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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서 론

기관절개술의 치명적인 합병증에는 튜브의 폐쇄 및 빠짐

외에도 출혈이 있다. 출혈은 3.0%-5.7%에서 발생하며,

이 중 부분은 급성기에 발생하는 경미한 출혈이다1,2). 하

지만, 기관무명동맥루(tracheoinnominate artery

fistula)는 시술 48시간 이후에 량 출혈을 유발할 수 있

다. 이 질환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 중 0.6%-0.7%

에서 발생하지만 치료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100%이므

로, 이에 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감별진단이 중요하다3).

국내에서 소아 환자의 기관무명동맥루 증례는 아직 보고

되지 않았다. 본 저자는 기관절개술 시행 후 발생한 출혈

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기관절개튜브 커프의 과다팽창

을 통한 응급처치 후, 기관무명동맥루로 진단된 13세 남자

환자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3세 남자 환자가 내원 당일 기침을 하다가 기관절개튜

브가 빠지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에 방문하

다. 방문 직전, 환자의 어머니가 스스로 약 500 mL의 혈

액을 흡인하고 기관절개튜브를 다시 삽입하 지만, 응급

실 도착 당시에도 박동성 출혈이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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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its rarity, a tracheoinnominate artery fistula can result in catastrophic hemorrhage. Here, we describe a case of a 13-
year-old boy with such a condition following tracheostomy. After identification of pulsatile bleeding from the tracheostoma,
temporary control of hemorrhage was obtained using hyperinflation of the tracheostomy tube cuff. Subsequently, a lesion
indicative of a tracheoinnominate artery fistula was found on a computed tomography scan, and the diagnosis was confirmed
at surgery. After surgery, he was discharged with no recurrent bleeding. This ca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igh suspicion
and prompt management of tracheoinnominate artery fistula.

Key Words: Tracheostomy; Brachiocephalic Trunk; Fistula; Hemorrhage; Child



었다. 환자는 8세에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및 뇌성마비로 인해 반복되는 폐렴

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이후 기관절개튜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내원 10일 전에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기관

절개튜브를 교체한 이후 발열, 상기도감염, 외상 없이 평

소와 동일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응급실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5/72 mmHg, 호

흡수 32회/분, 심장박동수 98회/분, 체온 36.6。C, 동맥

혈산소포화도 100% 고, 의식은 명료하지만 불안해 보

다. 양쪽 폐에서 협착음, 천명음 및 수포음은 들리지 않았

고, 심장음은 잡음 없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피부는 차갑

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후, 박동성 출혈이 지속되어, 흡인을 반복하면서, 앰

부주머니를 이용한 인공환기 및 생리식염수 덩이주사투여

(20 mL/kg)를 시작하고 기관절개튜브 주위를 거즈로 압

박하 다. 이에 반응이 없어, 이비인후과에 협진 의뢰하

고, 튜브의 커프를 과다팽창시키고 튜브를 약 2 cm 뺐더

니, 출혈은 멈추었다. 이후 혈압이 91/60 mmHg, 심장박

동수 160회/분으로 확인되어, 교차적합검사를 생략하고

농축적혈구 수혈(10 mL/kg)을 시행하 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6,100/μL, 헤모 로빈 13.0

g/dL, 혈소판 267,000/μL, 프로트롬빈 시간 12.9초, 활

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30.8초, C-반응단백질

0.23 mg/dL, 혈액요소질소 14 mg/dL, 크레아티닌

0.38 mg/dL, 젖산 2.2 mmol/L 고, 동맥혈가스분석에

서 pH 7.36, 산소분압 75 mmHg, 동맥혈산소포화도

94%, 이산화탄소분압 39 mmHg, 중탄산염 23.3

mEq/L 다. 단순흉부방사선사진에서 좌하엽에 흡인폐렴

을 시사하는 병소가 있어, 경험적 항생제(cefotaxime,

ampicillin-sulbactam)를 투여하 다.

환자는 출혈이 멈추고 혈압 98/65 mmHg, 심장박동수

117회/분인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 다. 입원 직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 에서, 무명동맥과 기관 사이

에 위치하고 기관무명동맥루를 시사하는 작은 혈관이 관

찰되어(Fig. 1A), 응급 수술이 결정되었다.

수술실에서, 기관절개창 주변에서 육아조직을 제거하면

서 관찰하 지만, 출혈병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서 기

관 내부를 검사하기 위해 기관절개튜브 커프에서 공기를

뺐더니 박동성 출혈이 발생하 다. 커프에 공기를 주입하

여 압박 지혈한 후 다시 튜브를 제거하 더니 기관의 앞쪽

벽에서 박동성 종괴가 발견되었고(Fig. 1B), 이는 컴퓨터

단층촬 에서 관찰된 기관무명동맥루 병소로 판단되었다.

흉부외과 협진을 통해, 무명동맥에서 누공이 발생한 부분

을 절제한 후 우회술을 시행하 고, 기관에서 기관연화가

진행된 부분을 절제하고 단단연결술을 시행하 다. 이후

재출혈 및 기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후 11일

만에 퇴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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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computed tomography scan and rigid bronchoscopy suggessting tracheoinnominate artery fistula. (A) A vessel-like
structure with contrast enhancement (arrow) between the innominate artery (black arrowhead) and abutting tracheostomy
tube (white arrowhead) is noted (A). It shows a pulsatile mass on the anterior wall of the trach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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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기관절개술 시행 48시간 이후에 절개창 또는 튜브를 통

해 10 mL 이상의 출혈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감별진

단은 기관무명동맥루이다3). 기관절개술 후 출혈은 48시간

을 경계로 구분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의 출혈은 표재혈

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부분으로 국소적인 처치를 통

해 지혈되지만,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출혈은 량 출

혈인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2,4). 량 출혈을 유발하는 표

적인 합병증인 기관무명동맥루는, 주로 기관절개튜브의

끝부분이나 높은 압력의 커프에 의한 무명동맥의 미란이

원인이며,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시술 후 48시간에

서 3주 사이로 알려져 있다3,4). 본 증례에서는 기관절개튜

브 교체 후 10일 만에 발생하 다. 50%의 환자에서 량

출혈 이전에 소량의 출혈(sentinel bleeding)이 선행할

수 있으므로, 48시간 이후에는 경미한 출혈이라도 주의깊

은 관찰이 필요하다2). 위험인자로는, 높은 커프 압력(> 20

mmHg), 낮은 기관절개술 위치(제4 기관륜 하방), 높은

무명동맥 위치, 목의 움직임에 따른 튜브와 무명동맥의 반

복적인 접촉, 감염 및 쇼크에 따른 기관 점막의 관류저하,

스테로이드 투여, 방사선치료가 알려져 있다2-4).

기관무명동맥루가 의심되는 량 출혈이 있을 경우, 단

계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를 안정시킨 후 수술실로 보

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기관절개튜브 커프

의 과다팽창이며, 성공률이 85%로 보고되었다(Fig. 2)3).

커프의 압력을 통하여 전방의 무명동맥을 압박 지혈할 수

있고, 튜브를 원래 위치에서 약간 빼주는 것이 도움이 된

다. 본 증례에서는 이 방법으로 응급 지혈에 성공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지속될 경우, 다음 단계로 커프

가 있는 기관내관을 경구로 삽관하여, 앞으로 빠져나온 기

관절개튜브의 후방을 통과한 후 커프를 팽창시키는 조작

이 도움이 될 수 있다(Fig. 3)2). 출혈이 지속된다면,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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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orary control of hemorrhage using cuff hyperinflation.
Modified from Dyer RK, Fisher SR8) with permission
of Elsevier.

Fig. 3. Temporary control of hemorrhage using cuffed endotracheal
tube. It is of note that the tracheostomy tube is partially
withdrawn and the cuff of the endotracheal tube is located
distal to the tip of the tracheostomy tube. Modified from
Dyer RK, Fisher SR8) with permission of Elsevier.

Fig. 4. Temporary control of hemorrhage using the Utley
maneuver. It is of note that digital pressure to the innominate
artery is directed to the manubrium sterni. Modified
from Dyer RK, Fisher SR8) with permission of Elsevier.



막 수단으로 Utley 조작을 고려해야 한다5). 이 술기는 튜

브를 완전히 제거하고, 기관절개창을 통해 삽입한 집게손

가락 끝으로 무명동맥 위치로 생각되는 지점을 복장뼈자

루(manubrium sterni) 방향으로 압박하는 것이다(Fig.

4). 성공률은 89%로 보고되었고, 수술실에서 혈관을 확보

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3).

진단기법의 선택에는 활력징후를 고려해야 한다. 불안

정할 경우, 수술실에서 기관지경술을 통해 진단하고 바로

수술해야 한다2,3). 반면,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본

증례와 마찬가지로, 혈관조 술 또는 컴퓨터단층촬 시

행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술기법은 혈관의 결

찰 및 절제를 통해 무명동맥 혈류를 차단하는 방식과 우회

술 및 결손부위의 재건을 통해, 혈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특정 수술방식의 우수성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3,6).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도 출혈이 지속될 수 있으

므로, 수액 공급 및 수혈을 통해 쇼크를 방지해야 한다7).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

한 환자에서 드물지만 치명적인 량 출혈을 초래할 수 있

는 기관무명동맥루에 한 지식을 갖추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처함으로써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

다. 본 증례에서, 의료진은 기관절개튜브 커프를 과다팽창

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관무명동맥루에 의한 박동성 출혈에

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 다.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에서 컴퓨터단층촬 을 통해 기관무명동맥루 병소를

확인하 고, 이는 수술을 통한 확정적 치료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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