230 

mmHg, HCO3
－ 21.6 mM/L, Na+ 141.4 mEq/L, K+ 3.34 mEq/ 

L이었고, 제트 환기  ECLS 시행  동맥  가스 검사는 

pH 7.35, pCO2 28.1 mmHg, pO2 410 mmHg, HCO3
－ 15.2 

mM/L Na
+ 137.3 mEq/L, K+ 5.71 mEq/L이었으며 차 K+ 

농도는 감소하 다.

  기  개술을 시행하 으며 수술 시간은 30분, 기도 삽

 후 마취 종료까지는 1시간 40분 소요되었다. 수술 종료 

후 좌측에 흉 을 삽입하 으며 protamine을 67 mg 투여하

고 ECLS는 환자의 압  맥박을 유지하면서 유량을 차 

감소시킨 후 제거하고, 카테터 삽입 부 는 합하여 환

자실로 이송하 다. 술 후 흉부 방사선 사진상 좌측에 기흉

과 피하 기종을 보 다(Fig. 2). 수술 직후 액 검사상 

색소 6.9 g/dl, 헤마토크리트 20.2%, 로트롬빈 시간(pro-

thrombin time) 17.2 , 로트롬빈 시간 국제 표  단  1.48, 

크 아티닌 1.78 mg/dl의 소견을 보 으나 액제재  수

액 요법 후 수술 다음날 정상 범주를 보 다. AST/ALT는 

정상 범주 내에 있었고, creatinin은 1.77 g/dl로 다소 높았으

나 차차 감소하 으며, albumin이 술 후 2.0 g/dl로 감소하



 이재명 외 3인：기도 착 환자에서의 체외순환 보조

721

Fig. 2. Pre-Op (left) and Post-Op 

(right) chest X-ray. Post-Op chest 

X-ray shows massive subcutaneous 

emphysema on left side.

Fig. 3. The complete setup for percutaneous cardiopulmonary support.

으나 Albumin 제재 투여 후 교정되었다. 술 후 5일째 흉

을 제거하 으며, 10일째 환자는 산소 투여 없이 보행이 가

능할 정도로 회복되었고 퇴원 후 추 찰하면서 근본  

치료에 해 논의하기로 하 다.

고      찰

  기  내 삽   기  개 후 발생하는 기도 착은 드

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이며, 이런 환자에서의 기도 확보는 

마취과 의사가 부딪치는 어려운 상황 의 하나이다. 술  

기도 유지  환기 방법으로는 기도 내 좁아진 부  상, 하

방까지 작은 크기의 기  내 튜 를 삽입하거나 후두 마스

크, 고빈도 제트 환기법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체외순환보조(Extracorporeal life support, ECLS)가 

있다.

  심폐우회로(Cardiopulmonary bypass, CPB)는 수술실 내에

서 개심술 시 심폐 기능의 보조를 한 기구이며, 이에 비

해 ECLS는 심폐 보조를 한 흉곽 외 도 을 이용하며 

환자실, 검사  치료실 등의 수술실 외에서도 사용한다. 

CPB는 신마취하 개흉술 시행 후 동맥  정맥 등에 도

을 연결하나, ECLS는 국소마취하에서도 시행되며 경동맥 

 정맥 는 퇴 동정맥을 사용한다. ECLS는 액 펌 , 

산소 발생기, 열 교환기, 동정맥 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들이 사용한 Capiox 체외 순환기는 원심성 펌 , 막

성 산소 발생기, 헤 린 처리된 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1)

  1930년  Gibbon이 심한 폐동맥  환자에서 심폐 보

조 기구의 개념을 도입하여,2) 증의 폐 색 증의 치료에 

제안하 다. 1953년 처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개심술에 성공

하 고,3) 1960－70년 부터는 성 심근 경색, 페 색 증, 

심정지 등 많은 응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다. 1980년  말

에는 ECLSO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가 발족

되어 통계 수집, 치료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

어지게 되었다.4) 

  ECLS는 처음 시행되던 1970년  반에는 정동맥 도

(venoarterial circuit)을 사용하여 심폐 보조를 시행하 으나 

1980년  후반부터 호흡 보조만을 한 정정맥 도 (veno-

venous circuit)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5)

  1970년 에는 본래 사용하던 고 인 ECLS 형태에서 발

하여, 운반이 편리한 장비가 나왔다.6) 1983년 Phillips가 

ECLS의 경피  근 방법을 제시한 후,7) 가늘며, 직경이 

길고, 잘 꼬이지 않는 도 을 가진 경피  심폐 보조기(per-

cutaneous cardiopulmonary support, PCPS)가 나오게 되는 등 

비약  발 이 이루어지면서 사용 범주가 증 되었다. P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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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피  심폐 우회기(percutaneous cardiopulmonary bypass, 

PCPB) 혹은 응  우회기(emergent portable bypass system, 

EPBS)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본 증례에서 사용한 Capiox 

체외 순환기도 여기에 속한다.1) PCPS는 일반 ECLS에 비해 

환자 이송 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 과 더불어 심폐 기

사 외의 숙련된 사람도 시행할 수 있으며, 비 시간이 짧

아 응  상황이나 재  시술  검사, 방사선 검사 시 사

용되고 있다.8) 그러나 6시간 이상의 심폐 보조가 필요한 경

우는 통상 인 ECLS나 심실 보조기구(ventricular assist 

device)로 환한다. PCPS 도 의 직경이 작고, 높은 압력으

로 인한 용  상, 장 등 단백 성분의 괴  산소 교

환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6,9) 그러나 최근에 산소 교

환기의 발   헤 린 처리된 도 , 큰 직경의 카테터의 

사용으로 인해 합병증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

고했다.10,11)

  본 증례에서는 신마취유도  환기 장애 발생의 가능

성도 상되어 술  ECLS를 거치하 고, 심정지 발생 후 

즉시 ECLS를 시작하 다. 삽 용 튜 는 5.5번 기낭이 없는 

튜 를 삽입하고 길이가 짧아 착 부 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삽  튜  내로 가는 을 이용한 제트 환

기법을 시행하 으나, 호기 장애 발생을 생각치 못하고 이

에 의한 긴장성 기흉이 발생했으며 심정지도 긴장성 기흉

으로 인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고 빈도 환기 방법으로는 

고 빈도 양압 환기, 제트 환기, 진동법 등이 있으며, 제트 

환기법은 인 후두부, 기   기 지의 수술  조작, 통상

 기도 삽 이 실패한 응  상황, 기 지흉막루(broncho-

pleural fistula), 기 식도루(tracheoesophageal fistula) 등에 사

용되나 본 증례와 같은 호기장애가 상되는 경우는 기

로서 자들이 제트 환기를 시행한 것은 마취상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ECLS는 본래 신생아의 호흡 부  치료를 해 개발, 시

행되었으나 신생아의 심부   소아, 어른으로 사용 연령

가 증가되었고 최근의 임상 결과들은 매우 고무 이다. 

사용 범주 한 증가하고 있으며 본 증례에서와 같이 기

지 착  폐쇄에서의 사용도 이루어지고 있다.12) Chen 등

은 기도 내 심한 착이 있는 환자에서 철 한 술  평가 

 마취 계획 수립, 기 지경을 이용한 삽  시도와 함께 

ECLS의 비가 안 한 환자 리의 한 방법이 됨을 소개하

고,13) Romeo는 기도 내 이물로 인한 역학 불안정이 

래된 환자에서 ECLS 사용으로 활력징후 회복과 안 한 이

물 제거를 실시하 음을 보고하 다.14) 소아의 선천성 기도 

착  폐쇄 환자에서도 ECLS의 사용으로 보다 안 한 수

술  환자 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  내 삽 으로 인

한 수술부  열, 재 착, 종격동 기종 등의 합병증을 감

소시키고 기 지 주변의 용  증 를 막아 출 을 

인다.15,16) 한 수술 시야 확보와 높은 압력의 기계환기 회

피, 주술기 유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17)

  ECLS는 신생아의 심한 호흡 부 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

료 방법이며, 아직 어른에서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여러 연

구  임상 결과에서 통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ECLS 사용으로 인공 호

흡기 련 폐 손상을 이고, 폐 기능  잔기량의 동원

(recruitment)을 최 화할 수 있다.18,19)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 시작 후 24시간 이내

에 ECLS를 사용 시 사망률을 이며, ECLS organization에

서는 18세 이하의 소아에서 심폐소생술 시 ECLS 사용으로 

생존율이 38%에 달했다고 하 다. 이때 심정지 후 ECLS가 

늦게 시행되는 경우, 뇌와 신장의 허 성 손상이 증가하며, 

심인성(cardiogenic) 쇼크의 발생 시에도 심정지가 발생하기 

 신속한 PCPS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한다.6,10) 

  결과 으로 본 증례에서는 응  상황에 비하여 거치한 

ECLS를 호흡  순환 보조에 유용하게 사용하 고, 자들

은 어른에서의 심한 기 지 착으로 기도 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며  역학 장애가 래될 수 있는 경우에 

빠른 비 시간으로 응 으로 사용할 수 있는, ECLS의 

비가 안 한 환자 리를 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상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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