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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Airway Obstruction by a Retropharyngeal Hematoma when Performing Internal Jugular Vein 
Cannulation in a Patient with HELLP Syndrome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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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opharyngeal hematoma is a rare, but a life-threatening complication when an internal jugular vein cannulation is performed 

in a patient with thrombocytopenia and coagulopathy.  This report presents the case of a patient with acute airway obstruction 

that was caused by retropharyngeal hematoma.  We discuss the diagnosis, airway management and treatment of this condition.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6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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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정맥  삽입은 정맥투여로의 확보, 빠른 수액 주입, 

심 정맥압의 측정, 그리고 폐동맥 카테터의 삽입 등을 

해 임상에서 리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내경 정맥을 이용

한 심 정맥  삽입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에서 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는 생명을 할 수 

있는 가장 험한 부작용이다.1-3) 특히 HELLP 증후군(syn-

drome of hemolysis, elevated liver enzyme, low platelet count)

과 같이 출  경향이 있을 경우 갑작스러운 종의 발생과 

그로 인한 기도 폐쇄가 올 수 있다. 

  자들은 HELLP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산모의 응  제

왕 개술 도  인두 뒤 공간 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 증

상으로 응  기  개까지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

께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30세 여자가 타 병원에서 자궁 내 임신 30주, 조기 자궁 

수축으로 본원으로 이송되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압 170/100 mmHg, 일반 액 검사에서 색소 9.0 mg/dl, 

구 용 률 27%, 소  28,000/mm
3이었으며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826 IU/L,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617 IU/L, bilirubin 2.9 mg/dl, D-dimer ＞ 10.0μg/ml, 

anti-thrombin III 33%, prothrombin time 15.1 (INR 1.27),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38.9 고 뇨검사상 단

백뇨가 3+ 검출되었고 심 도 소견은 정상이었으나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심성 폐부종 소견이 보 다. 산부인과에

서 HELLP 증후군으로 진단 하고 hydralazine 5 mg 씩 30분 

간격으로 투여 하 고 MgSO4 4.0 g을 5분에 걸쳐 정주하

으며 이 후 2.0 g/hr로 지속 으로 투여하 다.

  계속된 조기 자궁 수축과 양막 열이 발견되고 태아가 

둔 로 있어 응  제왕 개술이 계획되었다. 수술실에 도착 

당시 산모의 압은 160/100 mmHg, 맥박수는 100/분 말  

산소 포화도는 94%이었으며 신 인 부종은 찰되지 않

았고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 다. 마취방법은 신마취

로 결정하고 먼  환자의 왼쪽 요골 동맥에 국소마취 후 

20 게이지 도 을 삽입하여 지속 으로 압을 감시하고 

낮은 소  수치와 액 응고 이상으로 인한 량 출 의 

가능성에 비하고 폐부종 치료를 한 수액량과 심 정

맥압 측정을 해 심 정맥 을 삽입하기로 하 다. 환자

의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리게 한 후 국소 마취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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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t is a jet-ventilation catheter, for adult, 13G cannula, 63 

mm long. The Manujet III is designed as manual jet-ventilation 

device in case of total or partial obstruction of upper airway. It 

includes jet-ventilation catheter, connecting tube, pressure hose, and 

pressure regulator.

Fig. 2. Lateral neck X-ray shows an increase of the retro-

pharyngeal soft-tissue thickness (arrows).

14 게이지 정맥 천자용 바늘로(ARROWgard Blue, Erding, 

Germany) 오른쪽 내경정맥을 천자하고 정맥 을 흡입하

을 때 산모가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 다. 

기흉과 종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즉시 천자용 바늘을 제

거한 후 마스크로 100% 산소를 공 하고 천자부 를 손바

닥으로 압박하 다. 하지만 지속 인 호흡곤란과 흥분양상

을 보이고 얼굴과 흉부에 걸쳐  출  양상이 발견되어 

낮은 소  수치로 인한 종이 생긴 것으로 단하고 즉

시 기  내 삽 과 제왕 개술을 하기로 결정하 다. 펜토

탈 소디움 250 mg, 썩시닐콜린 75 mg을 주입 후 매킨토시 

곡형 날 4번을 사용하여 환자의 하악을 들어올리려 시도 

하 으나 하악이  움직이지 않고 구강 내 연부 조직의 

심한 부종으로  후두개와 성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내

경 정맥의 손상으로 인한 종으로 상기도 폐쇄로 진단하

고 마스크로 용수 환기를 시도하 으나 환기가 거의 되지 

않고 산모의 목 부 에 반 인 부종이 진행되는 것을 발

견하 다. 구강을 통한 기  내 삽 은 불가능한 것으로 

단하고 즉시 윤상갑상막 개술(cricothyrotomy)후 (Manujet 

III, VBM, Germany, Fig. 1) 100% 산소로 경기 제트환기

(transtrachial jet ventilation, TTGV)를 시행하여 환기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응 기 개술을 시행하

다. 기 개술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 동안의 

산모의 말 액 산소포화도는 85−100%를 유지하 고 

Tracoe tube, 내경 6.0 튜 를 삽  하 다. 이때 동맥  가

스 검사에서 pH 7.24, pCO2 43 mmHg, pO2 284 mmHg, 

HCO3 17.8 mM/L, BE8.3, SaO2 99.3%이었다.

  이 후 베큐로니움과 desflurane 2−5%로 마취를 유지하며 

제왕 개술을 시행하여 수술 시작 10분만에 태아를 분만하

으나 심박동이 지 되지 않아 기  삽  후 심폐소생술

을 시행하 으며 시행 5분만에 심장 박동이 시작되어 삽  

상태로 신생아 환자실로 이송하 다.

  산모는 자궁 개술 후 특별한 이상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으며 총 마취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고 총 수술 시

간은 2시간 이었으며 출 량은 500 ml, 소변량은 200 ml

고 정질액 1,200 ml, 농축 구 2 unit, 소  10 unit, 신

선 동결 장 3 unit를 투여하고 환자실로 이송하 다. 

환자실 도착 후 폐부종 치료를 해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60%의 산소로 일치성 간헐  강제환기(SIMV)와 10 cmH2O

의 호기말 양압을 용하 으며 furosemide 투여 등의 증

치료를 받았다. 산모는 환자실 도착 30분만에 의식을 회

복하 고 묻는 말과 지시사항에 모두 반응하 다. 시행한 

동맥  가스 검사상에서 pH 7.53, PaCO2 26.9 mmHg, PaO2 

328 mmHg, HCO3 22.6 mM/L, BE 0.1, SaO2 99.8% 다.

  다음날 흉부 X-ray 검사에서 환자의 폐부종은 호 되어 

인공호흡기를 이탈하 고 30% 산소마스크로 안정 으로 호

흡하 으나 흉부 X-ray에서 종격동이 넓어진 소견과 경부 

외측 X-ray 에서 인두 뒤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 등 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으나(Fig. 2) 수술 후 3일 만에 얼굴

과 경부의 부종은 모두 소실 되었고 7일째 시행한 인두 부

 산화 단층 촬 에서 경추와 2번 흉추 사이에 범

한 종이 발견되어 인두 뒤 공간 종(retropharyngeal 

hematoma)으로 진단되었다(Fig. 3). 이 후 액 검사에서 분



 김윤석ㆍ이재호：산모에서 발생한 성 기도 폐쇄

671

Fig. 3. CT scan of the T2 level shows a retropharyngeal hema-

toma (arrows).

만 다음날 ALT/AST 381/274 IU/L, 사흘 후 63/231 IU/L, 일

주일 후 43/25 IU/L으로 정상화되었고 소  수치도 

178,000/mm3로 증가하여 수술 후 8일만에 일반 병실로 이송

되었고 3주후 흉부 X-ray에서 종격동 확장 소견이 사라진 

것을 확인 후 기  내 튜 를 제거하고 개한 기 부분을 

합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 으며 신생아는 일주

일 만에 발  후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찰하고 있다.

고      찰

  HELLP 증후군이란 1982년 Weinstein에4) 의해 명명된 질

환으로 심한 자간증 산모들 에서 용 , 간효소 상승, 

소  감소 등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환자 군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병인은 아직 불명확하나 어떤 원인에 의해 

내 소 이 활성화되어 미세  내벽이 손상을 받게 됨

으로써 미세 병 용  빈 (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을 일으키게 된다. 주된 증상으로는 상복부 통증, 단

백뇨, 신 무력증, 오심, 구토 등이며, 진단은 액검사에

서 비정상 인 액 도말 검사와 bilirubin 수치의 증가(1.2 

mg/dl 이상), 간효소치의 상승(AST ＞ 70 U/L LDH ＞ 600 

U/L), 그리고 소  감소증(100,000/mm3 이하)이 동반 되어 

있을 경우 확진 할 수 있으며 약 80%의 산모가 이 에 

자간증이 있었으며 20%의 환자에서는 분만 이후에 진단된

다. 주로 소 의 수에 따라 세 군으로 나 게 되며 

50,000/mm3 이하일 경우 class I, 50,000/mm3에서 100,000/mm3

일 경우 class II, 100,000/mm3에서 150,000/mm3일 경우 class 

III로 나 며 모성 사망은 주로 class I에서 나타나며 사망의 

원인은 주로 간 종의 출 , 뇌출 , 성 신부 , 심장 기

능 이상 등이다.5) HELLP 증후군은 총분만의 약 0.17−

0.85%를 차지하며6) 신생아 사망률은 약 7.4−20.4%로 보고

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8주 이하의 낮은 임신 주수, 심각한 

발달 미숙, 그리고 태반조기박리 등이다.7)

  Sibai 등은8) 442명의 HELLP 증후군 산모의 이환율과 사

망률에 해 조사하 는데 종 내응고(21%), 태반조기

박리(16%), 성 신부 (8%), 복수(8%), 폐부종(6%), 뇌부종

(1%), 인두 부종(1%), 간 종(1%)의 순으로 이환율을 보

고 그  4명의 산모가 사망하 는데 2명이 인두 부종으로 

인한 기 내 삽 의 실패로 사망하 다고 보고하 다. 즉 

인두부종의 경우 발생률은 낮지만 산모의 사망에 큰 원인

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두 뒤 공간(retropharyngeal space)은 앞쪽은 볼인두근막

(buccopharyngeal fascia)으로부터 뒤쪽은 척추앞 근막(pre-

vertebral fascia)으로 되어 있는 잠재 인 공간으로 쪽으로

는 두개 (base of the skull)에서 아래쪽으로는 4번 흉추까지 

이어져 있으며9)
 출 에 해 항할 수 없어 출 이 생길 

경우 양과 치에 따라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인두 뒤 공간 종(retropharyngeal hematoma)은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응 질환이며 주로 

경추 부  외상, 항 제의 복용, 내경정맥의 천자, 뇌동맥 

조 술, 목동맥팽  마사지(carotid sinus massage), 인두로 이

물질을 삼켰을 경우, 목의 과도한 굴곡과 신 (추락, 자동차 

사고, 에어백의 개)으로 발생할 수 있다.10-14) 증상으로는 

쉰 목소리, 착음, 이물감 등이며 이학  검사상 목부  

자색반(bruising)과 부종을 찰할 수 있고 자세히 진하면 

피하 공기증(subcutaneous emphysema)으로 인한 연발음(cre-

pitance)과 인두 이(laryngeal displacement)를 찰 할 수 있

다.10) 진단은 증상과 이학  검사, 그리고 경부 측면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 앞 공간의 확장이 보일 때 확진 할 수 있다. 

인두 뒤 공간 종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 기도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집  감시 하여야 

하며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즉시 기  내 삽 이나 기  

개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의 경우 종의 양이 많을 

경우 성문의 노출이 쉽지 않고 시도 자체가 구강 인두에 

출 을 더욱 조장시켜 부종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다. 따

라서 어떤 자들은 자발호흡 하에서 굴곡성 내시경을 이

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 다.13) 인두 뒤 공간 종의 치료

로는 수술 으로 제거하거나 기도확보가 되어 있고 기도 

폐쇄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다면 로 소실되기를 기다

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3−4주가 소요된다.

  Goldfarb 등에
15) 의하면 소 이 50,000/mm3 이하의 간부

 환자 1,000명에게서 내경 정맥을 이용하여 심 정맥

을 삽입 하 을 때 10명에서 종이 생겼지만 기도 압박을 

가져온 경우는 그  1명 이뿐이었으며 따라서 출  경향

이 있는 환자에서도 내경 정맥을 천자하는 것은 비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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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기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Klineberg 등은
16) 출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 

심 정맥 을 삽입할 때 내경 정맥을 이용하는 것은 가  

피하라고 권고하고 정맥 천자 시 직경이 작은 20 게이지 

카테터를 사용하여 종의 생성을 방할 수 있음을 보고

하 고, Jobes 등은17) 20 게이지 카테터를 사용하여 천자 후 

카테터에 탐 자(transducer)를 부착하고 압력 형(pressure 

waveform)을 확인하여 내경 동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

인 후 유도 철사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경정맥(external carotid 

vein)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 다.  Schwartz 등은18) 심 

정맥 과 폐동맥 카테터 삽입시 외경 정맥을 천자하여 80% 

이상의 성공률과 합병증의 발생이 없었음을 보고하고 심 

정맥  삽입시 우선 으로 외경 정맥을 사용할 것을 권고

하 다. 

  한, Lo 등은19) 문헌 고찰을 통해 내경 정맥을 이용한 

심정맥  삽입 시 성 기도 폐쇄를 일으킨 경우를 조사

하 는데 모두 5건이 있었고 그  2명이 산모 으며 1명

이 자간증, 나머지 1명이 태반 조기 박리라고 보고하 으

며 산모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인두 부종이 동반되어 있

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 하 다. 본 증례의 경우도 산모가 

수술 이 의 호흡곤란은 폐부종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고 심한 기도 폐쇄가 온 것으로 보아 인두 부종도 

동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증례는 소  감소증과 출  경향이 있

는 산모의 경우 내경 정맥을 천자할 경우 많은 양의 출

로 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기도 폐

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런 환

자들에서 내경 정맥을 이용한 심 정맥 의 삽입은 피해

야 하겠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 외경 정맥을 먼  천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한 기 내 삽  시에도 언제든 구강

인두와 인두부  출 과 부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

두에 두고 응  기  확보 방법을 비하여야 한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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