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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기도 폐쇄는 기관지 경련, 기도 점막의 심한 부종, 

끈적한 기도내 분비물, 혈괴(blood clot), 흡입된 이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계적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꺾이거나 

잘못 위치한 기관 내 튜브나 과도하게 팽창된 기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혈괴로 인한 기도 폐쇄는 1929년 Wilson이 23세 결핵 환

자에서 대량 객혈 후 기관지 폐쇄로 우중엽 및 우하엽 허

탈 증례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첵밸브 기전(check valve 

mechanism)에 의한 폐쇄성 폐기종, 긴장성 기흉 등의 증례 

보고들이1-4)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흡입된 혈괴로 인해 완

전 기관 폐쇄를 일으킨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기도 내 혈괴의 제거에는 일반적으로 흡인 카테테르를 

이용한 흡인, 생리 식염수를 이용한 기도 세척(lavage)후 흡

인, 굴곡성 기관지경의 시술 통로를 통한 겸자(forcep)나 올

가미(snare)로 조각내어 빼내는 방법 등이 시도된다. 이 방

법들이 실패할 경우 동맥 색전 제거용 카테테르(ballon-tip 

embolectomy catheter)를 이용하거나 굴곡성 기관지경을 통해

서 혈전용해제를 혈괴에 직접 점적 투여 후 용해, 제거하거

나 경직성 기관지경(rigid brochoscopy)을 이용하여 흡인하거

나 겸자로 제거하는 방법 등이 시도된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은 기관 내 점막에 강하게 부착된 

큰 혈괴로 인한 완전 폐쇄의 경우 시간적인 긴박성으로 인

하여 상기한 제거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본 저자들은 심폐소생술 시 시행하는 흉부 압박으로 

유도된 폐쇄 말단부 기도 내압의 증가를 이용하면서5,6) 동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흡입된 혈괴로 인한 완전
기도 폐쇄로 유발된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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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al airway obstruction due to the presence of blood clot occurs in a variety of clinical settings.  Initial efforts to remove 

an airway clot, if warranted, involve suctioning, lavage, and forceps extraction through a flexible bronchoscope.  If unsuccessful, 

further management options include rigid bronchoscopy, balloon-tip embolectomy catheter dislodgement, and the application of 

topical thrombolytic agents.  We report a case of complete airway obstruction that developed after the aspiration of a blood clot 

during emergency operative vessel ligation in a 86-year-old female patient with gastric ulcer bleeding.  Initial conventional suctioning 

was unsuccessful, in this case, due to a large firmly adherent clot.  Therefore we peformed the alternative suctioning technique 

using suction attached directly to the existing tracheal tube in situ, with the cuff deflated.  However, repeated direct tracheal 

suctioning alone failed to prevent cardiac arrest.  Thereafter, simultaneously with several CPR chest compressions, large cylindrical 

clots were sucked up by direct tracheal suctioning.  Presumably simultaneous chest compression has the potential advantage of 

creating higher airway pressures that provide effective kinetic energy to obstructing object.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7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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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삽관된 기관 내 튜브에 직접 음압을 가하여 튜브 자

체를 내경이 훨씬 더 큰 흡인 카테테르로 대용하여 혈괴의 

흡인, 제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50 kg, 신장 154 cm의 86세 여자 환자가 다량의 토혈

(hematemesis)로 인한 의식 혼미를 주소로 응급실로 이송되었

다. 위궤양 출혈이 의심되어 응급 내시경하 경화치료(endos-

copic sclerotherapy)를 받던 중 지혈에 실패하고 출혈이 더 심

해져서 출혈 부위의 외과적 결찰을 위해 응급 개복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내시경실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 검사소

견은 혈색소 7.3 g/dl, 헤마토크리트 22.1%, 혈소판 39,000/ 

mm3이었으며 혈액 응고 검사는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이 16.1초(62%,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1.27),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은 26초(참고치 18-40초)이었다.

  수술실 도착 후 측정한 활력 징후는 혈압 80/40 mmHg, 

심박수 135회/분, 맥박 산소 계측기로 측정된 산소포화도 

92%이었다. 환자는 초조, 격앙된 상태로 기도 내 이물감 및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곧 기면성 혼미 상태로 빠졌

다. 계속된 다량의 토혈로 인해 비위관 튜브를 삽관할 수 

없었으며 토혈로 인한 기관 내 흡입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를 20˚ 머리낮춤(trendelenburg) 체위로 취한 후 흡인 카테테

르로 구강 내 흡인을 계속 실시하 다. 왼쪽 상완 동맥에 

20 G 카테테르를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을 감시하며 

dopamine (10μg/kg/min)을 지속 정주하기 시작하 다. 

  양압 환기 없이 100%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 공급하면서 

thiopental 125 mg, succinylcholine 75 mg를 차례로 정주하

다. 이후 자발 호흡이 없어지자 윤상연골 압박(Sellick's 

maneuver)을 가하면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 으나 손 환기

가 전혀 되지 않고 청진 시 호흡음이 들리지 않아 식도내 

삽관으로 판단하여 재차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 다. 그러나 

역시 손 환기가 전혀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기 시

작하 다. 이에 상부 위장관 혈괴의 기도 흡입으로 인한 기

관의 완전 폐쇄를 의심하여 흡인 카테테르로 기도내 흡인

을 시도하 으나 삽관된 튜브의 끝을 지난 원위부에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고 흡인 역시 되지 않았다. 진단 및 치료

를 위해 굴곡성 기관지경을 시도하려 했으나 자주 사용하

지 않는 관계로 즉시 준비되지 않았다. 이에 일단 혈괴의 

크기로 인해 일반 카테테르로 흡인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

단하여 기관내 튜브의 기낭의 공기를 빼고 고정시킨 플라

스터를 제거한 후 흡인 튜브를 기관 내 튜브의 근위부에 

직접 연결하여 기관 내 튜브 자체를 내경이 보다 큰 흡인 

카테테르로 사용하기로 하 다. 음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

서 최대한 원위부로 전진시킨 후 뒤로 빼면서 음압을 가하

여 흡인 시도하 으나 혈괴의 흡인 제거에 실패하 다. 이 

과정 동안 산소포화도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심전도상 분

당 150회 이상의 넓어진 QRS군(wide-QRS complex)을 가진 

심실성 빈맥이 나타나다가 서맥성 부정맥(15-30회/분)으로 

바뀌면서 곧 심정지가 발생하 다. 이에 epinephrine 1 mg을 

정주하고 수술자에게 흉부 압박을 요구하며 재차 기관 내 

튜브에 음압을 직접 가하며 흡인 시도하는 순간 몇 번의 

흉부 압박과 동시에 서너 차례 원추형의 혈괴들이 흡인되

면서 즉시 정상적인 손 환기가 가능해졌다. 이어 심전도에

서 다발성 심실 조기 수축이 나타나고 침습적 동맥압 감시

에서도 자발적 심장 박동의 맥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흉

부 압박의 중지를 요구하고 lidocaine 100 mg, atropine 0.5 mg, 

ephedrine 10 mg을 정주하 다. 이후 정상 동성 리듬으로 돌

아 왔으며 활력 징후도 혈압 90/50 mmHg, 심박수 110회/분, 

산소포화도는 98%로 안정화되었으며 심정지 발생 시간은 2-

3분 정도 다. 그동안 준비된 굴곡성 기관지경 검사 결과 

기관 및 기관지 점막의 미만성 충혈 소견 외 추가적인 혈

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수술의 진행을 요구하고 마취 

유지는 산소 1.5 L/min, 아산화질소 1.5 L/min, sevoflurane 1-4 

vol%로 하 다. 수술은 2시간 30분 동안 위궤양 출혈 부위 

결찰술 및 미주신경 절단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종료 후 

근이완을 역전시키고 의식 회복을 확인한 후 삽관된 상태

로 중환자실로 이송하 다.

  중환자실 도착 후 10 L/min의 속도로 산소를 T-piece를 

통하여 공급한 상태에서 시행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는 

pH 7.32, PaCO2 56.3 mmHg, PaO2 67.4 mmHg, HCO3
- 28.0 

mM, SaO2 94.7%이었고 흉부 X선 검사에서 늑골 및 흉골 

골절은 없었으나 양측의 폐포성 폐부종이 관찰되었다(Fig. 1). 

이에 morphine 2.5 mg, furosemide 7.5 mg 및 nicardipine 0.5 

mg을 정주하고 흡입 산소 농도 60%, 일회 호흡량 450 ml, 

호흡수 10회/분. 지속적 양압 기도압(CPAP) 10 cmH2O를 적

용한 동시적 간헐적 조절 환기(SIMV)를 시작하 다. 인공 

환기 6시간 후 실시한 동맥혈 가스 및 흉부 X선 검사에서 

많이 호전되어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고 구비강 마스크로 

비침습적 양압 환기(흡입 산소분율: 35%, 흡기말 양압: 12 

cmH2O, 호기말 양압: 7 cmH2O)를 시작하 다. 2일 후 환자

는 더욱 호전되어(Fig. 2) 인공 환기기 이탈하고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으며 20일 후 별다른 특이 소견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혈괴로 인한 기도 폐쇄는 기관지 폐쇄증, 결핵, 폐동맥 경

색, 승모판 협착증, 기관지암, 흉곽내 외상, 사르코이드증, 기

관내 동정맥 기형 등의 다양한 질병군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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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흡인 카테테르에 의한 기도 점막 손상, 기관지경하 생검 

후의 출혈, 기관-폐포 세척이나 상부 위장관 출혈 후 발생한 

혈괴의 흡입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도내 혈괴는 

고형(solid)의 흡입 이물과 같이 1) 완전 폐쇄, 2) 호흡 주기에 

상관없는 부분 폐쇄, 3) 첵밸브 기전에 의한 부분 폐쇄의 3가

지 임상상을 가진다. 이 중 흡기 시 공기가 어느 정도 유입되

나 호기 시에는 공기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첵밸브 기전

에 의한 경우에는 폐쇄성 폐기종, 무기폐 및 반복적인 긴장성 

기흉 등이 발생한다. 만약 첵밸브 기전에 의한 기도의 부분 

폐쇄가 의심되면 일단 기관내 튜브의 기낭의 공기를 빼서 환

기를 시도한 후 호기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폐쇄의 원인이 

기관내 튜브 내부이므로 새로운 튜브로 즉시 재삽관을 시도

한다. 그러나 튜브 말단 원위부 폐쇄의 경우에는 흡인, 세척

이나 진단 및 치료 목적의 굴곡성 기관지경을 실시한다.4) 

  혈괴에 의한 기도의 완전 폐쇄는 대부분 기도내 출혈로 

인해 기관-기관지 분지의 해부학적 모양과 흡사한 기관지 

혈구원주(blood cast)가 형성되어 발생하나7) 본 증례와 같이 

상부 위장관 출혈 후 흡입된 혈괴에 의해 이차적인 심정지

에 이른 완전 기관 폐쇄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가 없다.

  기도 내 이물의 제거에는 전통적으로 내경 1-4 mm의 

굴곡성의 흡인 카테테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생리식염수 

용액으로 세척 후 흡인하나 주기관지 내경 이상의 크기를 

가진 부착력이 큰 혈괴나 점액성 원주(mucous cast)의 경우

에는 한계가 있다.8,9)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Bodenham이8) 

제안한 삽관된 기관 내 튜브에 직접 Y-connector로 흡인 장

치를 연결하고 Y-connector의 다른 말단을 음압 조절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기낭의 공기를 뺀 기관내 

튜브 자체가 내경이 더 큰 흡인 카테테르 역할을 하게 된

다. 즉 플라스터 고정을 제거한 기관내 튜브에 음압이 걸지 

않고 기관 분기부(carina)까지 넣은 후 간헐적 음압을 가하

면서 조심스럽게 뒤로 빼면서 흡인하거나 만일 흡인되지 

않은 기질화된 혈괴의 경우 음압이 걸린 기관 내 튜브의 

원위부에 부착된 채로 튜브와 동시에 뽑을 수도 있다. 물론 

이때 기관 내 튜브에 직접 가해지는 강한 음압은 기도나 

폐 점막의 손상, 기도 허탈, 폐부종, 폐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고10,11) 혈괴의 원인이 기도 내 출혈일 경우 재출혈이 유

발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합병증은 이차적인 고려사항일 것이다. 사실 이런 흡

인 수기는 태변이 흡입된 신생아의 흡인 카테테르로 흡인

되지 않는 끈적한 태변의 제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방법은 삽관된 기관 내 튜브를 통해 굴곡성 기

관경으로 직접 기도 폐쇄의 원인을 확인하고 생검용 겸자

나 흡인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시경의 

흡인 통로의 내경 역시 3 mm 정도라는 제한점이 있다. 물

론 이는 생검용 겸자나 올가미를 이용해 조각내어 흡인하

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하나 기질화된 혈괴의 제거에 모

두 성공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동맥 색전 제거용 카테테르를 혈괴 이후 말단 부위로 

Fig. 1. The chest anteroposterior radiograph taken immediately after 

operation shows bilateral alveolar-type pulmonary edema.

Fig. 2. The chest anteroposterior radiograph taken 2 days after opera-

tion shows a markedly improved pulmonary ed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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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넣은 후 말단의 풍선을 부풀린 후 카테테르와 같이 빼

는 방법이 있다.12) 이 경우 부풀려진 풍선에 의한 기도 점

막 손상이나 제거된 혈전으로 인한 tampon 효과의 소실로 

인한 재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대개 성인의 경우 6번 

카테테르를 이용하고 기도 점막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풍

선의 공기는 1.5 ml 이하로 제한한다. 

  시간적으로 긴박하지 않다면 섬유소 분해(fibrinolytic) 약

물을 혈괴 부위에 국소적으로 투여하여 용해시킨 후 제거

할 수 있다. Streptokinase를 등장성 식염수에 섞어 1,000-

2,000 unit/ml의 농도로 희석하여 굴곡성 기관지경하에 혈전 

부위에 매 5-10분마다 10-15 ml를 점적 투여 후 부분적

으로 용해된 혈전을 겸자나 흡인 카테테르로 제거하기도 

한다.13,14) 이 경우 총 80,000 단위의 점적 투여에도 별 다른 

부작용이 없었다. 그러나 혈전 용해제 10-15 ml의 점적 투

여 시 5-10분 정도의 용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 증례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Botnick과 Brown

은15) 또 다른 혈전 용해제인 urokinase를 점적 투여한 후 용

해 제거한 증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기질화된 혈괴의 제거에는 경직성 기관지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굴곡성 기관지경보

다 시술 통로의 내경이 훨씬 커 기질화된 혈구원주나 큰 

혈괴의 제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한점으로

는 기계적 환기를 하는 호흡 부전 환자의 경우 기관내 튜

브를 일단 발관해야 하는 데 따른 저산소증 및 흡입의 위

험성과 내시경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병상 처치

(bedside procedure)로는 제약이 있어 수술실로 환자를 옮겨

야 한다는 점이다. 또 주기관지 이하의 기관지 이물의 제거

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증례와 같은 미리 예측되지 못한 완전 기관 폐쇄의 

경우에는 기관지경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적인 긴박성으로 

인하여 Bodenham이 제안한 기관내 튜브 자체를 이용한 흡

인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차적인 심정

지가 발생한 바 상기의 흡인법과 동시에 Heimlich manuever

나 심폐소생술시 표준 흉부 압박을 이용하여 폐쇄 말단부

의 기도내압 상승을 유발하여 혈괴 제거에 필요한 운동에

너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앙와위의 전신마취 

환자의 경우 기도 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

해지는 서너 차례의 복부 압박(abdominal thrust: Heimlich 

manuever)은 횡격막 하부에 압박을 가하여 흉곽내 용적을 

감소시켜 폐용적을 최대 유속 205 L/min 정도로 감소시켜 

기도를 막는 이물 제거에 필요한 운동에너지를 얻는 방법

이다. 그러나 Langhelle 등이5,16) 12구의 사체에서 상기도 완

전 폐쇄 모형을 재현해서 기존의 Heimlich manuever와 심폐

소생술시의 표준 흉부 압박법을 비교한 결과 기도 이물 제

거의 추진력이 되는 평균 기도 내압이 표준 흉부 압박법에

서 40.8 ± 16.4 cmH2O로 26.4 ± 19.8 cmH2O의 Heimlich 

manuever보다 컸다. 이는 Skulberg의6)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나 아직은 추가적인 지지 연구의 부족으로 기존의 Heimlich 

manuever보다 상대적인 안전성 및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순환 보존을 위한 흉부 압박법을 따로 시행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흉부 압박법의 여러 의인성 합병증들은 시

간적으로 이차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서너 차례

의 복부 압박으로 제거 실패의 경우 다음 단계로 기관내 

튜브 자체를 이용한 흡인법과 동반 사용 가능할 것이다. 명

치 타격(precordial thump)이나 등타격(back blow)은 순간적으

로 큰 기도 내압 상승은 유발할 수 있으나 이물 제거에 필

요한 운동 에너지 전달에 더욱 중요한 요인인 상승된 기도 

내압 및 기류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

이 있다.16) 

  결론적으로 아직 심폐소생술의 표준 흉부 압박법이나 기

관내 튜브 자체를 이용한 흡인을 통한 직접적인 기도 이물 

제거 시도에는 이견이 어느 정도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혈괴의 원인이 기도나 폐 이외이며 기도 완전 폐쇄로 인해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반 사용이 신중히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점액성 원주, 다른 이물이나 

흡입된 고형의 위 내용물의 긴박한 흡인, 제거 시에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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