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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대동맥 활을 동반한 팔로씨 사징 환아에서 
경식도 심초음파 소식자 삽입 후 발생한 환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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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ory compromise in an infant with Tetralagy of fallot and right aortic arch 
after insertion of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probe

− A case report−
Se Jeong Yoon, Justin Sangwook Ko, and Chung Su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Right aortic arch, a congenital malformation of the great vessels, can cause compression of trachea and/or esophagus.  We experienced 

a case of ventilatory compromise in an infant with tetralogy of Fallot and right aortic arch immediately after insertion of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probe during cardiac surgery. Although intraoperativ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can be safely performed in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it should be done with caution in patient with similar vascular malformation.  (Korean J Anesthe-

siol 2009; 5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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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에서 수술  경식도 심 음 는 

질환의 진단과 감시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1-4]. 

경식도 심 음 는 합병증이 드문 비교  안 한 비침습  

감시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식자의 거치가 식도 주변 

구조물인 기도나 기 지, 하행 동맥 는 심방 등을 압박

하여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5]. 특히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소아에서 경식도 심 음  소식

자가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여 역학  변화나 폐환기 장

애를 래한 증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심한 폐동맥 착이 

있는 환아에서 소식자 거치 후 폐동맥이 려 폐 류의 

하가 발생한 경우[6], 이상 기시된 우 쇄골하동맥이 폐색되

어 우측 팔의 류 장애가 발생한 증례와[7] 심한 폐동맥 

확장으로 기도가 린 환아에서 소식자 거치 후 환기 장애

가 발생한 가 보고되어 있다[8]. 

  자들은 선천성  기형인 우측 동맥 활을 동반한 

팔로씨 사징 환아에서 수술  경식도 음  소식자 거치

로 인한 폐환기 장애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

다.

증      례

  체  7.0 kg, 신장 74 cm의 5개월 여아가 비 청색증형 팔

로씨 사징으로 교정술을 받기 해 입원하 다. 생후 10일

경 신생아 패 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심 잡음이 

청진 되어 시행한 심장 음  검사상 팔로씨 사징을 진단 

받은 병력이 있었다. 

  수술  시행한 심 도 검사는 정상이었고, 흉부 X-선 검

사에서는 심 비 와 폐  음  증가 소견을 보 다. 심장 

음  검사상 심실 격 결손, 막성 폐동맥 착, 이차

성 심방 격 결손, 이상 좌쇄골하 동맥의 소견을 보 다. 

심장 조  후 컴퓨터 단층 촬  검사 소견은 우측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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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T scan shows the left subclavian artery (arrow) has an 

aberrant origin from the distal aortic arch and a retroesophageal 

course.

Fig. 2. 3D CT scan shows narrowing/compression of distal trachea 

and carina with mild compression of both proximal bronchi.활을 동반한 팔로씨 사징으로 이상 좌쇄골하 동맥이 가장 

나 에 기시하여 식도 후방으로 주행하 다(Fig. 1). 한 

상기도의 직경이 4.9 mm인데 비해 용골 상방의 기도는 우

측에 치한 흉부 하행 동맥과 우폐동맥 사이에서 심하

게 려 직경이 3.1 mm로 감소되어 있었고, 우상엽으로 가

는 기 성 기 지가 있어 이로 인해 용골 상방의 기도 직

경이 더 감소된 것으로 단되었다(Fig. 2).

  마취  투약 없이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 측정기와 맥박 산소 계측기로 감시 하 다. 환아의 활력 

징후는 압 97/60 mmHg, 심박수 124회,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고, 마취 유도를 해 Thiopental 50 mg, Rocuronium 

bromide 20 mg을 정주한 후 기낭이 있는 내경 3.5 mm 기  

내 튜 로 삽 을 시행하고 11 cm에 고정하 다. 청진상 폐

음은 양쪽 모두 같은 크기로 깨끗하게 들렸고, 튜 가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기낭의 공기 주입은 하지 않았다. 마취 

유지는 흡입 산소 분율 1.0에서 sevoflurane (2−3% vol)로 

하 고, 기계 환기는 압력 조  방식으로 최  흡기압 22 

cmH2O 설정 시 일회 호기량 56 ml, 분당 호흡 횟수 20−25 

회/분으로 설정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35−37 mmHg 

범 로 유지하 다. 우측 요골 동맥에 24 G 카테터를 거치

하 고, 좌측 쇄골하 정맥에 5.5 Fr 심정맥 을 삽입하

다. 마취 유도 후 환아의 활력 징후는 압 80−110/30−50 

mmHg, 심박수 125−140회, 산소포화도 100%, 심 정맥압 

4 mmHg로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마취 유도 20분 후 실

시한 동맥  가스 분석 소견은 pH 7.377, 이산화탄소 분압 

42.1 mmHg, 산소 분압 435.4 mmHg, 동맥  산소 포화도 

99.7%이었다.

  흉부 외과의 교정술에 앞서 이비인후과에서 순환용 기

지경을 통해 기도 착에 한 검사를 먼  시행하 다. 기

지경 검사상 용골 1−2 cm 상방 좌 후측 외부에서 박동

성으로 폐쇄를 일으키는 소견을 보 으며, 주기 지와 원기

지도 압박에 의해 좁아진 모습이 찰되었으나 완  

륜의 가능성은 떨어져 보 다.

  이후 경식도 심 음  감시를 해 10 × 8 mm의 소아용 

소식자(21381A, Philips, USA)를 약 16 cm정도 삽입하 고, 

항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삽입  최고 흡기압 22 

cmH2O에서 일회 호기량 56 ml로 유지되던 환기가 경식도 

심 음  소식자 삽입 직후 일회 호기량이 20 ml로 감소하

고, 청진 시 양 폐음이 히 감소되었다. 최고 흡기압

을 30 cmH2O로 증가 시켜도 일회 호기량이 20 ml로 측정

되며,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이 차 116 mmHg까지 상

승하여 동맥  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경식도 심 음  소

식자를 제거하자 즉시 환기가 정상 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맥박 산소 계측기상 산소 포화도는 계속 100%로 

유지되었고, 심박수 140회, 심 정맥압 4 mmHg로 삽입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압은 소식자 삽입 후 70/ 30 

mmHg으로 떨어졌으나 곧 회복되었다. 소식자 삽입 10분 

후 실시한 동맥  가스 분석 결과는 pH 6.940, 이산화탄소 

분압 136.9 mmHg, 산소 분압 154.3 mmHg, 동맥  산소 포

화도 98.0% 고, 소식자 제거 30분 후 실시한 검사는 pH 

7.336, 이산화탄소 분압 39.9 mmHg, 산소 분압 444.5 mmHg, 

동맥  산소 포화도 99.7%로 정상 소견을 보 다. 

  경식도 심 음  감시 없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 고, 

팔로씨 사징 완  교정술을 시행하고 환자실로 이송 되

었다. 술 후 4일째 기  내 튜 를 발  하 고, 9일째 병

동으로 이송된 후 12일째 퇴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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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경식도 심 음 는 심장의 해부학  구조를 평가하고 심

장의 기능, 역학  상태에 한 지속 인 정보를 제공하

는 장치로서 소아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에서 유용한 감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3,4]. 소아에서 경식도 심 음  감시

는 비침습 이고 안 성 면에서도 우수한 감시 방법으로 

합병증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식도 심

음  소식자에 인한 주 기 지 압박, 기도 폐쇄 등 폐환기 

장애가 래된 증례가 보고 된 바 있다[8-10]. 

  Stevenson 등은 1,650명의 소아  1%에서 기도폐쇄로 인

한 폐환기 장애가 일어났음을 보고하 고[11], 선천성 심질

환 소아를 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7 kg 미만 아에

서 소식자 삽입 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과 동맥  이산

화탄소분압이 의미 있는 증가가 일어났고, 이  3명의 소

아에서는 소식자 삽입 직후 최고 흡기압이 격히 상승하

다고 보고하며 체 이 작은 소아에서 기도압박 등과 같

은 폐 환기와 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

의를 요구하 다[12]. 

  본 증례의 경우도 환아의 체 이 7 kg으로 작은 편에 속

하 고, 기도를 압박하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해

부학  구조가 경식도 심 음  소식자 삽입 후 환기 장애

를 일으킨 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흉강 내에 발생하는  기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복 동맥 활(double aortic 

arch), 2) 좌측동맥 인 (left ligamentum arteriosum) 는 동

맥 열림증(persistant ductus arteriosus)을 동반한 우측 동맥 

활(right aortic arch), 3) 이상 쇄골하동맥(aberrant subclavian 

artery), 4) 이상 좌폐동맥(aberrant left pulmonary artery), 5) 

이상 치한 무명동맥(abnormally placed innominate artery) 

이다[13]. 이러한  기형들의 경우 주변 구조물인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는 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14], 본 증례의 

환아는 우측 동맥 활을 동반한 이상 좌쇄골하 동맥을 가

진 경우 다.

  우측 동맥 활은 0.1%의 빈도로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하나로, 이  50%에서 좌쇄골하 동맥의 이상 

기시를 동반하는데[15], 이때 좌쇄골하 동맥은 우측 동맥 

활의 네 번째 가지 는 Kommerell 게실에서 기원한다[16]. 

흉부 하행 동맥은 등쪽 동맥의 발  상태에 따라 흉부 

척추의 좌측이나 우측에 존재할 수 있고, 좌쇄골하 동맥의 

이상 기시가 있는 경우 부분 식도 뒤편으로 주행하게 되

나(80%), 식도와 기 지 사이(15%) 혹은 기 지 앞(5%)으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17]. 동반된 심기형은 5−10%에서 보

고되며, 팔로씨 사징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15]. 

  이상 좌쇄골하 동맥을 동반한 우측 동맥 활은 보통 증

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지만, 소아기에는 동반 심기형에 의

한 증상과 함께 기도나 식도가 압박되어 천명, 호흡곤란,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

다[14].

  본 증례의 경우 이상 기시된 좌쇄골하동맥이 식도 뒤편

으로 주행하며 용골 상방에서 기도를 박동성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 다.  우상엽으로 가는 기 성 기 지의 분지

로 인해 좁아진 용골 상방의 기도가 흉부 우측으로 주행하

는 하행 동맥과 우폐동맥 사이에서 심하게 려있는 상

태에서 경식도 심 음  소식자의 삽입이 기계  압박을 

일으켜 환기 장애를 래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ASE)에서 발표

한 선천성 심장 질환 환자에서의 경식도 심 음  사용 지

침에 따르면 기도 문제를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동맥 활 

기형이나 륜을 가진 환자에서 경식도 심 음  사용은 

역학  변화나 폐환기에 장애를 래할 수 있어 상

인 기로 분류하고 있다[5]. 자들은 환아의 팔로씨 사징 

교정술 시 경식도 음  사용이 수술  보다 정확한 해

부학  구조 평가와 술 후 교정의 정성 평가  역학

 감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단하여 외과의와 상의 하에 

감시를 계획하 으나 소식자 삽입이 폐 환기 부 을 일으

켜 사용을 단하 다. 따라서 본 증례와 같은  기형

의 해부학  구조를 가진 선천성 심질환 소아에서 경식도 

심 음  감시 계획 시 폐 환기에 한 향을 염두에 두

고 소식자 삽입과 조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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