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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Review of the Smoke Inhalation
Injured Victims of a Larg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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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ny of fire victims of large fires die from smoke inhalation injury.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diagnose and manage smoke inhalation inju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effectiveness in use of chest x-ray and bronchoscopic examination i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moke inhalation injury.
Method: We analyzed the case histories of victims of a large fire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the day admission, February, 18,
2003 to the time of each patient’
s discharg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everity of chest x-rays at the day 2 of insult
correlated with PaO2/FiO2 ratio, Pulmonary function tests. bronchoscopic exam and wash out,
oxygen therapy, medications, etc. were effective in improving patient’
s clinical course.
Conclusions: Follow up chest x-ray can be helpful in classifying severity, diagnosing and
managing smoke inhalation injured patients. In addition to other supportive care, bronchoscopic
tracheal wash out technique could be useful in managing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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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29명은 현장

Ⅰ. 서

에서 119 구급차를 통해 내원하였고, 3명은 다른 병

론

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전원 되었으며 3명은 내원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된 물질에 의한 독성 기체는

시 사망상태였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환자의 나이, 성별, 내원당시 상태 등의 일반적인

유발하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대부분은 화재현장에서

내용과 함께 내원당시의 활력징후와 Glasgow

발생한 연기나 독성물질의 흡인에 의한 흡입 손상을

coma scale(GCS)을 이용하여 Revised trauma

입게 된다.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score(RTS를
) 측정하고(Table 1) 보조검사로 내원

방화 참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긴 재난의 특수성

초기에 혈중 Carboxyhemoglobin(CO-H수치도
b)

때문에 많은 인적 피해를 가져왔고 그중 35명이 경

측정하였다. 사고 1일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일괄적으

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환

로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여 후두 화상 유무를 확인

자들의 대부분은 연기 흡입손상을 입었다.

하였다. 사고 2일후에 흉부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이에 저자는 3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원당시

나타난 중증도 소견과 당일 동시에 시행한 폐기능

초기상태, 후두경 검사상 후두화상 유무 확인, 동맥

검사결과 및 PaO2/FiO2 ratio가 비례하는지 여부

혈 검사(CO-oxymetr포
y 함), 폐기능 검사등의 검

를 확인하여 보았다. 여기서 흉부방사선 사진의 중

사실 소견과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기관지 내시경

증도 소견은 0-4단계로 나누었다(Table 2). 연기흡

검사 등을 임상경과와 비교 분석하여 연기 흡입손상

입 손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시

의 진단과 중증도 분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행하였는데 천명음, 호흡곤란 증상등의 임상양상 호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과 함께 시행직전과 시행 5일후의 폐기능 검사결
과를 비교하여 기관지 내시경술 및 기존의 일반적인
흡입손상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Ⅱ. 대상 및 방법

응급실 내원 시부터 퇴원 시 까지를 임상경과 관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

찰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재원일수와 중환자실 입실

로 인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송된

여부, 고압산소 치료 유무, 인공호흡기 사용유무 등

Table 1. Revised trauma score
GCS

systolic BP

RR

13-15
9-12
6-8
4-5
3

≥90 mmHg
76-89 mmHg
50-75 mmHg
1-49 mmHg
0

10-29
≥30
6-9
1-5
0

GCS : Glasgow coma scale
BP : Blood pressure
RR : Respiratory rate per minute
Table 2. Radiologic criteria for estimation of pulmonary parenchymal damage in inhalation injury
0:
1:
2:
3:
4:

Normal
Peribronchial cuffing or perivascular edema (vessels are prominent and fuzzy but not obliterated)
Edema, alveolar or interstitial, involving 1/3 of lung field
Edema, involving 2/3 of lung field
Edema, involving entire lu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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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4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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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기술 하였다.

사고 1일후 DOA 3명을 제외한 32명중 이비인후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program 10.0을 사용하였으며 p<0.05에서 통계학
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과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후두경 검사에서 확인된
후두 화상을 입은 환자는 19명 이었다.
사고 2일후에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의 중증도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및 PaO2/FiO2 ratio 의 분

Ⅲ. 결

과

포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여기서 폐기능 검사는
전체 환자중 사망자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내원 환자 35명의 평균연령은 32세였고 남자는

경우를 제외하고 천명음이 들리는 호흡곤란 환자 및

12명, 여자는 23명이었다. 3명이 내원당시 사망상태

본인이 원할 경우 시행하여서 20명이 검사를 받았

(D.O.A.)였으며 2명은 내원당시 혼수 및 심정지

다. 흉부방사선 사진의 중증도와 폐기능 검사결과

상태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

(FEV1/FVC, FEV1, FVC)및 PaO2/FiO2 ratio

다. 1명은 혼수 및 쇽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와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p<0.05의 유의

여 자발 순환 회복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한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2일째에 사망 하였다. 전

4).특히 PaO2/FiO2 ratio는 r=-0.93 으로 매우 높

체 내원 환자중 사고 2일째까지 사망자 6명과 전원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된 3명을 제외한 26명 환자들의 평균 재원 일수는

산소치료, 기관지 확장제, 점액용해제, 수액요법,

24일 이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환자는 2명, 중

항생제 및 기타 약제 등의 다양한 치료를 하면서 진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6명이었으며 인공

단 및 치료용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시행직전과 시

호흡기 치료를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본원 응급실

행 5일후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T test를 이용하여

내원 당시 D.O.A.환자를 제외한 32명에 대해서 활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Table

력징후와 Glasgow coma scale (GCS)을 이용하여

5), 임상 소견상 2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호흡

Revised trauma score (RTS)를 측정하였으며

곤란 증상과 폐 청진상 천명음이 없어 졌으며 그 나

RTS 평균은 10.53±3.51 이었다(Fig. 1). 다른

머지 2명도 호흡곤란과 천명음이 감소되었다.

병원에서 최초 처치 후에 내원했거나 심폐소생술을

Ⅳ. 고

행한 환자, DOA, 소아를 제외한 27명에 대하여 내

찰

원초기에 CO-Hb수치를 구할 수 있었으며 평균은
6.25±5.56이었다(Fig. 2).

Fig. 1. Distribution of RTS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발생시 사

Fig. 2. Distribution of serum carboxyhemoglobi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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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ion between chest X-ray grades and pulmonary parameters
CXR Grades

PaO2/FIO2

FEV1/FVC

FEV1

FVC

0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3
3
4

310
240
252
268
242
285
238
278
260
281
240
232
208
220
232
203
170
174
156
91

100
85
106
107
98
110
102
101
110
103
101
98
90
105
100
106
82
78
90
86

96
59
96
110
60
104
66
78
84
102
92
78
54
91
74
104
56
47
58
35

96
77
91
103
62
96
66
77
78
106
91
80
60
87
75
99
69
61
64
42

Number of patients: 20
PaO2: Arterial oxygen concentration
FIO2: Oxygen fractional concentration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FVC, FEV1 and FVC are represented as % predicted valu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hest X-ray grades and pulmonary parameters

r
p-value

PaO2/FIO2

FEV1/FVC

FEV1

FVC

-0.93
0.00

-0.51
0.02

-0.60
0.01

-0.56
0.01

PaO2: Arterial oxygen concentration
FIO2: Oxygen fractional concentration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VC: Forced vital capacity
r: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Comparision between before and after bronchoscopic wash out procedure

FEV1/FVC
FEV1
FVC

Before procedure

After procedure

p-value

97.90±9.49
77.20±21.89
79.00±17.01

103.45±10.81
84.55±16.92
82.85±13.70

0.03
0.00
0.00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VC : Forced vit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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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대부분의 원인은 흡입과 관련되어 있으며 흡입

의 초기 치료는 기도를 확보하면서 100% 산소를

손상의 경우 단시간에 노출 되더라도 치명적인 손상

nonrebreathing mask with reservior를 통해 즉

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 구조단계, 초기 처치가 매

각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3

우 중요하며 이후 병원단계의 처치도 다른 질환들이

기압에서 100%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 이송 능력을

나 손상의 경우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와 감시가 필

5vol% 정도 증가 시키며 이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요하다. 흡입 손상이란 불완전 연소의 부산물을 흡

수 있을 정도는 된다(5). 고압산소 치료를 지지하는

입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기도의 화학적 손상이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는데

다.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바닥

Norkoo등
l (6)은 carboxyhemoglobin 수치가 20%

과 천장 등에 사용한 플라스틱 재료인 FRP, 손잡이

이상이고 의식 소실이 있거나, 지속되는 신경학적

에 사용한 염화비닐 수지, 시트에 사용된 발포 우레

손상과 심장부전에 의한 부정맥, 허혈성 심전도 변

탄포, 그 외 기자재에 사용한 폴리우레탄 에스테르

화 등이 있으면 고압산소 치료를 권유했으며 시아니

등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드 독성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지만 시아니드 키트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으로 추정되며 그중에서 독성

사용에 부가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본원의 경우

이 강한 일산화탄소와 시안화수소가 사망에 영향을

에서는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2명이었는데

미친 중요한 물질로 추정이 된다. 연기 흡입 손상은

1명은 CO-Hb 수치가 25.2이며 반혼수 상태였고, 1

다양한 임상양상을 나타내는데 화학적 손상에 의한

명은 CO-Hb 수치는 3.7이었으나 심한 흉통을 호소

근위 기도의 궤양과 부종, 후두 혹은 기관지 경련,

하여 시행 하였다. 연기 흡입손상에 있어서 일산화

capillary leak 증후군, 비심장성 폐부종 등으로 나

탄소 중독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

타날 수 있으며 기관지염과 폐렴이 합병되면 환자의

소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Kirk MA 등(7),

임상양상을 더욱 악화 시킨다(1). 후두 경련 시에는

Silverman SH등(8)에 의하면 흡입 화상으로 인한

기관 삽관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고 기관지 경련에

손상의 75%가 시안화수소(HCN)에 의해 일어난다

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2). 스테로이드

고 밝히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화재사고 환자

가 효과적일 수 있고 특히 소기관지 질환을 가지고

들의 일산화탄소와 시아니드의 혈중 농도가 유의한

있는 환자에서 작용기전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효

정도로 비례한다고 보고 되었는데(8,9) 본원에서는

과적이다(3). 환자들은 열과 화학적인 국소 폐손상

시아니드 혈중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으나 carboxy-

뿐만 아니라 연기내의 흡입독소의 전신적인 흡수도

hemoglobin 수치가 높았던 환자에게서 역시 시아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일산화탄소와 시

니드 혈중 농도도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시아

아니드 이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발화 후

니드 중독이 의심 될 때에는 질산 아밀(amyl

3.8분이면 일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의해 두통이

nitrite) 흡입제

발생하며 5.5분 후에는 명확한 두통, 쉽게 피곤해

nitrite), 치오황산 나트륨(sodium thiosulfate)등

투여, 질산나트륨 (sodium

짐, 판단력의 장애,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의 증상이

의 해독제 키트의 정맥내 투여를 신중하게 고려해

생기며 6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을 잃고

볼 수 있는데 연기흡입과 일산화탄소 중독의 임상적

6.4분 후에는 일산화탄소와 저산소의 영향에 의해

인 치료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시아니드 독성 치료

대부분의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4). 일산화

효과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고 위험도 있다. 키트

탄소는 전반적인 저산소증, 근육허혈, 세포저산소

에 있는 nitrite에 의해 생성된 methemoglobi은
n

증, 신경계와 심혈관계의 중독증상등을 야기 할 수

고농도의 carboxyhemoglobi과
n 복합되면 실제로

있으며 carboxyhemoglobin(CO-Hb) 수치에 따라

는 시아니드에 중독 되지 않은 환자에서 산소 운반

급성 증상과 징후가 다를 수 있으나 임상양상에 따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치료 실패시 악화되거나

라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출 후 시간이 많이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 될 수 있다. 최근에는 sodi-

경과하여 검체를 얻었거나 혹은 채혈하기 전에 산소

um thiosulfate와 혼합된 hydroxycobalamin이
e

투여를 하여 일산화탄소의 제거가 많이 될 수도 있

시아니드 중독증 치료에 가끔 이용되고 있다(10).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 일산화탄소 중독

본 연구에서는 병원내원 당시부터 퇴원시점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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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를 중심으로 임상경과를 분석해 보았고 내원당

도로 환자의 임상적인 중증도와 일치하는지를 알아

시의 환자상태는 RTS로 초기상태를 평가하였다. 환

보았는데 수상후 어느 정도 흉부 방사선 상에 병변

자의 중증도 평가에 있어서 RTS는 이용이 간편하고

이 나타날 수 있는 48시간가량 후에 촬영한 사진에

환자의 예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므

서 나타난 양상과 임상적인 지표인 폐기능 검사결과

로 훈련받은 응급 구조사들도 현장에서 흔히 이용하

및 PaO2/FIO2 ratio와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며 병원 응급실에서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유의한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2).

이러한 결과는 Peitzman등(13)의 연구결과와 어느

보조적인 검사로 CO-Hb수치를 측정하였으며, 이

정도 일치하며 연기 흡입 손상 환자의 치료 및 경과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환자 이송당시

관찰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에 산소공급유무와 CO-Hb수치검사를 할 때 까지

료된다. 즉 연기 흡입손상 환자에서 고비용의 CT

지연된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

촬영이나 perfusion scan등의 고가의 검사를 하기

들이 화재 현장으로부터 병원까지 이송 단계에서 구

전에 일정기간 지속적인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을

급차 안에서 산소치료를 받았으므로 실제로는 채혈

시행하면서 환자의 임상양상과 연관 시켜서 치료에

전까지 일산화탄소의 제거가 많이 되었다고 추측할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수 있었다.

PaO2/FiO2 ratio는 정상수치는 500-600가량이며

비정상적인 흉부 방사선 소견은 폐손상의 증상과
징후 보다는 종종 늦게 나타난다. 손상 받은 직후에

300미만일 때에는 급성 폐손상, 200미만일 때에는
ARDS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14).

는 대개 정상적인 방사선 소견을 나타내며 혈관 주

연기흡입손상 환자의 치료에는 산소치료, 기관지

위와 기관지주위의 부종은 흡입손상에서 초기 방사

확장제, 점액용해제, 수액요법, 항생제등의 다양한

선 소견일수 있으나 특이적이지는 않다. 첫 24시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진단 및 치료용 기관지 내시

내의 patchy pneumonitis 혹은 미만성 폐부종은

경술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상증상 호전

심한 흡입손상을 시사하고 치명적인 예후를 종종 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시행직전과 5

타낼 수 있으며 연기 흡입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일후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paired T-test를 이

24-48시간 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용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유의한 정도로 호전된 것으

는 환자의 경과관찰과 호흡기계의 합병증 발생유무

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호흡곤란, 천명음등

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단순 흉부사진이 어느 정

의 임상증상도 호전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산소치

<Before>

<After>

Fig. 3. Bronchoscopic findindgs before and after bronchoscopic wash ou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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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관지 확장제, 점액용해제, 수액요법, 항생제
및 기타약제 등의 사용과 함께 조기에 시행한 기관
지 내시경술로 기관지 및 세기관지 등에 쌓여있던
먼지와 그을음(soot)을 제거하는 시술이 추가되어
치료에 있어서 좀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된다
(Fig. 3).

Ⅴ. 결

론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
건으로 인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
한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와 연기 흡
입손상을 진단하고 치료해나가는 과정을 고찰해본
결과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연기 흡입손상이 관찰되
었고 사고 2일후에 시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소견의
중증도와 폐기능 검사결과 및 PaO2/FIO2 ratio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다양한 보존적 방법에 추가하여 진단 및 치료용 기
관지 내시경술도 시행하였는데 환자들의 임상경과가
유의하게 호전되어서 향후 연기 흡입 손상환자의 진
단 및 치료에 있어서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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