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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symmetric lacerations of the soft palate after general anesthesia 
using the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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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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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eal
TM

 laryngeal mask airway (PLMA) was developed to be more effective especially with glottic airway sealing and is 

suppose to be an improved device over the classic laryngeal mask airway (cLMA).  The PLMA’s cuff is bulkier, softer, and 

more pliable than the cLMA.  We reviewed a case were a patient had hand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using the PLMA.  

After having the hand surgery,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pnea and had difficulty with their respirations at a supine position.  

The problems with dyspnea and respiration after surgery resulted because of difficulties from inserting PLMA No.5 into the patient.  

We suspect from this case that the problems in dyspnea and respiration were due to the folded cuff and incomplete placement 

of the PLMA, which resulted in lacerations of the mucosa in the soft palate of the patient.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probable causes for lacerations of the mucosa in the soft palate and reviewed all of the relevant literature, especially about the 

proper placement of the PLMA.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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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A.

  Laryngeal mask airway (LMA)는 신마취 시 기도확보 방

법에 있어 종 의 주종을 이루던 기 내튜  삽 법에 비

해 사용의 편리성, 치아나 인후두부 손상의 상  경한 가

능성, 삽입 시 역학  안정성의 우월성 등으로 근래 외래

환자 마취와 같은 소규모 수술을 한 마취에서뿐만 아니

라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의 신마취에서도 기도확보방

법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그  Laryngeal mask airway 

ProSealTM (PLMA; Laryngeal Mask Company, Henley-on-Thames, 

UK)은 Brain이 처음 소개했던 Laryngeal mask airway ClassicTM 

(cLMA)이, 다시  Brain에 의해 개량되어 제시된 것으로[1] 

의 cLMA에 비해 외견상 뚜렷이 달라진 부분으로는 

식도 배출 (drain tube), 배부기낭(dorsal cuff)의 존재가 도입

된 것이었다. 그리고 cLMA와 동일한 크기의 숫자번호를 가

질지라도 그 기낭은 더욱 비 하고 부드러우며, 바로 이런 

도입요소들로 인해 성문주  효과(glottic sealing effect) 

 식도  역류로부터의 안 성이 더욱 향상되었다[2,3]. 최

근 본원의 신마취 시 기도확보방식에 있어 PLMA사용이 

주종을 이루어 가던 , 삽입 시 곤란이 있었던 환자에게 

술 후 칭형 연구개 막 열이 발생하 던 사례를 소개

하고, 그 원인과 문제   고려사항들을 고찰해보고자 한

다.

증      례

  키 173 cm, 체  73 kg인 54세 남자 환자가 손목의 신경

결 로 제거술이 정되었다. 과거력상 고 압으로 경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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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doscopic finding of a patient’s soft palate at the fifth 

day after surgery. Following the recovery of the lacerations and 

edema, the returned position of the posterior pillars visualizes the 

posterior pharyngeal wall (Uv: uvula, PPL: posterior pillar, PPW: 

posterior pharyngeal wall).

Fig. 1. Endoscopic finding of a patient’s soft palate at the first 

day after surgery. The Bilateral lacerations have ulcerous lesions in 

their centers and serious edematous lesions around themselves. 

These edemas deviate the posterior pillars medially, so the posteri-

or pharyngeal wall can be hardly visualized (Uv: uvula, PPL: pos-

terior pillar, PPW: posterior pharyngeal wall).

약을 유지해온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병력은 없었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  산소포화도 감시를 시작

하 고, 마취유도를 해 remifentanil 1 μg/kg, 1% propofol 

2 mg/kg, 그리고 rocuronium 0.6 mg/kg를 투여 후 100% 산

소로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용수환기를 시행하 다. 한 

근이완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두경부를 냄새맡는 자세

(sniffing position)로 취한 후, 30 ml의 공기를 채운 PLMA 5

번을 손가락으로 삽입 시도하 다. 당시 환자는 체  73 kg

에 넓은 안면과 두부가 컸고, 하악이 발달했으며 턱

(temporomandibular joint) 운동 제한도 없던 환자임에도, 뜻

밖에 입술이 작아 개구가 크게 되지 않아서 공기를 채운 5

번 PLMA를 입안으로 넣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으며, 구개

부에서 시술자의 검지손가락으로 PLMA의 기낭 말단부를 

확인하며 진시키는 것도 공간의 부족함을 느껴 어려웠다. 

그러나 보통 5번 PLMA의 사용시 종종 겪는 문제로 단하

다. 일단 삽입 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감시상 다소 폐

쇄성을 의심할만한 형을 보 으나 호기말 이산화탄소분

압이 35 mmHg, 최고흡기압이 22 cmH2O 그리고 일회호흡

량이 약 8 ml/kg로 유지되어 길잡이 풍선(pilot bulb)을 통해 

추가 으로 6 ml가량의 공기를 주입하 다. 그러나 수술

비과정  기계환기 흡기 시마다 환자의 기도에서 소리가 

나는 동시에 PLMA의 물림틀(bite block)이 차 문니 

로 돌출되어, 길잡이 풍선을 개방하고 후진시켜 시술자의 

검지손가락으로 PLMA의 끝(tip)을 재확인하고 다시 진시

키기를 두 차례 했으나, 이번엔 도리어 30 cmH2O를 넘는 

최고흡기압을 반복 으로 보 다. 결국 PLMA를 꺼내 기낭

내 공기를 완  제거한 후 재삽입 하 으며, 마취기의 호흡

커 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감시상 정상  형을 확인

하고 수술을 진행시켰다. 30분 후 수술이 종결되고 환자의 

자발호흡을 회복시킨 후 PLMA를 제거하 다. 이때 제거한 

PLMA에서 응고된 흔이 묻어 나왔으나 회복실로 옮겨진 

후 별다른 이상징후 없어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수술당일 

밤에 환자는 앙와 에서의 호흡곤란, 인후통, 코막힘을 심

히 호소하 고, 다음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내시경을 

통해 연구개부  막의 칭형 열과 그 주변부의 심한 

부종을 발견하게 되었다(Fig. 1). 앙와 시 호흡곤란과 심한 

코막힘 증상은 비인두 개구부(nasopharyngeal opening)도 병

변에 포함되었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환자는 7일 후 완치되

어 퇴원하 다(Fig. 2). 

고      찰

  PLMA삽입은, 후두경을 이용한 기 내튜  삽 법에 비

해 비숙련자에게도 비교  쉽고 자극이 으며 유발될 수 

있는 손상의 심각성이 상 으로 크지 않아 차 리 보

되고 있다. 한 cLMA와 비교해서도, LMA삽입 후 치 

유지에 한 지속  안정성과 기도 효과  식도액 

역류에 한 보호효과 등이 크게 개선되어[2] 최근에는 

환자실, 소아  신생아에서의 사용, 복강경  골반경 수

술, 심지어는 체 변화를 요하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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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다.

  PLMA 삽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고된 것들은 침샘의 

부종[4], 뇌신경 손상( 신경[5], 신경[6], 회귀후두신경

[7]), 삽입도 (introducer)을 이용했을 때의 주름띠의 열

(rupture of frenulum) [8,9], 막손상[10], 인후통[10] 등이 있

다. 특히 뇌신경 손상의 들은 PLMA보다는 오히려 cLMA

에서 이 부터 훨씬 많이 보고되었다[6]. PLMA에 흔이 

묻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막손상은 총 1,235개의 

PLMA사용례에 달하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고찰한 문헌보고

상, 그 발생률이 3%부터 28%에 이른다고 하 으며[10], 술

후 인후통은 총 1,586 PLMA사용례에 해당하는 여러 연구

결과로부터 2%부터 49%에 이르는 다양한 발생률이 보고되

었고, cLMA와의 비교연구에서는 그 발생률이 비슷하거나 었

다[10]. 상기 후유증들에 한 보고  고찰내용들은 삽입시 

조직손상을 조심할 것, 한 PLMA크기를 선택할 것, 그

리고 정한 기낭내 용   60 cmH2O이내의 압력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이는 PLMA의 비 해진 원 부  

기낭의 크기로 인해 삽입이 cLMA보다 어려워졌고, 상

으로 비 한 기낭 용 이 인후두부에 기여하는 압력문제뿐 

아니라 기낭내 압력도 더불어 함께 높아질 경우( ; 과다한 

공기주입, 는 N2O로 인한 추가  팽창, 배부 기낭의 존재

성 등) 인후두  경부구조물에 한 압박의 험이 있어 

인후두부의 막 류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막 류의 해는 인후두통의 가장 가능성 있

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져 왔다[11].

  본 증례에서는 연구개부  즉 비인두에서 구인두로 이행

하는 부 에 칭형으로 막손상이 발생하 는 데, 원인으

로는 첫째 PLMA삽입시 빈번히 발생하는 원 부 말단 힘

(tip-folding, folded tip), 둘째 환자의 구강내 용 에 비해 

치 못했던 과도한 크기의 선택, 셋째로는 삽입  주입한 

공기가 힌 부 의 모서리 압력을 증가시켜서 환자의 좁

은 구강에 더욱 큰 압력을 주어 손상을 입혔으리라는 가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 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삽입 후 다소 폐쇄성의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형선을 보이고 환기시 소음이 들리는 , 

그리고 물림틀(bite block)이 차 튀어나오는 상으로 원

부 말단 힘(folded tip)과 동시에 불완  삽입(supraglottic or 

incomplete insertion)이 되었음은 측하 으나, 이때 재삽입 

는 반복된 진 재시도 보다는 작은 4번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좋은 술기상 단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본 자들의 술기상 오류들 에서 먼  PLMA크기 선택

면에서 고찰하자면, 제작자들의 지침은 체 별 선택을 권하

지만, 임상 으로 해외나 국내나 성인에 있어서는 성별 선

택이 주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12]. Kihara 

등은[12] 체 별 선택 방식이나 성별 선택 방식 둘 다가 

신마취환자에서 삽입 난이도, 정 치 차지, 환기  구인

두 출압, 막손상, 술후 문제 등의 반에 걸쳐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 고, 그들의 이 의 연구에서는 성

별 선택 방식을 따를 때의 크기 비교면에서 여성에겐 4번, 

남성에겐 5번이 합하다고 하 다[13].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여성에게 3번 는 4번, 남성에게는 4번 는 5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상 으로는 여성은 3번, 남성에게는 4

번이 우선 인 선택이 되고 있는 듯 하며, 실제로 PLMA를 

사용했던 다른 여러 국내논문들에서도 PLMA의 크기 선택

방식은 다수 그러함을 발견하 다. 아쉬운 은 아시아인 

는 한국인에서 성별선택방식을 따를 경우, 크기 간의 비

교우 를 다룬 연구는 의외로 드물었고 다만 아시아인인 

싱가폴 인구를 상으로 한 Tan 등의[14]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성문 쇄(glottic seal)의 측면에서 4번이 3번보다 우월

하고, 남성도 5번이 4번보다 우월한데, 다만 남성의 경우 5

번의 선택은 막손상의 빈도가 유의하게 더 증가한다고 

하 다. 

  다음으로 고찰할 것은 기낭의 용   기낭내 압력이 

막 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볼 때, cLMA 삽입성공률 

향상을 해 에 흔히 사용되어졌던 삽입  기낭팽창

법을 PLMA에도 용한 것이 과연 하 는가에 한 것

이다. Jung 등은[15] 삽입  기낭팽창정도의 차이가 비숙련

자에게서의 PLMA 삽입 성공률에는  향을 미치지 않

으며, 술후 인후통면에서는 최 허용공기량으로 팽창시킨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미리 공기를 주

입하고 삽입을 시도하 던 우리의 증례를 생각할 때 이 연

구는 의미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연구는 여성 3번, 

남성 4번으로 일  선택하여 사용하 던 경우 고 5번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5번이라면 삽입  팽창이 되려 

삽입 성공률을 낮추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도 있지 않

나 생각한다. 를 들면, 비 해진 PLMA의 원 부는 cLMA

에 비해 삽입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 되어져 

왔으며[16] 이것은 PLMA와 cLMA간의 차이에서만 용될 

것이 아니라 PLMA 크기번호간에도 용해 볼 만한 요인으

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막 류의 해면에서 cLMA와 비

교한 연구들에서는, PLMA사용군이 주입된 그 어떤 기낭용

에도 더 은 기낭내 압력과 더 좋은 기도 압력을 보

으며 PLMA의 기도 압은 첫 10−20 ml정도의 공기주

입 때에 가장 증가한다고 하 고, 기낭용 의 불필요한 추

가  과다팽창은 막에 한 압력만을 높일 뿐 기도

압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고 하 다[11]. 추가 으로 Kim 

등은[17] 3번은 20 ml, 4번은 30 ml와 같은 일 인 공기

주입방식이 술후 인후통 유발을 피하기 한 정 기낭압

력인 60 cmH2O 이내를 보장하지 못하고  그 정압력을 

지켰다 하여도 술후 인후통을 완 히 피할 수는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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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본 증례는 말단부 힙 상이 기낭과 힌 부 의 모서

리 압력을 보다 가 시켰을 것을 제로 둔 것으로, 이에 

마지막으로 고찰할 부분은 가장 기본 인 요인으로 지목되

는 원 부 말단 힘 상에 한 것이다. 이는 PLMA의 부

합거치 misplacement의 표 인 세 유형; 불완 삽입 

(incomplete insertion or supraglottic insertion), 성문삽입(glottic 

insertion), 원 부 말단 힘(folded tip)  하나이다. Brima-

combe와 Keller의[15] 연구에 의하면 통  방식으로 삽입

한 2,806개의 일련의 사례들  95명의 환자(3.4%)에서 후

향 힘(folded backward)의 발생이 확인되어졌다고 한다. 이 

연구는 성문삽입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군에

서 배출 을 통한 의 통과테스트를 시행하 고, 통과가 

불가능한 경우에 기 내시경으로 시진을 하거나 인두에 손

가락을 넣어 말단부 힘을 확진하 다. 힌 사례의 92% 

(87명)에서 구강 뒷부분으로 진할 무렵 항이 존재했었

지만, 의외로 7%에서는 진이 용이했었다고 한다. 이 힘 

사례 95명의 83% (79명)에서 물림틀의 돌출 상이 존재했

고, 98%에선 일회 환기량 8−10 ml/kg로 구인두에서의 공기

출없이 정환기가 가능했었다고 하 다. 이는 환기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는 기도확보면이나 환기면을 

별로 의심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원 부 

말단 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배출

의 통과 테스트는 말단부 힘 상을 배제하기 한 가

장 기 이고 필수 인 방식이라 여겨진다.  한편으로 

근래에 PLMA 삽입성공률 향상을 해 introducer의 사용 말

고도 Gum elastic bougie guided insersion [18,19], Lightwand 

guided insertion [20], Suction catheter guided insertion [21] 등

과 같이 배출 을 이용한 다양한 삽입방법들이 도모되고 

있다. 이는 배출  통과 여부가 PLMA의 한 장착(proper 

placement)에 얼마나 기 이고도 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반증으로 여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LMA 소개 이후 여러 LMA들은 이제 마취과의사들에게 

매우 친숙한 기도확보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구조가 바 었음에도 이 의 방식이나 습  습

들을 무의식 에 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안내지침에는 소

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PLMA사용 시 기도  환기가 

확보되면 당히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도   역류로

부터의 우회  보호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고, 막 류 

해  막손상 험을 보다 더 일 수도 있다는 가능

성, 그리고 기낭의 안정  자리 차지의 요성과 그 임상  

의의를 고려한다면, 보다 완 하고도 한 삽입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숙련도와 습 이 따라져야만 PLMA사용목

과 그 장 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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