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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포단백증은 인지질이 포함된 불용성 단백질이 폐포내

에 축적되어 생기는 비염증성의 질환으로1) 아직까지 뚜렷

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질환은 저산소증에 의한 호

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현재까지 기관지폐포 세척술

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 기관지폐포 

세척술은 이중관 기관내튜브를 삽관하여 일측폐환기를 실

시하면서 한쪽 폐씩 각각 순차적으로 세척을 실시하는 것

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다. 국내에서 보고된 기관지폐포 

세척술을 시행한 증례는 좌, 우측 세척을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당일에 좌, 우측 폐를 순차적

으로 세척하 다.3-8)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페포단백증 이

외의 질환을 동반하지 않았고 특별한 보조요법 없이 일측

폐환기를 실시하여도 심각한 저산소혈증이 동반되지 않았

으나 본 증례는 좌하엽의 폐암을 동반한 폐포단백증 환자

로서 좌측 일측폐환기를 실시할 때 심각한 저산소혈증이 

예상되어 정맥-정맥 우회술 체외막산소공급장치(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의 보조하에 기관

지폐포 세척술을 시행하 기에 이의 마취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신장 158 cm, 체중 75 kg인 59세

의 남자가 내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침, 열감, 운동시 

호흡곤란을 주소로 좌하엽의 폐암과 폐포단백증을 진단받

았다. 기관지내시경 검사상 좌하엽을 거의 완전히 막고 있

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다른 검사에서 전이에 대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staging 상 T3N0M0로 판단되었다. 흉부 단순

방사선 소견상(Fig. 1) 전폐야에 걸쳐 간유리상 음 이 보이

고 흉부 컴퓨터단층촬 에서(Fig. 2) 양측 폐실질에 다발성

의 간유리상 혼탁과 소엽사이막의 비후 소견을 보 으며 

기관지경하 폐생검에서 폐포내에 호산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는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보여 폐포단백증을 진단받았다. 

폐관류스캔에서는(Fig. 3) 좌하엽에서 관류 결손을 보 고 

우측폐와 좌측폐의 관류비는 69：31이었다. 전신마취를 통

한 순차적인 기관지폐포 세척을 계획하 으나 실내공기에

서 측정한 동맥혈가스분석 소견상 pH 7.41, PaCO2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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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 PaO2 51.1 mmHg, [HCO3
-] 26.1 mmol/L로 심한 저

산소혈증을 보이고 좌하엽을 막고 있는 폐암 등을 고려할 

때 일측폐환기 시 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을 통한 산소화 

지지요법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 다. 

  폐관류스캔에서 좌측폐가 우측폐에 비해 관류결손이 현

저히 컸으므로 좌측폐를 먼저 세척하기로 하 다. 37Fr. 좌

측 이중관 기관내튜브(BronchocathⓇ, Mallinckrodt, USA)를 

기관내 삽관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하 고 좌측 기관지튜브

를 겸자로 잡고 우측 일측폐환기를 시작하면서 약 5분간 

좌측폐의 산소가 체내로 흡수되어 제거(degassing)되도록 하

고 이후는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시행하 다.3-8) 

  맥박산소포화도와 동맥혈산소분압은 생리식염수 유입완

료기에 94-96%, 73-79 mmHg 고 배액완료기에는 91-

92%, 50-59 mmHg를 나타내었다. 약 2시간 동안 좌측폐를 

10회에 걸쳐 세척하 고 유출액이 충분히 맑아졌다고 판단

하여 폐세척을 중지하 다.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11,000 ml

이고 배액된 양은 10,500 ml 으며 세척에 소요된 시간은 

총 115분이었다. 마지막 배액이 끝난 후 좌측폐에 남은 세

척액을 충분히 흡인하 고 용수환기로 좌측폐를 충분히 팽

창시켰다. 그후 연이어 우측 기관지폐포 세척을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좌측 일측폐환기를 실시해 

보았다. 그러나 맥박 산소포화도가 80%, 동맥혈 산소분압이 

50 mmHg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양측폐환기

를 충분히 실시한 후 이중관 기관내 튜브를 발관하고 내경 

8.0 mm의 단일관 기관내 튜브를 삽관한 채로 중환자실로 

이송하 고 이송 후 큰 문제 없이 발관할 수 있었다. 

  환자는 5일 후 우측 기관지폐포 세척을 실시하기로 하

다. 좌하엽에 관류 결손이 있으므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

해 우선 앙와위에서 좌측 일측폐환기를 실시해 보았으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2.5 mmHg를 보여서 통상적인 방법으

로는 위험한 저산소혈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기관지폐포 세척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액기시 저산소

혈증과 주입기시 환기가 되고 있는 폐로의 흡인이다. 그러

므로 주입기에는 앙와위를 취하여 반대쪽 폐로의 흡인을 

최소화하고 배액기에는 좌측 반측와위를 취하여 환기가 되

고 있는 좌측 폐로 중력에 의한 혈류의 재분포를 유도하여 

저산소혈증을 막아보려는 계획 하에 기관지폐포 세척 전에 

Fig. 1. Chest X-ray before lung lavage demonstrates diffuse bilateral 

airspace consolidation.

Fig. 2. Chest CT scan shows diffuse bilateral areas of ground-glass 

opacity and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a pattern commonly charac-

terized as “crazy paving”.

Fig. 3. Lung perfusion scan shows perfusion defect in the left lower 

lobe.



 서정화․박재현：ECMO와 함께 시행한 전폐세척술

551

우선 좌측 반측와위에서 좌측 일측폐환기를 실시해 보았다. 

그러나 앙와위를 취했을 때에 동맥혈가스분석 소견이 pH 

7.36, PaCO2 49.8 mmHg, PaO2 52.5 mmHg, [HCO3
-] 30.1 

mmol/L인데 비해서 좌측 반측와위에서는 pH 7.37, PaCO2 

49.2 mmHg, PaO2 53.3 mmHg, [HCO3
-] 30.5 mmol/L로 동맥

혈산소분압의 호전이 미미하 다. 좌측 일측폐환기만으로는 

위험한 저산소혈증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ECMO 보조

하에 좌측 일측폐환기를 실시하면서 우측 기관지폐포 세척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유출(outflow)을 위해 21 Fr. 정

맥 캐뉼라(MedtronicⓇ Inc., Minneapolis, MN, USA)를 우측 

대퇴정맥으로 삽입하고 유입(inflow)을 위해 17 Fr. 정맥 캐

뉼라(MedtronicⓇ Inc., Minneapolis, MN, USA)를 좌측 대퇴정

맥으로 삽입하 으며 유입측 캐뉼라를 유출측 캐뉼라보다 

좀더 우심방에 가까이 위치시켜 산소 혼합이 잘 되도록 유

도하 다. Heparin 5,000 U을 정주하고 활성화응고시간(ac-

tivated clotting time)을 약 250초로 유지하면서 60분 후 he-

parin 1,000 U을 추가로 정주하 다. 우회 혈류량은 1.5 L/ 

min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ECMO의 FIO2를 0.8에서 1.0까지 

유지하면서 3.0에서 3.5 L/min까지 증가시켰고, 이 때 동맥

혈 산소포화도는 97-100%를 유지하 다.

  첫번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출액이 충분히 맑아질 때

까지 13회에 걸쳐 세척을 실시했으며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14,400 ml, 배액된 양은 13,800 ml 다. 생리식염수 유입완

료기, 배액완료기의 맥박산소포화도는 각각 99-100%, 95-

97% 고, 동맥혈산소분압은 각각 100.9-165.5 mmHg, 61.1-

74.7 mmHg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세척이 끝난 후 남은 세

척액을 충분히 흡인하고 용수환기로 양측폐를 충분히 팽창

시킨 후 서서히 ECMO를 이탈(weaning)하 고, protamine 50 

mg을 천천히 정주하여 heparin 작용을 역전시켰다. 이탈 5

분 후 양측폐환기 상태에서의 맥박산소포화도는 98%, 동맥

혈산소분압은 89.8 mmHg를 나타내었다. ECMO가 사용된 

시간은 총 95분, 세척에 소요된 시간은 총 100분이었다. 내

경 8.0 mm 단일관 기관내 튜브로 교체 후 중환자실로 이송

하 고 다음날 실내공기에서 맥박산소포화도가 90%, 동맥

혈산소분압이 82.7 mmHg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후 발관하

다. 당일 병실로 이송하 으며 1일 후 실내공기에서 동맥

혈가스분석 소견은 pH 7.45, PaCO2 41.4 mmHg, PaO2 56.1 

mmHg, [HCO3
-] 28.7 mmol/L를 보 고, 흉부 단순방사선 

소견상(Fig. 4) 호전된 상태의 소견을 보 으며 폐암에 대한 

치료는 종전 병원에서 하기를 원하여 퇴원하 다.

고      찰

  폐포단백증은 1958년 Rosen 등에1) 의해 처음 기술되었으

며 인지질이 포함된 불용성 단백질이 폐포내에 축적되어 

산소화의 장애가 생기는 비염증성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폐

포 대식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표면활성물질의 청소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이며 여기에는 과립구-대식구 집락 자극인

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

가 관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9) 

  증상으로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가장 흔하고 

기침, 흉통, 객혈, 발열,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학적 검사소견은 다양하며 특이양상은 보이지 않으나 청진

상 수포음, 곤봉형 수지, 청색증 등이 관찰된다.10) 흉부 단

순방사선 소견상 양측 폐를 비슷한 정도로 대칭적으로 침

범하고 침윤이 폐문주위에서 주변부로 간유리모양(ground- 

glass appearance)으로 퍼져나가는 “bat wing or butterfly pat-

tern” 양상을 보이며1) 폐기능 검사상 제한성의 양상과 폐확

산능의 저하를 보인다. 이러한 소견 등을 바탕으로 폐포단

백증이 의심되면 기관지경하 혹은 개흉 폐생검을 통해 조

직병리학적으로 확진할 수 있다.4)

  1963년 Ramirez 등에11) 의해 처음 기술된 기관지폐포 세

척술은 말초 세기관지 및 폐포에 축적된 단백성 물질을 기

계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생리적, 증상적, 방사선과적인 호전

을 가져온다. 전신마취 하에서 이중관 기관내튜브를 삽관하

여 일측폐환기를 실시하면서 양측폐를 순차적으로 세척하

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1975년 Kao 등이12) 생리식염수

가 세척액으로서 가장 효과적임을 밝혔고, 1993년 Hammon 

등은13) 세척시 인공타진기로 흉부를 타진하는 것보다 손으

로 흉부타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 다.

  이 외에 여러가지 변형된 방법이 도입되기도 했는데 

1970년 Seard 등은14) 폐포단백증 환아에서 부분적 흉곽외 

Fig. 4. Chest X-ray after both lung lavage demonstrates clearing of 

the dense 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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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회로를 이용하여 동시에 양측 폐세척을 시행하 고, 

1976년 Altose 등은15) 폐절제를 받은 폐포단백증 환자에서 

ECMO를 이용하여 기관지폐포 세척을 시행하 으며, 1987

년 Jansen 등은16) 폐포단백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환자에서 

고압산소 상태하에서 기관지폐포 세척술을 실시하여 개선

된 결과를 보고하 다

  일측폐환기를 실시하여 기관지폐포 세척을 시행하는 동

안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는 세척액의 폐포 유입과 유출에 

따른 폐포내압의 변동으로 인해 폐순환의 혈역동학적 변화

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세척액의 주입기 및 주입완료기

에는 우심방에서 30 cm 높이의 생리식염수 물기둥 압력이 

평균폐동맥압을 초과하여 세척측 폐로 가는 혈류는 감소하

는 대신 환기측 폐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게 되어 폐내 우-

좌 단락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동맥혈산소분압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세척액의 배액기 및 배액완료기에는 폐포내의 

생리식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평균폐동맥압이 폐포내압을 

초과하여 환기가 되지 않는 세척측 폐로 가는 혈류가 증가

하고 이로 인해 폐내 우-좌 단락이 증가하여 동맥혈산소분

압이 감소하게 된다.17)

  기관지폐포 세척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일측폐환기를 실

시하면서 수일 간격을 두고 양측폐를 순차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다. 본 증례에서는 좌측 폐암으

로 폐내 우-좌 단락이 심하여 성공하지 못하 으나 일측폐 

세척 후 경계선상의 저산소혈증(borderline hypoxemia)을 나

타낼 때 반측와위를 통해 환기가 되고 있는 아래 폐쪽으로 

중력에 의한 혈류의 재분포를 유도하여 동맥혈산소분압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기관지폐포 세척술을 시행하기 전에 양측폐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상태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쪽

의 폐를 먼저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척을 시

행하기 전에 선택된 폐를 통해 일측폐환기를 시행하여 위

험도를 평가한 후 세척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저산소혈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ECMO 등의 체외순환장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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