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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ayasu씨 동맥염은 염증성(inflammatory), 협착성

(stenotic) 질환으로 큰 혈관을 주로 침범하고 특히 

대동맥궁과 그 주요 분지들을 침범하여 ‘aortic arch 

syndrom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성 진행성의 드문 

질환이다.
1)
 이는 동양의 젊은 여자에서 호발하는 것

으로 되어 있고 마취 증례로는 분만과 관련된 보고

가 가장 많고2-4) 소아에서의 보고는 매우 드물다.5) 

Takayasu씨 동맥염 환자의 마취관리에 있어 특히 고

려할 사항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심한 고혈압, 그로 

인한 주요기관의 기능장애, 주요혈관의 협착으로 인

한 혈류 장애, 동맥혈압 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소아에서 심한 경동맥 협착을 동

반한 Takayasu씨 동맥염 환아와 신성 고혈압을 동반

한 Takayasu씨 동맥염 환아에서 전신 마취시 흡입 

마취제와 정맥 마취제를 사용하여 경험하 기에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Takayasu씨 동맥염 소아환자의 마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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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ayasu's arteritis is a rare, chronic progressive panarteritis involving the aorta and its main 

branches.  Anesthesia for patients with Takayasu's arteritis is complicated by their severe uncon-

trolled hypertension and end-organ dysfunction resulting from hypertension, stenosis of major blood 

vessels affecting regional circulation, and difficulties encountered in monitoring arterial blood 

pressure.  We report two cases of anesthetic management in pediatric patients who had Takayasu's 

arteritis.  One was a case of general anesthesia for an ophthalmic laser operation and the other 

was a case who needed sedation during an aortic stent insertion.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3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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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증례 1.

  체중 47 kg, 신장 144 cm의 12세 여아가 왼쪽 눈

의 다발성 경색 병변으로 망막 레이져 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 다. 환아는 2년 전 의식소실과 안통, 

경미한 복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방문 시 출혈성 

뇌경색을 동반한 Takayasu씨 병으로 진단 받았다. 

당시 대동맥조 술(aortography)상 양측 쇄골하동맥과 

경동맥의 협착, 신동맥 기시 부위의 복부 대동맥 협

착과 양측 신동맥 협착이 있었다(Fig. 1).

  입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요골동맥의 

맥박이 매우 약하게 촉지되었으며 양측 경동맥에서 

잡음(bruit)이 청진 되었다. 하지에서 측정한 혈압은 

각각 140/62 mmHg (우측), 130/70 mmHg (좌측)이었

다. 술 전 검사상 적혈구침강속도(ESR)가 30 mm/hr로 

약간 상승되어있는 것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 뇌 자기 공명 상에서도 이전과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아는 스테로이드 제

제 복용 중이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었고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도 없었다.

  마취 전 처치 없이 수술장 도착 후 심전도와 우측 

상지와 우측 하지에 자동 혈압계를, 좌측 상지와 좌

측 하지에 맥박산소계측기를 거치하 다. 수술장 도

착 직후의 활력증후는 혈압 64/34 mmHg (우측 상

지); 122/72 mmHg (우측 하지), 맥박 82회/분, 맥박

산소포화도는 99% (상지); 100% (하지) 다. 사전산

소투여(preoxygenation)하면서 atropine 0.5 mg을 정주

한 후에 thiopental을 의식 소실이 될 때까지 서서히 

정주하 고, 용수 환기가 됨을 확인한 후 rocuronium 

28 mg을 정주하 다. 산소-sevoflurane으로 환기를 하

면서 fentanyl 100μg, lidocaine 60 mg을 정주하고 근

이완이 충분히 된 다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산소-소기-isoflurane으로 하 다. 마취 시

작 15분 후와 30분 후 하지의 수축기 혈압이 각각 

104 mmHg, 100 mmHg 로 하강하여 ephedrine 5 mg

을 정주하 고 혈압은 각각 118 mmHg와 120 mmHg

로 상승하 다. 첫 혈압 하강 시부터 Trendelenberg 

자세를 유지하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3-

38 mmHg로 유지하 다. 수술 종료 후 glycopyrrolate

와 pyridostigmine으로 근이완을 가역하고 환자의 자

발호흡이 왕성하고 의식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한 후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고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하

Fig. 1. CT angiogram of case 1. Multiple lumen narrowings with wall thick-

enings in (A) aortic arch, both common carotid and subclavian artery, (B) 

abdominal aorta, both renal artery and both iliac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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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마취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그 동안 정질액 

800 ml가 투여되었다. 환자의 혈압은 100-150/50-

90 mmHg (하지)로 유지되었고 맥박 산소포화도 역

시 상, 하지 모두에서 99-100%로 유지되었다. 회복

실 이송 후 혈압은 110-120/60-70 mmHg로 유지되

었고 경미한 안구통 외에 특이한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환아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음 날 

퇴원하 다.

    증례 2.

  체중 29 kg, 신장 140 cm의 11세의 여아가 대동맥 

협착 부위에 stent를 삽입하던 중 진정(sedation)을 위

해 협진이 요청되었다. 환아는 약 8개월 전 호흡곤

란을 주소로 타병원 방문하여 치료중 고혈압이 발견

되었으나 잘 조절되지 않아(혈압 150-170/90-110 

mmHg) 시행한 검사상 Takayasu씨 동맥염으로 진단 

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상 삼첨판과 대동맥판 역류 소견이 있었고 대동맥조

술상 우측 신동맥 기시부의 폐쇄 및 동맥류 확장, 

하복부 동맥류와 그 근위부의 협착 소견이 있었고 신

장 스캔상 우측 신장의 위축과 혈류 감소가 관찰되었

다. 당시 digoxin, lasix, prednisolone, enalapril, aldoste-

rone 경구복용으로 치료받았으며 이후 혈압은 110-

140/70-90 mmHg로 유지되었다.

  입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

며 사지의 맥박도 균등하게 촉지되었다. 혈액검사상 

적혈구침강속도 25 mm/hr, C-반응성단백(CRP) 2.4 mg/ 

dl로 약간씩 상승되어 있는 외에는 모두 정상이었으

며 심초음파검사상 특이소견 없었다. 입원 2일째에 

심혈관조 술을 시행하고(Fig. 2) 하복부 대동맥 협

착 부위에 풍선혈관성형술(balloon angioplasty)을 시

행하여 협착 부위가 넓어졌으나 대동맥박리에 의한 

절편(flap)으로 생각되는 부위가 생겨 입원 5일째에 

다시 stent 삽입을 하게 되었다. 입원 2일째에 풍선

혈관성형술 시행 시 환아가 흥분상태를 보여 소아과

에서 midazolam 5 mg 정주하 으나 반응이 없어 

ketamine 25 mg을 추가로 정주한 후 수축기 혈압이 

220 mmHg까지 상승하 었다고 하 다. 입원 5일째

에 stent 삽입 시행시 소아과에서 midazolam을 5 mg

씩 10분 간격으로 2회 정주하 으나 환아가 진정되

지 않아 마취과에 협조를 요청하 다. 환아는 매우 

흥분된 상태 고 혈압 120/90 mmHg, 심박수 100회/

분이었다. 환아에게 경비관으로 산소를 주입하면서 

propofol 40 mg씩 2회 정주로 환아 의식은 소실되었

으나 호흡은 유지되어 propofol을 0.1 mg/kg/min으로 

지속정주 시작하여 stent 삽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Propofol 지속정주 시간은 30분이었고 총 투

여량은 170 mg이었으며 그 기간동안 혈압 100-110/ 

70-90 mmHg, 심박수 76-100회/분으로 유지되었고 

시술이 끝난 뒤 환아는 바로 의식을 회복하 으며 

심혈관조 실에서 1시간동안 관찰 후 병실로 이송되

었다. 환아는 다음날 아무런 문제없이 퇴원하 다.

고      찰

  Takayasu씨 동맥염은 1908년 안과의사 던 Mikito 

Takayasu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비특이성 폐쇄성 

동맥염으로 젊은 아시아계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대동맥과 그 주요분지를 주로 침범하

고 간혹 폐동맥을 침범하기도 하지만6) 관상동맥이나 

정맥계는 잘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죽

상경화증(atherosclerosis), 외상, 매독(syphilis), 결핵(tuber-

culosis) 등이 그 유발인자로 거론되기도 하나 정확

히 밝혀진 바 없고 자가면역 기전이 중요하게 관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진단은 젊은 여성에서 말

Fig. 2. Abdominal aortogram of case 2. Segmental ste-

nosis involving the infrarenal segment of the abdominal 

aorta and saccular aneurysm below that segment, and right 

renal artery is shown as outpouching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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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맥박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혈압의 불일치, 동

맥잡음(arterial bruits)이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고, 

동맥조 술(arteriography)로 확진한다. 동맥조 술상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불규칙한 혈관벽, 협착, 협착후 

확장, 동맥류 형성, 폐쇄, 측부순환의 발달 등이다. 

이 질환의 경과는 다양하고 자연관해(spontaneous re-

mission)가 일어나기도 한다. 사망률은 10% 미만에서 

75%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고 주요 사인은 울혈

성 심부전과 뇌혈관사고(cerebrovascular accident)이다.
1)

  Takayasu씨 동맥염은 병변의 분포에 따라 4가지 

형태(type)로 분류되는데 type I은 대동맥궁과 그 주

요분지를 침범한 경우, type II는 하행대동맥과 복부

대동맥 및 그 분지에 국한된 경우, type III는 type I

과 type II가 혼합된 경우, type IV는 폐동맥을 침범

한 경우를 말한다.
7)
 증례 1의 경우 양측 쇄골하동맥

과 경동맥, 신동맥 기시 부위의 복부 대동맥, 양측 

신동맥이 모두 좁아져 있어 type III에 속하 고 증

례2의 경우 우측 신동맥, 하복부 동맥에 병변이 국

한되어 type II에 해당되었다.

  Ishikawa는
6)
 4가지 주요 합병증(고혈압, 망막병증, 

동맥류 형성, 대동맥판 역류)의 존재여부에 따라 Ta-

kayasu씨 동맥염을 4단계(stage)로 구분하 는데 stage 

I은 이러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stage IIa는 하나의 

합병증만 존재하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stage IIb

는 역시 하나의 합병증만 존재하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stage III는 하나 이상의 합병증이 존재하는 경

우이다. 증례 1의 환아의 경우 망막병증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심하여 stage IIb에 속하고, 증례 2 환아의 

경우 고혈압과 동맥류 형성이 존재하여 stage III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Takayasu씨 동맥염 환자의 마취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술전후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여 이미 존재하는 주요기관의 혈류장애의 악화나 뇌

혈관 출혈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고혈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주

요 혈관의 탄성 저하와 협착, 압수용체의 기능이상
9)
 

등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마취약제에 의한 저혈압이

나 기관내 삽관 시의 고혈압 반응 등이 과장되어 나

타날 수 있고, 또한 정확한 혈압의 측정 자체가 어

려워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지속적 혈압 감시를 위한 동맥관의 설

치는 그 자체가 혈관의 협착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 어느 부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혈압의 차이가 

크므로 그 유용성에 관하여는 이견이 많으나 대개 

수술의 종류에 따른 적응증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혈압의 저하가 있는 경우 수액정주, Tren-

delenberg 자세, ephedrine 정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혈관수축제의 사용은 저해된 주요기관에의 

혈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그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고려하여 작용시간

이 짧고 또 뇌 관류도 증가시킬 수 있는 nitroprus-

side의 준비도 고려할 만 하다.

  증례1의 환아의 경우 양측 경동맥 협착이 매우 심

하 으나 발달된 측부 순환에 의해 혈류가 유지되어 

평상시에 증상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마취 유도시 

기관내 삽관으로 인한 고혈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기관내 삽관 전에 fentanyl과 lidocaine을 정주하

으며, 마취 유지는 저혈압에 의한 뇌혈류 감소를 

우려하여 N2O와 1MAC 이하의 isoflurane으로 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적절하게 유지하 다. 

  Takayasu씨 동맥염 환자에서 뇌관류압의 유지는 

가장 중요하며 수술 중 뇌허혈을 발견하기 위하여 

뇌전도(EEG) 감시를 시행한 경우가 많기는 하나
10) 

뇌전도 감시 없이도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전신마취

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11)
 

한편 전신마취후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서 Takayasu씨 

동맥염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었다.12) 결과적으로 환

자의 각성 상태가 신경학적 감시로는 가장 유용하고 

믿을만하여 교감신경 차단에 따른 혈압 저하 등 여

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술에서 부위마

취가 더 선호되기도 한다.

  증례 2의 환아의 경우 동맥조 술 도중에 개입하

게 되었던 경우로 Takayasu씨 동맥염에 의한 신혈관

성 고혈압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이다. 이 환아는 pro-

pofol의 지속 정주로 혈압의 하강 없이 무사히 시술

을 마칠 수 있었다. Ketamine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Takayasu씨 동

맥염에 의해 큰 혈관들이 좁아진 경우, 특히 본 환

자와 같이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 ketamine을 사용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본 환자에서도 

1 mg/kg 미만의 용량으로 수축기 혈압이 220 mmHg

까지 상승하 었다.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propofol

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Vardi 등은
13)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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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반한 술기를 시행할 때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 

propofol과 ketamine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가

지 약제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propofol

을 사용한 군에서 좀 더 빠르고 부드러운 회복을 나

타내지만 일시적인 호흡억제,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

다. Chamorro 등은14) 중환자에서 진정 목적으로 사

용한 propofol과 midazolam을 비교한 연구에서 평균 

유도용량 propofol 2.24 mg/kg, midazolam 0.22 mg/kg, 

평균 유지용량 propofol 2.8 mg/kg/hr, midazolam 0.14 

mg/kg/hr로 두 군 모두에서 큰 부작용 없이 효과적

으로 진정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본 증례들을 통하여 Takayasu씨 

동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마취관리를 위하여는 

동맥염의 분포와 주요 장기 침범 정도, 치료에 사용

되고 있는 약물 등에 대한 세 한 술전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마취방법을 선택하여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술 중에는 환자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서는 환자의 혈압, 나아가서는 주요장기에의 혈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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