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5

KISEP Rhinology Korean J Otolaryngol 2001;;;;44::::925-9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를 이용한 

코점막 혈류량의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2 

두뇌한국 21 의과학사업단3 

문형진1·김창훈2·한수진2·이정권2·최은창2·윤주헌2,3 

 

The Change of Nasal Blood Flow after a Total Laryngectomy 
Determined by Laser Doppler Blood Flowmetry 
 

Hyoung-Jin Moon, MD1, Chang-Hoon Kim, MD2, Su Jin Han, MD2, 
Jeung-Gweon Lee, MD2, Eun Chang Choi, MD2 and Joo-Heon Yoon, MD2,3 
1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Koyang; and 
2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and 3BK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The effects of airflow cessation on the human nasal mucosa can be conveniently studied in 
laryngectomees and the blood flow to nasal mucosa is an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normal nasal function.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nasal mucosa blood flow after a total laryngectomy with Laser Doppler flowmetry. Materials 
and Method：Twenty-four laryngectomees were studied and compared with 35 normal volunteers. Among 24 total larynge-
ctomees, 9 were esophageal speakers. The Laser Doppler flowmetry was performed using a Periflux 4001 (Perimed, Jrtlla, 
Sweden) and Perfusion unit (PU), Velocity unit (VU), and Concentration Unit (CU) were measured. The laser Doppler 
flowmetry data in the laryngectome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normal subjects, and between the esophageal and non-
esophageal speakers. Results：The difference between laryngectomees and normal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exception of the CU (p<0.05). Furthermore, no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blood flow and age, and between blood 
flow and postoperative du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esophageal speakers and non-esophageal speak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exception of the level of concentration (p<0.05). Conclusion：The nasal blood flow decreased after a total 
laryngectomy. When airflow improved, an increase in the level of blood flow was recorded. And the change of the nasal blood 
flow most likely occured within the first year after a total laryngectomy. ((((Korean J Otolaryngol 2001;4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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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비강내 공기 흐름이 소실

된 결과로 나타나는 코점막의 기능적, 형태학적인 변화는 비

강생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

들이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점액섬모 청소능, 섬모

운동 빈도, 비주기 및 코점막 상피세포의 세포형태학적 형태

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5) 후두전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코점막의 기능 및 형태학적 변화

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코점막의 혈류량 감

소가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 

지금까지는 코점막의 혈류량 측정을 위해 Hydrogen cle-

arance method7)나 Xenon wash-out method8) 등이 이용

되어왔으나 모두 침습적인 검사방법으로 생리적인 비점막의 

혈류량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Stern9)이 도

플러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세순환하는 혈류량을 비침습적으

로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였고, Olsson등10)은 코점

막 혈류량 측정에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Laser Dop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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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flowmetry)를 도입하였다. 이후 레이저도플러혈류측

정기는 재현성이 뛰어나고 비침습적이며 코점막 혈류량의 변

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코점막의 병태생리를 연

구하는데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11) 

이에 연구자는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를 이용하여 후두

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와 정상인의 하비갑개에서 코점막 혈

류량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환자의 연령 및 

수술 후 경과한 기간이 혈류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중 소

량의 비강내 기류가 존재하는 식도발성이 가능한 환자와 식

도발성이 불능한 환자사이에서 코점막 혈류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 환자 및 대조군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중 측정 당시 혈압이 정상 범위

에 속한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분포는 46세에서 

80세이었고(평균 연령 63세), 성별 분포는 남자는 23명 여

자는 1명이었다. 환자들은 수술 후 12개월에서 77개월이 경

과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수술 후 28개월이 경과하였다. 환자

들중 식도발성이 가능한 자는 9명, 불가능한 환자는 15명이

었다. 대조군은 전비경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이고 알레르기

성 비염이나 부비동염의 기왕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 중 

대상 환자군과 연령대가 비슷한 35명으로 하였다. 대조군 

35명중 남자는 18명 여자는 17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50

세에서 75세이었다(평균 연령 57.4세)(Table 1). 

 

검사방법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를 이용한 혈류량 측정 

측정 대상자들은 검사 전 약 1~2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

였다. 비강내의 이물질이나 가피, 끈끈한 점액 등은 제거하

였다. 코점막 혈류량의 측정은 780 nm의 레이저 광선을 사

용하는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Periflux 4001 laser-Do-

ppler perfusion meter, Perimed, Jrtlla, Sweden)(Fig. 1)

를 이용하였다. 

치아고정대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머리를 고정시킨 후, 현

수비경을 이용하여 하비갑개를 노출시켰다. 그 후 코점막 

혈류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외경이 1.5 mm이고 끝 면

이 코점막 표면과 평행하게 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탐침

(probe)을 하비갑개 앞에 위치시켰다(Fig. 2). 검사자는 10

배 현미경을 통하여 확대된 하비갑개를 보면서 현미경의 대

안렌즈에 있는 측정자를 이용하여 탐침의 끝과 비점막의 거

리를 0.2 mm 떨어뜨리고 탐침의 끝 면이 하비갑개의 점막 

표면에 평행이 되도록 한 후 잠금 장치를 이용하여 이 위치

에 탐침을 고정시켰다.12) 이 때 정확한 거리 조작은 같이 장

착되어 있는 미세조절기(micromanipulator)를 이용하였고 

일정한 측정치가 나온 후 60초 동안 측정하였다. 

 

검사결과의 분석 

검사결과는 분석프로그램인 윈도우용 Perisoft 프로그램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total laryngectomy pa-
tients and normal control group 

Sex 
Groups No. 

M F 
Mean age  

(range)(years) 

Control 35 18 17 57.4 (50-74) 
Laryngectomee 24 23  1 63.2 (46-80) 

Esophageal speaker  9  8  1 57.7 (46-66) 
Non-esophageal speaker 15 15  0 66.5 (53-80) 

Fig. 2. Real view of measuring nasal blood flow with Laser 
Doppler Flowmetry：After patient’s head was fixed, inferior 
turbinate was exposed with suspensory rhinoscope. 

Fig. 1. Real view of Laser Doppler Flowmetry： It consists of 
tooth splint, suspensory rhinoscope, micromanuplator, mic-
roscope, monitor, laser Doppler and analysis program. 



 
 
 
 
 

문형진 외 

 927

(Perimed, Jrtlla, Swede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혈류량(perfusion), 혈류속도(velocity) 및 적혈구의 

농도(concentration)가 측정되었다. 측정 단위는 기계마다 

임의로 정의된 단위인 perfusion unit(PU), concentration 

unit(CU) 및 velocity unit(VU)를 사용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숙련된 검사자가 검사를 시행

하였다. 

 

통계적 방법 

통계적 방법은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와 대조군사이의 

혈류량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식도발성가

능군과 불능군 간의 코점막 혈류량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다. 환자의 연령 및 수술 후 경과 기간과 혈

류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p<0.05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후두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정상인 사이의 비교 

후두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에서의 혈류량은 71.4±

16.1 PU(mean±SD), 적혈구의 농도는 98.2±30.3 CU, 

혈류속도는 75.9±14.8 VU 이었으며 정상대조군의 혈류량

은 137.4±23.2 PU, 적혈구의 농도는 65.0±26.4 CU, 혈

류속도는 252.7±114.4 VU 이었다.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비교해보면 환자군에서 코점막

의 혈류량과 혈류속도는 정상인에 비교하여 의미있게 낮았

으며(p<0.05), 적혈구의 농도는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통

계학적 의미는 없었다(p>0.05)(Fig. 3). 

 

환자의 연령 및 수술 후 경과 기간과 코점막 혈류량의 상관

관계 

환자의 연령과 코점막 혈류량과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

수(γ) 값은 -0.335이었고 유의확률값(p)은 0.109 이었으

며(Fig. 4), 후두전적출술후 경과 기간과 코점막 혈류량과의 

상관분석 결과 γ＝-0.011, p＝0.959로 환자의 연령 및 수

술 후 경과 기간과 코점막 혈류량 사이에 유의한 서로의 관

련성은 없었다(p>0.05)(Fig. 5). 

 

식도발성가능군과 불능군 사이의 비교 

식도발성이 가능한 군과 불능한 환자군에서의 비교 결과

는 식도발성이 가능한 환자군에서 혈류량은 83.4±14.7 PU, 

적혈구의 농도는 101.9±26.2 CU, 혈류속도는 평균 83.9±

11.0 VU이었으며, 식도발성이 불능한 환자군에서 혈류량은 

64.2±12.4 PU, 적혈구의 농도는 96.0±33.2 CU, 혈류속

도는 71.2±15.0 VU이었다. 이 두 군을 통계학적으로 비교

해보면 식도발성이 가능한 환자군에서 식도발성이 불능한 

군에 비하여 코점막의 혈류량과 혈류속도가 의미있게 높았으

Fig. 3. Perfusion unit (PU), concentration unit (CU) and vel-
ocity unit (VU) in normal control group and laryngectomee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p<0.05. 
 

Fig. 4. Correlation between age and perfusion unit in laryn-
gectomees. 
 

Fig. 5. Correlation between postoperative duration and per-
fusion unit in laryngectom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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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p<0.05), 적혈구의 농도는 식도발성이 가능한 군에서 낮

은 양상이었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p>0.05)(Fig. 6). 

 

고     찰 
 

후두전적출술 후에는 수술로 새로이 형성된 기관공을 통

하여 호흡을 하므로 비호흡이 소실되어 비강내 공기 흐름이 

없어진다. 비강내 공기 흐름이 없어지면 코점막의 혈류량이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13)에 미루어 볼 때 후두전적출술 

후에는 코점막의 혈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Bende6)와 Ozdem등14)은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Xenon wash-out method를 이용하여 코점막의 혈류량이 

정상인에 비하여 낮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Xenon wash-out method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radioactive Xenon을 점막내 직접 주사함으로써 조직내 염

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침습적이

라는 단점이 있다.8) 또한 Xenon wash-out method와 레

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는 코점막의 각기 다른 부위의 혈류량

을 나타낸다.15)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비침습적이며 계속

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 당시의 생리적인 혈류량을 반영

할 수 있으며16) Xenon wash-out method와는 다른 부위

의 혈류량을 반영하는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를 이용하여 

코점막의 혈류량을 측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코점막 혈류량 측정시 레이저도플러혈

류측정기의 탐침 끝을 비점막에서 0.2 mm 떨어뜨린 이유는 

탐침과 코점막사이의 거리가 0~0.3 mm 사이에 있을 때는 

측정 결과에 차이가 없지만 0.3 mm 보다 떨어질수록 의미

있게 감소한다는 보고12)가 있고, 0 mm 떨어진 경우, 즉 점

막과 접하고 있을 때는 검사 기간동안 계속 점막을 자극하

게 되므로 재채기 반사를 일으켜 검사에 지장을 주거나 환자

가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 결과 다른 보고자들과 마찬가지로 후두전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코점막 혈류량이 정상인의 혈류량에 비

하여 의미있게 낮았으며 이러한 코점막 혈류량 감소가 후두

전적출술후 코점막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형태학적 변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는 광섬유를 통하여 레이저 광선

을 조직에 조사하면 그중 일부가 조직 내에 이동하는 물체

(주로 적혈구)에 반사되어 나오고 이는 도플러효과에 따라 

주파수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 반

사된 레이저 광선을 photodetector를 통해 흡수하여 주파수 

변이의 정도를 기록하고, signal processor를 이용하여 전

기적 신호로 출력한다.10) 이때 측정되는 항목으로는 혈류량

(perfusion), 적혈구의 농도(concentration) 및 혈류속도

(velocity)가 있으며 조직 내에서의 혈류량은 적혈구의 농

도와 혈류속도에 비례한다. 본 연구에서 후두전적출술을 받

은 환자와 정상인과의 비교에서 혈류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적혈구의 농도 차이는 통계학적인 의미가 없었으며 혈류

속도만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

게 감소해 있었다. 이는 비강내 공기 흐름이 중단되어 나타

나는 코점막의 혈류량의 저하는 주로 혈류속도의 감소에 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두전적출술후 일어나는 코점막의 기능과 형태학적 변화

가 완료되는데는 보고자에 따라 수년에서3) 수개월이4) 걸린

다고 한다. 이에 연구자는 코점막에서 혈류량 변화가 완료되

는 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코점막 혈류량의 변화와 수술 후 

경과 기간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후두전적출

술을 받은 환자의 코점막 혈류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진6) 환자의 연령과 코점막 혈류량사이의 상관관계도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점막의 혈류량은 환자의 연령이나 

수술 후 경과 기간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환자의 연령과 코

점막의 혈류량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결

과6)와는 상이한 것으로 이는 측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환자들이 모두 수술 후 최

소 12개월 이상이 경과한 것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수술 후 

경과 기간과 코점막 혈류량과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인 것은 최소한 12개월 이내에 혈류량 감소가 완료된 것

Fig. 6. Perfusion unit (PU), concentration unit (CU) and vel-
ocity unit (VU) in esophageal speakers and non-esopha-
geal speaker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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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1년 이후에는 수술 후 경과 기간이 

늘어나도 코점막 혈류량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후두전적출술을 받아 비강내 공기 흐름

이 없어진 환자에서는 후각기능이 저하된다.18) 또한 후두전

적출술을 받은 환자중 식도발성이 가능한 환자는 불능한 환

자에 비하여 후각기능이 양호하다는 보고가 있다.19) 후두전

적출술후 후각기능은 비강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과 관계

가 있으므로20) 식도발성이 가능한 환자에서 후각기능이 양

호한 이유는 식도발성이 가능한 환자는 구강으로 공기의 흡

입 배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세하나마 비강내 

기류 유입이 있기 때문이다.19) 

이에 연구자는 미세한 비강내 공기 흐름이 있는 경우와 비

강내 공기 흐름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코점막의 혈류량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를 식도발

성이 가능한 군과 식도발성이 불가능한 군으로 나누어 코점

막 혈류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식도발성이 가능한 군에서 

식도발성이 불능한 군에 비하여 코점막 혈류량이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혈류속도의 감소가 식도발성이 

불능한 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적었기 때문이었다. 즉 비강

내 공기 흐름이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는 경우는 코점막 혈류

량의 감소가 작아진다는 것으로 비강내 공기 흐름의 정도가 

코점막 혈류량의 변화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결     론 

 

비강내 공기 흐름의 소실로 나타나는 비강내 코점막의 혈

류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로 후

두전적출술을 받은 환자의 코점막에서 혈류량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정상인에 비해 후두전적출술을 환자에서 혈류량이 

의미있게 낮았으며 혈류량의 저하는 주로 혈류속도의 감소

로 인한 것이었다. 환자의 연령 및 수술 후 경과 기간과 코

점막 혈류량의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식도발성

이 가능한 환자는 불능한 환자에 비해 의미있게 혈류량이 높

게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후두전적출술을 시행받

아 비강내 공기 흐름이 중지된 환자들에서는 정상인에 비하

여 코점막 혈류량이 뚜렷이 감소하며 식도발성이 가능하여 

비강내 공기 흐름이 약간 남아 있는 환자들에서 코점막혈류

량이 식도발성이 불능한 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비

강 내로의 공기 흐름의 양과 코점막 혈류량과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두전적출술후 1년 이후에는 수

술 후 경과 기간이 늘어나도 코점막 혈류량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심 단어：레이저도플러혈류측정기·코점막·혈류량·후

두전적출술. 
 

본 연구는 1999년 연세대학교 강사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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