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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Pneumothorax Induced by Tracheal Injury during Total Thyroidectomy with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 A case report -

Woo Jong Choi, M.D., Young Soo Park, M.D., Sung Moon Jeong, M.D., Seung Woo Ku, M.D., and Pyong Hwan Park,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We experienced one case of bilateral pneumothorax developed after total thyroidectomy with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in a 44-year-old male patient with thyroid carcinoma.  After the conclusion of the operation, the patient was extubated after 

confirming recovery of consciousness and spontaneous respiration.  Soon after the extubation, sudden-onset dyspnea with desa-

turation was developed.  Rapid re-intubation was performed.  Bilateral pneumothorax with severe subcutaneous emphysema was 

recognized on chest radiograph and successfully treated by chest tube insertion.  Secondary operation was performed and tracheal 

injury was proved to be the source of the pneumothorax.  The patient was discharged uneventfully 14 days later.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399～402)

Key Words:  bilateral pneumothorax, total thyroidectomy with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trachea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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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흉은 늑막강 내 공기 류  폐의 허탈 상태를 말하

는 것으로 특별한 원인이나 외상없이 생기는 자발성 기흉

과 직간  외상 혹은 진단 , 치료  술기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외상성 기흉이 있다.1) 늑막강 내 류 공기가 을 

경우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나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한 산소증  압, 빈맥 등 격한 순환장

애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 신마취  기흉이 발생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산소포화도 감소의 원인과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기흉의 진단이 더욱 늦어질 수 있

다.2) 한 기흉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3) 신 마취  기흉이 진단된 경우에도 그 원인

에 한 단은 필수 이다.

  본 병원에서는 갑상선 제술  경부곽청술시에 발견하

지 못한 기  손상으로 인해 발  직후 발생한 양측성 기

흉을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4세 남자 환자가 3개월간 지속된 쉰 목소리를 주소로 

내원하 다. 우측 갑상선에서 1.5 cm 크기의 종괴가 지되

었고, 우측 경부에서는 두 개의 임 이 지되었다. 후두

경 검사에서 우측 성 마비가 찰되었으며, 경부 산화 

단층촬 상에서 갑상선 우엽 하부와 좌엽 하부에 결 과 

우측 경부와 우측 쇄골 상부에 조  증강을 동반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임 이 발견되었다. 갑상선 세침 흡인 검사에

서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갑상선 제술과 우측 

경부곽청술을 받기 해서 입원하 다.

  환자는 2개월  고 압을 진단받아 경구 항고 압제를 

복용하고 있었었으며 이외 다른 병력소견은 없었다. 수술 

 시행한 액 검사는 정상범  내 고 흉부 방사선 촬

과 심 도 결과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수술 당일에도 복용하던 경구 항고 압제를 복용하 다. 

수술실에 입실하여 비침습  압기와 심 도, 맥박산소측

정기,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로 감시하 다. 마취는 산

소, 아산화질소, sevoflurane을 이용한 흡입마취 유도  유

지(Volatile Induced & Maintenance Anesthesia)로 하 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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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radiograph after re-intubation of endotracheal tube. This 

chest radiograph shows a bilateral pneumothorax and severe sub-

cutaneous emphysema.

Fig. 2. Chest radiograph at the postoperative 12th day. This chest 

radiograph shows that pneumothorax and subcutaneous emphysema on 

both side are successfully treated.

식소실 후 vecuronium 0.12 mg/kg 정주하고 근 이완이 충분

히 된 후에 Armored tube # 8.0을 이용하여 기  내 삽 을 

하 다. 삽  시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삽  후 즉시 양

측 폐야를 청진하 고 tube의 깊이는 23 cm에 고정하 다. 마

취 유지는 산소 1 L/min, 아산화질소 1 L/min, isoflurane 1-

2 vol%로 하 다. 수술 시작 3시간 경과하여 우측 흉막이 

손상 노출되어 즉시 합한 이 있었으나 활력징후  호

기말 이산화탄소분압에는 변화가 없었다. 수술 종료 후 우

측 경부에 2개의 음압 배액 을 거치하고 보조 호흡하면서 

환자의 자발 호흡이 돌아오길 기다려 glycopyrrolate 0.4 mg, 

pyridostigmine 15 mg을 정주하 다. 충분한 자발 호흡과 근 

이완 역 을 확인한 후 발 하 다. 발  직후 환자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 다. 

마스크를 이용하여 양압보조환기 하 으나 산소포화도는 

호 되지 않았고 청진 상 양측 폐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이

까지 음압이 유지되던 배액 에서 공기가 새어나오기 시

작했으며 시진  진 상 양측 액와부와 경부에 피하기종

이 생긴 것을 확인 하 다. Succinylcholine 50 mg 정맥투여 

한 후 다시 기 내 삽 을 시행하 고 이후 100% 산소로 

환기하여 산소 포화도는 정상으로 회복하 다. 수술실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  소견에서 양측 기흉과 함께 양측 

흉부에 심한 피하기종 소견을 보여(Fig. 1) 환자의 자발 호

흡을 살려 흉부외과 환자실로 이송하 다. 기흉이 심한 

좌측에는 흉 을 삽입하 다. 

  수술 후 1일째 발 을 시도하 으나 다시 발  직후 호

흡곤란과 폐야에서 천명음이 청진되고 산소포화도 감소

를 보여 즉시 기  내 삽 을 하 다. 반복 인 발  후 호

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수술 범 가 우측 경부임에도 불구

하고 좌측에 더 진행된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도 

손상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단하여 기도 손상 여부를 확

인하기 하여 이차 수술을 실시하 다. 이차 수술에서 윤

상연골과 제1 기 륜 사이에 손상이 발견되어 일차 합한 

뒤 기 개술을 시행하여 T-cannula로 환기하 다. 수술 종

료 후 자발 호흡이 돌아왔고 흉부외과 환자실로 이송하

다.

  수술 후 2일째 환자는 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로 산

소포화도 99-100%를 유지하고 있었다. 흉부방사선촬   

흉부 산화단층촬 상 우상엽에 국한된 수흉증(Hydropneumo-

thorax) 소견을 보여 돼지꼬리형 카테터를 삽입하여 배액하

고 수술 후 4일째 T-cannula를 제거하 다. 수술 후 12일

째 양측 기흉과 우상엽 수흉증의 호  소견을 확인할 수 

있어 좌측 흉 과 우측 돼지꼬리형 카테터를 제거한 후(Fig. 

2) 퇴원하 다.

고      찰

  기흉은 늑막강 내 공기 류  폐의 허탈 상태를 말하

는 것으로 특별한 원인이나 외상없이 생기는 자발성 기흉

과 직간  외상 혹은 진단 , 치료  술기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외상성 기흉이 있다.1) 의인성 기흉은 이러한 외상성 

기흉의 일종으로 침습  술기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의

인성 기흉이 자발성 기흉 보다 더 흔하다고 보고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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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성 기흉의 원인이 되는 술기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경피  흉부 세침 흡인술을 꼽을 수 있으며5) 경기 지 폐

생검이나 흉막 생검, 식도경 검사6) 등이 있다. 한 흉  

삽입  배액술과7) 경비  삽 ,8) 기 개술 등의 치료

 술기에 의해서도 의인성 기흉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마취 술기에 의한 원인으로는 기  내 삽 , 내경정맥  

쇄골하정맥을 통한 심정맥삽 술, 상완신경  차단술 등

이 있으며 직 인 손상에 의해서 기흉이 발생할 수 있

다.9,10) 양압 환기  기계 환기에 의해 일정 시간 과도한 

기 내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폐포 열 손상으로 인한 기

흉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11)

  마지막으로 두경부 수술 자체에 의해서도 의인성 기흉이 

생길 수 있다. 범 경부곽청술과12) 같은 벽측  내측 흉

막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포함하여 직  흉막으로 

근하지 않는 복강경술,13) 치과  구강 수술,14,15) 편도

제술16) 등에서도 종격동 기종과 의인성 기흉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기흉이 신 마취 

 발생했다면 환자의 증상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취

 감시 장치에 의해 단할 수 밖에 없다. 기흉의 진행 정

도에 따라 일회 호흡량의 감소 는 기도 내 압력의 증가, 

산소 증, 고이산화탄소 증으로 나타난다.1) 심 도상 ST 

분 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고17) 이와 더불어 청색증과 함

께 환자의 흉부에서 천명음이 들린다면 기흉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일 손상 부 가 흡기 시 유입된 공기를 호기 시 

배출하지 않게 되는 역류 지 막으로 작용한다면 기흉이 

일어난 측의 흉막강 압력이  증가하여 횡격막을 압박

하고 종격동 구조물들을 압박하여2) 빈맥, 압 등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진

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기계 환기 인 환자의 긴장성 기흉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로는 속히 진행되는 동맥  정맥 산소포화도의 감

소, 압 하강을 동반 는 동반하지 않는 심박출량의 감소

를 들 수 있다. 비교  흔히 찰되는 징후로는 기계 환기 

 높은 기 내 압력, 동측 폐야의 과도 공명, 운동성 하, 

공기 유입 감소 등이 있고 이에 동반하여 피하기종이 생길 

수 있다.2)

  기흉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해 흉부 방사선 촬 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흉이 의심되는 동측 폐의 경계가 흉벽

에 나란한 방향으로 찰되는 소견으로 비교  쉽게 기흉

을 진단할 수 있으며1,2)  기흉이 진행되어 유입된 공기

의 양이 많아지면 횡격막과 흉벽 사이에 공기가 깊은 고랑 

소견(Deep Sulcus Sign)으로 보일 수 있다.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동측 폐의 횡격막 하강과 늑골사이 공

간의 증가, 동측 늑막강 내 용  증가, 심장의 경계가 평평

해져 보이게 되고 종격동이 반 측으로 린다.2)

  수술  기흉으로 진단되면, 질소보다 용해도가 수십 배 

높아 기흉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을 즉

시 단하여야 하며, 활력징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응  흉강 천자 는 흉  삽입을 고려하여야 한다.2)

  본 증례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수술에 의해 발생한 기

내 손상이 기 튜 의 커 (Cuff)로 인해 발견되지 못하다

가 발  직후 손상된 기 을 통해 종격동 기종과 양측성 

기흉, 피하기종으로 속히 진행된 이다. 기흉이 격히 

발생한 이유는 발  후 환자의 자발 호흡노력에 의해 흡기 

시 발생한 음압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발  

직후 일어날 수 있는 호흡 장애의 원인으로 기흉 이외 후

두 경련, 기도 폐쇄, 호흡 억제, 무기폐 등의 다른 원인을 

먼  고려하여 마스크를 통한 양압 환기를 하기 쉽다.18) 이

런 경우 흉막  기도 손상이 존재한다면 늑막강 내로 유

입되는 공기가 더 많아져 기흉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 환자가 수술 부터 일측 성 마비 소견이 찰되었

고 이 때문에 수술 후 호기 시 상기도의 부분  폐쇄가 

속한 기흉 진행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상

엽의 수흉증은 일차 수술 시에 우측 흉막이 열린 이 있

는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본 증례에서는 주 수술 범 던 우측 경부에 거

치되었던 음압 배액 이 부분 으로 흉 의 역할을 하 다

고 생각된다. 결과 으로는 좌측에 비해 우측의 기흉 정도

가 경미했던 것으로 단되며 배액 의 음압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하여 신속한 처치가 이루

어질 수 있었다.

  결론 으로 갑상선 제술과 경부곽청술은 수술  기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찰을 필요로 하며, 수술 

종료 후 발  시 갑작스런 산소 증이 발생할 경우 인지

하지 못한 기  손상에 의한 기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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