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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자궁내막증 환자의 마취관리
-증례 보고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정일영․황병문․강성식․손희정

Abstract
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Pulmonary Endometriosis
-A case reportIl Young Cheong, M.D., Byeong Moon Hwang, M.D., Seong Sik Kang, M.D., and Hee Jeong S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uncheon, Korea

Pulmonary endometriosis is a rare disease. We report a 18-year-old woman with a history of catamenial hemoptysis. Diagnosis was obtained by CT scan and fiberoptic bronchoscopy. The patient
underwent wedge resection of the right lower lobe using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under
observation of pulmonary endometriosis with fiberoptic bronchoscopy. The patient has been asymptomatic with no recurrence of hemoptysis since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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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atamenial hemoptysis; fiberoptic bronchoscopy; pulmonary endometriosis.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
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나, 폐 자궁내막증의 발생은
1,2)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

례

자궁내막증은 주

로 난소, 자궁 인대, 질중격 등 골반내 장기와 복막

19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생리 기간 동안

등에 호발하고 드물게는 골반 수술 및 회음 절개술

소량의 객혈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지

로 생긴 반흔 부위 혹은 요관, 장, 중추신경계, 근육,

내다가, 생리 기간에 다시 소주 반 잔 정도의 객혈

2)

폐 등에 생길 수 있다.

저자들은 임신경력이 없으

이 있어 본원 내과에 내원하였다.

면서 생리 시 객혈을 호소하는 18세 여자환자에서,

환자는 생리가 시작하면서 객혈이 발생하여 생리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로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성공

기간 내에 지속되다가 생리가 끝나는 동시에 사라지

적으로 치료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는 양상이었고, 생리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객혈을
하지 않았다. 객혈이 있을 때 흉통이나 호흡 곤란 등
의 동반되는 증상은 없었고, 생리통도 없었다. 생리
주기는 28일로 규칙적이었고 기간은 7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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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과거력상 임신 및 골반내 장기의 수술 경
험이 없었으며, 결핵이나 기관지 확장증, 류마티스
질환 등으로 치료 받았던 병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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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est HRCT scan obtained during the patient's menstrual period shows ground glass opacity at the latero-basal
segment of right lower lobe (white arrow). (B) Chest HRCT scan obtained during the intermenstrual period shows
normal finding.

활력 증후는 객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정상
이었으며, 객혈이 있을 당시 흉부 청진상 수포음이
나 천명음 없이 호흡음은 깨끗하였고, 심잡음도 들
리지 않았다. 객혈이 있을 당시, 말초 혈액 검사상
3

백혈구는 6,700/mm , 혈색소 11.7 g/dl, 적혈구 용적
률 35.4%, 혈소판 269,000/mm3이었고, 혈액 응고 검
사는 PT 0.95INR, aPTT 42.0초였다. 그 외 간기능
검사와 폐기능 검사도 정상이었다.
산부인과 진찰상 골반 내 장기에서 자궁내막증의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소견을 보였다.
생리 시 시행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나, 기관지 내시경 소견상 우하엽 측
기저 구역(latero-basal segment)에 출혈 소견이 보였
다. 흉부 고해상 단층촬영(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상에는 우하엽에 출혈 소견과 함
께 간유리 모양(ground-glass appearance)의 음영이 관
찰되었다(Fig. 1A). 그러나, 생리 기간이 아닌 경우에

Fig. 2. Bleeding was noticed at the latero-basal segment
of right lower lobe on bronchoscopy (white
arrow).

시행한 HRCT상에서는 양쪽 폐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Fig. 1B).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세척액 검
사에서 자라는 세균은 없었고, 항산균 도말 및 배양

환자는 폐 자궁내막증에 의한 반복적 객혈로 판단

검사는 음성이었으며 세포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

되어 흉부외과로 전과되었으며, 생리 시 입원하도록

은 없었다.

하여 생리 이틀째에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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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상이 없으나 출산이나 골반 수술의 기왕력이

였다.
Propofol 120 mg을 사용하여 마취를 유도하였고,

3)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근이완을 위하여 rocuronium 40 mg을 정주하였다.

폐 실질은 골반외 자궁내막증의 흔치 않은 장소이

기관내 삽관은 35 Fr. 좌측 이중관 기관지 튜브

며, 원인이 되는 기전 또한 분명치 않아 여러 가지

Ⓡ

(Broncho-Cath , Mallinckrodt, Ireland)를 이용하였다.

가설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폐혈관막의 여과 활동에

마취 상태는 O2와 N2O를 각각 2 L/min와 sevoflurane

의해서 혈행성으로 이동된 자궁 내막 세포가 폐 실

1-3 vol%로 유지 하였다. 튜브의 고정을 위한 바른

질내에 파종되었거나, 둘째로 폐나 흉막의 상피 세

위치의 확인은 청진 및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OlymⓇ

pus LF-DP , Olympus, Japan)을 이용하였다. 환자를

포 층에서 체강성(coelomic) 변환에 의해 발생되었거
나, 셋째로 임신 중이나 분만 후 자궁 조작의 병력

좌측 측와위로 위치시키고 일측 폐 환기를 시행하였

이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90%에서 우폐에

으며, 이때 N2O 사용은 중지하고 100% O2와 sevo-

호발한다는 점에서 횡격막의 사상와(cribriform fossa)

flurane 만으로 마취를 유지하였다.

를 통해 자궁 내막 세포가 침투된다는 가설들이 제

일측 폐 환기를 시행하면서 수술로 절제할 부위를

기되었다.4)

확인하기 위해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을 우하엽으로

자궁내막증의 임상 양상은 많은 경우에 무증상이

진입시켰으며, 측기저 구역 기관지 주위에서 선홍색

지만, 전형적인 생리통, 성교통, 불임증 등이 있을

출혈 부위가 관찰되었다(Fig. 2). 기관지 내시경을 측

수 있으며, 폐를 침범한 경우에는 기흉, 혈흉, 생리

기저 구역 기관지가지(subsegmental bronchus)까지 밀

시 객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어 넣고, 흉강경의 빛을 차단한 후 폐 표면에서 기

시 객혈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다.

5)

본 증례에서는 생리

관지 내시경의 불빛에 의해 투시되는 부위를 관찰하

폐 자궁내막증은 특징적으로 생리 시작을 전후해

였다. 폐 표면에 투시되는 부위가 수술 전에 병변부

반복적으로 객혈을 할 때 의심할 수 있고, 생리기간

위로 판단된 우하엽 측기저 구역과 대략적으로 일치

에는 흉부 HRCT를 통해 출혈부위가 발견되지만 평

함을 확인한 후 쐐기 절제(wedge resection) 하였다.

상시에는 출혈부위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진단 할

흉강 내에 흉수나 유착은 없었다. 수술은 1시간이

수 있다.

소요되었고, 마취 시간은 1시간 45분이었다.
생검 조직의 단면은 출혈로 인한 암갈색의 반점을

6,7)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은 객혈이 있을

때도 정상인 경우가 많으며, 본 증례에서도 정상 소
견을 보였다.8) 수술적 제거를 한 경우에 절제된 폐

보였으며, 광학 현미경 소견상 폐포강 내에 혈철소

실질 조직에서 자궁 내막 선조직(gland)과 간질 조직

를 함유한 대식 세포(hemosiderin-laden macrophage)와

(stroma)을 포함한 자궁 내막 조직을 찾을 수 있는

간질조직(stromal cell)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경우는 약 1/3로 보고되어 있다. 확진은 반드시 조직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합병증 없이 환자는 수술

학적으로 폐 실질 내 자궁 내막 조직이 확인되어야

일주일 후에 퇴원하였으며, 수술 후 3개월의 생리 기

하는 것은 아니고, 미세 혈관의 확장, 폐포 내 출혈

간 동안 객혈의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및 혈철소 함유 대식 세포를 확인하는 경우에 반복
적인 출혈을 의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

고

찰

6)

다.

본 증례의 경우 생리 기간이 아닌 때는 HRCT상
자궁내막증은 자궁 이외의 장소에 자궁내막조직이

에서 폐 병변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생리 기간 중

증식된 것으로, 주로 골반 내에 발생되나 기타 부위

객혈이 있을 때는 HRCT에서 간유리 음영이 확인되

에도 생길 수 있다. 호흡기 계통의 자궁내막증은 매

었다. 또한 절제된 폐 조직에서 자궁 내막 조직을

우 드문 질환으로 흉막에 생겨 월경성 기흉 또는 혈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출혈을 의미하는

흉을 일으키는 경우와 폐 실질에 생겨 월경성 객혈

폐포 내 출혈 및 혈철소 함유 대식세포를 확인함으

을 일으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흉막 자궁내막증

로써 폐 자궁내막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pleural endometriosis)은 골반 내에도 자궁내막증을

폐 자궁내막증의 치료는 크게 호르몬 치료와 수술

가진 경우가 많으나, 폐 자궁내막증은 대개 골반 내

적 제거로 나뉘며, danazol이나 GnRH (gonadotro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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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ing hormone) 작용제 같은 호르몬 치료가 일차
9,10)

적으로 고려된다.

gen) 효과를 가지며, GnRH 작용제는 뇌하수체로부
터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난소가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는 것을 막음
으로써 배란을 억제하고 폐경과 유사한 상태를 만든
다. 호르몬 치료는 약 값이 비싸며,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호르몬 치료는 이차 성
징의 퇴행과 체형의 변화, 체중 증가 등을 유발하며
가임기 여성에서 배란을 억제하여 임신과 출산을 막
을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위와 같은 단점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시도하지 않았다. 수술적 치료는 과
거에는 개흉술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흉강경을
이용하여 절개를 최소화하고 있다.

11,12)

본 증례의 경

우도 호르몬 치료는 안드로겐 효과와 항 에르트로겐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개흉술을 통한 수
술적 제거는 흉터가 많이 남으므로, 흉강경을 이용
한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폐 자궁내막증의 치료를 위한 흉강경 수술의 마취
시에는 객혈에 의한 폐 흡인의 예방과 정상 폐의 보
호, 저혈량증의 교정이 중요하다. 기침은 출혈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하며, 가능한 높은 산
소분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저혈량증의 교
정을 위하여 가능한 굵은 정맥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중관 기관지 튜브는 양측 폐를 분리시켜서 수술
시 병변이 있는 폐의 출혈 및 분비물과 괴사성 종양
으로부터 정상 폐를 보호할 수 있고, 정상 폐만 환
기 시켜 수술 시야를 좋게 하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
며, 일측 폐의 분비물을 흡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13,14) 본 증례에서는 상기 목적과 함께 기관지 내
시경을 이용한 폐 자궁내막증의 병변 부위 관찰과
위치 확인을 위해 35 Fr. 좌측 이중관 기관지 튜브
를 이용하였다. 한편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은 기도
관리목적으로 마취과 영역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추
15)

는데 기여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Danazol은 스테로이드 유도체로

항 에스트로겐(estrogen) 효과와 약한 안드로겐(andro-

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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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관 기관지 튜브나 Univent 튜브의

정확한 거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저자들은 본 증례에서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을 이
중관 기관지 튜브의 적절한 거치 목적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 기관지 내시경의 불빛을 이용하여 폐 자
궁내막증의 병변 부위를 직접 관찰하고 정확한 위치
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어 수술적 절제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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