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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삽  후 막양부기 의 일시  확장을 보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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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Dilation of the Membranous Trachea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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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tracheal intubation is a quick, simple and safe procedure for airway management and is used in various med-

ical procedures. Many endotracheal tubes have a cuff system, which prevents aspiration and allows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However excessive inflation of the cuff can cause mucosal ischemia with tracheal dilation which may 

result in tracheal rupture, or even death. Fortunately, mucosal ischemia of the trachea can be treated successfully 

with well-timed control of cuff pressure. It is essential for medical practitioners to be aware of these complications 

and to be able to manage them effectively if they arise. We present a case of diverticular-like dilation of the lower 

trachea detected by fiberoptic bronchoscopy that eventually improved in the hemoptysis patient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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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삽 은 기도확보를 해 빠르고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보편 인 방법이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 합병증들 에서 기 내튜 의 과도한 기낭내압에 의

한 기 의 압력손상은 모세  순환장애를 일으켜 막의 

허 손상과 기 확장을 야기한다.[1] 심각한 경우 기 열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회복 후에도 의인성 기 연화증 

는 기도 착에 의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기낭내압으로 인하여 일시 인 허 과 기 확

장이 발생하더라도 한 시기에 기낭내압이 조 되면 후

유증 없이 완 히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와 국외

에서 기 내삽  후 기 열이 합병되어 성공 으로 치료

한 보고는 많으나 일시  기 확장이 발생하여 후유증 없

이 정상화된 증례는 자들이 아는 한 국내에 보고된 이 

없다.

  자들은 기 내삽  1일 후 기 내튜 에서 액이 흡

인된 환자의 흉부 산화단층 상과 기 지내시경 소견상 

하부기 의 확장을 보 으나, 기 내튜  발 과 보존  치

료 후 정상으로 호 을 보인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5세 여자환자가 1시간 부터 발생한 기 내튜 의 

액흡인으로 호흡기내과에 의뢰되었다. 가족력상 특이사항 

없었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던 자로 1일  보행자 교통

사고 후 외상성 뇌내출 , 지주막하  경막하출 이 진단

되어 응 으로 신경외과에서 종제거와 감압수술을 받았다. 

이 후 환자실에서 기 내삽  상태로 T-피이스(T-piece)를 

통하여 산소 치료를 유지하던  기 내튜 에서 선홍색의 

액이 흡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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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X-ray findings. (A) On 

1st day of endotracheal intuba-

tion, it shows dilated trachea 

with a size of 41.28 mm by 

38.17 mm around cuff. (B) On 

8th days of extubation, chest 

X-ray shows restored tracheal 

dilation.

Fig. 2. Chest CT findings. (A) Chest CT on 1
st
 day of intubation shows dilated trachea at membranous portion (arrow). (B) Follow up chest 

CT shows restored dilation of trachea on 56
th
 days of extubation.

  호흡기내과 의진료 당시 활력징후는 압 130/80 mmHg, 

맥박 88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7
oC 으며 왼쪽  

주 에 반상출 이 있었으나 결막의 창백과 입술의 청색증

은 보이지 않다. 두경부 림  종   피하기종은 없었고 

흉부 청진상 양측 폐야에서 거친 호흡음이 들렸으나 심음

은 규칙 이었다. 신경학  검사상 양측 동공은 2 mm로 동

일한 크기 으며 정상 인 빛 반사를 보 다. 하지만 통증

자극에 을 뜨고 기 내삽 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오

른쪽 다리의 근력이 완 한 항을 이기지는 못하는 상태

(motor grade IV) 다.

  말 액검사에서 색소 11.1 g/dl (평균 구용  91.6 

fL, 평균 구 색소량 31.3 pg, 평균 구 색소농도 34.2%), 

백 구 13,600/mm3 (호 구 92%, 림 구 5%, 단핵구 3%), 

소  157,000/mm
3이었다. C-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CRP)

은 9.3 mg/dl로 상승되어 있었고, T 피이스로 2 L/min, 산소

공 상태에서 동맥 가스검사는 pH 7.48, PaCO2 23.6 mmHg, 

PaO2 121.6 mmHg, HCO3 17.7 mM/L, 산소포화도 98.1%

다. 생화학 검사에서 AST 50 IU/L, ALT 26 IU/L, BUN 16.9 

mg/dl, Cr 0.65 mg/dl, 로트롬빈시간 10.9 (INR 0.86), aPTT 

23.4 sec이었다.

  처음 응 실 내원 시 환자는 비강캐뉼라(nasal prong)로 

분당 2 L의 산소를 투여받았고 흉부 X-선과 산소포화도는 

정상 소견을 보 다. 수술실에서 경부손상을 이기 해 

후두마스크를 이용하여 7.5 mm 기 내튜 (LMA FastrachTM 

ETT)를 삽 하 고, 기낭은 5.5 ml의 공기를 주입하여 20 

mmHg의 압력이 확인된 후 양압환기를 시행하 다. 이 후 

Enflurane과 50% N2O 가스로 신마취하에 3시간 동안 뇌

종제거술을 받았으며, 수술  마취와 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수술을 마친 후 환자실에서 T-피이스로 

산소 투여  기 내삽  7시간째에 튜 에서 액이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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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ochoscopy on 1
st
 day of 

intubation. (A, B) It shows 

hyperemic mucosa and cylind-

rical dilation of membranous 

trachea, 2 cm above carina.

되어 호흡기내과에 의뢰되었고, 다시 검토한 수술 후 흉부 

X-선에서 41.28 × 38.17 mm 크기의 하부기  확장이 보

다. 하지만 기종격이나 피하기종은 없었고, 폐실질은 정상

이었다(Fig. 1A). 지 제 정맥주사 후 기 내튜  흡인에서 

액량이 어들어 소량씩 묻어나오고 있었다.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 으로 유지되어 출 의 원인과 흉부 X-선에서 

보이는 하부기 의 확장을 평가하기 해 흉부 산화단층

상(CT)을 촬 하 다. CT에서 폐실질의 출 은 보이지 않

았으나 기 분기부 2 cm 윗부분에서 오른쪽 뒷부분으로 확

장된 기 지가 확인되었다(Fig. 2A). 응 으로 기 지내시경

을 시행하 으며 앞니에서 25 cm 부 의 막양부기 에 확

장된 병변이 보 으나 활동성 출 은 없었고 막이 충

되어 있었다(Fig. 3). 기 지내시경 에도 활력징후는 안정

이었고 출  가능성도 낮아 기 내튜 를 발  후 안면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유지하 다. 발  1일 후 환자는 호

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고 입안 흡인에서 액응고물도 없

었다. 지남력을 묻는 말에 이름과 나이를 말할 수 있었고, 

이후 환자는 뇌출 에 하여 보존  치료를 받았다. 기

내튜  발  8일 후 흉부 X-선에서 이 의 하부기  확장 

병변은 호 을 보 으며(Fig. 1B), 발  56일째 시행한 추  

흉부 CT에서 정상 기 으로 회복되었다(Fig. 2B).

고      찰

  기 확장은 기 의 직경이 비정상 으로 늘어나는 상태

로 의견 차이는 있으나 3 cm 이상을 진단기 으로 하며, 기

내삽 , 감염, 스테로이드 치료, 흡연, 흉부외상 등에 의

해 후천 으로 발생할 수 있다.[2] 기도확보를 해 보편

으로 사용되는 기 내튜 의 기낭내압이 높으면 이차 으

로 기 확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3] 기낭이 있

는 기 내튜 의 사용은 1952년 코펜하겐에서 유행한 척수

성 소아마비 환자의 호흡부  치료에 간헐  양압환기를 

이용한 후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는데[1] 기낭은 구강이나 

장  이물의 흡인을 방지하고 양압환기시 공기의 출을 

막는 요한 역할을 한다. 기에 고안된 기낭은 고무로 만

든 용량고압력(low volume-high pressure) 기낭으로 높은 

기낭내압에 따른 기 손상이 빈번하여 이후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을 사용한 고용량 압력(high volume-low 

pressure) 기낭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다.[4] 

  증례의 환자는 교통사고로 뇌내출 이 있었으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경부손상의 염려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경

부의 움직임과 압상승을 이기 해 후두마스크를 이용

하여 용량고압력 기낭을 가진 기 내튜 (LMA FastrachTM 

ETT)로 삽 을 시행하 다.[5] 이후 3시간 동안 Enflurane과 

50% N2O 가스 신마취를 시행받았고, 기 내삽  7시간 

후에 처음에는 간과되었으나 기 내튜 에서 액이 흡인

되어 다시 검토한 흉부 X-선에서 기낭 치에 41.25 × 

38.17 mm 크기의 기 확장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마취에 

사용된 N2O 가스는 기낭을 통하여 확산될 수 있음이 밝

져 있는데, 기낭의 외부보다는 기낭내로 더욱 빨리 들어가

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N2O 가스에 의해 기낭의 용 이 

증가하여 기낭내압이 상승될 수 있고, 마취에 사용되는 

N2O 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6] 환자는 여성이었으며 과거력상 특이 병력이 없었고 

해부학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도 보이지 않아, 마취에 사

용된 N2O 가스가 확산되어 기낭내압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

해 기 확장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6,7] 특히 

용량고압력 기낭은 기낭내압과 기 막에 가해지는 압력

이 일치하지 않아 기 변형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을 경우 기낭이 기 내면의 윤곽에 

맞춰지기보다는 기낭의 모양에 따라 기 을 구형으로 확장

(low compliance)시킨다.[1,4] 비록 본 증례에서 지속 인 기

낭내압이 측정되지 않아 제한 이 있기는 하지만, Atalay 등

도 수술  기낭내압이 측정되지 않은 환자에서 N2O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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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기 열이 발생한 증례를 보고한바 있다.[8] 따라

서 와 같은 사실들은 본 증례의 기 확장이 N2O 가스에 

의한 과도한 기낭내압 상승이 원인임을 추론하는 것을 뒷

받침해 다.

  기 은 해부학 으로 앞과 양 에 C형의 기 연골이 

치하고 뒷부분은 막양부로 불리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

다.[9,10] 한 왼쪽 뒷편은 식도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높

은 압력이 가해질 경우 기 확장은 압력에 가장 취약한 오

른쪽 뒷부분에 발생한다. 다른 여러 증례에서도 기 확장의 

발생과 유사하게 높은 기낭내압에 의해 유발되는 기 열상

이나 열이 막양부에서 호발하는 것을 보고하고[7,9] 있어 

해부학  구조가 병변이 발생하는 치에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과도한 기낭내압에 하여 기 막은 기에 허 손상

으로 염증이 생기고 3－5일 후 궤양과 괴사가 일어난다. 이 

후 지속 인 손상이 가해지면 기 연골이 노출되고 염증이 

생겨 연골환이 소실된다.[1] 이런 상태의 기 은 형태를 유

지하는 능력의 감소로 호흡이나 기침 시 기 내경이 좁아

져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증례의 환자는 성으로 기

확장이 발생하 으나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진단과 발

으로 기도손상이 장기화되지 않아 정상 기 으로 완 히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 확장의 진단은 흉부 X-선 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하

고, 기 지내시경 검사나 CT 촬 이 추가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 확장은 방이 최선의 치료로 정한 기낭내압력 

유지가 요하다. 기  막의 모세  류압은 22－32 

mmH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기낭 내압이 22 mmHg 이상

일 때부터 류 감소가 일어나 허 손상이 발생한다.[11] 따

라서 주기 으로 기낭 내압을 측정하여 22 mmHg 이하로 

유지하고 고용량 압력의 기 내튜 를 사용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이외에 환자의 기도에 한 크기의 기 내튜  

선택과 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움직임에 주의를 

통해 압력손상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마취

시 N2O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기낭내로 가스가 확산되어 

기낭용 과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기낭을 단순 공기보다는 마취시 사용하는 동일농도의 

N2O 가스로 팽창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기낭으로 N2O 가스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과도

한 기낭내압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7,8]

  이번 증례는 용량고압력 기낭을 가진 기 내튜 로 기

도를 확보하여 뇌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성으로 

기 확장이 발생하 으나 빠른 진단과 조치로 후유증 없이 

호 된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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