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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정지를 동반한 식도이완불능증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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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Achalasia Presenting with Cardiac Arrest due to Left Atrial Compression

Dong Han Yeom, Han Seung Ryu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Digestive Disease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ksan, Korea

Achalasia is a rare primary esophageal motility disorder characterized by the loss of enteric neurons leading to an absence of peri-
stalsis and impaired relaxation of the lower esophageal sphincter. The subsequent stasis of ingested food not only leads to symptoms 
of dysphagia, regurgitation, chest pain, and weight loss, but also results in an increased risk of esophageal carcinoma. Structural or 
functional pulmonary abnormalities occur in more than half of patients and may be due to recurrent aspiration or tracheal com-
pression from a dilated esophagus. Delayed diagnosis or ineffective intervention may lead to progressive dilation of the esophagus 
and the development of a megaesophagus. Respiratory distress and cardiopulmonary arrest from tracheal or left atrial compression 
secondary to a megaesophagus are rare complications of achalasia. There is only limited evidence that pneumatic dilation may be 
used as a first-line therapy for a megaesophagus. The choice of definitive treatment will depend on many factors including achalasia 
type, patient wishes, performance status, and surgical expertis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2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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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도이완불능증(achalasia)은 연하시 식도 체부의 연동운동 

소실과 하부식도괄약근의 불완전한 이완을 보이는 식도운동 질

환이다.1 하부식도괄약근의 폐쇄로 음식물이 식도 내강에 지속

적으로 정체되어 삼킴곤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역류, 흡인

성 기침, 흉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2 진단이 지연

되거나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 식도 확장이 진행되어 거대 식도

(megaesophagus)로 변형되는 말기 식도이완불능증(end-stage 

achalasia)으로 발현한다.3 확장된 거대 식도는 흉강 및 주변 종

격동 장기를 압박하여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반복적인 

미세 흡인이나 확장된 식도에 의한 기도 압박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4 급성 상기도 폐쇄와 같은 

호흡기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5 또한 주변 혈관 압박으로 인

한 심혈관계 허탈 및 좌심방을 압박하여 부정맥 및 혈역학적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6 급성 호흡부전 및 심정지에 이르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7 저자들은 거대 식도에 의한 좌심방 압

박으로 발생한 급성 심정지를 동반한 말기 식도이완불능증 환

자를 경험하고 풍선확장술로 치료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7세 남자가 한달 전부터 발생한 삼킴곤란 및 구토를 주소

로 내원하였다. 약 8년 전부터 간헐적인 구토 증세가 있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2년 전부터 음식물 역류 증상으로 개인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 한달 전부터 물과 고형식의 

삼킴곤란 및 식사 직후 구토 증세가 지속되고 1주 전에는 수면 

중 구토가 발생하여 소화기내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에

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5년간 약제를 복용하였으며, 30년 전 위 

천공 수술을 하였다. 신체 검사에서 만성 병색이었으며 장음은 

정상이었고, 그 외에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전도 및 

흉부 단순 촬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에서 전반적인 식도의 확장과 식도 내강 내 액체 저류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체부의 비정상적인 확장과 

음식물 저류가 관찰되었으며 위식도접합부가 동심원상으로 강

하게 수축되어 좁아져 있었다(Fig. 2A). 식도 점막 조직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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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2. (A) Upper endoscopy reveals abnormal esophageal dilatation and food material with a contracted gastroesophageal junction. (B) Barium 
esophagram shows the dilated esophagus (maximal transverse diameter: 54 mm) and bird beak appearance. (C) Esophageal manometry shows 
a low amplitude simultaneous contraction. (D) Radionuclide esophageal transit study shows an adynamic esophageal transit pattern with 57% 
retention after 20 minutes.

 A  B

Fig. 1. (A) Chest contrast CT shows 
diffuse wall thickening and marked 
distension with fluid retention in the 
esophagus. (B) Transverse CT image 
shows the presence of a dilated esophagus 
abutting the left atrium.

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식도조영술에서 식도 체부의 확장 및 

연동운동 소실과 심한 원위부 식도협착으로 인한 하부 식도의 새

부리(bird’s beak) 모양이 관찰되었고(Fig. 2B), 식도내압 검사에

서 연하 시 하부식도괄약근의 불이완과 식도 체부의 연동운동의 

소실 및 낮은 압력의 동시성 수축이 관찰되었다(Fig. 2C). 고형

식을 이용한 동위원소 식도통과 검사에서 검사 10분에 55%, 20분

에 57%의 잔류율로 현저한 통과 시간의 지연을 보였다(Fig. 2D). 

Eckardt 증상 점수는 10점(삼킴곤란 3, 역류 3, 흉통 1, 체중 

감소 3)으로 심한 식도이완불능증으로 진단하고 풍선확장술을 

권유하였으나 시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자가 거부하여 

퇴원하였다.

환자는 2주 후 호흡곤란과 기침 및 농성 객담으로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였다. 활력징후는 혈압 125/80 mmHg, 맥박수 

71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8.6℃였다. 검사실 소견은 말

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0,990/mm3, 혈색소 15.0 g/dL, 혈소

판 254,000/mm3였다. 혈청 생화학 검사는 알부민 4.6 g/dL, 

요소질소 14.0 mg/dL, 혈청 크레아티닌 0.95 mg/dL, 총 빌리

루빈 0.55 mg/dL, AST/ALT 28/24 IU/L였으며, 혈청 전해질 

검사는 나트륨 137 mEq/L, 칼륨 4.1 mEq/L, 칼슘 8.4 mg/dL, 

마그네슘 2.1 mg/dL였으며, C-반응성 단백질은 178 mg/L로 

증가되어 있었다. 흉부 단순촬영에서 양측 폐야의 음영이 증가

되어 있었으며, 고해상도 흉부 단층촬영에서 양측 폐하부, 우중

엽 및 좌상엽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식도 하부가 팽창된 

소견이었다(Fig. 3).

급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하여 5일간 항생제 치료 후 임

상 증상과 방사선학적 검사 소견이 호전되던 중, 침상에서 대변

을 보고 난 직후 급작스런 호흡곤란 및 의식 소실이 발생하였

으며, 안구편위(eyeball deviation) 소견과 경동맥 및 서혜부 맥

박이 촉지되지 않아 즉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

다. 약 2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생체 징

후가 안정되었으며, 직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확장된 식

도가 좌심방을 외측에서 압박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한 좌심방 

허탈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 뇌파 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

촬영 등은 정상이었고, 식도이완불능증에 의한 좌심방 압박으

로 판단하고 먼저 비위관을 하부 식도에 삽입하여 감압을 시행

한 후 다음 날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하부식도괄약근 부위

에 3.0 cm 직경의 Rigiflex® 풍선 시스템(Boston Scientific, 

Marlborough, MA, USA)을 이용하여 12 psi의 압력으로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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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resolution chest CT scan shows multifocal peribronchial 
distributed ill-defined small nodules and ground glass opacities in the 
left upper lobe, right middle lobe, and both lower lobes.

Fig. 4.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shows a collapse of the left atrium by 
extrinsic compression due to an extra-
cardiac mass lesion with heterogenous 
densities. The esophagus (*) is identi-
fied by echocardiographic appearance 
as a retrocardiac mass with air and a flu-
id level.

 A  B  C  D

Fig. 5. (A, B) After passage of a guidewire, a balloon is placed and inflated to dilate the narrowing of the esophagogastric junction (30 mm diameter)
for 90 seconds. (C) After pneumatic dilatation, the contrast media shows good passage. (D)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shows a disappearance
of the left atrial compression caused by the dilated esophagus.

간 2회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다음 날 시행한 식도 조

영술에서 조영제가 잘 통과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술 일주

일 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방을 압박하던 종괴는 관

찰되지 않았다(Fig. 5). 시술 후 증상은 호전되어 정상 식이 후 퇴

원하였으며, 3개월 후 추적 심초음파 검사는 정상이었고 Eckardt 

증상 점수 1점(삼킴곤란 0, 역류 1, 흉통 0, 체중 감소 0), 고형

식을 이용한 동위원소 식도통과 검사에서 검사 10분에 5.4%, 20분

에 5.1%의 잔류율로 이후 5년간 증상 없는 상태로 외래 추적 

중이다.

고 찰

식도이완불능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

분으로 식도의 연동운동과 하부식도괄약근의 이완을 조절하는 

근육신경절(myenteric plexus)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2 유전 

및 면역학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단순포진바이러스 등에 감

염되면 이상 면역반응이 유발되어 근육신경절의 염증을 일으키

는데, 세포독성 면역반응이 지속되면 점차적으로 신경세포들이 

감소하여 결국 소실되거나 신경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

로 추정한다. 환자의 임상경과가 다양한 것은 면역반응의 종류

와 세포독성 면역반응의 정도에 따라 진행속도와 표현형이 다

르기 때문이다.8

식도이완불능증은 진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진단 시

까지 수년간 증상을 경험한다.9 Adams 등10은 증상을 3단계로 

분류하였는데, 1단계는 삼킴곤란, 흉통 및 역류 증상이 있지만 

정상 식도 직경을 보이는 경우, 2단계는 식도 직경이 증가되면

서 삼킴곤란 및 흉통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3단계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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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심하게 확장되어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체중 

감소가 보이는 경우이다. 식도가 현저히 확장되어 있는 말기 식

도이완불능증 단계의 환자들은 대개 호흡기 증상을 자주 호소

하는데, 저류된 음식 및 분비물로 인한 야간 기침과 경도의 호

흡곤란, 흡인성 폐렴 및 폐농양, 드물게 확장된 식도에 의해 기

관이 압박된 경우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11 말기 식

도이완불능증으로 인한 거대 식도에서 심정지 및 급사와 관련

된 기전으로는 음식물 흡인, 기관 및 심장 압박, 음식의 식도통

과를 위한 발살바 조작시 유발된 부정맥, 식도궤양 출혈, 식도

천공 등이 가능하다.12 본 증례에서는 확장된 식도에 의해 좌심

방이 압박되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좌심방은 

심장의 후방에 위치하여 식도 및 하행대동맥과 근접하고 벽이 

비교적 얇고 내부 압력이 낮아 주위 구조물에 의해 압박될 수 

있다. D'Cruz 등13은 좌심방 자국(impression)에 대해 해부학적 

변형의 심한 정도 및 혈역학적 결과를 토대로 근접(proximity), 

침범(encroachment), 압박(compression)으로 세분하였는데, 가

장 심한 형태인 좌심방 압박은 좌심방 용적 및 심박출량을 감

소시켜 호흡곤란, 운동 내성 감소, 혈역학적 불안정을 일으키며, 

좌심방 압력 상승으로 증가된 폐정맥압으로 인해 폐부종을 유

발할 수 있다.6 본 환자는 배변 시 발살바 조작으로 흉강 내 압

력이 상승하여 확장된 식도에 의한 좌심방 압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정맥환류가 감소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

며, 발살바 조작으로 유발된 부정맥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식도이완불능증과 동반된 급성 호흡부전 및 심정지는 매우 

드문 심각한 합병증으로 소수의 증례가 보고되었고 각 증례

마다 식도 이완불능증에 대해 다른 치료 방법을 적용하였다.7 

Bruijns과 Hicks14는 79세 여자 환자가 식후 호흡정지로 내원

하여 기도삽관 및 인공환기 상태에서 식도이완불능증 진단 하

에 비위관을 통한 식도 감압 후 보튤리늄 독소 주입 치료를 하

여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였으나 이후 환자의 추적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장기 예후를 알 수 없었다. Altintoprak 등15은 18년 

전부터 삼킴곤란이 있던 35세 여자 환자가 식후 심정지로 내원

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확장된 

식도로 인한 심장 및 기관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비위관을 통

한 식도 감압 후 복강경 헬러 근절제술로 치료한 후 18개월까

지 추적 관찰한 증례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증례의 환자에서

는 고령 및 급성 폐렴 등의 전신상태가 좋지 못하여 수술적 치

료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Hifumi 등5은 13년 전부터 삼킴곤란

이 있던 53세 여자 환자에서 이송 중 두 차례의 심폐정지로 흉

부압박 후 기도삽관 및 저체온 치료를 병행하면서 식도내압 검

사 및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거대 식도로 인한 기관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비위관을 통한 식도 감압 후 풍선확장술로 치료한 증

례를 보고하였으나 치료 후 한달 이후 추적 결과가 없어 장기

예후를 알 수 없었다. 특히, Mabvuure 등7은 결절성 경화증 및 

간질 병력이 있는 40세 남자가 식후 기관 협착음으로 내원하여 

식도이완불능증으로 인해 확장된 식도가 기관을 압박하여 풍선

확장술로 치료하였으나 식도 확장이 재발 및 진행되어 2개월 

후 다시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식도절제술로 치료한 증례를 보

고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폐렴 및 환자의 전신상태가 전신마취와 수술

이 어려운 상태에서 심정지의 중증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로, 추

후 재발이 없으면서 가능한 최소 침습의 치료법을 고려해야 했

다. 식도이완불능증이 진행되면 식도가 크게 팽창하게 되면서 

축편위 및 비틀림으로 S자형 식도로 변형되며,16 이 경우 식도

절제술이 근본적인 치료로 고려되지만 합병증과 수술 관련 사

망률이 높다. Inoue 등17은 고령, 이전 치료 과거력, 6 cm 이상

의 식도 확장, S자형 식도를 포함한 500명의 식도 이완불능증 

환자에게 경구 내시경적 근절개술을 적용하여 치료 효과가 좋

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3.2%로 안전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전신마취를 할 수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S자형 식도에서 복강경 헬러 근절제술 및 경구 내시경 식도 근

절개술 치료 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지만 장기적

인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18 Khan 등19은 9명

의 거대 식도(7 cm 이상의 직경) 환자에서 풍선확장술을 시행

하여 합병증이 없이 충분하게 확장하였고 12개월 추적 관찰에

서 지속적인 증상 호전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증례의 

환자에서는 풍선확장술을 최소 침습의 치료법으로 판단하여 시

행하였으며, 이전 보고에서 장기 추적 결과가 없어 본 환자를 5년

간 추적 관찰하였으나 증세 및 내시경, 동위원소 식도통과 검

사, 식도 조영술, 심장 초음파 검사 등에서 호전된 상태로 유지

되고 있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서 장기간 안전한 치료로 고려

해 볼 수 있다. 최근 고해상도 식도내압 검사를 통해 식도이완

불능증의 아형 분류가 가능해졌고, II형은 풍선확장술과 복강경 

헬러 근절제술의 치료 효과가 더 높고 III형은 I, II형에 비하여 

예후가 나쁘다.20 고해상도 식도내압 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였

으나 본 환자는 체부의 동시 수축파가 관찰되는 II형으로 풍선

확장술에 좋은 장기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

며, III형의 경우라면 근절개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말기 식도이완불능증의 치료는 어려우며 심폐정지와 같은 중

증 합병증을 동반한 거대 식도의 경우 S자형 식도 유무, 식도내

압 검사에 의한 아형, 이전 치료 과거력, 환자 상태, 시술의의 

숙련도, 의료기관의 시설, 외과적 전문성을 포함한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 식도이완

불능증으로 인한 거대 식도의 좌심방 압박으로 발생한 급성 심

정지 환자에서 풍선확장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에서 좋은 예후를 보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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