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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취  발생한 우발  표시풍선 분리의 효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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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Management for Incidental Detachment of the Pilot Balloon on the Endotracheal Tube

 A Case Report 
Hyungsun Lim, M.D., Ji Seon Son, M.D., Hyun Ho Choi, M.D., Deokkyu Kim, M.D., 

Jeong Woo Lee, M.D. and Seonghoon Ko,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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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7-year-old female with lumbar spinal stenosis at L4-S1 was scheduled to undergo posterolateral interbody 

fusion. Intubation with a 7.0 size ID cuffed reinforced tracheal tube (MallinckrodtTM, Mallinckrodt Medical Atholen, 

Ireland) was uncomplicated, and any air leakage was not detected at that time. Two hours after the start of oper-

ation, an air leak was apparent at the trachea during ventilation in the prone position. Closer inspection of the in-

flation tube and pilot balloon showed that the pilot balloon had become detached. Because she was being operated 

on in the prone position, and ventilation was only possible at a less than optimal state, we attempted to fix this 

without having to reintubate the patient's trachea. Our solution involved inserting a 21-gauge needle into the in-

flation tube and a handheld aneroid manometer was then connected to it. The tube cuff was thereafter inflated up 

to a pressure of 20 cmH2O. In conclusion, careful manipulation is recommended when performing intubation and a 

needle connector may help secure the airway if the pilot balloon becomes detached during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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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튜 를 이용한 기도확보는 기도 보호  유지, 기

내 흡인, 양압환기 용, 한 산소투여 등을 목 으로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기 내튜 의 기계  결함

이나 손상에 따른 기도폐쇄, 가스 출은 호흡 리  기도

리에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1-6) 이  가스 출의 

원인들은 부분 기낭(cuff), 팽창 (inflation tube), 표시풍선

(pilot balloon), 팽창 막(inflation valve)과 련이 있다.2-6) 

자들은 요추척추  착증으로 제4요추에서 제1천추까지 

후방기구고정술  골융합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발

인 기 내튜 의 표시풍선 분리에 따른 기낭수축으로 가스

출이 발생하 으나 이를 성공 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7세 여자환자는 요추척추  착증으로 후방기구고정술 

 골융합술이 정되었다. 수술  검사에서 환자에게 특

이소견은 없었으며 마취를 시행하기  마취기와 호흡회로

를 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 호

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를 이용한 환자감시 상태에서 

thiopental, rocuronium, fentanyl을 투여해 마취유도를 하 다. 

이후 산소 2.5 L/min, 아산화질소 2.5 L/min, isoflurane 2.5 

vol%로 마스크환기를 4분간 유지한 후 내경 7.0 mm 강화기

내튜 (MallinckrodtⓇ, Mallinckrodt Medical Athlone, Ire-

land)를 사용해 기 내삽 과 한 기낭팽창을 시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마취유지는 산소 

1.5 L/min, 아산화질소 1.5 L/min, isoflurane 1.0−2.5 vol%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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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a handheld aneroid manometer and 21-gauge 

needle, which were used to replace the inflation tube and pilot 

balloon.

 내에서 시행하 다.

  수술은 복와 로 진행되므로 자세 환 시 기 내튜 가 

우발 으로 발 되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 다. 이후 호

흡 리는 일회호흡량 500−600 ml, 분당호흡수 9−11회 범

 내에서 조 하 으며, 맥박산소 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은 각각 99−100%, 30−34 mmHg로 유지되었고 

가스 출을 의심할만한 징후는 찰할 수 없었다. 수술이 2

시간 정도 진행된 시 에서 갑자기 마취기용 환기기(Aesti-

va/5Ⓡ, 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oration, 

Helsinki, Finland)에서 경고음이 발생하 고, 분당호흡량 감

소, 일회호흡량 감소, 폐유순도 감소, 환기기용 호흡낭 충만 

장애 등이 찰되었다. 이에 자들은 가스 출을 의심하고 

세 한 환자감시  응 조치와 함께 원인을 찾기 해 다

음과 같은 노력을 하 다. 우선 가스유량을 6 L/min로 증가

시키고 보다 많은 분당호흡량을 공 하면서 호흡회로 연결

부를 심으로 출부 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상을 발

견할 수 없어서 기화기의 고정상태, 가스유량계와 이산화탄

소 흡수장치 등을 검하 으나 역시 가스 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그래서 경고음 발생 직 에 마취과의사가 환자 머리받침

 주 의 수액선과 감시 장비에 연결하는 선들을 정돈하

다는 에 을 두고 기 내튜 와 호흡회로 연결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표시풍선이 없어진 팽창 을 

발견하 으며 이로 인한 기낭수축이 가스 출의 원인일 것

으로 강력히 의심하 다. 그러나 환자의 머리 주변에서 떨

어져 나간 표시풍선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가스유량을 높이

고 분당호흡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기 상태가 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직 수술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 기에 

보다 안정 인 호흡 리  기도 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될 험들이 염려되었다. 이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기 내튜 를 교체하는 것이 좋으나 수술 지  

자세 환에 따른 문제 들이 생각되어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다. 이 상태에서 기낭에 가스를 주입하고 유지할 수 있

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팽창

에 끼울 수 있는 당한 굵기의 바늘을 선별하 고 21 G 

바늘이 당하게 일치하 다. 그리고 한 기낭 팽창을 

시행하고자 휴 용 기낭 압력계(handheld aneroid manometer)

를 연결해 기낭 내 압력을 20 cmH2O로 조정한 후 겸자로 

팽창 을 압박하여 유지하 다(Fig. 1). 가스 출을 인지한 

시 에서 해결까지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후 수술은 2시간 정도 더 진행되었으며 호흡 리상 특

별한 문제는 찰되지 않았다. 환자 각성  발 을 해 

환자를 앙와 로 환시키면서 턱이 놓이는 안면 받침  

에서 표시풍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자는 한 각성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회복되어 1시

간 후 병실로 옮겨졌다.

고      찰

  본 증례는 마취  환자를 복와 로 환시키면서 기

내튜 의 표시풍선이 안면 받침 와 환자의 턱 사이에 끼

인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 고, 수술  환자 머리받침  

주 의 수액선과 감시 장비에 연결하는 선들을 정돈하는 

가운데 우발 으로 표시풍선이 분리되어 기낭수축에 따른 

가스 출이 발생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었다.

  기 내튜 에 련된 문제는 기 내튜  폐쇄에 의한 기

도폐쇄 문제와 기 내튜  자체 열이나 기낭, 팽창 , 표

시풍선 장애 등에 의한 가스 출 문제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도폐쇄 문제는 가스 출 문제에 비해 임상 으

로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성 한 큰 편

이다.1) 이에 비해 가스 출의 경우에는 임상  심각성은 비

교  작지만 호흡 리나 기도 리 면에서 한 환기유지

와 감시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 내 흡인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 흡입마취제의 실내 오염 등을 문제 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기 내튜 의 불균형  기낭팽창은 가스 

출 정도에 따라 환기 감소의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기낭

손, 팽창  단, 표시풍선  팽창 막 손상의 경우에는 

기낭팽창이  안되므로 일반 으로 용되는 환기조건

에서는 반폐쇄식 호흡회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환자에

게 필요한 분당호흡량을 공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3-6) 특히 한 환기를 해 높은 기도내압

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스 출에 따른 환기장애의 심각성

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인 해결방안

은 기 내튜 를 교체하는 것이지만,3) 어려운 기 내삽 이 

시행된 경우나 복와 에서 수술 인 경우 기 내튜 를 

교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보다 안 하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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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결 방법이 임상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시풍선이 

기능을 못하거나 팽창 에서 분리된 경우와 팽창 이 끊어

진 경우에는 표시풍선을 팽창 에 직  끼우고 겸자로 압

박해 가스 출을 해결하거나,4) 20 G 바늘 일부분을 연결기

로 사용해 표시풍선을 팽창 에 연결한 경우,
5) 그리고 팽창

에 18 G 바늘을 연결기로 사용한 경우6) 등이 있다. 기낭

이 손된 경우를 살펴보면 등비  생리식염수를  주

입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출을 막아 한 환기를 시행

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7)

  본 증례는 수술  우발  표시풍선 분리로 인해 가스

출이 발생되었지만 21 G 바늘을 연결기로 사용하고 휴 용 

기낭 압력계(handheld aneroid manometer)를 부착하여 하

게 기낭을 팽창시킴으로써 손쉽게 가스 출 문제를 해결하

고 한 호흡 리  기도 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복와 로 진행되는 수술은 마취유도 후에 자

세를 환하거나 마취유지 시에 여러 가지 조작을 필요로 

할 때 기 내튜 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발 으로 표시풍선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팽창 에 당한 굵기의 바늘을 연결기로 활용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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