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강경을이용한소아의기관연화증교정
술(대동맥고정술)

THORACOSCOPIC  AORTOPEXY 
IN INFANT WITH TRACHEOMALACIA

장은영, 신재호, 장혜경, 한석주(책임연구자)
EUN YOUNG CHANG, JAE HO SHIN, HYE KUNG CHANG, 

JUNG-TAK OH, SEOK JOO HAN 

연세의대 외과학 교실,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

DEPARTMENT OF PEDIATRIC SURGERY,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소개
 기관연화증에대한흉강경수술 (대동맥고정술)은국내에서세
브란스어린이병원소아외과팀에서유일하게성공하여이를
소개함

 흉강경수술 :  
• 5mm 와직경 3mm의구멍을흉곽에뚫고이를통하여카메라와수술기구
를넣어수술하는것으로가슴에 30cm 정도절개하는개흉술을피할수있
다. 

• 장점: 수술시야가좋다. 환자의고통최소화, 빠른회복, 미용적으로우수함. 



 기관연화증(Tracheomalacia)이란?
• 기관을이루는연골(물렁뼈)이선천적혹은후천적이유로강도가
떨어진부위가생겨서흡기(숨을들여마심) 시에기관의전후방직
경이좁아져서이로이하여호흡곤란이오는현상임: 

• 선천성원인: 선천성식도폐쇄, 미숙아의폐기관이형성증
• 이차성: 종격동의혈관이나종양이눌러서오는경우

 대동맥고정술 (Aortopexy):
• 대부분의기관연화증은시간이지남에따라호전되나생명을위협
하는저산소증을유발하는경우이거나, 기관삽관을제거하기힘든
경우에는대동맥고정술이시행된다. (수술성공율: 약 70% 내외)                       



증례
 여아 / 2 개월

 임신 36주출생, 출생체중 2.88kg

 출생 제 4일 선천성 식도폐쇄(타입 C)에 대한 수술을 타 병원에서 시행
받음

 수술 제 40일 : 수유 중 심한 호흡곤란 발생.

 타 병원에서 시행 한 식도촬영 상: 식도의 수술 부위의 협착, 식도열공
탈장 확인 됨 특별한 조치 안 함.

 그 후 타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는 계속적인호흡곤란
과 폐염으로 보호자가 원하여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로전원
됨. 



식도 촬영 (ESOPHAGOGRAPHY)

-타병원에서시행한검사임. 특별한조치없었음. 

수술 부위의 협착

기관 연화 부위

식도 열공탈장



수술 전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시행 한
식도촬영결과 같은 소견이 보임.



Long segment collapse of trachea 
Proximal esophageal distention with abrupt narrowing at anastomotic site

수술전세브란스어린이병원에서시행한흉
부컴퓨터촬영결과기관연화증이심한것이
확인됨.(붉은화살표부위)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의 최종진단
 선천성식도수술부위의협착 (Esophageal anastomosis site 

stenosis)
 위식도역류를동반한식도열공탈장 (Hiatal hernia, GERD)
 수술이필요한기관연화(Tracheomalacia)



수술
 생후 82일시행(82th day of birth)
 시행된수술방법

I. 식도협착의 내시경적확장술 (Endoscopic esophageal 
bougination)

II. 브로비악도관중심정맥삽입 (Broviac catheter insertion)
III. 복강경을이용한위주름술(Laparoscopic fundoplication)
IV. 수술전기관내시경 (preop-Bronchoscopy): 기관연화확인
V. 흉강경을이용한대동맥고정술 (Thoracoscopic aortopexy)
VI. 수술후기관내시경 (preop-Bronchoscopy): 기관연화호전
확인

 복강경수술을포함한총수술시간: 420 분
 흉강경수술시간: 115 분



식도협착 부위 확장 전후의 식도 내시경 소견

내시경확장전식도협착부위 내시경확장후협착이호전됨.



흉강경 수술은 3개의 구명을 이용 시행 함. 
1) 수술 카메라를 위한 구멍(직경 5mm) 1개
2) 수술 기구를 위한 구멍 (직경 3mm) 2개

For camera port



흉강경 수술방법
 횡격막신경보전 (Phrenic nerve preservation)
 흉선분리및제거 (Thymus dissection/Resection)
 심막절개 (Pericardium incision)
 대동맥노출 (Exposure of proximal aorta)
 흉골피부절개 (Small vertical skin incision on superior portion of 

sternum)
 대동맥을흉골에고정함 (Direct sutures through the sternum 

into ascending aorta transversely; 3-0 prolene sutures, ski 
shape needle, 4 stitches)
 수술의효과를보기위하여기관지경관찰하여기관연화의소
견이수술로호전되었음을확인함. (Rigid bronchoscopy was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aortopexy)



흉강경 대동맥 고정술 수술 동영상
THORACOSCOPIC  AORTOPEXY

여기를클릭하면동영상을볼 수 있습니다.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a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aoSequence 01.wmv�


수술 전 후의 기관지경 소견 동영상
(BRONCHOSCOPY)

수술전 (Pre-aortopexy) 수술후 (Post-aortopexy)

여기를클릭하면동영상을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클릭하면동영상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http://www.biliaryatresia.org/video/poSequence 01.wmv�


수술 후 경과 (PROGRESS)
 수술제 1일 (POD #1) : 중환자실에서호흡기치료 (IN ICU, 

WITH VENTILATOR)
 수술제 2일 (POD #2) : 기관삽관제거 (EXTUBATION)
 수술제 3일 (POD #3) : 일반병실로이동하여구강섭취시작

(OUT OF ICU, SOW )
 수술제 10일 (POD #10) : 퇴원 (DISCHARGE)



수술 제 19일 외래 방문 시 사진으로 흉부 절
개 없이 작은 구멍으로 수술 한 흔적만 있음. 
(POD #19, WOUND)

5.2kg, good general condition



수술 2개월 후 식도촬영으로 식도 협착이 호전 되
었고 기관연화가 호전됨(노란 화살표 )을 알 수 있
음.



결론 (CONCLUSION)
 기관연화증의소아에서의흉강경을이용한대동맥고정술은
효과적인최소침습수술방법이다. (Thoracoscopic aortopexy in 
infant with severe tracheomalacia is a feasible, and minimally 
invasive surgery.)

본자료는 2010년 11월 19일코엑스에서열린 62차대한외과학회학술대회소아
외과분과에서세브란스어린이병원소아외과장은영강사가발표한내용을책
임저연구자가일반인들이이해할수있게한글로번역하였음

 기타문의사항은세브란스어린이병원소아외과로할
것.(sjhan@yuhs.ac)



ESOPHAGOGRAPHY
Pre - aortopexy Post - aortop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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