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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ree dogs were presented with signs of recurrence of coughing, dyspnea and difficulty of barking after
endotracheal stent placement. On the basis of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laboratory tests and radiography,
complications of endotracheal stent were suspected. Dog 1 had unfitted stent diameter (stent diameter is larger than
tracheal diameter) and getting disentangled of proximal tracheal stent wire. Dog 2 was suspected a foreign body reaction.
Dog 3 had the migration of stent caudally. Based on these cases, the veterinarian should accurately evaluate the indicated
patients before endotracheal stent and has to select the appropriate stent (diameter, length and location) to prevent
complications after endotracheal stent and concern the regular follow-ups to assure proper endotracheal stent placement.

Key words : dog, endotracheal stent, tracheal collapse.

서  론

기관허탈은 기관륜의 C 모양의 연골이 약해짐으로 인해

기관지가 폐색되는 질환으로 주로 소형견에 다발한다(5,13).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소염 용량의 코티코스테로이드(corti-

costeroids), 기관지 확장제, 진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진정제 등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9,15). 그러나 질환이 진

행되면서,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실패할 경우 과거에는 수술

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외부 고정법 혹은 나선형의 보철물 삽

입과 같은 수술기법을 사용하였다. 경부기관에 대해서는 비

교적 수술적인 접근이 쉽지만, 흉부 기관의 경우 큰 위험성

을 가지기 때문에 차차 기피하는 치료법이 되었다. 최근 스

텐트 장착법은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법이 가지는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개에서 적용한 사례

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1,3,8,10,14). 특히 기관 내로 삽입하

는 스텐트의 경우 시술이 비침습적이고, 삽입 시간이 적게 걸

리며, 품종에 따라 다양한 기관 직경 크기를 지니는 개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관 내 스텐트 장착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스텐트의 짧아짐, 이동, 부

러짐, 모양변화로 인한 허탈 등의 스텐트 자체적인 문제와,

스텐트 말단부분의 육아조직 형성, 만성 기침, 기관상피의 미

란성 변화, 폐렴, 급성 폐수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스텐트 장착으로 인한 호흡기의 문제 등이 있다(3,4,7,10). 본

증례는 기관허탈을 보인 세 마리 개에서 기관 내 스텐트 장

착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보고하고, 올바른 스텐트의 장

착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이다. 

증  례

증례 1

8년 령의 암컷 요크셔테리어가 기관허탈에 대한 스텐트 장

착 시술 약 두 달 후 지속적인 기침을 보이는 증세를 보여

본 병원에 의뢰되었다. 신체 검사 상에서는 이상적인 심음이

나, 폐음은 들을 수 없었다. 흉부 방사선 상에서는 환자의

기관직경에 비해 큰 스텐트의 기관 직경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스텐트 근위부의 필라멘트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전혈검(CBC), 혈청화학 검사상에서는 이

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검사 결과와 병력 등

을 바탕으로 하여, 스텐트 직경의 부적절함, 스텐트 말단 부

위에 풀린 필라멘트로 인한 기관 벽 자극 등으로 인한 스텐

트 장착 합병증으로 잠정 진단하였다. 보존적인 처치로 소염

용량의 코티코스테로이드(Prednisolone 0.5 mg/kg, BID)를

처방하였으나, 이후로도 기침 증세는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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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4년 령, 1.85 kg의 암컷 요크셔테리어가 스텐트 장착 시술

3일 후, 스텐트 장착 전보다 더욱 심한 정도의 난치성 기침

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본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상에서는 지속적인 심한 기침을 보였으며 이상적인

심잡음은 청진되지 않았으나, 심한 기침으로 인해 폐음을 청

진하기 힘든 상태였다. CBC와 혈청화학 검사상에서 특이 소

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흉부 방사선상에서는 vertebrae heart

scale(VHS) 10.6으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기타 특이 소

견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2-A). 위의 검사 결과와 스텐트

장착이 이루어 진지 3일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스텐트 장착

에 따른 일시적인 기침 혹은 이물반응이 의심되었기에 보존

적인 치료로 소염용량의 코티코스테로이드(PDS 0.5 mg/kg,

po, BID)를 처방하고, 약물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보기로 하였

다. 그러나, 일주일 후 다시 재 내원하였을 때, 이전보다 더

욱 심한 기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물에 대한 반응은 없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심전도상에서 특

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도플러 방식(Vmed Vet-

DopTM, Vmed Technology, WA)으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은

130 mmHg 였다. 따라서 진해제(dextromethorphan 2 mg/kg

po tid) 를 추가적으로 처방하고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이 후

5일째에 다시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재 내원

하였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에서, 스텐트 앞 뒤쪽 경부 기관

과 흉부 기관의 직경이 경미하게 감소되어 있고, 이후 기관

분지부에서 주기관지 부위의 직경은 보다 심하게 감소되어

있다. 배 후엽의 폐야는 매우 심한 폐포패턴 양상의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2-B). 비 심장원성 폐수종에 준한 산소의 공

급 및 진정제, 기관지 확장제 등과 함께 집중 치료실에서 관

리를 실시 하였으나, 내원 다음날 폐사하였다. 

증례 3

17년 령의 중성화 수컷, 요크셔테리어가 스텐트 장착 후부

터 약 한 달간 흥분 시 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본 병원

에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상에서는 항진된 호흡음이 청진되

었으며, 항진된 호흡음으로 인해 심음 청취는 어려운 상태였

다. CBC 검사 상에서는 중등도의 백혈구 증가증 28900/ul(정

상범위 6000-17000)을 보였으며, 혈청화학검사에서는 Alka-

line phosphatase(ALP) 510 U/L (정상범위 8-100), gamma

glutamyl transferase(GGT) 34 U/L (정상범위 0-8), blood

urea nitrogen(BUN)이 61 mg/dl (정상범위 8-30)로 상승되어

있었다. 복부 방사선상에서 약간 비대 된 간을 확인하였고,

이어 실시한 복부 초음파 상에서는 간의 실질의 음영이 약

간 증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흉부

방사선상에서는 VHS 9.9, 기관과 기관지(특히 기관분기부)

의 허탈이 관찰되었으며, 장착된 기관 내 스텐트는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좌측 폐의 꼬리엽을 중심으로 미만성 간질

패턴도 관찰되었다. 경부 기관으로부터 흉강 입구 부분까지

의 기관은 허탈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검사를 바탕으로 하

여, 스텐트의 후방 쪽으로의 변위와 함께 폐렴이 동반된 것

으로 의심되었고, 보존적인 처치법으로 항생제(clavamox 62.5

mg/dose, po, bid)와 기관지 확장제(theophylline 20 mg/kg

po, bid)를 처방하였다. 그러나 퇴원 5일 뒤 호흡곤란 증세가

Fig 2. Lateral thoracic radiographic views of case #2 at first (A) and second admission (B). Collapse is observed from carina to
mainstem bronchus. Severe alveolar patch patterns exist in the caudodorsal lung field.

Fig 1. Lateral thoracic view of case #1. Notice that tracheal
stent diameter is not fitted compared to trachea diameter and the
one third proximal region of endotracheal stent is disrupted. It
has been coughing because continuous stimulation of the
tracheal inner wall by 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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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악화되어 본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재 촬영한 흉부

방사선상에서는 처음 내원시 보다 더욱 진행된 형태의 폐침

윤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흉부 기관지의 압박이 더욱

두드러져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본 환자는 20일

간 입원하여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산소 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치료를 실시 하였으나 내원 20일 뒤 폐사하였다. 

고  찰

소형견의 기관 허탈에 기관 내 스텐트의 장착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주 기관의 공기 통로의

확보를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 기관 외

보형물 장착(extraluminal prostheses) 의 경우에는 주로 경부

기관 허탈을 보이는 환자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한 보

고에 의하면, 37마리의 기관허탈을 보인 개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을 때, 경부 기관 허탈만 보이는 경우가 35%, 흉강 내

기관 또는 주 기관지가 허탈 되는 경우가 19%, 기관 전체

가 허탈을 보이는 경우가 46%라고 보고하였다(6). 또한 기

관 외 보형물 장착은 합병증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난치성

기침, 호흡곤란, 후두 마비 등이 31.1%에서 나타났고 합병증

이 나타난 경우의 56.4%는 장착 후 한 달 이상에서 합병증

이 나타났다고 보고한바 있다(2). 이에 비해 기관 내 스텐트

의 장착은 비침습적이고, 즉시적인 임상증상의 개선을 볼 수

있다는 점, 수술시간이나 회복시간이 짧다는 점 등에서 장점

을 갖고 있어, 최근 수의학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기관 내 스텐트는 첫째, 삽입

하기 쉬우며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장착 가능한 것이어야 하

고, 둘째, 공기 통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압력

으로 존재하여 스텐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탄력성이 좋아서 재료로부터 발

생할 수 있는 피로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로는 공

기 통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로는 이물반응이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육아조직을 형성하

거나 감염을 촉진시키는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로

는 기관 상피를 보호해서 기관 내 점액섬모 청소율에 영향

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경우 쉽게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11,13,17).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

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스텐트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초기 장착 시 주의 깊고 면밀한 검사와 스텐트의 선택을

통해 성공적인 장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증례의 경우, 장착된 스텐트의 직경이 기관직경에

비해 너무 큰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텐트 근위부의 필라

멘트가 풀려 있어 이로 인해 기관 벽이 자극을 받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기관 내 스텐트 장착 시 스텐트의 지름의 선택

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관 내 스텐트 장착 시 선택

해야 할 스텐트의 직경은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을 이용한

다. 흉부 방사선의 외측상에서 평균 기관 직경에 배복상에서

의 평균 기관직경을 더하여 2를 곱하고, 이를 3.14로 나눠준

값에 해당하는 지름의 스텐트를 선택한다(8,16). 너무 큰 직

경의 스텐트를 선택할 경우, 지속적으로 기관 벽을 압박하고

스텐트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으며, 양 끝의 날카로운

부분이 기관 벽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활동성이 강한 품종의 경우 목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극의 정

도가 더욱 심할 수 있다. 너무 작은 직경의 스텐트의 경우,

스텐트의 위치가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하게 고려하

여 스텐트의 직경을 선택하여야 한다. 스텐트의 양 끝이 날

카롭기 때문에 한 보고에서는 이로 인해 기관 천공이 발생

하고 속발적으로 종격동 기종과 폐기종이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8). 본 환자의 경우에는 스텐트 근위부의 풀린

필라멘트가 지속적으로 기관 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지속

적인 기침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스텐트의 선

택을 통해 장착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증례의 경우는 장착 후부터 지속적으로 기침이 심

했으며, 2주 내에 폐수종으로 발전하여 폐사한 경우이다. 기

침과 호흡곤란은 스텐트를 장착 초기에 동반될 수 있는 흔

한 증상으로, 특히 이물반응이나 신장수용기(stretch receptor)

자극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10). 이 증례의 경우 환자의

병력이나, 나이가 4살인 점, 다른 부가적인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심장원성으로 기원한 폐수종으로 보기

는 어렵다. 이 증례에서 발생한 폐수종의 원인으로는 스텐트

장착으로 인한 후두의 마비, 혹은 이물반응으로 인해 발생된

지속적인 기침 등으로 인한 저산소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과

도한 흥분상태로 인한 과도한 아드레날린의 분비 상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호흡곤란으로 인한 노력성 호흡의 경우,

흡기 시에 흉강내의 과다한 음압 상태가 되고, 환자는 가스

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 더욱 흥분하고, 고통스러

워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흥분상태는 더 많은

가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상태가 되며, 체온이 상승하여, 이

Fig 3. Lateral thoracic radiographic view of case #3. There is
collapse in the cervical trachea, thoracic inlet and carina region.
Notice that endotracheal stent has migrated caudally. Also
pulmonary infiltration exist (Diffuse interstitial especially right
caudal lung - patchy alveol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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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인해 또 더 많은 가스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속발적으로 폐로 공급되는 혈관압의

상승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가 더 진행되면 폐수종으로 이

어지게 된다. 본 환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스텐트 장착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고, 적당한 크기와 적절한 위치에 장

착된 스텐트만을 평가하여, 스텐트 장착 당시에 발생했을지

모르는 후두 마비와 같은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

한 점이다. 그러나 병력상에서 스텐트 장착 이후에 더욱 악

화된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장착 후 2주 이내에 폐사한

점 등은 스텐트 장착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강력히 의

심할 수 있다. 

스텐트의 장착 시 장착위치는 스텐트의 직경, 길이의 선택

과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스텐트의 길이는 기관허탈이 있는

전체 기관지의 길이보다 약 1-2 cm정도 긴 것을 선택하는 것

이 추천되며(16), 후두에서부터 흉강의 기관 분기부의 10 mm

전방까지의 기관의 길이를 측정한 값에서 10 mm를 뺀 값을

최대 길이로 생각한다(8). 세 번째 증례에서는 스텐트의 위

치가 후방으로 변위 되어 기관 분기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

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이다. 특히 이 증례의 경우, 스텐

트의 직경 또한 기관직경에 비해 큰 스텐트를 장착하였으므

로, 기침을 할 때마다 기관 벽에 더욱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기관 벽의 손상이 더욱 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텐트가

후방으로 변위 되어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하여 다시 스텐트

의 위치를 잡아 주었을 때 임상증상이 해소되는 것을 관찰한

증례를 보고한 바도 있다(3). 또한, 스텐트의 변위에 따른 기

관 상피의 손상으로 인해 기관 점액 청소율이 떨어지면서 염

증 산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오연성 폐렴이 발생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는 스텐

트 장착 약 한달 후에 기침 증상을 보였으며, 이 후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었다. 비록 17살의 고령의 환자이고, 약간의 간

비대를 동반한 환자이긴 하였으나, 병력청취와 증상의 발현

시점, 그리고 매우 빠른 증상의 진행 속도를 보였던 점을 고

려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기관 분기부의 심한 자극, 그리

고 속발적으로 발생한 염증산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

어 갑작스러운 폐사로 이어졌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논문에서도 후두 마비, 기관 상피의 지속적 자

극 및 염증으로 인한 괴사 등의 합병증에 세균의 증식이나,

지속적인 자극, 육아조직의 형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 그

증상이 급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음을 기술한 바 있다(14).

기관 허탈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 내 스텐트 장착을 하기

에 앞서 약물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약물로 더 이상 유지

되지 않은 개체에서 기관 내 스텐트 장착을 고려해 보는 것

이 좋다. 또한 기관 내 스텐트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기관지

허탈의 경우에는 스텐트의 장착만으로 증상이 완전히 해소

되지 않으므로, 기관 내 스텐트를 장착한 환자의 경우에도

보조적인 약물 치료는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번 장

착된 기관 내 스텐트는 소재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나 대체적

으로 다시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스

텐트 장착에 앞서 방사선학적인 검사 또는 CT와 같은 영상

학적인 검사를 통해 기관 허탈이 존재하는 부위와, 같은 품

종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직경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위

에서 언급한 대로 개체에 맞는 스텐트의 선택과 함께 장착

시에도 목표로 하는 위치에 정확히 삽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착 후에도 임

상 증상, 영상학적인 평가 등의 재 실시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세 증례는 지역병원에서 스텐트 시술 후 발생한 합병

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품종은 요크셔테

리어로 기관허탈이 가장 잘 발생하는 종이었다. 증례 1은 기

관의 지름에 대해서 스텐트의 지름이 적절하지 않았고, 근위

부 말단에 스텐트의 필라멘트가 풀려있어 기관 벽을 자극하

고 있었다. 증례 2에서는 스텐트 장착 직후부터 심한 기침을

보이다, 2주 만에 폐수종으로 이어져 폐사 하였고, 증례 3은

장착된 스텐트가 뒤쪽으로 이동되어 지속적으로 기관과 기관

지의 자극으로 제어하기 힘든 기침이 나타났다. 증례 1에서

는 현재도 지속적인 기침을 보이며 생존해 있지만, 증례 2와

3은 심한 호흡곤란을 보이며 폐사하였다. 이러한 증례를 통

해 기관 내 스텐트 장착에 앞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적절한 스텐트를 선택(직경, 길이)하여야 하며, 시술 시

에도 목표하는 위치에 정확히 삽입되어야 본 시술로 인한 합

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재 평가를 통해

국내에서의 기관 내 스텐트 장착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면서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Veterinary Scienc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Brain Korea 21 Program for

Veterinary Science.

참 고 문 헌

1. Ayres SA and Holmberg DL. Surgical treatment of tracheal

collapse using pliable total ring prostheses: results in one

experimental and 4 clinical cases. Can Vet J 1999; 40: 787-791.

2. Buback JL, Boothe HW, and Hobson HP. Surgical treatment

of tracheal collapse in dogs: 90 cases (1983-1993). J Am Vet

Med Assoc 1996; 208: 380-384.

3. Gellasch KL, Da Costa Gomez T, McAnulty JF, and Bjorling

DE. Use of intraluminal nitinol stents in the treatment of

tracheal collapse in a dog. J Am Vet Med Assoc 2002; 221:

1719-1723.

4. Hwang JC, Song HY, Kang SG, et al. Covered retrievable

tracheobronchial hinged stent: an experimental study in dogs.



기관허탈이 있는 개들에서 기관 내 Stent 장착 후 나타난 합병증 3례 461

J Vasc Interv Radiol 2001; 12: 1429-1436.

5. Johnson L. Tracheal collapse. Diagnosis and medical and

surgical treatment. Vet Clin North Am Small Anim Pract 2000;

30: 1253-1266.

6. Johnson LR and Fales WH. Clinical and microbiologic

findings in dogs with bronchoscopically diagnosed tracheal

collapse: 37 cases (1990-1995). J Am Vet Med Assoc 2001;

219: 1247-1250.

7. Madron ED. Treatment of tracheal collapse with Vet-Stents® in

36 dogs: Complications and long-term results. 2009. ACVIM.

8. Moritz A, Schneider M, and Bauer N. Management of

advanced tracheal collapse in dogs using intraluminal self-

expanding biliary wallstents. J Vet Intern Med 2004; 18: 31-42.

9. Payne JD, Mehler SJ, and Weisse C. Tracheal collapse.

Compendium 2006; 28: 373-382.

10. Radlinsky MG, Fossum TW, Walker MA, Aufdemorte TB,

and Thompson JA. Evaluation of the Palmaz stent in the

trachea and mainstem bronchi of normal dogs. Vet Surg 1997;

26: 99-107.

11. Rieger J, Hautmann H, Linsenmaier U, et al. Treatment of

benign and malignant tracheobronchial obstruction with metal

wire stents: experience with a balloon-expandable and a self-

expandable stent type. Cardiovasc Intervent Radiol 2004; 27:

339-343.

12. Sesterhenn AM, Wagner HJ, Alfke H, Werner JA, and Lippert

BM. Treatment of benign tracheal stenosis utilizing self-

expanding nitinol stents. Cardiovasc Intervent Radiol 2004;

27: 355-360.

13. Sun F, Uson J, Ezquerra J, Crisostomo V, Luis L, and Maynar

M. Endotracheal stenting therapy in dogs with tracheal

collapse. Vet J 2008; 175: 186-193.

14. Sura PA and Krahwinkel DJ. Self-expanding nitinol stents for

the treatment of tracheal collapse in dogs: 12 cases (2001-

2004). J Am Vet Med Assoc 2008; 232: 228-236.

15. White RAS and William JM. Tracheal collapse in the dog-is

there really a role for surgery? A survey of 100 cases. J Small

Anim Pract 1994; 35: 191-196.

16. Woo HM, Kim MJ, Lee SG, et al. Intraluminal tracheal

stent fracture in a Yorkshire terrier. Can Vet J 2007; 48:

1063-1066.

17. Zakaluzny SA, Lane JD, and Mair EA. Complications of

tracheobronchial airway stents.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3; 128: 478-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