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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협착증 환자의 풍선확장술 시 삽관용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경험
-증례 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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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esthetic Management using Intubating Laryngeal Mask Airway for
Balloon Dilatation in a Patient with Tracheal Stenosis
-A case repo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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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high tracheal stenosis sited near the vocal cord, it is difficult to manage airway using
a cuffed tracheal tub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vocal cord injury, inadvertent extubation of the
tube and inability to apply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An intubating laryngeal mask airway (ILMA)
is supraglottic airway device and can make maintenance of airway and ventilation effectively. Balloon
dilatations were performed many times in a 22-year old female patient with tracheal stenosis in awake
state. But it was impossible due to severe pain and discomfort causing frequent tracheal stenosis.
Because of the tracheal stenotic region (length 5 cm × diameter 5.6 mm) was located 1-2 cm below
the vocal cord, total intravenous general anesthesia using ILMA was considered. After giving propofol,
alfentanil and succinylcholine, ILMA was placed without any problems. The patient was ventilated
via ILMA, and several times of balloon dilatation were simultaneously executed through the inside lumen
of the ILMA. Oxygenation and ventilation was safely maintained during the procedure. We report
a case of high tracheal stenosis requiring balloon dilatation, where airway management was successful
using the ILMA without any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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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협착증은 기관내삽관, 기관절개술, 외상, 염증

위 및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기도 확보 및 유지 방

과 종양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 내 협착 부

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관의 상, 중부에 심한 협착
이 있는 경우 기관내관으로 협착 부위를 통과시켜
기도를 유지하는 것은 출혈, 점막부종, 종양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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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혹은 이로 인한 기도폐쇄의 위험이 높아
2,3)

이 작은 기관내관을 사용하거나,
4,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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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양압환기법

6)

1)

직경

고빈도제트환기

혹은 체외순환을 이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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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 LMA)를 이용
7)

75

기관의 협착 부위가 성대 직 하부 1-2 cm에 위

후두마스크를 기관내삽관에

치하여 기관내관을 일반적인 형태로 거치한 상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기관내삽관용 후두마스크

서는 협착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시키기 불가능하였

할 수 있다. Brain 등은

(intubation laryngeal mask airway, ILMA)를 개발하였

고, 기관내관을 협착 부위의 직상방에 거치하는 경

고, 전신마취 시 기도 확보 및 기관내삽관을 위한 보

우 기관내관의 고정 및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 기구로써 효과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8-10)

기낭에 의해 성대가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

저자들은 성대 직하부에 협착이 있었던 환자에서 삽

단하였다. 또한 기관내관 발관 후 협착이 더 악화되

관용 후두마스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기도를 유

어 기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이 우려

지하면서 풍선확장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보

되었다. 그래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는 데 방해되지

고하고자 한다.

않으면서 기도 유지 및 환기가 가능하고, 굴곡기관
지경을 이용하기에도 용이한 삽관용 후두마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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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기관내삽관
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체중 52 kg, 22세 여자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본원

중요했다.

내과에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8개월 전 폐결핵을 진

환자는 내경 6.5 mm 기관내관으로 삽관이 된 상

단 받았고 그 이후에 기관지-후두 결핵으로 진행되

태로 자발호흡을 하며 수술실에 입실하였으며 호기

었으며 다약물저항 결핵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

말이산화탄소분압은 자발호흡에서 40-45 mmHg를

다. 폐결핵을 진단 받았을 때 좌측 주 기관지에 협

보였다. 수술실에서 마취 전투약으로 glycopyrrolate

착 소견이 있었으며, 한 달 뒤 각성상태에서 풍선확

0.2 mg을 정주하였다. Propofol을 1.5-2μg/ml 목표농

장술을 시행 받았다. 그 이후 기관협착증이 재발하

도로 지속정주 하였으며 succinylcholine 20 mg을 정

였으며 기관지경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협착이

주하였다. 의식소실 후 기관내관을 발관하고 마스크

진행되었다. 전산화단층촬영상 성대 1-2 cm 하방에

환기로 기도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삽관용 후두

길이 약 5 cm, 직경 약 5.6 mm 정도의 협착 소견이

마스크를 거치하였다. Alfentanil 50-100 ug과 rocuro-

있었다. 국소마취 하 진정 상태에서 기관 협착 부위
에 스텐트를 삽입하였으나 한 달 뒤에 스텐트 위치
가 1 cm 정도 하방으로 이동되어 있었다. 그 후에
전신마취 하에 기관절개 후 단단 문합술을 시행 받
았었다. 최근 입원 2개월 전 기관협착의 재발로 각
성상태에서 다시 스텐트를 삽입하였으나 스텐트가
하방으로 이동되면서 협착이 재발하였다(Fig. 1). 각
성상태에서 수차례의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효
과적이지 못해 전신마취 하에서 효과적인 풍선확장
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술 전 환자의 폐 기능 검사소견은 강제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2.67 L (기대치의 60%), 1초
강제날숨량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
1.83 L (기대치의 51%), 1초강제날숨량/강제폐활량
(FEV1/FVC) 65%, 일산화탄소확산능 (diffusing capacity for carbon monoxide, DLCO) 14.4 (기대치의 62%),
최대노력호흡(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MVV)
54 (기대치의 45%)이었다. 술 전 동맥혈 가스검사
및 다른 검사소견상에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Fig. 1. Neck anterior-posterior radiograph shows the
tracheal stenosis (length about 5 cm × diameter about 5.6
mm) above the previously placed tracheal 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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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m 10-30 mg을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투여

관의 접근이 쉽고 호흡에 대한 저항이 적으며, 기관

하였으며 FiO2는 1.0으로 유지하였다. 시술은 삽관용

내삽관이 되지 않아도 ILMA만으로도 지속적인 기도

후두마스크의 내부 통로를 통해서 굴곡기관지경과 유

유지와 조절호흡이 가능하다. 또한 삽입 중에 구강

도철사를 이용하여 팽창 시 직경이 12 mm, 16 mm인

내로 손가락을 넣을 필요가 없으며 두경부의 움직임

확장기를 순차적으로 삽입하고 각각 8기압과 4기압

없이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곡기관지경과는 달

으로 1분씩 6회 풍선확장술을 반복하였다. 시술 전

리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삽입할 수 있

100% O2로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30 mmHg가 되도

다.7,14,15) 그러나 단점으로는 목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록 과환기를 시켜 풍선확장술 도중 무호흡동안 이산

최대 개구 시 상하악의 앞니간격이 20 mm 이하인

화탄소분압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튜브 부분

술 중 맥박산소포화도 99-100%, 호기말이산화탄소

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 치아 손상 가능성과 직접 보

분압은 36-41 mmHg로 유지하였으며 활력징후는

지 않고 기관내관을 진입시키기에 후두개 부종, 인

안정적이었다. 기관이 확장됨에 따라서 용수환기 시

후두부 손상, 식도내삽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호흡기계의 유순도가 양호해졌고 X선 투시상 협착

다.7) 상기도가 정상이건 병변이 있건 간에 ILMA를
통한 맹목적 삽관의 성공률은 82-99.3%로 다양하

부위가 확장되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술이 종료된 후 충분한 자가호흡이 회복된 상태

14-16)

게 보고되고 있는데,

ILMA는 거치한 상태로 우

에서 삽관용 후두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로 이송

선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두경부를 크게 움직이지

하였다. 회복실에서 1시간 동안 호흡곤란 등 기도폐

않으므로 경추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쇄 증상이나 협착의 재발이 없음을 확인하고 병실로

사용할 수 있다. ILMA는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것으

이송하였다.

로 예상되는 환자들뿐 아니라 굴곡기관지경을 이용
한 기관내삽관이 실패한 경우에도 삽관을 용이하게

고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기관협착이 심한 경우에 수술

찰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기도폐쇄와,17) 기도내압
11)

LMA는 1983년 Brain에

의해 기도유지를 위한

상승으로 인해 기낭 주위로 공기가 새어 나와 위내

도구로 소개된 이래 수술 전․중, 기도 확보 및 유지

로 들어감으로써 위 내용물이 역류될 가능성이 있으

나 진단적 기관지내시경술,12) 굴곡기관지경 유도하

므로 주의가 요구된다.4)

13)

기관 및 기관지 레이저 수술 등

본 증례의 경우 이전에 각성 상태에서 풍선확장술

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MA를 이용해서 기관내

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풍선확장 시 통증과

삽관을 시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내경이 좁고 길이가

불편감을 심하게 호소하여 충분한 시술을 하지 못하

길어서 작은 크기의 기관내관을 사용해야 했고 삽관

였고 이로 인해 기도협착의 재발이 잦았다. 그래서

11,14)

전신마취 상태에서 기도협착 부위를 충분히 확장시

Brain 등은7)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의식이 없는

키고자 하였다. 기관내관으로 기도를 유지한다면, 기

환자에서 산소화를 돕고 이를 통하여 성대를 노출시

관내관을 협착부위 직 상방에 거치해야 하는데, 이

키지 않고도 삽관이 가능하도록 LMA의 발전된 형

경우 협착 부위가 성대 직 하부 1-2 cm에 위치하

태로 ILMA를 고안하였다. ILMA의 말단부분은 해부

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도유지뿐만 아니라 기관

학적으로 상기도의 만곡과 일치하며, 손잡이가 일체

내관에 의해 풍선확장술 자체를 시행하는 데 많은

형으로 부착되어 있어 조작이 용이하다. 또한 견고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앞에서 기술

며 짧고 넓은 기도 유지용 튜브, 후두 거상용 지지

한 ILMA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ILMA가 성

경피 기관창냄술,

후

LMA를

제거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대, 마스크 기저부의 V자형 만곡부 등이 있어 쉽게

대와 기도협착 부위에 손상을 피하면서 기도 유지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ILMA는 길이 13 cm

및 양압환기를 할 수 있고, 기관지내시경과 확장용

의 도관으로 내경 9.0 mm 기관내관까지 삽관이 가

풍선을 ILMA의 내부통로를 통해서 삽입하여 풍선확

능하여 종전의 LMA와는 달리 기관내관의 구경과

장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시술자극에 의해 갑작스

길이에 대한 한계가 해결되었고 성문으로의 기관내

런 기도협착의 악화 시 빠른 시간 내에 삽관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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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ILMA를 사용하였고 성공적으
로 전신마취 관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
본 증례는 성대 직 하부에 기관협착이 있는 환자

7.

에서 풍선확장술을 통한 기관의 확장 과정에서 삽관
용 후두마스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기도유지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술을 한 경우이다. 기관협착이

8.

나 기타 기관내 질환으로 기관내 시술을 요하는 경
우, 시술 중에 효과적으로 기도유지 및 환기를 할
수 있으며 삽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삽관이

9.

가능한 삽관용 후두마스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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