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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의 도입으로 국소

마취 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fiberoptic laryngeal la-
ser surgery under local anesthesia, FLS)의 역할이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의 최소 침습 수술(minimal invasive 

surgery)의 시대적 흐름과 맞고 기존의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

는 후두미세수술(laryngomicroscopic surgery, LMS)의 상당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후두음성의학을 전

공한 의사나 관심이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는, 추후에 그 역할

이 점점 높아질 FLS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론

1.   국소마취 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에 적절환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기본적으로 FLS는 후두미세수술(larryngoscopic micro-

surgery) 환자들과 적응증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나, 국소하취 

하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large sized lesion의 경우 환자가 힘

들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small to moderate sized benign 

vocal fold lesion이 좀 더 적절하다.1) 

FLS는 국소마취하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가 gag가 심

하거나, 불안하고 예민한 환자의 경우 FLS보다는 기존 후두

미세세술(conventional laryngomicroscopic surgery)가 추

천된다. 따라서 술전에서 외래에서 굴곡내시경(fiberscopy)을 

시행하면서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2) 

FLS 술식 자체로 의미(unique value)가 있는 경우는 기존 

후두미세수술(laryngomicroscopic surgery)로 노출이 어려운 

short neck, stiff neck, macrognathia, obesity, extension limi-
tations of the cervical spine 등의 difficult laryngeal ex-
posure(DLE) 환자인 경우와 후두미세수술 후 심하게 않게 재

발된(mild recurrence) 성대 양성병변의 touch up procedure

의 경우이다(Fig. 1).3) 

2.   국소마취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의 국소 마취 및 

모니터링

저자의 경우 FLS를 시행하기 바로 전에, Profopol 30 mg, 

Midazolam 3 mg를 환자에게서 정맥 주사하여 환자를 충분

히 진정시킨 뒤, 심전도(EKG, electrocardiography), 산소포화

도(pulse oxymetry)를 시행하면서 환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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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진행한다.1) 

환자의 후두부위 마취의 경우, 굴곡내시경(fiberscopy)의 

side channel을 통하여 4% lidocaine을 2~3 mL 정도씩 뿌리

거나, 혹은 side channel을 통하여 spray catheter를 사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드물게 환자에서 리도케인 쇼크(lido-
caine shock)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술식 중 리도케인(lido-
caine) 최대 용량을 7~8 mL 이하로 제한 하는 것이 추천된

다. 저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FLS가 가능할 정도의 참을성

이 있는 환자의 선택과, 적적한 국소마취가 술식의 성공 여부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4) 

3. 국소마취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의 장점 

FLS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마취를 피할 수 있어서, 관련 합

병증이 없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FLS술식 

자체가 간단하고, 수술 시간이 짧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다.5)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술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으며, 기존 후두미세세술 이 불가능한 difficult laryngeal ex-
posure 환자와, 기존 후두미세세술 후 재발한 양성 성대병변에

서 touch up procedure 로서 고유가치(unique value)를 가진다.6) 

저자 개인적으로는 음성 외과의로서 기존 후두미세세술외

에 또 하나의 치료(treatment modality)를 가지게 됨으로써, 환

자에게 좀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국소마취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의 적응증 

FLS의 초기 적응증으로 혈관만을 특징적으로 치료하는

(capillary targeted)는 532 nm 레이저의 성질을 이용하여 hem-
orrhagic vocal polyp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또한7) 서구권에 

유병율이 높은 재발성 후두유두종(recurrent respirtory pap-
illomatosis, RRP)에 확대 적용되어서 현재는 표준치료 자리

잡은 상태이다.7) 

현재는 적응증이 점차 확대되어서, 성대 육아중(vocal fold 

granuloma), 성대이형성증(vocal fold dysplasia)에도 적용되

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초기 성문암(early glottis ca)에서 적용 

하기도 한다.6,8)

5.   국소마취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의 부작용 및 이의 

처치

국소마취 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코피(epistaxis), 미주신경 실신(vasovagal syncope), 리도케인 

쇼크(lidocaine shock), 후두경련(laryngospasm) 수술 종결

실패 등 이 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과도한 gag reflex 및 과도한 성대 움

직임 등에 의해 수술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억지

로 국소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불완전 수술 및 

성대손상을 고려하여, 전신마취하에 기존 후두미세세술로 전
Figure 1. Patients lateral photograph of difficult laryngeal expo-
sure for conventional laryngomicrosurgery.

Figure 2. Serial surgical photograph of left hemorrhagic vocal polyp following fiberoptic laryngeal laser surgery (FLS) under local an-
esthesia (Qunata 532 KTP laser, Quanta System, Italy). A : Preop-FLS. B : Immediate post-FLS. C : Post-FLS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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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것을 저자는 추천한다. 미주신경 실신은 FLS procedure 

중 미주신경의 강한자극(vagus nerve stimulation)에 의해서 

발생하며, 처치는 일반적인 저혈량쇼크(hypovolemic shock)

에 준해서 치료한다.9) 

드물게 나타나는 리도케인 아나필락시스(lidocaine anaphy-
lactic shock)는 과도하게 많은 리도케인을 많이 후두에 점적

하는 경우나, lidocaine에 대한 환자의 과민반응에 의해서 발

생하게 된다. 환자는 의식소실, 경련, 혈압저하, dysrhythmia, 

등의 소견, 심한 경우 기도폐쇄나 후두경련(laryngospasm) 소

견을 보일 수 있다.10) Anaphylactic shock에 준해서 치료하며, 

특히 기도폐쇄 문제 및 심정지(cardiac arrest) 발생시 이에 대

한 처치가 필요하며, FLS 시술 중 발생할 경우, 마취과 의사

의 도움을 받은 것이 추천된다

6.   국소마취 하 굴곡내시경 후두 레이저 수술법 및 이의 임상 

결과

2018년 현재 국내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굴곡형 레이저(fi-
beroptic laser)로는 이탈리아 Quanta System 사의 ⓇQunata 

532 nm KTP laser와 이스라엘 Luminis 사의 ⓇAcupulse Duo 

등이 있다. 

아직 문헌으로 보고되진 않았으나 저자는 총 70명의 성대

폴립환자를 대상으로 국소마취 하 굴곡내시경 KTP 성대레이

저(Qunata 532 nm KTP laser, Quanta System, Italy) 수술

을 시행하여 92.8% 환자가(65/70명) 국소마취 하 FLS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수술 술기는 작은 병변의 경우 최대한 근접하여 

병변을 레이저로 소작(ablation)을 하고, 이 보다 큰 병변의 경

우 레이저로 병변을 소작하면서 레이저 끝에 병변이 묻어나

오게 하는 방법으로 병변을 제거 하였다(Fig. 2). 

시술 후 1개월째부터 거의 대부분의 주관적, 객관적 음성지

표들이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이는 술 후 3개월까지 유지되

는 소견을 보였다(p＜0.05). 수술 관련 합병증로는 1례(1.4%)

의 성대 혈종, 2례(2.8%)의 리도케인 쇼크(lidocaine shock) 

소견을 보였으며, 추적 관찰 기간 중 1례(1.4%)의 성대진동 감

소와 2례(2.8%) 성대폴립 재발소견이 관찰되었다.

결      론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전신마취를 피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FLS가 장점을 가진 술식이나, 단점없이 장점 

만을 가진 전가의 보도와 같은 수술법은 아니다. 레이저를 과

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성대조직에 비가역적 손상으로 성대

반흔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술자는 과도한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면서,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사용하

였을 경우에 FLS가 유용함을 이해해야 한다. 

중심 단어 : 레이저ㆍ성대ㆍ성대폴립ㆍ성대양성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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