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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telectasis after Intubation of a Double Lumen Tube  - A case report -

Jin Woo Shin, M.D., Hyo Seok Kang, M.D., Soo Kyung Lee, M.D., Young Mi Kim, M.D., and Hyun Soo Mo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 Korea

  The intubation of a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DLT) has become the technique of choice for most procedures requiring 

one lung ventilation (OLV).  The potential complications of the use of DLT are airway ruptures and malpositions of the DLT 

which can induce an increase of airway pressure, hypercapnia, severe hypoxemia, and other effects during the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The intractable hypoxia due to total lung atelectasis is one of the very rare complications during and after intubation 

of the DLT.  We experienced a 16 year-old male patient with severe hypoxia scheduled for thoracoscopy after a position change 

from supine to lateral decubitus.  The hypoxia was unable to be easily corrected by endobronchial suction, rechecking of DLT 

position with fiberoptic bronchoscope, and manual positive ventilation, even after a position change to supine.  An emergent chest 

X-ray revealed total atelectasis of the right lung that was relieved gradually by general supportive care at the intensive care unit.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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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 튜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DLT)의 삽

에 따른 합병증은 부분 삽 된 튜 의 치 이상

(malposition)이나 기도손상(airway trauma)과 연 되어 있고1) 

이러한 삽 에 따른 기술  문제가 발생하면 마취 유도  

 후에 곧바로 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기도압 증가와 

심한 경우 심폐허탈 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2) 정상 으로 삽 된 DLT도 수

술을 한 움자세로 체 를 변화시킬 경우에 튜 의 

치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3) 

  자들은 일측폐환기가 필요한 기흉 환자에서 마취 유도

를 해서 정상 으로 DLT를 삽 하 으나 움자세로 

체 를 바꾼 후 심한 산소증이 발생하여 흉부 방사선촬

으로 우측 완  무기폐가 산소증의 원인임을 확인하고 

치료한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74 cm, 체  56 kg의 16세 남자 환자가 내원 날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개인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

으로 좌측 폐의 긴장성 기흉으로 진단받고 외과  치료

를 하여 본원 응 실로 원하여 12 F 흉 으로 좌측 폐

의 흉강삽 술을 받았다. 이후 흉부 단층촬 상 좌측 폐에 

다발성 기포(bulla)가 발견되어 흉강내시경수술이 계획되었

다. 환자는 과거력상에 근 축증, 난청, 발작질환, 정신지체

증 등을 갖고 있어서 일시 으로 항경련제와 스테로이드제

제를 복용한 이 있었고 유아기에 사시수술과 골 수술을 

받은 이 있다고 하 다. 수술  시행한 이학  검사상에 

좌측 폐의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하지의 근 축증 소

견이 나타났으나 의식은 명료하 다. 수술  검사 소견에

서 심 도에서의 동성빈맥과 동맥  검사상 PaO2가 68 

mmHg (SaO2 95%)로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  

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기, 맥박산소포화도계측기  BIS (BIS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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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ergent chest AP view in operation room shows a total right 

lung atelectasis with mediastinal shifting to right.

Fig. 2. Chest AP view in intensive care unit shows a full expansion 

of right lung.

A-2000,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거치하 으며, 측정

한 압은 130/70 mmHg, 심박수는 90회/분, 경피산소포화도

는 95% 다. 정맥마취의 유도는 100% 산소를 흡입시키면

서 propofol 목표농도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의 

Fresinus VialⓇ(Fresenius Kabi Co., France)의 속주입모드를 

이용하여 목표농도 5μg/ml로 시행하 고 의식소실 후 rocu-

ronium 0.8 mg/kg을 정주하여 근육이완을 확인한 후 일차로 

37 F 좌측 DLT(Broncho-cathTM, Left, Mallinckrodt Medical, 

Ireland)를 삽  시도하 으나, 기 내 삽  후 기 지로 거

치시키기 해서 튜 를 진입시킬 때 심한 항을 느껴서 

기도손상의 우려로 37 F DLT를 발 하고 35 F 좌측 DLT

를 재삽 하 다. 삽  시 약간의 항이 있었으나 삽  후 

수동환기 시 양측 호흡음의 청진은 양호하 고 기도압도 

30 cmH2O 이하 으며 호기말이산화탄소(PETCO2) 형도 정

상 으로 찰되어서 일회호흡량 450 ml, 호흡수 12회/분, 

흡기：호기 비율 = 1：1.5  흡입산소농도 80%로 일측폐 

조 호흡을 하면서 양측  일측폐환기 시의 기도압과 

PETCO2의 형의 변화  소아용 굴곡성기 내시경으로 

DLT의 치를 확인하 다. 삽  후 최고기도압/PETCO2는 양

측환기 시 17 cmH2O/35 mmHg, 일측폐환기 시 28 cmH2O/ 

33 mmHg로 나타났으며 우측 일측폐환기 시 맥박산소포화

도는 98% 다. 마취유도 후 우측 요골동맥에 동맥카테터를 

거치하 고 수축기 압이 160 mmHg로 상승하여서 alfen-

tanil 250μg을 정주하 다. 

  환자가 안정된 후 우측 움자세로 체 를 변경하 으

며 체  변경 직후부터 수동으로 양측 폐환기 시 강한 

항이 느껴지고 최고기도압도 30 cmH2O 정도로 상승하여 

청진을 먼  시행하 는데 좌측 폐의 호흡음은 비교  정

상 이었고, 우측 폐는 쌕쌕거림(wheezing)과 호흡음의 감소

됨을 보여서 기도 흡인을 시도하 으나 우측 폐로 흡인 

카테터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았고 좌측 폐의 흡인에서는 

분비물이 별로 없었다. 이때 양측 폐환기 시 SaO2는 98%

고 최고 기도압도 증가하 지만 25 cmH2O 정도로 약간 

감소하여 시험 으로 좌측 폐의 수술에 필요한 우측 일측

폐환기를 시도하 다. 일측 폐환기시 최고기도압이 45 

cmH2O로 격히 상승하 고 100% 흡입산소 하에서 맥박

산소포화도가 80%로 감소하 으며 PETCO2 형이 5 mmHg 

이하로 심하게 감소한 형태로 나타나서 다시 일측 폐환기

를 좌측으로 바꿔서 좌측 일측폐환기 하에서 굴곡성 기

지내시경으로 튜 의 치 확인을 시도하 다. 이 때의 내

시경 소견에서 말단이 진하게 막 있는 불명확한 소견을 

나타내었으며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격히 감소해서 내

시경으로 정확한 치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양측 

폐환기 상태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신속히 호  되지 않아

서 포기하고 운자세로 체 를 변경하 다. 체  변경 후 

양측 폐환기하에서 최고 기도압이 40 cmH2O, SaO2 85% 

 PETCO2가 15 mmHg로 심한 감소 소견을 보여서 단일공 

기 튜 로 교체 삽 하 다. 단일공 기 튜  삽  후 

100% 산소로 수동환기를 시행하면서 시행한 동맥 가스 

소견은 pH 7.326, PaCO2 46 mmHg, PaO2 71 mmHg, SaO2 

93%로 산소증 소견을 보여서 응  흉부 방사선촬 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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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operative chest CT shows slightly increased right bronchial 

and carinal angle.

  흉부 방사선 소견상(Fig. 1) 심장이 우측으로 끌려가고, 

우측 폐의 거의 체 무기폐 소견  좌측 폐의 상  과

환기소견을 보여 수술을 취소하고, 삽 상태로 환자실에

서 보존  치료를 하기로 하 다. 환자실에서 조심스런 

수동환기, 물리치료  흡인으로 산소화와 폐의 팽창(expan-

sion)을 시도하 으며 환자실 도착 30분 후의 동맥 가스 

소견은 pH 7.276, PaCO2 54 mmHg, PaO2 146 mmHg,  

SaO2 98%로 차 호 된 소견을 나타내었다. 환자실 도

착 3시간 후 촬 한 흉부 방사선 촬 상(Fig. 2)에서 우측 

폐가 완 히 회복된 소견을 보여서 기 튜 를 발 하 으

며 마스크로 분 당 5 L의 산소를 흡입시키면서 시행한 동

맥 가스 소견에서 pH 7.410, PaCO2 35 mmHg,  PaO2 132 

mmHg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고      찰

  개흉술, 내시경수술, 심장수술, 식도수술, 종격동수술  

척추수술 등 다양한 수술 시 넓은 수술 시야, 수술 조작의 

원활화 등의 목 으로 는 액이나 농양 등이 수술 이

나 수술 후에 반 편 폐로 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일측폐환기가 시행되고 있으며4) 이를 해서 일반 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DLT의 삽 이다. DLT 삽  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삽 된 튜 의 치이

상(malposition)이 체 삽 의 18% 환자에서 발생하고 드물

게 기 분기부(carina)나 기 지 등의 열과 같이 호흡기도

계에 직 으로 손상을  수도 있다고 한다.5,6) 

  DLT의 삽 을 이용한 일측폐환기 시 가장 요한 문제

은 산소증 는 고이산화탄소증 등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산소증 등의 발생 원인은 크게 DLT 삽  시 흔히 발

생하는 튜 의 치이상과, 정확한 삽  후에도 일측 폐환기

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기- 류 부 합이나 폐내 지름길의 증

가 등으로 크게 나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삽 을 마치고 

환자의 체 변경 직후 산소증이 발생하 는데 산소증의 

원인은 DLT 삽  후 발생한 무기폐로 튜 의 치이상 등이 

환기장애를 유발하고 결국 무기폐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

다.

  DLT 삽  , 는 삽  후에 일어나는 튜 의 치이상

(malposition)에 한 Inoue 등의7) 보고에 의하면 삽 한 다

음 체  변경 후 32%의 환자에서 튜 의 이동이 발생하여 

산소증이 발생한다고 하 다. Desiderio 등은3) 운자세에

서 정확히 삽 된 DLT라도 60－80%의 많은 환자에서 

움자세로 체 를 변경하는 경우에 주로 상부 방향(upward)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체  변경 후 굴곡성 내시경으로 

치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 다. Cheng 등도8) DLT를 삽

하고 움자세로 체 를 변경한 후 반 수 이상의 환자

에서 DLT가 근 부 방향으로 0.5－1.5 cm 이동하고 11.25%

의 환자에서는 폐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 다. 본 증

례에서는 운자세에서는 DLT 치가 정상 이었지만 체

 변경 후 폐환기가 매우 어려웠고 산소증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 삽 된 DLT의 치이상(malposition)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튜 의 치가 무 깊히 들어가 우측 

튜 의 끝이 완  는 거의 폐쇄된 것이 의심되며, 단일

공 튜 로 변경하기 에 튜 의 치를 조정하는 것이 

일차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서 역시 굴곡성 기 지경

의 도움이 으로 필요하나 본 증례에서는 환자 상태

가 격히 악화되어 충분한 시간동안 확인을 못한 이 

실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가장 흔한 DLT의 치이상은 

기 지기낭(bronchial cuff)을 과도하게 팽창(overinflation)한 

경우, 치변경 시 두경부의 신 이 심한 경우  수술  

조작등에 인해 발생한다고 하여 방책으로는 한 크

기의 DLT 선택, 기 지기낭의 과도한 팽창 지, 치변경 

시 기낭의 공기제거(deflation)  움자세로의 체  변

경 시 두경부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것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 다.9)

  본 증례에서 처음에 37 F 크기의 DLT를 선택하여 기 삽

에는 성공하 지만 좌측 기 지 내로 튜 가 정확하게 삽

되지 못하 고 우측 폐의 호흡음도 좋지 않아서 발 하

으며 그 후 35 F로 재삽 하고 정확한 치에 DLT를 거치

시키기 해 상당한 노력을 하 지만 결국 실패하 다. 기

지와 정 선이 이루는 각도가 우측은 20－30도이고 좌측은 

40－60도로 형성되어있는데 본 증례의 환자는 Fig. 3의 단층

촬  상에서 나타나듯이 우측 기 지의 경사도가 30도 이

상으로 벌어져 있어서 정상인에 알맞게 고안된 DLT를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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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만 우측 폐의 주기 지의 입구(bronchial opening)와 잘 

맞지 않았던 것이 우측 폐의 환기장애가 일어난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례의 경우 내시경 확인의 

일차  확인 조치 없이 우측튜 의 완  는 일부가 폐쇄

된 상태에서 우측 튜  흡인이 무기폐를 더 조장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 으로 DLT 삽  후 정확한 치 확인을 해

서 굴곡성 내시경을 통한 확인이 일차 으로 시행되어야 할 

표 방법으로 생각된다.2,7)

  신마취 유도 직후에 무기폐의 발생은 드물지 않게 발

생하며10) 술  무기폐의 발생은 산소증, 고이산화탄소

증, 빈맥 등을 유발해서 마취의 험도를 증가시키며 Cho 

등은11) 마취유도 직후에 발생한 무기폐가 심실성 빈맥으로 

진행한 증례를 보고하 다. 그러나 마취 의 무기폐는 단

순한 청진이나 모니터에 나타나는 변화만으로는 조기 진

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확진하기 해서 흉부 방사선촬

이 필요하다. 이러한 무기폐의 발생은 투여한 마취제의 종

류나 근육이완제의 사용과는 무 하게 발생하며 호흡기계

에 각종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호발하나 기도질환이 없는 

정상 환자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고 한다.12) 신마취 

에 발생하는 무기폐의 원인으로는13) 기도나 기 지폐쇄, 

기 내 분비물의 과도한 흡인에 의한 흉강내 음압의 발생, 

체 에 의한 폐조직의 압박 등이며 수술을 한 움자

세 시에는 액이 환기 인 폐로 몰려서 폐의 확장이 방

해되고 장간막과 복강내 장기 등도 환기 인 폐를 압박

해서 폐허탈을 진한다.14) 한 마취유도 시 100% 산소로 

환기를 하는데 기도폐쇄가 발생한 경우에 탈질소화(deni-

trogenation)가 진되어 무기폐가 더욱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마취유도 에 무기폐를 방하기 해서 Rothen 등

은15) 마취유도 의 가스 구성비가 무기폐 발생에 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흡입산소 농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고, Rusca 등은16) 마취유도 후에 간헐 으로 

호기말양압을 가하는 것이 무기폐를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본 증례의 경우에 운자세에서 성공 으로 DLT의 삽

이 이루어졌고 환자의 체 를 움자세로 변경하기 후

에 산소증을 방할 목 으로 100% 산소로 환기를 하여 

폐포는 산소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 으므로, 움자세로 

체 를 변경한 직후에 발생한 산소증의 원인이 튜 의 

치이상  기도폐쇄라고 보고 이에 따라 치료 목 으로 

일차 으로 기 지 흡인을 시도한 것이 튜 의 치 이상

에 따른 환기장애  탈질소화와 함께 무기폐를 더욱 진행

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DLT의 삽 과 체 변경 직후에 발생하는 환

기장애로 인한 산소증의 일차 인 치료방법으로는 튜

의 치이상 등의 확인이 요하고 이를 해서 굴곡성 내

시경의 즉각 인 확인이 원칙이며 산소증이 바로 교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방사선 촬 으로 무기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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