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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Main Stem Bronchus Compression Occurred in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Patient - A case report -

Mikyung Yang, M.D., Dae Jin Lee, M.D., and Ik Soo Jeo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Eleven year-old boy was scheduled for right encephalo-duro arterial synangiosis (EDAS).  He received left EDAS 4 months 

ago, and there was no problem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Mild cardiomegaly was suspected in his preoperative chest PA.  

After intubaton, we couldn't hear the breathing sound of left chest, and the saturation went down to 95%.  There was large opaque 

hemithorax on emergency chest AP, and on the fiberoptic bronchoscopic examination, left main stem bronchus (LMSB) was 

observed slit-like appearance.  Echocardiography revealed severely dilated right atrium and ventricle.  In his chest CT, the LMSB 

was nearly obliterated.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and received full sedation, controlled 

ventilation, and NO gas.  However, the blood pressure of this patient was not maintained in spite of using high-dose inotropics.  

He expired two days later and this case warns that suspected mild cardiomegaly might hide more ominous sign of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104～8)


Key Words:  congestive heart failure, left main stem bronchus compression,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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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마취를 시행하는 도  한쪽 폐의 환기가 되지않는 원

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기 지내 

삽 을
1) 들 수 있고 이외에도 분비물 과다,2,3) 기 지 착, 

기 지 연화, 기 지내 종양
4) 혹은 이물질,5) 출 6,7) 등의 여

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본 증례는 술 에 진단되지 않은 원

발성 폐동맥 고 압으로 과도하게 확장된 폐동맥이 좌측 주

기 지를 러 좌측 폐의 환기가 되지 않았던 경우로 마취

과 의사가 흔하게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알아두

어야 할 사례로 생각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45 cm, 체  43 kg의 11세 남자 환아는 내원 6개월 

 자동차에 탄 상태로 교통사고가 난 후 빨리 걸으면 오

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쉬면 곧 회복되는 증상을 나타내

었다. 내원 5개월 에는 보행  구어 장애(dysarthria)가 생

겨 한 시간 가량 말이 어 해지고 오른쪽 팔 힘이 빠져서 

검사받은 결과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좌측 두엽 경색으

로 진단받았다. 4개월  좌측 뇌-경막 동맥 문합술(encephalo- 

duro arterio synangiosis, EDAS)을 시행 받았고 당시 마취  

수술  특별한 문제 은 없었다. 좌측 두엽 경색증에 

한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번에는 우측 EDAS 수술을 해 

입원하 다.

  술  검사로는 일반 액, 일반화학, 액응고, 수 검사, 

흉부 방사선 사진 촬 을 하 고 심 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경도의 심 비 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었고(Fig. 1), 액응고검사 소견상 로트롬빈시간

(prothrombin time, PT)의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66, 활성화부분트롬보 라스틴시간(activated partial throm-

boplastin time, apt)은 46.5 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고 그 외 

특이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환아는 오  7시 15분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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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Chest PA shows that mild cardiomegaly is 

suspected.

Fig. 2. Chest AP taken immediately after induction shows large opaque 

left hemithorax due to cardiomegaly and decreased aeration.

실에 도착하여 심 도, 비침습  압계,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부착하 으며(Hewlett-Packard Model 54S, USA) 

압은 130/60 mmHg, 맥박은 분당 90회 고 산소포화도는 

94%를 나타내었다. 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로 자발 호흡을 

시키니 산소포화도가 곧 100%로 증가하여 thiopental sodium 

200 mg과 vecuronium 6 mg을 정주하고 100% 산소와 5－

8% desflurane으로 마취유도를 하 다. 기 내 삽  후 호흡 

회로를 연결하고 청진을 하 더니 좌측 폐에서 호흡음이 

 들리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95%로 감소하여 기낭의 

치를 진하 으나 흉골 흔 부 에서 만져졌다. 내경 

6.5 mm의 기낭 있는 튜 를 사용하여 삽 한 후 21 cm에 

고정한 것이 이  수술과 동일하여 기 지내 삽 의 가능

성이 었으나, 수술을 해 목을 왼쪽으로 90도 가량 회

, 굴곡시킨 상태여서 이로 인해 기 지내 삽 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머리 치를 바로 한 후 튜 를 3 cm 

가량 후퇴시키고 다시 청진을 하 으나 여 히 좌측 호흡

음이 들리지 않았고 왼쪽 흉곽의 팽창도 찰할 수 없었다. 

튜  흡인을 시행하여 보았으나 나오는 분비물은 었고 

응 으로 흉부 방사선 촬 을 한 결과 좌측 폐 체에 음

이 감소된 소견이 찰되었다(Fig. 2).

  소아용 굴곡성 기 지경(BF3C30, Olympus, Japan)으로 기

 분기부를 찰하 더니 좌측 주기 지가 단추 구멍처럼

(slit like) 납작해져 있어 기 지경을 진할 수 없는 상태

고 소량의 분비물이 찰되었다. 호흡기내과에 응  자문한 

결과 좌측 주기 지의 압박성 폐쇄와 부종이 있고 이는 울

성 심부 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지속  기도 양

압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여 수술을 시

행하지 않고 삽 된 상태로 신경외과 환자실로 이송하

다. 수술실에서 자문을 구하고 환자실로 이송하는 기간 

동안 환아의 산소포화도는 95% 이상으로 유지되었고 산

소 증을 나타낸 은 없었다. 동맥  가스분석 소견은 pH 

7.35,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 33 mmHg, 동맥  산소 분압 

88 mmHg, 탄산염 농도 17.8 mmol/L 다. 신경외과 환자

실에서는 일회 호흡량 300 ml, 호흡수 14회/분, 흡입산소분

율 1.0, 호기말 기도 양압 10 cmH2O으로 동시간헐강제환기를 

시행하 다.

  환아는 6세 때 탈장 수술 시 신 마취를 받은 이 있

었으나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보호자에게 좀 더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니 최근 한 달 부터 활동 시 조 씩 숨이 

가쁜 증상이 있었고 식사량이 감소하 으며 구토가 자주 

있고 가끔 입술이 래지기도 하 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

지 않았다고 하 다. 4개월  좌측 EDAS 시술을 해 촬

한 흉부 방사선 소견을 다시 살펴보니 심 비  의심 소

견 없이 정상이었다. 당시의 마취 기록을 다시 보니 마취 

시간은 3시간 30분이었으며 흡입 산소 분율 0.5에서 환아의 

산소포화도는 99%로 유지되고 있었고 수술실에서 발 한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으며 회복실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머무르다 병실로 이송되었다.

  신경외과 환자실에서 2시간여 경과 후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되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좌측 폐 음  하

도 호 되는 양상을 보여(Fig. 3) 흡입 산소 분율을 낮추던 

도  갑자기 수축기 압이 160 mmHg, 심박수가 180/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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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st AP at intensive care unit shows slightly improved 

aeration in left lung and still existing cardiomegaly.

Fig. 4. Chest CT shows severe luminal narrowing of the carina level 

of the trachea and both proximal bronchi. Especially, the left main stem 

bronchus (short arrow) is markedly compressed between right pul-

monary artery (long arrow) and vertebral body.

상승하여 신경외과 의사가 labetalol 5 mg을 정주하 다. 이

에 압 70/40 mmHg, 심박수 60회/분, 산소포화도 70%로 

환아의 상태가 격히 나빠져 인공 호흡낭을 이용하여 손 

환기를 하고 흉곽 압박 시행  dopamine, dobutamine을 정

주한 후 압과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다. 응 으로 심 음

를 시행하 더니 우심방 확장, 우심실 비 , 삼첨  역류 

등의 소견을 보 고 동맥  개존증, 심방벽 결손증, 동맥 

착증 등은 찰되지 않아 원발성 폐동맥 고 압으로 진

단하 으며 폐로 넘어가는 류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 

사성 산증이 계속 진행하고 분당 40회 이상의 과환기 양

상을 보여(pH 7.13,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 31 mmHg, 동맥

 산소 분압 85 mmHg, 탄산염 농도 10 mEq/L) 뇌 단층 

촬 을 시행하 으나 뇌경색 악화 등의 특별한 변화가 없

는 것을 확인하 고 흉부 단층 촬 에서 우심방, 우심실이 

모두 확장되어 있었으며 거 해진 폐동맥이 기  분기부 

 특히 좌측 주기 지를 심하게 르고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Fig. 4).

  원발성 폐동맥 고 압으로 인한 울 성 심부 , 심부 으

로 인한 심한 사성 산증의 진단 하에 환아를 소아 환

자실로 동시킨 후, fentanyl 1μg/kg/hr로 진정시키고 조  

호흡을 시행하 으며(압력조 호흡, 최고흡기압 15 cmH2O, 

호기말기도양압 6 cmH2O, 호흡수 25회/분, 흡입산소분율 1.0) 

산화질소(nitric oxide, NO) 가스를 40 ppm으로 흡입시켰고 

수축기 압과 요량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시

작하 다. 

  다음날 환아는 수축기 압이 80 mmHg로 떨어져 aden-

osine 0.05μg/kg/min, prostacyclin 등을 지속 으로 투여하

으나 반응이 없었고 epinephrine 1μg/kg/min, dopamine 10μg/ 

kg/min, dobutamine 5μg/kg/min 등을 지속 투여하여 수축기 

압이 90 mmHg 후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성 산증은 

탄산염나트륨(sodium bicarbonate)을 1 mEq/kg로 8회 시도

하 으나 교정이 되지 않았다. 동맥  가스 분석 소견상 

pH 7.19, 이산화탄소 분압 42 mmHg, 산소 분압 103 mmHg, 

탄산염 농도 15.5 mmol/L 다. 액요소질소(blood urea nitro-

gen)와 크 아티닌(creatinine) 수치가 수술  각각 10.8 

mg/dl, 0.8 mg/dl이던 것이 수술 후 1일째에는 25.5 mg/dl, 

2.56 mg/dl로 상승하여 신장 류에 의한 성 신부 으

로 진단되어 복막 투석 혹은 액 투석을 고려하 으나 당

시 역학  지표들이 매우 불안정하여 불가능하 다. 액 

응고 검사에서 PT의 INR 5.51, aPTT 74.1 로 증가해 있었

고 섬유소원(fibrinogen)이 54 mg/dl로 감소하 으며 D-dimer

가 68.2μg/ml로 증가되어 있어 종성  내 응고증이 

의심되어 신선동결 장과 비타민 K를 투여하 다. 압이 

유지되지 않고 요량이  없는 상태로 사성 산증이 계

속 악화되어갔고 보호자가 더 이상의 소생술을 원하지 않

아 압과 심박수가 차 감소하여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새벽에 환아는 사망하 다.

고      찰

  원발성 폐동맥 고 압은 여태까지 1,000  정도가 보고되

어 있는 희귀한 질환으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폐동맥 고 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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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들을 제외한 후에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다. 본 환아에서

도 심방벽 결손증, 심실벽 결손증, 동맥  개존증, 동맥 

착증 등 폐동맥 고 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원발성 폐동맥 고 압으로 진단하게 되었다. 

십 에서 이십  사이에 주로 진단되며 꾸 히 병세가 진

행하며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명 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8,9) 평균 폐동맥압이 휴식 시 25 mmHg 이상, 활동 시 30 

mmHg 이상이면 폐동맥 고 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폐

동맥 고 압을 유발하는 기 으로는  수축, 벽 비

후, 증 등을 들 수 있으며 prostacyclin과 thromboxane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설도 있고 NO의 생성은 하

되면서 endothelin의 생성은 증가하여 발생한다는 가설도 있

다.10)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 시 호흡곤란과 쉽게 피로를 느끼

는 것이며 동맥  산소포화도는 개 정상이고 곤 지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다. 폐의 청진음도 깨끗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비 해진 우심실에 공 되는 상동맥 류가 

상 으로 모자라게 되면 우심실 허 로 인한 흉통이 발

생할 수 있고 말  확장이나 발살바조작(Valsalva man-

euver) 등으로 인해 뇌 류가 감소하게 되면 기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박출량이 상당히 감소하여있음을 의미한

다.8,9) 본 환아는 기존에 있던 원발성 폐동맥 고 압이 4개

월 의 첫 수술과 이번의 두 번째 수술 사이에 병세가 많

이 진행되었지만 수술 에 미처 발견이 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경도의 심비 가 

의심된다는 소견과 마취유도  산소포화도가 94% 던 

에 주의를 기울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폐   색 증을 방

하기 해 항 소 제나 aspirin을 처방하게 되며 NO, pros-

tacyclin, adenosine 등의 강력하고 단기간으로 작용하는  

확장제를 사용하여 폐 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보

고 반응성이 있으면 장기 투여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환

자들이  확장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측하는 

방법은 없다. 본 증례의 환아는 의 어떤  확장제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장기 경구 복용 

약제로는 칼슘 통로 차단제인 nifedipine, diltiazem이 많이 

사용되고 prostacyclin 장기 지속 정주를 하기도 한다.  

확장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폐이식을 받게 되는데 

다른 원인으로 폐이식을 받는 환자보다 수술 후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10)

  폐동맥고 압 기 시에는 에 언 한 확장제 투여 

외에 환자를 진정시키고 조 호흡을 시행하며 체온  산

염기평형을 유지해주는 것도 요하다. 본 증례의 환아는 

원발성폐동맥고 압이 확진된 후 진정  조 호흡을 시행

하 으나 극심한 심부 으로 사성산증은 교정이 되지 않

았으며 체온은 37.5－38.5oC 범 에서 유지되었다.

  평균 생존 기간은 진단 후 2－3년이다.8) 우심실 기능이 

사망률에 매우 한 향을 미치므로 평균 폐동맥압, 평

균 우심방압, 평균 심박출지수를 측정하여 후를 추정할 

수 있다. 사망 원인은 우심실 부 이 47%로 가장 많으며 

돌연사하는 경우도 26%가량 된다.11) 

  원발성 폐동맥 고 압 환자나 혹은 Eisenmenger 증후군으

로 인한 이차성 폐동맥 고 압 환자들은 늘어난 우심실  

폐동맥이 척추체와 폐동맥 사이에 있는 기   기 지들

을 종종 압박하게 된다. Perloff 등은12) 늘어난 근 부 폐동

맥이 우 엽 기 지를 러 우 엽 증후군을 반복 으로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늘어난 폐동맥은 동맥류 형성을 하

여 기 지를 러 무기폐를 일으키며 동맥류 내에 도 

다량 찰되어 이로 인해 색 증이 발생하며 폐경색도 유

발하게 된다. 그리고 원발성 폐동맥 고 압 환자에서 늘어

난 폐동맥에 의해 좌측 주 상동맥이 려 심증과 유사

한 증상을 유발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13) Wellner 등은14) 

심근병증, 수액 과부하로 인한 울 성 심부 , 선천성 승모

 부 증, 특발성 비후성 동맥하 착증 등의 다양한 원

인으로 심 비 가 발생한 환아에서 한쪽 흉곽 체의 음

이 무기폐와 거 심으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상을 보고

하 다. 본 환아에서도 거 심과 늘어난 우측 폐동맥이 좌

측 주기 지를 압박하여 완  무기폐는 아니지만 좌측 흉

곽의 음 을 하하고 좌측 폐로의 환기를 방해하 으므로 

효과 인 처치를 해 좌측 폐의 무기폐 혹은 환기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많은 원인과의 신속한 감별이 필요

하 다. 튜 의 깊이와 분비물로 인한 환기 장애는 방 제

외할 수 있었고, 응  흉부 사진을 촬 하고 기 지내시경

을 시행하여 거 심으로 인한 좌측 주기 지 압박성 환기 

장애라는 진단을 비교  빨리 내릴 수 있었다.

  Farnie 등은8) 이 에 건강하던 2세 여아가 갑자기 기 하

여 응 실로 실려와 원인을 검사 받던  원발성 폐동맥 

고 압으로 진단 받았으며 확장제에 반응하지 않아 폐

이식을 기다리던  다시 기 하면서 사망한 증례를 보고

하 다. 이 여아는 34주 미숙아로 태어나 서혜부 탈장술을 

시행 받은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뛰어놀았고 양 

상태도 좋은 활기찬 어린이 으며 돌연사, 선천성 심장 질

환, 간질 등의 가족력도 없었다. 심 도상 우심실 비 가 

있었고 심 음 상 좌심실 기능은 정상이나 우심실 기능이 

약간 감소하여있고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이 늘어나 있었

으며 삼첨  역류가 있었고 심도자상 평균 폐동맥압이 55－ 

58 mmHg로 심하게 증가하여 있었다.

  모야모야 병과 원발성 폐동맥 고 압 사이에 의 구

조  문제를 일으키는 공통 인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

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보고도 있다. Kapusta 등은15)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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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반복 으로 의식 소실을 일으키는 모야모야 병을 가

진 8세 남아에서 수술  검사상 가슴 사진에서 주폐동맥

이 커져 있고 심 도상 우심실 비  소견을 보여 더 자세

히 검사한 결과 심 음   심도자를 시행하여 원발성 폐

동맥 고 압을 확진하 고 두 질환 사이의 연  가능성에 

해 언 하 다. 본 증례의 환아도 모야모야 병을 진단받

고 좌측 EDAS 시술을 별 문제없이 시행 받은 후 우측 

EDAS 시술을 받고자 신마취 유도  우연히 발견된 좌

측 주기 지 압박으로 원발성 폐동맥 고 압을 진단받게 

된 경우이다.

  자들은 본 증례를 보고하면서 마취  수술 시 일측 

폐의 환기 장애가 있을 때 거 심으로 인한 기   기

지 압박이 가능한 한 가지의 원인으로 감별진단에 포함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모야모야병의 경우, 같은 기

의 이상으로, 드물지만 원발성 폐동맥 고 압을 함께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소아환자에서 마취유도  맥박산

소포화도 94%, 경도의 심비 가 의심되는 소견이 이 증례

에서처럼 원발성 폐동맥 고 압과 같은 좀 더 한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병력청취를 통한 사

 진단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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