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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튜브 사용 시 술 후 인후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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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after Use of Tracheal Tube,
Laryngeal Mask Airway and Laryngeal Tube for General Anesthesia
Nara Jung, M.D., Byung Hoon Yoo, M.D., Seung Hoon Woo, M.D.,
Younsuk Lee, M.D., and Jun Heum Y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racheal tube (TT), ProsealTM laryngeal mask airway (LMA) and laryngeal tubeⓇ (LT)
were used for general anesthesia. We compared the degree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after use of
TT, LMA and LT in anesthesized patients.
Methods: Sixty-five patients undergoing surgery were randomized into 3 groups; Group A, B, C.
TT, LMA and LT were inserted in group A, B and C, respectively. Fibroptic score was checked by
use bronchoscope in group B and C. Using visual analog sclale and 3-point score, degrees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were examined.
Results: The degree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of LMA was less than TT and LT. LMA showed
a better view of the larynx with a fiberoptic laryngoscope. After use of LT and TT, ther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bout postoperative sore throat.
Conclusions: The degree and frequency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in ProsealTM LM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ss than TT and LT group.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Key Words: Laryngeal mask airway; laryngeal tube; postoperative sore throat; visual analog scale.

중 하나이다. 술 후 인후통의 빈도와 정도는 마취 시의

서

기도관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1) 전신 마취

론

유도를 할 때 직접후두경 조작과 기관내 삽관을 시도
술 후 인후통은 전신마취 후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

한 경우 술 후 인후통은 14.4-50%로 관찰되며 기관내
삽관 대신 후두마스크나 후두튜브를 사용한 경우의 술
2)

후 인후통의 빈도는 5.8-34%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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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경우가 기관내 삽관을 시도
한 경우보다 술 후 인후통의 빈도가 적다는 보고가2)
3)

있는 반면 많다는 보고도

있어 후두마스크가 술 후

인후통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 아직 논란의 여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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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튜브는 기도유지장치의 하나인 Combitub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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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TM

변형이라 할 수 있으며 기관 튜브 대용으로 최근 쓰

Proseal

여지고 있고 삽입이 용이하며 실제 기관내에 삽관되

이상의 기도압에서 가스누출이 최소로 되는 20-30

후두마스크를 삽입하고 삽입 후 20 cmH2O

지 않기 때문에 술 후 인후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

ml의 공기를 기낭에 주입하였다. C군은 성별에 관계

고 후두튜브와 후두마스크의 술 후 인후통의 비교에

없이 신장 155 cm 미만은 3번, 155-180 cm 사이는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번, 그 이상은 5번의 후두튜브[laryngeal tube (LT ),

Ⓡ

이에 본 저자들은 전신마취 유도 후 기관내 삽관

VBM Medizintechnik, Sulz, Germany] (Fig. 1)를 사용

과 후두마스크, 그리고 새로운 기도유지 기구인 후

하였으며 후두튜브에 젤리를 발라 윤활시켰다. 환자

두튜브를 삽입한 경우의 술 후 인후통의 정도를 비

의

교해보았다.

“sniffing position”으로 만든 후 경구개를 따라 삽입

머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머리를

신전시켜

하여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넣었다. 전용 커프 팽창

대상 및 방법

기구(cuff inflator)를 사용하여 80-90 cmH2O까지 공
기를 주입한 후 60-70 cmH2O까지 압력을 줄였다.

본 연구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술 전 방문

B군과 C군에서는 각각의 기도유지장치 삽입 후 굴

을 통해 환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곡형기관지내시경을 써서 후두의 시야확보정도에 따

동의를 얻었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급

라 1-4점까지 내시경 점수를 매기고(1, 성문부가

또는 2급에 속하는 20-60세 사이의 성인 환자들 중

완전히 보임; 2, 성문부가 일부 보이거나 피열 연골

수술시간이 2시간 이내인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보임; 3, 후두개가 보임; 4, 어떠한 후두 구조물도

술 전 기도평가에서 Mallampati 등급 I-III을 대상으

보이지 않음)4) 내시경점수와 술 후 인후통과의 관계

로 하였고, 술 전 인후통이 원래 있었던 환자, 위식

를 분석하였다.

도 역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체중이 45 kg 미만

수술이 끝나면 기도유지장치를 제거한 후 발관된

또는 100 kg 이상인 환자, 삽관 시 2회 이상의 시도

기관튜브, ProsealTM 후두마스크, 후두튜브에 있는 혈

를 한 환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환자들을

액 유무로 출혈여부를 검사하였다. 수술 후 회복실

무작위로 A, B, C 세 군으로 나누었다. 모든 환자에

로 이송되고 의식이 깬 후와 수술 6시간 후, 수술

서 마취전투약으로 수술 시작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였다. 수술실에 들어온 후 심전
도, 맥박산소계측기, 비침습적 혈압계를 부착하여 감
시하였다. 마취유도를 위하여 분당 5 L의 산소를 23분 간 흡입하게 한 후 propofol 2 mg/kg, fentanyl 50
μg을 정주하여 의식을 소실시키고 vecuronium 0.1
mg/kg를 사용하여 근이완시켰다. Sevoflurane 4 vol%
로 3분 간 용수조절환기 후 각각의 군에 따라 기도
유지장치를 삽입하였다. 마취유지는 각각 2 L/min의
산소, 아산화질소와 sevoflurane 1.0-3.0 vol%를 사용
하였고 일회호흡량 8-10 ml/kg, 호흡수 분당 1012회로 하였다.
A군은 직접후두경을 사용하여 여자에게는 7번, 남
자에게는 7.5번의 기관튜브를 삽관하였다. 삽관 후
용수조절환기를 하여 20 cmH2O 이상의 기도내압에
서 가스의 누출이 없는 정도의 공기를 기낭에 주입
하였다. B군은 사용자 지침에 따라 체중을 기준으로
TM

3-4번의 Proseal

후두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기낭

Fig. 1. Larynge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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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음날 병실을 방문하여 어떠한 불편도 없는 경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군에서 남녀의 성비가 B, C

우를 0점, 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1점, 지속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적인 인후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2점으로 하는

가 있었고 술 후 비스테로이성 진통제 사용유무 와

3-point NRS (numeric rating scale) 및 visual analog

총 사용량은 B, C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scale (VAS) (0: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 100: 생각할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수술시간은 C군이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을 사용하여 술 후 인후통을

A, B군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측정하였고 술 후 진통제를 요구하는 경우 비스테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B군에서 A, C군에 비해

이성 진통제인 ketololac을 투여했으며 얼마나 투여

술 후 인후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C군은 A군에

되었나를 확인하였다.

비해 수술 6시간후의 VAS 및 3-point NRS를 사용한

자료는 나이, 키, 체중, 수술 시간, VAS로 측정된

술 후 인후통 비교에서는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으나

술 후 인후통의 정도, 투여한 비스테로이성 진통제

수술 직후와 수술 1일 후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의 양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성별, 미국

가지지 않았다(Table 2). B군은 C군에 비해 내시경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Mallampati 등급, 수술

점수가 좋았고 내시경 점수와 회복실에서의 술 후

후 비스테로이성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수,

인후통사이의

fiberoptic score의 경우는 해당 환자수로 나타내었

(Table 2). 또한 각각의 기도유지기구를 제거한 후

으며 3-point NRS로 나타낸 술 후 인후통의 정도는

확인된 혈액유무와 술 후 인후통사이의 통계학적 유

최빈수와 해당 환자수로 나타내었다. 자료분석은

의성도 보이지 않았다.

Medcalc

Ⓡ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version 8.02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의 ANOVA와 다중비교를 위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고

찰

을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술 후 인후통은 전신마취 후 흔히 나타나는 합병
증의 하나로 72시간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완화되

결

과

는데 기관내 삽관을 한 경우 뿐 아니라 후두마스크,
후두튜브 심지어는 안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군 간에 나이, 신장, 체중, Mallampati 등급에

술 후 인후통이 나타난다.5) McHardy 등은1) 기도유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Data
ꠧꠧꠧꠧꠧꠧꠧꠧꠧꠧꠧꠧꠧꠧꠧꠧꠧꠧꠧꠧꠧꠧꠧꠧꠧꠧꠧꠧꠧꠧꠧꠧꠧꠧꠧꠧꠧꠧꠧꠧꠧꠧꠧꠧꠧꠧꠧꠧꠧꠧꠧꠧꠧꠧꠧꠧꠧꠧꠧꠧꠧꠧꠧꠧꠧꠧꠧꠧꠧꠧꠧꠧꠧꠧꠧꠧꠧꠧꠧꠧꠧꠧꠧꠧꠧꠧꠧꠧꠧꠧꠧꠧꠧꠧꠧꠧꠧꠧꠧꠧ
TT (n = 20)
LMA (n = 23)
LT (n = 2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0 ± 12
38 ± 9
45 ± 14
Height (cm)
161.8 ± 8.8
159.1 ± 9.4
160.5 ± 7.7
Weight (kg)
60.4 ± 11.3
61.1 ± 10.2
62.1 ± 11.0
Sex (M/F)
7/13*
3/20
4/18
ASA (I/II)
15/5
18/5
20/2
Modified Mallampati classification
I
15
17
16
II
4
4
6
III
1
2
0
Duration of operarion (min)
109.8 ± 44.0
106.3 ± 49.4
90.0 ± 39.2
Postoperative pain control (+/-)
8/12
10/13
4/18
Postoperative NSAIDs use (+/-)
20/2
19/4
18/4
Total NSAIDs (mg)
80.5 ± 10.5
62.6 ± 14.2
72.3 ± 12.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T: tracheal tube, LMA: laryngeal mask airway, LT: laryngeal tube,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P
＜ 0.05 compared with LMA and L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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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 of Patients with Blood Tint on Device and Fiberoptic Score, 3 Point Scale Grade and Visual Analog
Scale of Postoperative Sore Throat (PST)
ꠧꠧꠧꠧꠧꠧꠧꠧꠧꠧꠧꠧꠧꠧꠧꠧꠧꠧꠧꠧꠧꠧꠧꠧꠧꠧꠧꠧꠧꠧꠧꠧꠧꠧꠧꠧꠧꠧꠧꠧꠧꠧꠧꠧꠧꠧꠧꠧꠧꠧꠧꠧꠧꠧꠧꠧꠧꠧꠧꠧꠧꠧꠧꠧꠧꠧꠧꠧꠧꠧꠧꠧꠧꠧꠧꠧꠧꠧꠧꠧꠧꠧꠧꠧꠧꠧꠧꠧꠧꠧꠧꠧꠧꠧꠧꠧꠧꠧꠧꠧ
TT (n = 20)
LMA (n = 23)
LT (n = 2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lood tint on device; n (%)
Yes
4 (20)
7 (31)
4 (18)
No
16 (80)
16 (69)
18 (82)
Fiberoptic score; n (%)
1
16 (69)
2 (10)
2
7 (31)
11 (50)
3
6 (27)
4
3 (13)
PST 3 point score
Recovery Room
2 (13)
0 (9)
2 (10)
6 h after operation
1 (10)
1 (13)
1 (15)
1 d after operation
0 (11)
0 (20)
0 (18)
Postoperative sore throat VAS
†
‡
Recovery Room
5.35 ± 2.11
2.30 ± 2.18*
4.45 ± 2.48
†
6 h after operation
3.35 ± 1.39
1.48 ± 1.41*
2.41 ± 1.50*
†
‡
1 d after operation
1.50 ± 1.10
0.43 ± 0.73*
1.27 ± 0.8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ST 3 point score (represented by mode in each group); 0: no complaints at all, 1: throat discomfort, 2: continuous
throat pain. TT: tracheal tube, LMA: laryngeal mask airway, LT: laryngeal tube. *P ＜ 0.05 compared with TT group,
†
P ＜ 0.05 compared with LT group, ‡P ＜ 0.05 compared with LMA group.

지기구를 삽입 시 발생하는 후두와 인두의 손상이

후통과 후두마스크 발관 후 출혈을 줄인다고 보고하

술 후 인후통의 원인이라 하였으나 안면마스크 사용

였으나 본 저자들은 후두마스크 삽입시 마스크 기낭

시에도 술 후 인후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두

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삽입하였다. 각

및 후두에 직접적인 자극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음

각의 기도유지기구를 사용했을 때의 술 후 인후통의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술 후 인후통의 원인요소로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보면 Higgins 등과
9)

2)

Joshi

후두마스크 사용시 나타나는 술 후 인후통이

건조한 가스, 윤활제에 대한 반응, 기낭내 압력, 튜

등은

브가 거치되어 있는 동안 환자의 움직임, 여러 번

기관튜브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적다고 발표하였으나

삽관을 시도한 경우, 튜브의 크기가 후두크기에 비

Rieger 등은

6)

10)

후두마스크 사용시 나타나는 술 후 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나 소아

후통의 정도가 기관튜브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에서 술 후 인후통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Etsuko 등은3) 후

튜브 크기가 후두크기에 비해 큰 것을 생각할 수 있

두마스크가 기관튜브에 비해 술 후 인후통이 더 심

으며 양 성별에서 튜브크기와 인후통의 빈도와 정도

하다고 하였다. Chandler는

해 큰 경우 등이 있다.

6)

11)

기도유지기구로 후두마

본 연구에서 A군과 C군의 술 후

스크를 쓰고 기구를 제거한 후 혈액이 묻어있는 경

인후통의 빈도 및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가 12%로 관찰되었으나 인후통의 빈도는 기관튜

값을 갖지 않는 데는 A군의 성비가 7대 13, C군의

브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후두

성비가 4대 18로 C군의 여성비율이 더 높았던 것이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혈흔이 23명 중 7명으로 기관

는 관계가 있다.

7)

TM

튜브나 후두튜브를 사용한 경우보다 많이 관찰되었

후두마스크 삽입시 기낭의 팽창 정도가 술 후 인후

으나 술 후 인후통의 정도와 빈도는 두 군에 비해

8)

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Wakeling 등은

더 낮았다(Table 2). Chandler는11) 후두마스크는 삽입

후두마스크 삽입시 기낭을 부풀리는 것이 술 후 인

시 연구개의 말단부와 인두벽의 아래쪽에 주로 힘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정수상 등은

Pro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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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며 기관튜브는 삽입시 경구개나 기관, 주로

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두튜브 사용시 22명중 10명이

후두에 주로 자극이 가해져 두 기도유지장치의 삽입

회복실에서 중등도의 인후통을 호소하였으며 이중 4

시 자극기전이 다르다고 하였다. 후두마스크를 사용

명에서 제거된 후두튜브의 혈흔이 확인되었다. 제거

한 후 제거할 때 혈액이 관찰되지만 술 후 인후통의

된 튜브에 혈흔이 있어도 기도손상이 의심되거나 술

정도는 덜한 것으로 볼 때 인후통의 원인은 연구개

후 인후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보고가

와 인두부위보다는 경구개, 기관, 후두의 자극으로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거된 튜브의 혈흔과 술 후 인

생각된다.

후통의 높은 빈도는 시술자가 후두튜브 사용에 숙련

최근 기관튜브의 대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후두 튜
Ⓡ

16)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브는 기도유지장치의 하나인 Combitube 의 변형이

결론적으로 후두마스크 사용시 기관튜브나 후두튜

라 할 수 있으며 한 개의 실리콘 관에 원위부의 식

브를 사용하였을 때 비해 술 후 인후통의 정도 차이

도내 기낭과 근위부의 구강인두내 기낭이 달려있다.

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나 후두튜브는 본 저자들의

튜브 원위부의 기낭이 하인두부위인 식도입구에 위

예상과 달리 기관튜브의 사용시와 비교하여 술 후

치하여 위 내용물의 역류를 막고 튜브 근위부에 위

인후통의 정도 차이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치하는 기낭은 구강인두 내에 위치하여 인두 상부로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는 각 군

공기가 새는 것을 막아준다. 공기 주입부에 공기를

의 성비 차이와 후두튜브에 대한 시술자의 숙련도

주입하면 두 개의 기낭이 부풀려지게 되고 환기는

부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두 기낭 사이에 위치하는 환기공을 통해 이루어지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된다.

후두튜브의 크기 선택은 키, 체중, 신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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