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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ung ventilation in a pediatric patient using a wire-guided endobronchial blocker for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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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 has advantages compared with open thoracotomy.  One lung ventilation, is indis-

pensible to VATS, commonly is accomplished with a double-lumen endotracheal tube.  For infants and small children, there is 

no double-lumen endotracheal tube suitable, various modified techniques are used to achieve one lung ventilation.  Recently in-

troduced a small sized wire-guided endobronchial blocker gives us another choice of one lung ventilation for VATS in small 

children.  Using a wire-guided endobronchial blocker and multiport adapter for young children under flexible bronchoscope, we provided 

one lung ventilation (OLV) during VATS successfully without complica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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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  혹은 후천  폐질환에 의한 흉강내 수술을 해, 

특히 최근 선호도가 높은 최소 침습 인 흉강경하 수술을 

해서는 일측 폐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술기가 되었다. 소

아에서 일측 폐환기를 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

아용 이  튜 (double-lumen tube)나 단일공 기 지 폐쇄

구 튜  혹은 기 지 차단기(bronchial blocker)나 Forgarty 카

테터를 이용한 선택 인 기 지 차단법 등을 이용할 수 있

으나 소아의 특성에 따른 한 기구와 술기의 선택이 어

려워 제한이 있었다.

  최근 본원에서는 선천  질환에 의한 폐엽 제술을 

해 소아에서 wire-guided endobronchial blocker (WEB)를 사용

하여 일측 폐 환기를 안 하고 성공 으로 시행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아는 26개월 남아로 신장 130 cm, 체  13.5 kg이었으

며 2008년 4월 상기도 감염의 증세로 내원하 다가 발견된 

선천성 낭종성 유선종 기형(congenital cystic adenomatoid 

malformation)으로 흉강경하 우하엽 폐엽 제술을 시술하기

로 계획하 다. 환아의 마취계획으로 상기된 나이와 체 에 

한 내경 4.5 mm의 기  튜 를 사용하고 WEB을 이용

한 선택  일측 폐 환기 방법을 계획하 다.

  마취  투약으로 atropine 0.2 mg을 마취 시작 30분 에 투

여하 고, 마취 유도를 해 thiopental sodium 75 mg과 succinyl 

choline 20 mg을 정주하여 계획 로 내경 4.5 mm의 기 튜

를 삽 하 다. 마취유지는 desflurane과 N2O, O2를 사용하

고 근이완을 해 vecuronium을 사용하 다. 환아가 안정

된 활력증후를 보이기 시작할 때 multiport adapter를 통해 

지속 으로 기계  환기를 유지하면서, 5 Fr. WEB (CookⓇ 

Arndt endobronchial blocker)를 2.2 mm 굴곡성 기 지경(LF40P, 

OlympusⓇ, Japan)으로 찰하면서 삽입하 다. 특별한 어려

움 없이 원하는 치에 WEB의 기낭을 거치할 수 있었으

며, 이후 측와 로 체 를 바꾼 뒤 기 지경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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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확인한 후 수술을 진행하 다. 

  일측 폐 환기 시행 에는 FiO2 50%, 일회 환기량 150−
160 ml, 호흡수 분당 18회 I：E ratio 1：2로 유지하 으며 

이때 최  기 내압은 18−19 cmH2O,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0 mmHg 후 으며, 산소포화도는 100%를 유지

하 다. 동맥  가스 분석 결과 pH 7.49, PCO2 34 mmHg, PO2 

245 mmHg를 보이고 있었다. 이후 흉강경 삽입을 해 일측 

폐 환기를 시행하 으며 FiO2 80%, 일회 환기량 100−110 

ml, 호흡수 분당 18회, I:E ratio 1：2로 유지하 으며 최  

기 내압은 20−22 cmH2O,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은 30−
33 mmHg로 유지되었다. 일측 폐 환기를 시작한지 15분 후 

동맥  가스 분석 결과는 pH 7.40, PCO2 39 mmHg, PO2 

196 mmHg를 보 다. 수술은 계획 로 흉강경하로 진행되

었고 시야나 조작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수술 종료에 즈음해서 일측 폐 환기를 종료하 으

며 기 지경하에서 기 이나 기 지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WEB을 제거하 고,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측 폐 마취 시간은 65분 가량 되었으며 수

술  기낭의 이탈 등 다른 문제 은 발생되지 않았다. 마

취종료 후 호흡에 특별한 문제 없이 환자실로 이송되었

고, 이후 특이 문제 없이 수술 후 12일 경 퇴원하 다.

고      찰

  소아에서 일측 폐 환기를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고 인 방법으로는 통상 인 기 튜 의 의도

 기 지내 삽 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단순한 조

작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 폐를 선택 으로 차단할 수 있

으나 완 한 차단이 어려우며, 흡수에 의한 폐허탈을 기

해야 하므로 빠른 시간에 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환기가 되는 폐의 한 치를 찾아서 거치하는 것에 있

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단 이 있다.1-3) 다른 방법으로는 소

아용 이  튜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아용 이  

튜 는 신생아에서부터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개발 되었으나4) 역시 한 치에 거치하거나 완

한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단일공 

기 지 폐쇄구 튜 도 소아에 용을 해 3.5 mm 혹은 

4.5 mm 내경의 크기가 있으나 상 으로 무 큰 외경 

(7.5−9.0 mm) 때문에 유아에게는 용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6) 따라서 체격이 작은 소아의 일측 폐 환기를 해

서 색  제거용 Forgarty 카테터나 기 지 폐쇄구(bronchial 

blocker)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의 말단에 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흡인을 한 처치나 필요 시 지속  양압 

등의 처치를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5,7,8)

  최근 소아의 일측 폐 환기를 해서 용 , 고압력의 

Fogarty 카테터나 페동맥 카테터를 사용하는 신 고용 , 

압력의 기낭을 가진 WEB을 이용한 증례 보고가 되고 있

는 실정이다.9,10) 본원에서는 성인에서도 일측 폐 환기가 필

요한 마취의 경우에 수술 후 환자실에서 기 내 삽 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기 내 튜 를 수술종료시 

바꾸거나 혹은 이  튜 를 사용할 때 부득이 하게 나타

날 수 있는 기 내 손상등을 막기 해서 WEB을 이용한 

일측 폐 환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례에서와 같이 26

개월된 유아의 일측 폐 환기를 해서 일반 으로 사용되

는 단일  튜 와 WEB을 사용하 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만족할 만한 일측 폐 환기하 마취를 유지할 수 있었다. 

Arndt 등11)이 소개한 multiport adapter를 통한 WEB의 거치 

방법을 사용하면 유아에서도 WEB 거치를 한 조작 동

안 환기에 큰 장애 없이 여유있는 시간과 방법으로 일측 

폐 환기를 시도 할 수 있다. 부터 소아의 일측 폐 환기

를 해 사용해 왔던 Fogarty 카테터는 고압력, 용 의 기

낭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지내 

막 손상을 유발 할 수 있으며,12) 천연 고무 latex로 만들

어져 있으므로 latex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할 

수 없다.13) 이와 다르게 WEB은 Fogarty 카테터와 달리 처음

부터 일측 폐 환기를 한 장치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용

, 압력의 기낭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지내 연조직의 

손상의 가능성을 이며, 기낭이 모양이 타원형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팽창시 기 지 내부의 모양에 따라 맞추어 질

수 있도록 고안 되어 있다. 기낭의 모양 뿐 이니라 길이가 

1.0 cm로 2세 가량의 소아에서 오른쪽 주 기 지의 길이와 

유사하며, 우상엽으로 통하는 기 지를 막지 않고 우엽의 

허탈을 유도할 수도 있다.9) 

  5 Fr. WEB 카테터의 직경은 1.45 mm이며 부풀리지 않은 

기낭을 포함하는 경우 2.5 mm가량 되므로 내경 4.5 mm의 

기 내 튜 를 통해서 조작을 가하려면 2 mm 가량의 굴곡

성 기 지 내시경이 필요하게 된다.14)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4.5 mm의 기 내튜 와 4.0 mm의 기 내 튜 에서 5 Fr. 

WEB을 통한 일측 폐 환기의 가 보고 되고 있으며,8,10,15) 

기 내튜  바깥쪽으로 WEB을 사용하여 3 mm 내경의 기

내튜 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일측폐 환기를 유지

할 수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16,17) Bird 등15)에 의하면 소아

에서 WEB의 장 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1세 미만의 환

자에게도 용이 가능하며, 일반 인 기 내튜 를 사용하

여 일측폐 환기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기 내 삽 이 어렵

거나, 코를 통해 기 내 삽 을 시행한 경우 등 다양한 환

경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낭이 한 

치에서 이탈이 되더라도 쉽게 치를 조정할 수 있고, 지

속  양압을 용하여 수술후 폐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아에서의 경우에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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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hile advancing flexible bronchosocope through endobron-

chial tube, mechanical ventilation can be maintained via multiport 

adaptor. One can see small diameter flexible bronchoscope through 

loop shaped guide wire at the end of WEB catheter which in-

serted into each port specially designed. Multiport adaptor has 3 ports, 

one for bronchoscope, another for WEB, last one for ventilation.

기간의 환기에도 쉽게 산소증을 보일 수 있으며 증가

되어 있는 산소요구량과 측와 에서 일측 폐 환기 동안 성

인에 비해 환기- 류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특징 때문에18) 

카테터의 거치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multiport 

adapter를 사용하여 카테터를 거치하는 기간동안과 수술  

혹은 수술 후 필요한 경우 굴곡성 기 지 내시경을 통해 

치를 확인하거나 재 거치를 하는 동안 필요한 양압환기

를 유지 할 수 있어 유아 에서도 안 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10)

  본원에서는 유아에서 내경 4.5 mm의 기 내튜 를 통해

서 2.2 mm의 굴곡성 기 지 내시경과 5 Fr. WEB 을 이용

하여 우측 폐를 허탈시키는 일측 폐 환기를 통한 마취를 

안 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음을 경험하 다(Fig. 1). 

특히 카테터의 내침을 이용한 굴곡성 기 지 내시경 하에

서 거치를 하는 방법은 기 지 내에 한 치에 기낭을 

거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내침의 제거 없이 폐의 허탈

을 유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서 수술자의 과도한 

조작 등으로 기낭의 치를 재조정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용 할 수 있다. 한 카테터의 거치 동안 산소와 양압환기

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산소증이나 과탄산 증없이 시

술을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5 Fr.의 

WEB과 multiport adapter를 이용한 일측 폐 환기 방법은 체

구가 작은 유아에게도 안 하게 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소아에게 있어서도 기 지 내

의 손상 등 다른 합병증을 일 수 있는 일측 폐 환기 방

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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