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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이물에 대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냉동 제거술의 효용성
여고은 ․ 남성진 ․ 한유진 ․ 김은정 ․ 김남규 ․ 옥소영 ․ 이원형 ․ 옥철호 ․ 정만홍 ․ 장태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Objectives: Endobronchial foreign body impaction is a medical emergency because of the air way obstruction. Therefore,
immediate foreign body removal is crucial in such situations.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reports about cryoprobe
use as a tool for removal of foreign bodies.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efficacy and complications of foreign body
removal using a cryoprobe during flexible bronchoscopy.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review of 27 patients who visited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from August 2007 to
August 2010 with respiratory symptoms due to a foreign body in the airway. There were 17 males and 10 females, aged
from 7 to 78 years. The foreign bodies were more frequently located (55%) in the right bronchus. The cryoprobe was inserted
through the forceps channel of the flexible bronchoscope under local anesthesia. The lesion was quickly frozen for 5 seconds
at -80℃, and the bronchoscope was removed with the probe after crystal formation on the contacted area.
Results: The success rate of removal of foreign bodies was 85% (23/27) using the cryoprobe. One case of broncholith did
not undergo attempted removal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hemorrhage by the tight bronchus impaction, and
three cases (plastic,silicon,and implant) failed due to limited crystal formation. There were no severe hemorrhages, arrhythmias,
or casualties during the procedure.
Conclusions: The removal of foreign body using a cryoprobe during flexible bronchoscopy was shown to be safe and effective.
The nature of the material should be attempted before removing a foreign body.
Key Words: Airway, Cryoprobe, Endobronchial foreign body

일반적으로 기도 이물은 소아와 성인에 있어 이물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3 기도 내 이물 흡인

기도 내 흡인에 의해 발생하여 급, 만성 호흡기 증상을

은 성인보다 소아에게 흔하여 기도 흡인의 80% 이상은

1

유발하는 경우와 만성 기도 감염에 의해 석회화된 림프절

15세 이하의 소아에게 발생한다.4-7 특히 2세 이하의 소아

이 미란에 의해 기도결석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2 기도

의 경우에 기도 이물이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

이물은 갑작스런 호흡 곤란, 기침, 구토를 일으키고, 때로

그 치사율이 0-1.8%로 보고되어 있어 기도 이물에 대한

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자각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객혈,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8-9

기도 폐쇄, 심한 육아종 형성으로 인한 비가역적 손상

기도 이물의 제거방법으로는 경직성 기관지경 또는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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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기관지경 삽입에 의한 겸자 제거술, 올가미(snare)를
이용한 제거술, 냉동탐침 삽입에 의한 냉동탐침 제거술이
있다.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할 경우 경직성 기관지경에

았다.

2. 시술방법

비해 덜 침습적일 뿐만 경직성 기관지경이 도달할 후 없는

냉동탐침 제거술은 cryomachine (ERBE, Tubingen,

원위 부위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는 장점

Germany)와 굴곡성 냉동탐침으로 이루어진 냉동탐침 치

10

이 있다. 2007년부터 국내에서 굴곡성 냉동탐침을 사용

료기계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시술 전 처치로 4% 리도

한 종양의 냉동탐침 제거술이 보고되었고 최근에는 기도

카인 분무기(lidocaine nebulizer)를 5분간 환자에게 시

11

결석의 제거에도 사용이 되면서, 냉동탐침 제거술에 대

행한 후 midazolam 1 mg을 정주하여 의식하 마취를 시행

한 관심이 생겨났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많은 경험과

한 후 2% 리도카인 스프레이로 기도 내 마취를 적절히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신대학교 복음병

시행하였다. 굴곡성 기관지경의 working channel를 통해

원에서 흡인되었거나 결석의 형태로 진단된 기도 이물

냉동탐침을 삽입하고 기도 내 이물질의 중심에 냉동탐침

환자 27예를 대상으로 냉동탐침을 통한 기도이물 제거술

의 끝을 위치시킨 후 스위치를 작동시켜 약 10초간 급속냉

의 효과와 부작용을 조사하였다.

각을 시켰다(Fig 1). 스위치를 밟으면 냉동탐침의 끝을
통해 냉매제(N2O/CO2 gas)가 분출되어 순간적으로 극저
온 영하 80℃로 냉각된다. 냉동탐침의 끝에 동결되어 부착

연구대상 및 방법

된 이물질을 내시경과 함께 제거하였다(Fig 2). 냉동탐침

1. 연구대상

제거술 시행 후 1주일 내에 추적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에서 내원한 환자 중 기도 내 이물로 굴곡성 기관지경을

여 기관지 내 출혈이나 폐렴, 기관루 형성 등과 같은 합병
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해 냉동치료를 시술 받은 환자 27예(남자 17명, 여자
10명)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시술 전에 흉부

결과

방사선 검사, 혈소판 수치 및 혈액응고 수치를 검사하였고
가능한 경우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기도 이물은 흡인된

총 27예 환자에서 연령 분포는 7세부터 78세까지였고,

이물과 기도 내로 돌출한 기도 결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이 중 17명(62%)이 남자였으며,

켰다.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임상시험 및 의학연

10명(38%)은 여자였다. 주증상은 모든 환자가 기침(100%)

구 윤리심사위원회에서 2013년 6월 11일 IRB 승인을 받

을 보였고, 가래(92%), 호흡 곤란(63%), 흉통(37%), 발열

a)

b)

c)

Fig. 1. The system for cryoprobe removal, a) cryosurgical unit b) flexible cryoprobe and c)pedal of the cryosurgical unit.

32

Efficacy of Foreign Body Removal using a Cryoprobe in Flexible Bronchoscopy

a)

b)

Fig. 2. a) Broncholith was removed by cryotherapy through flexible bronchoscopy. b) The length of a removed stone at the
right middle bronchus was 1.3 cm. (Reference: A Case of Endobronchial Actinomycosis with Broncholith Removed by
Cryotherapy through Flexible Bronchoscopy.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Kosin Medical Journal, December of 2013).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accompanying symptoms
Variable
Age/Mean age (years)
Male/Female
Symptoms
Coughing
Sputum
Dyspnea
Wheezing
Chest pain
Fever

7~78/39
17/10
Number of
patient
27
25
17
10
10
10

63/37(%)
Percentage (%)
100
92
63
37
37
37

Table 2. Location of impacted foreign bodies
Bronchus location
Right main bronchus
Left main bronchus
Right middle bronchus
Left lingular bronchus

Number
of cases
15
5
5
2

Percentage
(%)
55
19
19
7

(37%), 구토(19%) 등을 보였다(Table 1).

Table 3. Types of foreign bodies
Type
Broncholith
Peanut
Fishbone
Chicken bone
Tooth
Artificial tooth
Plastic
Implant
Silicon tube

Number of foreign bodies
10
5
4
1
2
2
1
1
1

Table 4. Removal method and number of foreign bodies
Type
Cryotherapy
Snare removal
Forgarty catheter
Surgical treatment
(e.g., lobectomy)

Number of cases
23
1 (screw)
2 (bead, silicon tube)
1 (broncholith)

2예(7.6%)는 올가미를 이용하였고, 1예(3.7%)는 For-

기도 이물은 우측 주 기관지에서 15(55%)예로 가장

garty catheter, 1예(3.7%)는 이후 개흉술로 제거하였다.

빈발하였으며 좌측 주 기관지 5예(19%), 우중엽 기관분지

냉동탐침을 이용한 이물 제거의 성공률은 85% (23/27)이

5예(19%), 우하엽 기관분지 2예(7%)로 좌측(26%)보다

었다. 기관지와의 유착이 강해서 대량 출혈이 예상되었던

우측(74%)에서 더 호발하였다(Table 2). 기도 내에서 발

결석 1예는 수술로 제거하였고, 접촉면이 탐침의 냉동

견된 이물의 종류는 결석이 10예, 땅콩 5예, 생선뼈 4예,

시 접촉이 되지 않았던 3예(구슬 1예, 실리콘 튜브 1예,

닭뼈 1예, 치아 2예, 인공치아 2예, 유리 조각 1예, 나사

나사 1예)에서 구슬 1예와 실리콘 튜브 1예는 Forgarty

1예, 실리콘 튜브 1예로 확인되었다(Table 3).

catheter로, 나사 1예는 올가미로 제거하였다(Table 4).

이물 제거는 23예(85%)에서 냉동탐침으로 가능하였고,

시술과 관련된 위험한 정도의 출혈, 부정맥,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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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평균 이물 제거 시간은 흡인

기도 이물질 흡인의 빈도와 종류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

이물의 경우 평균 10분이었고 기도 결석의 경우 평균 20분

지는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서 발생이 증가

이 소요되었다.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흡인성 폐렴인데 이물 흡인과 병발
된 경우가 많다. 주로 60대 이후에서 흔하며 기도의 방어
기전이 약화되면서 이물의 흡인이 쉽게 발생하게 된

고찰

17,18

다.

소아의 경우 특히 3세 이전에서 자주 발생하며

Killan이 1897년 기도 이물을 식도경으로 제거하였고

접촉하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성장습관과 관련이 있

1936년 Jackson이 기도 이물 환자의 98%에서 이물제거

다. 성인에서는 임플란트나 치관(dental crown) 시술이

에 성공과 함께 사망률을 24%에서 2%로 감소시켰다. 최

나, 음주,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이물

근까지 새로이 개발되는 기관지 내시경들과 영상 기법으

흡인과 연관된 인자들이다.

17

18

로 사망률은 더욱 감소되어 2000년에 Hsu 등은 99%의

본 연구에서도 기도결석으로 진단된 환자의 10명의 평

12-14

균연령은 65세였으며, 생선가시나 견과류를 흡인한 환자

기도결석의 제거를 위해 여러 가지 중재적 시술 방법들

의 평균 연령도 55세로 노인환자들에서 기도이물이 많이

이 개발되었고, 그 중 한 가지가 냉동 요법이다. 기관지

발생하여 이전 연구에서보다 약년자에 비해 노인환자에

내 병변에 냉동치료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 Mayo

서 기도이물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물 제거율과 0.1% 미만의 사망률을 보고하였다.

17,18

15

Clinic의 Dr. Sanderson’s group에 의해서였다. 몇 세기

기도 이물시 나타나는 주증상에는 심한 기침, 음성 변화

동안 냉동치료의 지혈, 마취, 항염증 작용 등의 장점이

가 있으며, 급성의 경우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즉각적

알려진 가운데 1961년 Cooper와 Lee가 closed-tip li-

인 치료가 필요하다. 기도 결석의 경우에는 흡인된 이물과

quid nitrogen cryoprobe라는 가늘고 굴절이 가능한

증상은 유사하나 주위 혈관을 침범하여 객혈이 기도 흡인

cryoprobe를 소개하면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냉동

보다 더 빈발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탐침 치료가 종양의 치료나 이물의 제거에 사용되기 시작

환자에서 기침(100%)을 보였고, 그 외 가래(92%), 호흡

16

2

했다. 냉동탐침 제거술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호소

곤란(63%), 흉통(37%), 발열(37%), 구토(19%)를 보여 김

하는 환자의 중재적 기관지경 시술로 사용되는데, 냉동탐

등 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기도 결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침(cryoprobe)이 접촉한 면이 냉동 결정(crystalization)

는 객혈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18

1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강한 접착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
여 종양이나 이물을 제거할 수 있다.

a)

b)

손 등 은 기도이물에 대한 연구에서 굴곡성 기관지 내시
경을 통한 겸자를 이용한 이물제거의 성공률을 31.2%

c)

d)

Fig. 3. a) A fish bone was extracted from the bronchus. b) Size of the extracted fishbone compared with a human finger
tip. c) An impacted artificial tooth crown was seen on bronchoscopy. d) The artificial tooth crown was successfully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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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로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굴곡성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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