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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optysis leading to airway obstruction by blood clot is a serious and potentially lethal condition in pediatric patients because 

of the unpredictable course and technical difficulty of managing small airways.  An 11-month-old male patient with a contact 

burn on his left foot was intubated uneventfully during induction for general anesthesia.  After 15 minutes, we noted blood in 

his endotracheal tube along with high airway pressure and desaturation.  Immediate suction was performed, and the oxygen satu-

ration recovered, but the airway pressure and small exhaled tidal volume were unchanged.  We had difficulty differentiating endo-

tracheal tube obstruction from bronchial spasm at that time.  We successfully managed the endotracheal obstruction by extubation 

with removal of the blood clot and reintubation after the diagnosis was made using fiberoptic bronchoscopy.  We review the 

etiology and management of airway obstruction and hemoptysis in the operating room.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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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환자의 기도 리에 있어 기 내삽  후 발생할 수 

있는 산소증  환기부 의 원인으로는 폐의 병 상태를 

포함하여 기 내 (endotracheal tube)의 꼬임, 분비물이나 압

박으로 인한 기 내 의 폐쇄, 기 지내삽 , 폐포의 압력 

손상, 기 내 의 기낭 손상 등이 있다. 이  폐 내 분비

물이나 출 에 의한 기 내 의 폐쇄는 즉시 발견하여 

히 조치하여야 사망을 비롯한 심각한 합병증을 방할 

수 있다.1)

  본 자들은 소아에서 정상 인 기 내삽  후 발생한 

객 과 이로 인한 기 내 의 폐쇄를 경험하 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생후 11개월 되었고 체  10.5 kg인 남아가 왼쪽 발등의 

화상으로 피부이식술을 받기로 하 다. 환아의 부모는 

환아의 출생 당시 인두굽이기형(branchial arch abnormality)을 

진단받았고, 오른쪽 폐가 1/5정도 그러져 있고 염증이 있

다고 하여 폐의 고해상 산단층촬 을 시행하 으나 별다

른 치료는 필요 없었던 상태 다고 하 다. 생후 5개월 때 

기침이 지속되어 1달간 모세기 지염으로 치료받았던 병력

이 있었으나 12개월 이후로는 증상이 없었고 기도반응성질

환이나 기타 폐질환은 진단받은 이 없었다. 목 부 의 인

두굽이기형에 해서는 생후 16개월 경에 수술 정이었다. 

  수술  평가에서 2주 에 콧물과 기침의 증상이 있었

으나 입원 당시 청진을 비롯한 신체검사에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소아과 진찰 상에서도 같은 소견이었다. 흉부 방사

선 검사 상 우측 상부 폐의 무기폐와 일반 액검사에서 

색소(hemoglobin) 12.5 g/dL, 구용 율(hematocrit)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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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lood clot is attached to the endotracheal tube from 

Murphy eye to the tip. The internal diameter of the tube is 4.5 

mm.

Fig. 2. (A) Postoperative simple chest film shows his intubated state and the overinflation of both lungs. There was no active lung lesion. 

(B) Postoperative chest computed tomography scan with the enhancement shows the ground glass attenuation attributed to hemorrhage in 

posterior segment of right upper lung. There was no discernible bronchial or vascular abnormality.

그리고 소  776,000/uL로 소 증가 외에 다른 이상 소

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1 mg을 수술 30분 에 근주

하 으며 환아를 울리지 않기 해서 수술 기실에서 thio-

pental sodium 50 mg을 정주하고 신속히 수술실로 옮겨 

압, 심박수, 심 도, 체온  맥박산소포화도를 감시하 다. 

산소 4 L/min과 sevoflurane 5 vol%로 마스크를 통한 수동환

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vecuronium bromide 1 mg을 정

주하 다. 3분 동안 마스크 환기를 시행한 후, 기낭이 있는 

내경 4.5 mm의 기 내 을 삽 하 다. 삽  과정  기

내 의 진입에 항은 없었고 육안상 발견되는 연부조직의 

출 도 없었다. 이후 수동환기를 하며 간 액와선상의 양

측 흉부에서 칭 인 호흡음을 청진하 고, 육안으로 양쪽 

흉곽의 오르내림을 보면서 호기말이산화탄소곡선이 정상

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 다. 기낭을 부풀리지 않은 상

태에서 환아의 입 근처에 청진기를 고 25 cmH2O의 기도

압에서 새는 소리를 확인한 후 윗잇몸 높이에서 12 cm에 

기 내 을 고정하 고, 일회호흡량 110 ml, 분당호흡수 18

회로 산소 1 L/min, 아산화질소 1 L/min, sevoflurane 2.5 

vol%로 기계환기를 시행하 다. 이 때 압은 110/58 mmHg, 

분당심박수 118회, 말 산소포화도 99%, 호기말이산화탄소

농도 35 mmHg, 최고기도압 18 cmH2O, 식도체온은 

36.8oC이었다.

  약 15분이 경과하 을 때, 말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60%

으로 감소하고 최고기도압이 34 cmH2O로 상승하여 즉시 

기 내 을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다량의 액이 흘러 나

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시 수술 비와 기계환기를 단하

고 4 L의 산소로 수동환기를 시행하면서 기 내 내 액

을 흡인하 는데 흡인 이 20 c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

고 이 때 흡인된 액량만 약 100 ml에 달하 다. 소아용 

굴곡기 지경(fiberoptic bronchoscope)을 비하 으나 장비

에 문제가 있어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더 이상의 객 은 없었으나 수동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

도압이 50 cmH2O까지 상승하 다. 이에 기 지연축(bronchial 

spasm)을 배제할 수 없어 즉시 ventolin inhaler spray를 기도

내  내에 1회 분무하고 0.1% epinephrine 0.1 ml를 피하주

사 그리고 0.1 ml를 기  내부로 주입하 다.

  이어 하트만용액 50 ml를 2분여에 걸쳐 지속주입하면서 

오른쪽 내경정맥에 심정맥 을 거치하고 요골동맥에서 

침습 동맥압 감시를 시작하 다. 이후 말 산소포화도는 

100%로 상승하 으나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과 기도압은 감

소하지 않았다. 이때의 동맥 가스분석 결과는 pH 7.130, 동

맥 이산화탄소분압 71.7 mmHg, 동맥 산소분압 388.9 

mmHg, 말 산소포화도 99.7%, 염기과잉 −7.1 m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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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Associated with Hemoptysis or Pulmonary 

Hemorrhage in Children2)

Relatively common

Foreign-body aspiration

Infection

Cystic fibrosis

Bronchiectasis

Tuberculosis

Nonpulmonary origin

Upper airway bleeding

Hematemesis

Uncommon but not rare

Trauma

Accidental 

Related to tracheostomy

Deliberate (suffocation)

Cardiac

Congenital heart disease

Pulmonary hypertension

Pulmonary embolism

Rare but not very rare

Tumor, etc.

Adenoma

Carcinoid

Arteriovenous fistula

Nonpulmonary origin

Primary hematologic bleeding diseases

Bleeding in immunocompromised children

Very rare

Pulmonary-renal syndromes

Goodpasture’s syndrom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Wegener’s granulomatosis

Microscopic polyangiitis

Henoch-Schonlein purpura

Idiopathic pulmonary hemosiderosis

Factitous hemoptysis

구용 율 31 u%이었고 활력증후는 압 101/45 mmHg, 

분당심박수 150회 다. 기 내 의 깊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흉부청진을 하 는데 깊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양쪽 상폐구

역에서 쌕쌕거림(wheezing)이 확인되었다. 

  곧이어 시행한 굴곡기 지경검사에서 피떡(blood clot)이 

기 내 을 거의 폐쇄시킨 소견을 보여 흡인하려 하 으나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즉시 기 내 을 발 하 다. 기 내

은 끝에서부터 Murphy eye까지 피떡에 의해서 폐쇄되어 

있었다(Fig. 1). 즉시 같은 크기의 기 내 으로 재삽 하

고 수동환기를 시행하 는데 더 이상의 객 이나 기도폐쇄

의 소견은 없었고 기도내압도 감소하 다. 외과의사들과 상

의하여 객 의 원인을 확인하기로 하고 환아를 소아 환

자실로 이송하 다.

  환자실에서 다시 시행한 기 지경검사에서 출  지

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른쪽 기 지에서 염증소견이 발견

되었다. 단순흉부사진에서는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

으나, 조 제를 사용하여 흉부 산단층촬 을 한 결과 우측 

상부 폐에서 출 로 생각되는 ground glass appearance가 확

인되었다(Fig. 2). 흉부심 음 상에서 폐동맥고 압증(pul-

monary hypertension)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 으나 폐정맥이

나 폐동맥의 이상은 없었다. 류마티스인자, 면역 로불린 

A, M, D, G, 보체검사,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C 반

응 단백질검사 등 자가면역검사, 결핵과 바이러스 련 검

사도 음성이었으며 폐 조 술이나 환기- 류 스캔 등 더 

이상의 검사는 부모의 거부로 시행할 수 없었다. 

  이후 환아는 의식이 명료하 고 더 이상의 객 이 없는 

상태로 활력징후와 검사소견도 정상이어서 당일 녁 기

내 을 제거하 다.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 다음

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소아에서 객 을 가장 흔한 원인은 낭성섬유증(cyctic fib-

rosis)으로 그로 인한 감염이나 폐 조직의 손상으로 량

객 이 발생한다.2) 한 심폐 의 선천성 이상은 폐동맥

고 압이나 폐정맥울  등의 역학  문제 뿐 아니라 만

성  폐감염과 련되어 객 을 일으키는데, 소아에서 발생

하는 객 의 원인  30%가 선천성 심폐기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폐렴이었다고 보고한 가 있었다.3) 이외에 폐나 기

도의 손상, 이물질, 기 지 확장증, 유두종, 종양, 특발성 폐

철증/폐출 (idiopathic pulmonary hemosiderosis/hemorrhage), 

결핵이나 진균 등에 의한 감염이 그 원인이 된다. 폐를 침

범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Goodaptsture 증후군, 신성홍반

성낭창, 베게 육아종증, 미경 다발 염(microscopic pol-

yangitis) 등이 폐 염  공동과 련하여 객 을 일으킬 

수 있다(Table 1).2)

  그러나 이들은 마취  평가에서 세 한 과거력 청취와 

신체검사, 흉부 X선 검사, 여러가지 액검사 소견 등으로 

감별되고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이지만, 본 증례의 환아에

서는 해당되거나 확진된 것이 없어 객 의 가능성을 측

하지 못하 다. 한 신장질환을 비롯한 신질환이 없던 7

세 이하의 소아에서 성 객 이 있을 경우 특발성 폐 철

증/폐출 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만성 인 객 과 흉부 X선상의 폐침윤, 빈  등의 비특이

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들 증상마 도 진단기 에 필수

인 것들은 아니다.4) 한 그 확진법도 폐생검, 폐세척이

나 세척을 하여 철소(hemosiderin)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던 경우라면 미리 진단하여 객 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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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을 방할 수가 없다.

  본 증례에서 환아의 객 의 원인을 찾기 해 앞서 언

했던 검사들을 시행하 으나 확진된 질환은 없었다. 다만 

환아의 과거력에서 출생 시 우폐상엽의 이상소견과 수술 

 무기폐, 동반된 인두굽이기형, 마취종료 후에 실시한 기

지경 검사에서 오른쪽 기 지의 염증소견, 흉부심 음

상 폐동맥고 압의증 등으로 미루어 선천 인 폐 의 문

제로 인한 염증이나 일반 인 감염에 의한 객 로 생각하

고 이후 항생제 치료를 하 다.

  피떡이나 분비물에 의한 기 내 의 폐쇄가 발생하면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 굴곡성 기 지경은 가장 요한 도구

이나5) 장비가 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 지연축과 감

별하기 어렵다.6) 피떡에 의한 기 내 의 폐쇄 시에는 본 

증례에서처럼 흡기만 겨우 가능하고 호기가 거의 불가능한 

볼밸  양상(ball-valve fashion)을 보이는데7,8) 이는 기 지연

축에서 나타나는 청진시 쌕쌕거림, 흡기시 높은 기도압, 

은 호기량 등과 비슷하다. 본 증례에서도 당시 소아용 굴곡

기 지경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 산소포화

도가 60%로 떨어지고 수동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도 항

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 지연축을 배제할 수 

없어 베타2작용제 분무와 epinephrine의 피하주사 등으로 처

치하 다. 이는 결과 으로 바람직한 치료는 아니었지만 

epinephrine의 수축작용이 지 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피떡이 발견되면 굴곡기 지경으로 직  흡인하여 

제거하거나, 흡인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 내 을 피떡과 

함께 제거하게 되는데, 이 때 본 증례에서처럼 체  10 kg

인 소아에서 100 ml 이상의 객 이 동반된 상황에서 피떡 

아래쪽의 출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인 객 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수술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을 비하여야 한다.

  소아에서 생명을 할 수 있는 량 객 의 양은 문헌

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 으로 24시간 동안 8 ml/kg 이

상 는 600 ml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9) 량 객 이 발

생하면 기도의 유지, 한 산소화(oxygenation), 역학  

안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10,11) 본 증례에

서처럼 피떡이 흡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막힌 기 내 을 

신속히 제거한 후 기 내재삽 이 즉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출 부 와 원인을 알아내고 외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비하여 즉시 외과의사나 방사선과의사와 

을 시행하고, 충분한 정맥로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

다. 우선 굴곡성 기 지경이나 흉부 X-선 검사로 출 이 있

는 폐부 를 확인하고, 정상폐를 상 로 하며 머리를 낮추

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12) 앞서 언 했던 epinephrine을 비

롯한 수축제로 기도세척을 하는 방법도 사용되지만, 

량 객 로 인해 기도가 유지되지 않고 산소화가 어려운 상

황이라면 객 이 있는 쪽의 기 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고

려해볼 수도 있다.11) 성인의 경우 이  기 튜 를 사용

할 수 있지만, 본 증례에서처럼 소아나 이  기 튜 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 내 을 깊이 넣어 선택

인 기 지삽 (selective endobronchial intubation)을 시행하거

나 Fogarty catheter를 이용하여 한 쪽 기 지를 막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13) 이 후 신속한 원인규명과 출 부 의 

치료가 필수 이다.

  신마취  피떡에 의한 기 내 의 폐쇄는 흔한 합병

증은 아니지만 1929년에 보고된 이래14) 계속 으로 발생하

고 있다.15,16) 특히 기 의 내경이 작고 기능 잔기용량이 

은 소아에서 이러한 상황은 성인에 비해 시간  여유가 없

고 그 처치과정도 기술 으로 어렵기 때문에 잠재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과 처치 과정  치료 방법에 하여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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