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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Epistaxis is often regarded as trivial disease, but it may cause serious situation and requires 
hospital admission. With the advent of nasal endoscopy, localizing the precise location of nasal bleeding is possible in most cases 
and enables direct treatment rather than simple nasal packing. We analyzed the epistaxis patients who require hospital admission 
during recent 10 years. Materials and Methods：One hundred and one patients who required hospital admission from January 
1990 to December 1999 due to intractable or recurrent epistaxi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Records of the hospital admission 
were reviewed and analyzed retrospectively. Results：Male patients were predominant (72.1%) and the highest age distr-
ibution was in the 50’s. Intervals between the initial attack of epistaxis and medical attention was 2-5 days (60.4%). The mean 
duration of hospital stay was 5-10 days (49.5%). The precise localization of bleeding point was possible in 98 cases (81. 
6%), whereas some sites of bleeding revealed Little’s area (35.0%) and nasal turbinates (28.3%). The most frequent preexisting 
structural abnormality and systemic illness were nasal septal deviation and hypertension. In hypertension patients, the 
predominant age distribution was in the 60’s (28.6%),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bleeding frequency and the mode of 
management. Conclusion：We analyzed the epistaxis patients who required hospitalization. Nasal endoscopy enabled precise 
localization of the epistaxis and prompt focused management rather than conservative management. ((((Korean J Otolaryngol 
2001;44:2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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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출혈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자발

적 지혈 혹은 전비공 비팩킹만으로 지혈이 가능한 경도의 비

출혈에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치명적인 다량의 출혈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여 약 5~10%의 비출혈 환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최근 비내

시경 수술의 발전과 더불어 레이저 등의 수술기구의 응용으

로 정확한 비출혈 부위의 확인과 함께 비침습적인 처치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가능해졌지만 아직 입원 치료를 요하

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없어 본 교실에서는 최근 비출혈로 

입원 치료를 요한 환자들에 있어 환자의 연령 및 성별분포, 

계절과의 관계, 비출혈 원인인자, 출혈부위, 고혈압과의 연

관성 등을 비교 관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0년간 계명대학교 의

과대학 이비인후과학 교실에 비출혈을 주소로 입원하여 치

료받은 환자 111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및 

월별 분포, 비출혈후 내원까지의 기간, 총 치료기간, 출혈부

위, 원인인자, 혈압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후향적 방법으로 

입원 기록 및 최근 외래 통원기록을 검토하였다. 비출혈로 

입원이 요구된 기준으로는 1) 전비공 팩킹술로 지혈되지 않

는 경우 2) 비강내 원인 혈관의 노출이 저명하여 레이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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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기 소작술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 3) 간경변증,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완기 혈압 90 mmHg이상) 등의 전신적인 

질환이 비출혈에 동반되어 대상 질환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출혈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비강 후부출혈이 의심되

는 경우였다. 

 

결     과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남녀별 분포는 남자 80예(72.1%), 여자 31예(27.9%)로

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24예(21.6%)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0대, 

60대 순으로 30대에서 50대까지가 전체환자의 58.5%를 

차지하고 있었고, 10세 미만의 환자는 1명(1.0%)이었다. 

남자는 40대에서 20예(18.1%), 여자에서는 60대에서 9예

(29.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 

 

월(계절)별 분포 

비출혈 발생은 11월이 15예(13.5%), 1월이 14예(12.6%)

로 겨울철(11∼2월)및 봄철(3∼5월)에 편중되어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고, 7월은 4예(3.6%)로서 가장 낮은 빈도를 나

타내어 여름철에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각 연령에 따

른 월별 분포는 전체적인 분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2). 

비출혈 후 내원까지의 기간 

비출혈의 발생부터 내원까지의 기간은 전체 111예중 67예

(60.4%)가 2~5일 이내였고, 1일 이내가 21예, 6~7일, 8~9

일, 10일 이상 지난 후 내원한 환자 수는 각각 11예, 2예, 9

예였다(Table 3). 

 

비출혈로 입원 치료한 기간 

비출혈로 입원 치료한 기간은 5~10일이 55예(49.5%)로 

가장 많았고, 3~4일이 28예, 11일 이상 경과후와 1~2일이 

각각 21예, 7예였다(Table 4). 

 

출혈부위 및 연령과의 관계 

정확한 비출혈 부위의 확인은 98예(81.6%)의 환자에서 

가능했는데, 비중격이 47예(39.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중에서 특히 비중격의 전하방(Little 부위)가 42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the epistaxis 
Age 

Sex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Total (%) 

Male 0 4 8 16 20 17 8 7 80 (  72.1) 
Female 1  2  2  4  6 9 7 31 (  27.9) 
Total (%) 1 (1.0) 4 (3.6) 10 (9.0) 18 (16.2) 24 (21.6) 23 (20.7) 17 (15.3) 14 (12.6) 111 (100.0) 

           
Table 2. Age and monthly distribution of the epistaxis (N＝111) 

Age 
Month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10 Total 

 1  1 1 3 2 2 4  1 14 (  12.6) 
 2    2 1 2 1 2 2 10 (  9.0) 
 3  1 1 1 2 1    6 (  5.4) 
 4 1  1  3 1 2  2 10 (  9.0) 
 5   2 2 4 2 1   11 (  9.9) 

  6    3 1 1 1  3 9 (  8.1) 
 7    1 1  2   4 (  3.6) 
 8   2 1 1  1 1  6 (  5.4) 
 9   1  2 2 3   8 (  7.2) 
10  1 1 2 1 2 1   8 (  7.2) 
11  1  1 5 4 1 2 1 15 (  13.5) 
12   1 1 2 5   1 10 (  9.0) 

          111 (100.0) 

Table 3. Interval from initial epistaxis to management 

Days -1 2-3 4-5 6-7 8-9 10- Total 

Cases 21 37 30 11 2 10 111 
% 18.9 33.3 27.1 9.9 1.8 9 100 
        

Table 4. Duration of hospital stay of the epistaxis patients 
Days

Care 1-2 3-4 5-6 7-8 9-10 11- Total 

Number 7 28 23 19 13 21 111 
% 6.3 25.3 20.7 17.1 11.7 1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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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비중격 출혈의 89.4%를 차지하였다. 그 외 비갑개에

서 34예(28.3%), 중비도, 하비도에서 24예(20.0%), 비강 

저부가 2예(1.7%)였고, 출혈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13

예(10.8%)있었다. 출혈부위와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비중

격에서의 출혈은 40대 및 50대 연령층에서 많았고, 그 중 

Little 부위에서의 출혈은 40대에서 가장 많은 빈도(23.8%)

를 보였다. 비갑개에서의 출혈은 30대가 7예(20.6%), 40

대 6예(17.6%) 50대가 8예(23.5%)로 비교적 높은 연령

층에서 발생했다(Table 5). 

 

비출혈의 국소 인자와 전신 인자 

비출혈 환자에서 비내 국소이상 소견을 가진 환자는 23예

(20.7%)로 이중 비중격만곡이 17예로 가장 많았고, 비중

격천공 4예, 비중격 돌기(septal spur) 2예가 있었다. 비중

격만곡의 경우 철부(convex)에서의 출혈은 11예(65%), 요

부(concave)에서의 출혈은 6예(35%)였으나 양측에서 출

혈한 경우는 없었다(Table 6). 비출혈을 합병증으로 초래하

였다고 추정되는 전신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는 42예(37.8%)

로 고혈압이 28예(66.7%)로 가장 많았고, 심장혈관 질환

이 8예, 간 질환 6예 순이었다. 

고혈압과 비출혈의 빈도와의 관계 

고혈압 환자에서 성별분포는 남자 19예(67.9%), 여자 9

예(32.1%)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50대 및 60대

에서 각 8예(28.6%), 6예(21.4%)로 가장 많았다(Table 7). 

비출혈로 입원 치료받은 환자 111명중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자는 28명이었으며 이 중 1년내 비출혈의 빈

도가 많은(3회 이상)자가 11명(39.3%)이었으며, 1년내 비

출혈의 빈도가 많지 않은(3회 미만)자는 17명(60.7%)이었

다. 이완기 혈압이 90 mmHg미만인 자는 83명이었으며 과

거 비출혈의 빈도가 높은 자는 48명(57.8%)였고, 과거 비

출혈의 빈도가 많지 않는 자는 35명(42.2%)였다. 

 

혈압과 비출혈의 치료와의 관계 

비출혈로 입원한 111예 중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

인 환자에 있어서 전비공 팩킹술로 비출혈을 조절한 경우가 

14예(5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레이저 소작술이 

Table 5. Age and sites of bleeding point (N＝120*) 

Age 
Site of bleeding point Total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Kisselbach’s area 42 1 2 5 4 10  8 9 3 
Post.sup area  5    1  1  2  1 Septum 

Subtotal 47 1 2 5 5 11 10 9 4 

Inf.turbinate (Ant)  5   1   2  1  1 
Inf.turbinate (Post) 15   3 4  2  3 1 2 
Middle turbinate 14    3  2  4 2 5 

Turbinate 

Subtotal 34   4 7  6  8 3 8 

Inf.meatus  8    4  2  1 1  
Middle meatus 16  2 2 2  2  4 2 2 Meatus 

Subtotal 24  2 2 6  4  5 3 2 

Nasal floor  2        2  

Diffuse or undertermined 13   1 2  2  4 1 3 
*：multiple sites of bleeding were counted separately 

           

Table 6. Concurrence of local factors and epistaxis (N＝23) 

Local factors Cases 

Nasal septal deviation 17 
Convex side 11 

Concave side  6 
Bilateral side  0 

Septal perforation  4 
Septal spur  2 

  

Table 7. Age and sex distribution in cases of hypertensive 
patients (N＝28) 

Sex 
Age 

Male Female 
Total (%) 

  -10  - - - 
11-20  - - - 
21-30  - - - 
31-40  5 -  5 (  17.9) 
41-50  3 1  4 (  14.2) 
51-60  7 1  8 (  28.6) 
61-70  2 4  6 (  21.4) 
71-  2 3  5 (  17.9) 

Total (%) 19 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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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28.6%)로 그 다음의 순이었고, 후비공 팩킹술을 시행한 

경우는 3예(10.7%), 내상악동맥 결찰이 2예(7.1%)가 있었

고 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는 1예(3.6%)가 있었다. 이완

기 혈압이 90 mmHg 이하인 환자에 있어서는 전비공 팩킹술

로 비출혈을 조절한 경우가 37예(44.6%)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고 레이저 소작술이 30예(36.1.%)로 그 다음의 

순이었고, 내상악동맥 결찰이 7예(8.4%), 후비공 팩킹술이 

4예(4.8%), 동맥 색전술 3예(0.9%), 사골동맥 결찰술 2예

(2.4%) 순이었다(Table 8). 

 

고     찰 
 

비출혈은 모든 연령, 성별에 구분없이 발생하며, 상기도 

감염이 흔하고 온도, 습도변화가 심한 겨울철에 그리고 기

존의 부비동염, 비염, 비알러지를 가진 환자에서 흔하다.1)2) 

비출혈의 원인규명이나 치료방법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

고 의학 발전과 더불어 비출혈의 예방에 있어서도 많은 발

전을 가져와 비출혈 치료법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중 비내시

경의 발전은 비출혈의 특히 후방비출혈에 있어 정확한 위치

확인을 가능케 함으로서 비팩킹 또는 침습적 수술법을 대신

하여 내시경적 처치가 기본적인 진단 및 치료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4) 

비출혈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 본 증례들에서는 남자가 80

예(72.1%)로서 여자 31예(27.9%)보다 2.5배 많은 것으

로 나타나 기존의 보고들5-9)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전체적으로 40대에서 24예(21.6%)로 가장 많

았는데, Kim 등10)은 10세 미만에서 가장 호발하였고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하고 있고, Lee 등11)은 10대와 20대의 순으로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입원을 요한 비

출혈 환자들에 국한된 결과로 단순 비교가 힘들며 유소아 

및 10대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비출혈 환자의 상당

수가 외래에서 전비공 팩킹술로 지혈이 가능하여 입원을 요

하지 않으며, 전비공 팩킹술로 지혈이 힘들고 비교적 비강 

후부에서의 출혈이 잦은 고령층의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입원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월별 분포는 겨울철 및 봄철에 편중되어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Park 등,5) Lee,6) Eom 등7)의 보고와 유사

하며, 외국의 경우 Juselius13)도 가을과 겨울철에 가장 호

발한다고 보고하였다. 겨울철에 호발하는 인자로는 추운 외

부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로 들어올 때 비점막의 정상적

인 충혈과 수축의 비주기(nasal cycle)에 변화를 일으키는 

점, 동맥경화증이 있는 비혈관이 겨울철의 찬 외기 및 낮은 

습도 때문에 빈번히 파열되는 점,1)13)14) 추운 날씨 특히 영

상 5℃ 이하일 때 외기 온도가 혈장 피브리노겐, α-마크

로글로불린, 혈소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점14) 등이며 아울러 

상기도 감염이 많이 병발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비출혈 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5일 이내가 88예(79.3%)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1일 이상 지난 후 내원한 환자도 

5예(4.5%)가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모두 고령(평균나이 52

세)이고, 만성적인 전신질환(간경화, 고혈압 등)을 동반하였

으며,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소량의 비출혈을 주소로 내원하

여 대부분 전비공 팩킹술로 타 병원에서 치료후 반복출혈하

여 내원한 경우였다. 

비출혈의 치료(재원)기간은 8일 이내가 77예(69.4%)로 

가장 많았으며, 9일이상 재원한 환자는 대부분 전비공 팩킹

술만으로는 치료가 힘든 심한 출혈 혹은 불명확한 위치에서 

출혈한 경우로, Eom 등7)도 비출혈 입원 치료 환자의 50%

가 6~10일간 치료를 요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한편 본 연

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결과로 내시경적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기존의 후비공팩킹술 또는 침습적 치료에 

비해 짧은 재원기간을 보였다. 

정확한 비출혈 부위의 확인은 98예(81.6%)의 환자에서 

가능했는데, 비중격이 47예로 39.2%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였고 그 중 Kiesselbach 부위가 42예로 37.8%

를 차지하였으나, Lee,6) Lee,11) Kim 등15)의 70%이상이라

는 보고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입원 치료를 요

하지 않은 대부분의 Kiesselbach 출혈은 연구 대상에서 제

외되었고 한편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적 전신질환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후비갑개, 후하비도 등 비강 후부에

서 출혈하는 빈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출

혈부위와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Kiesselbach 부위의 출혈

은 각 연령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나 중비갑개의 경

우에는 70대이상에서 5명(38.4%), 중비도의 경우 50대 4명

(40%)의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고혈압과 혈관의 경화성 변

Table 8. Difference between blood pressure and treatment
of epistaxis 

BP* 
Tx†  

Above 
90 mmHg 

Below 
90 mmHg Total 

Ant.nasal packing 14 37  51 
Post. nasal packing  3  4   7 
Ethmoid artery ligation  0  2   2 
IMA ligation  2  7   9 
Laser coagulation  8 30  38 
Embolization  1  3   4 

Total 28 83 111 
*：Blood pressu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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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노년층 일수록 많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12)16)17) 

비출혈 환자에서 비내 국소 이상 소견으로 가장 많은 것

은 비중격 만곡으로 17예(15.3%)를 차지하였고, 철부에서 

더 호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Park,5) Kim,15) Lee18)

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전신적인 인자로는 고혈압이 28예, 

심장혈관 질환이 8예로 순환기 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여 기존의 보고들과 일치되는 소견을 보였다.5)11)15)16) 

비출혈을 합병증으로 초래했다고 인정되어지는 전신질환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고혈압의 경우는 28예(25.2%)

였는데, 연령별 분포는 Park 등5)과 Kim15)의 보고에 의하

면 고혈압환자는 41~60세에 가장 많았고, Lee9)는 50대로 

보고하여 저자들의 성적과 비슷하였다. 혈압과 비출혈의 빈

도를 비교해 볼 때 혈압과 비출혈의 빈도는 의미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아 이는 Lee,6) Eom 등,7) Choi 등,8) Kim 등11)

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으나, Eom 등,16) Weiss,17)의 보고와

는 일치한다. 

재원 당시의 혈압과 치료 양상을 비교해 볼 때 혈압이 높

으면 비출혈의 정도가 심하고 정확한 출혈부위의 확인이 힘

들며, 보존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비내시경 수

술의 발전과 더불어 레이저 등의 수술기구의 비과적 적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출혈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고 

특히 후비출혈의 경우 고식적인 후비강팩킹술 또는 내상악

동맥 결찰술의 빈도는 줄어드는 경향이다. 

 

결     론 
 

저자들은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최근 10년

간의 입원이 요구되었던 비출혈에 있어 그 임상적 양상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비내시경에 의한 

출혈부위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그 처치에 있어서

도 좀더 비침습적인 시술이 가능해졌다. 한편 동반질환의 

하나인 고혈압은 일단 비출혈이 유발되면 치료를 어렵게 하

지만 비출혈 빈도와는 무관하였다. 

중심 단어：비출혈·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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