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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Conventional mediastinoscopy

       

Figure2. Video-assisted Mediastinoscopy, Wolf Com.

Introduction

  1959년 Carlens가 경부 종격동경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1990년 Buess 등이 

광학 종격동경을 개발해서 종격동 질환의 진

단이나 폐암 진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1]. 기존 종격동경(Fig. 1)의 단점으로는 제

한적인 수술 시야와 빈약한 수술 장비를 들 

수 있다. 이에 1992년 Albert Linder 등이 실질

적인 비디오 종격동경(Wolf Co., Fig. 2)을 개

발한 이후 수술 영상 장비와 수술 기구의 발

전은 종격동경 수술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1994년 Sortini 등이 

비디오 종격동경을 임상에 사용하면서 비디

오 종격동경 수술은 진단, 치료의 다양한 영

역에 걸쳐 확산되었다. 여기에서는 비디오 종

격동경 수술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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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비디오 종격동경을 통한 수술 시야.

1.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의 이해

  종격동경 수술의 장점으로는 흉막 유착이 

있는 환자에서도 림프절 절제와 같은 수술이 

가능하고, 폐기능이 부적절한 환자에서도 비

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수술 후 통

증이 적으며, 수술 흉터가 2-3cm에 불과해서 

미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술 후 흉

관과 같은 배액관이 불필요하고, 입원기간이 

짧다는 점을 수 있다.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의 이런 장점들 외에도 

첫째, 기존의 종격동경에 비해 넓어진 수술 시

야를 제공하고, 둘째,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

해서 매우 정밀한 수술 시야(HD; high- 
definition)를 제공할 수 있고(Fig. 3), 셋째, 수술 

시야는 대화면 모니터를 통해 확보되어 보조

자가 비디오 종격동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자는 두 손을 이용한 수술 동작이 가능하

며, 다양한 내시경용 수술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종격동경은 초보자

들을 위한 교육용 도구로서도 매우 편리해서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에 관한 학습 기간을 대

폭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artin-Ucar 등은 진단 목적으로서의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은 5예 정도의 경험만으로 충분

하다고 하였다[2]. 하지만, 치료 목적의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은 진단 목적의 수술에 비해 수

술 시간도 길고, 해부학적 이해가 많이 요구되

며, 다양한 기구의 사용이 필요해 충분한 경험

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후면부 구멍을 통해 수술 시야를 확보하면

서 동시에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데, 구멍의 

크기 등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수술 기구에 

많은 제한이 있다.
  하단부 blade가 벌어짐으로써 넓은 수술 시

야를 확보할 수 있고, 수술 영상은 육안이 아

닌 영상장비를 통해 확인하면서 다양한 수술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상/하단부가 같이 벌

어지는 비디오 종격동경도 사용되고 있다.
  좌측 사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좌측 반회 

신경이 보이며, 우측 사진에서 기관지 동맥혈

관을 절제한 후 4L 림프절을 박리하고 있다.
 
2. Video-assisted mediastinoscopic 

surgery as diagnostic tools

  폐암 환자에서 림프절 병기 결정은 환자의 

치료 방침 및 예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

며, 림프절 병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CT, PET,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EBUS), 초음파 식도 

내시경(EUS), 종격동경 수술 등 다양한 방법

이 있다. 현재까지는 정상 크기의 림프절에 

대한 정확성에 있어 CT, PET은 충분히 정확

하지 못하고, 세침 흡인술은 위음성율이 높아 

부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종격동 수술은 다

른 방법에 비해 침습적 접근 방법이기는 하나 

폐암의 진단이나 폐암의 림프절 병기의 결정

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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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vasive mediastinal evaluation in lung cancer

Approaches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Mediastinoscopy 78% 100% 0% 11%

EUS-NA 84% 99.5% 0.7% 19%

TBNA 78% 99% 1% 28%

EBUS-NA 90% 100% 0% 20%

TTNA 89% 100% 0% na

VATS 75% 100% 0% 7%

Table 2.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of video-assisted mediastinoscopy

 Sensitivity Specificity Accuracy

Benign diseases 100% 100% 100%

Malignant diseases    

  Other than NSCLC 100% 100% 100%

  NSCLC 97.3% 100% 98.0%

Overall 98.3% `00% 98.6%

Figure 4. Innominate artery와 left common

(Table 1,2). 종격동경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통

상적인 림프절로는 2R, 2L, 4R, 4L, subcarinal, 
pretracheal LN가 해당되며, 종격동경을 이용한 

폐암의 림프절 병기 결정은 정확하고도 안전한 

표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6].
  중피종과 같은 흉막 질환의 진단이나 흉막 

유착술을 시행하거나, hilum 혹은 AP window
의 림프절에 대한 조직 생검이 필요한 경우 비

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

법으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12,13]. 좌측 흉강 

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innominate artery와 

left common carotid artery 사이를 이용하거나 

left common carotid artery와 subclavian artery 
사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Fig. 4), 우측 

흉강은 상대정맥의 전후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12]. 
  최근 조기 폐암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폐절

제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정확한 림프절 절제가 가

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16]. 
  림프절 생검을 위한 종격동경 수술은 일회 

시행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차 종격동

경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17,18]. 재종격동경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이전 종격동경 수술이 

부적절했던 경우, metachronous second primary 
lung cancer, 재발성 폐암, lung cancer occurring 
after unrelated disease(ex, lymphoma, sarcoid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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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sis), 수술 전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병기 재설정을 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특
히 수술 전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병기가 

감소한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

차 종격동경 수술을 통한 병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흔한 적응증이 된다. 수술 방

법은 일차 수술과 유사하나 기관 주변 조직의 

유착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피하기 위해 기관

지 좌측 부위부터 시작해서 대동맥궁 주변에

서 기관지 전면부쪽으로 박리하면 편리하다

고 한다[17]. 
  carotid artery 사이를 통해 좌측 흉강 내로 

접근하는 통로를 보여주고 있다.
 
3. Video-assisted mediastinoscopic 

surgery as therapeutic tool

  Video-assisted mediastinoscopic surgery for 
mediastinal diseases
  1970년 Sarin이 최초로 종격동경을 이용한 

심낭 낭종 절제술을 성공한 후[19], 종격동경을 

이용한 치료 목적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

가 있었으나 제한적인 적응증만이 보고되었

다[20-29].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절제술의 

대상으로는 종격동 림프절이나 기관지 낭종

이 가장 일반적인 적응증으로 알려져 있다
[19-24]. Aslam 등은 거대 기관지 낭종으로 인해 

심낭 압전의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 작은 단일 

절개를 통해 신속히 낭종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완전한 절제가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고 하였다[21].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

용한 기관지 낭종의 절제는 기관지 낭종의 위

치에 따라서 약 50% 정도만 절제가 가능하다

는 보고도 있다[22]. 그 외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의 가능성에 대한 시도

도 있고[25], 식도나 기관지를 압박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aberrant right subclavian artery를 좌

측 개흉술이 아닌 종격동경을 이용해서 결찰

을 한 보고도 있다[26]. 
전폐 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흉막루는 치료하

기가 매우 어렵고, 흉강경을 이용하거나 흉골 

절개술을 시행하더라도 수술을 하기도 곤란

하며, 수술 후 감염이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아직도 치료 방침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

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기관-흉막

루 환자에서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해서 문

제가 있는 기관지를 성공적으로 절제함으로

써 기관지-흉막루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27-29].
 
  Video-assisted mediastinoscopic surgery for 
esophageal diseases
  1993년 Bumm 등은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

한 transhiatal esophagectomy의 가능성을 제시

한 이래 여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30-36], 
Tangoku 등은 이 방법의 대상 환자로 부적절

한 폐기능 환자, 과거력에서 흉벽 성형술을 시

행받은 환자, 심장 질환자, 간경변, 당뇨, 영양 

불량, 80세 이상의 고령, 전신 상태 불량, 출혈 

경향 환자 등을 제시하였다[30]. 이 방법의 장점

은 개흉술을 피할 수 있고, 비교적 수술 시간

이 짧아 여러 의학적 문제를 가진 식도 질환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식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식도와 연결

된 혈관이나 인근 림프절에 대한 정확한 절제

가 어려워 예상치 못한 혈관 손상이나 불충분

한 림프절 절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술 방법은 CO2가스를 

사용한다거나 비디오 종격동 외에 1-2개 정도

의 trocar port를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방

법으로 접근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어 수술자

의 경험이나 원칙이 더 중요할 것이다[31].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N.O.T.E.S) for mediastinal diseases
  최근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식도를 통

한 종격동 접근과 관련해서는 Willingham 등이 

동물을 이용한 transesophageal mediastinoscopy
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37], Woodward등은 동

물에서 식도 근절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

다[38]. 하지만 아직 제한점이 많아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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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런 수술 방법에서 예상되는 장단점으로

는 거의 통증이 없고, 흉벽의 근육 손상이 없

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변 장기의 손상이나 식

도 자체의 손상의 위험이 있고, 목적 이외에 

수술 통로로 사용된 식도 천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9]. 
 
4.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에서 주의할 점들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

는 수술 합병증 발생율이 낮다는 점이며, 발
생 가능한 수술 합병증으로는 폐동맥, 상대 

정맥 등과 같은 혈관 손상을 들 수 있고, 그 

외 기흉, 반회 신경 손상, 유미흉 등이 알려져 

있다. 비디오 종격동경 수술 자체로 인한 합

병증 발생율은 2% 미만이며, 수술 사망률은 

0.08%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좌측 종격동으로 접근 시에는 좌측 반회신

경의 손상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좌측 

반회신경의 손상은 신경 자체의 손상보다는 

기관과 대동맥 사이를 박리하면서 발생되는 

신경의 신장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려

져 있다[40,41](Fig. 3). 

Summary

  비디오 종격동경을 이용한 수술은 좁은 시

야와 제한된 수술 기구의 이용으로 수술 적응

증의 폭넓은 확대가 어렵지만, 종격동, 폐, 흉
막 질환에서 진단 혹은 치료 방법의 하나로서 

중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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