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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폐포저환기증후군(alveolar hypoventilation 

syndrome)은 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이 37-43 mmHg 이

상으로 정의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저환기증후

군은 PaCO2가 50-80 mmH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

다. 만성저환기증후군(chronic hypoventilation syndrome)

은 여러 질병으로부터 생길 수 있으나, 그 기전은 

호흡충동(respiratory drive)의 감소, 호흡신경근계(respi-

ratory neuromuscular system)의 장애 및 환기기구

(ventilatory apparatus)의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폐포저환기증후군은 특징적인 

폐포이산화탄소분압의 증가와 이에 따른 PaCO2의 증

가가 있으며, 이러한 호흡산증은 보상적인 혈장내의 

HCO3
-
의 증가와 Cl

-
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폐포

이산화탄소분압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폐포산소분압

의 감소를 유발하여 저산소혈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차적으로는 뇌혈관확장, 수면장애, 

적혈구 생성 자극과 폐혈관수축이 나타나고 이차적

으로는 두통(headache)과 졸림(somnolence), 청색증과 

적혈구 과다증, 폐동맥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

과 울혈성심부전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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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ip surgery epidural anesthesia with 0.5% bupivacaine was performed and doxapram was applied 

to maintain respiratory drive.  The anesthetic experience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i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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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례의 환자는 뇌경색 이후 생긴 중심성폐포저

환기(central alveolar hypoventilation, CAH)를 진단받

은 환자로 심한 과탄산혈증과 저산소혈증이 있었고 

저산소증 개선을 위한 산소투여 시에 호흡충동이 더

욱 감소되는 이산화탄소성혼수를 보 다. 저자들은 

전신마취 후 호흡기 의존의 발생과 이탈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경막외마취와 보조적인 doxapram 점적주입

으로 마취를 유지하 으나, 술 후 호흡충동의 감소

와 환기부전의 악화를 경험하 다. 따라서 만성저환

기증후군의 올바른 마취관리를 알아보고자 이를 보

고한다

증      례

  63세 여자 환자가 좌측 대퇴경부골절을 진단받고, 

근위대퇴골의 개방정복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하 다. 환자는 7년전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었

으며, 이후 발생한 중심성무호흡(central apnea)과 폐

렴으로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타병원에 입원

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특별한 

관찰 및 치료없이 지냈다.

  술전검사상 혈색소 10.5 g/dl, 헤마토크리트 31.8%, 

혈소판 232,000/mm
3
이었으며 생화학검사 및 전해질

검사, 심전도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흉부X-선상 

폐혈관 음 이 뚜렷하 고 만성 기관지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 으며, 폐기능검사상에서 FVC, FEV1.0, 

FEV1/FVC가 예측치의 31%, 30.9%, 105%로 심한 혼

합형의 폐기능 감소 소견을 보 다. 이학적 소견상 

다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2일전 저녁 무렵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2 L/min로 투여하

으며 다음날 아침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상 pH 7.143, 

PaCO2 124.1 mmHg, PaO2 71.7 mmHg, HCO3
-
 41.6 

mM, SaO2 87.4%로 보상성 대사알칼리증이 동반된 

심한 호흡산증 소견을 보 다. 내과자문 후 중심성

무호흡으로 인한 만성저환기증후군으로 진단하여 산

소투여를 중지하 고, 6시간 뒤에 시행한 동맥혈 검

사상 pH 7.249, PaCO2 101.5 mmHg, PaO2 47 mmHg, 

HCO3
-
 43.4 mM, SaO2 72.9%로 호흡산증은 약간 교

정되었으나 저산소혈증은 악화되는 소견을 나타내었다.

  수술 당일 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은 명료(alert)하 고 묻는 말에 잘 

반응하 으나 약간 졸린 듯이 보 다. 환자에게 심

전도와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하 고 요골동맥을 천

자하여 직접 동맥혈압을 감시하 다. 이 때 측정한 

혈압은 110/70 mmHg, 심박수는 90 beats/min, 산소포

화도는 78% 다.

  환자를 우측와위로 눕힌 상태에서 베타딘 용액으

로 천자부위를 소독한 후 소독포를 덮었고 천자점을 

확인한 후 2% lidocaine을 사용하여 국소침윤마취 후 

제3, 4요추간에 정중선에 18 G Tuohy침을 사용하여 

경막외강을 천자하고 저항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

인한 후 카테터를 삽입하 고, 지주막하강이나 혈관

내 주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2% lidocaine을 시험 주

입한 다음 혈관 주입과 지주막하강내 주입에 대한 

이상 증후가 없어 0.5% bupivacaine 15 ml와 fentanyl 

50μg을 주입하 다. 경막외강으로 약물 주입 후 10

분정도 경과된 후에 혈압이 80/50 mmHg까지 하강하

면서 산소포화도가 60% 이하로 감소하여 빠른 수액 

공급과 함께 ephedrine 10 mg을 정맥 투입하 고 마

스크로 보조환기를 실시하면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을 실시하 다. 이 때 마취의 높이는 T8 정도 고, 

환자의 의식상태는 통증에는 반응하 으나 묻는 말

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 다. 동맥혈가스분

석 결과는 pH 7.22, PaO2 36 mmHg, PaCO2 116.3 

mmHg, HCO3
-
 47 mM, SaO2 51%로 나왔다. 이 때 

환자의 의식상태 변화는 만성적인 저산소혈증 상태

에서 갑작스럽게 저혈압이 발생하여 생긴 것으로 생

각하여 수액공급을 지속하고 doxapram을 준비하

다. 수액공급과 ephedrine 정맥주사 후에 혈압은 110/ 

70 mmHg, 심박수는 100 beats/min까지 회복되었다. 

  마취 시작 30분 경과 후에 doxapram 50 mg을 1회 

정맥주사하고 이후 50 mg/h로 지속적으로 점적주입 

하 다. 마스크를 이용한 간헐적인 보조환기와 더불

어 doxapram 점적주입 1시간 경과 후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pH 7.11, PaCO2 150.7 mmHg, PaO2 

69 mmHg, HCO3
-
 46 mM, SaO2 84% 으며 혈압은 

120/70 mmHg, 심박수는 90-100 beats/min으로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다. 환자는 마스크를 통한 보조환기

와 흡입산소농도의 증가를 통해 PaO2를 임의로 증가

시키면 오히려 환기감소로 PaCO2가 증가하는 양상

을 보 다. 이는 저산소증 개선을 위해 고농도의 산

소를 투여할 경우 효과적인 호흡충동을 상실하는 이

산화탄소혼수(CO2 narcosis)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680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3권 제 5호 2002

판단하여 산소포화도가 80% 이상인 경우는 산소의 

추가적인 투여를 하지 않기로 하 다. 이 후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85-90% 정도로 유지되었고 환자의 

의식상태의 변화는 없었으며 다른 활력징후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70%

정도로 낮아지는 소견을 보여 벤츄리 마스크(Venturi 

mask)를 통한 산소투여를 시작하 고 doxapram 점적

주입은 시간당 50 mg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

다. 벤츄리마스크(O2 3 L/min)로 산소투여 시작 20

분 후 측정한 동맥혈가스검사상 pH 7.202, PaCO2 121.0 

mmHg, PaO2 57 mmHg, HCO3
- 47 mM, SaO2 79%로 

호흡산증이 약간 교정되어 벤츄리마스크 대신 대기

만을 호흡하게 하 으나 다시 청색증과 호흡곤란, 

산소포화도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 즉시 기관내삽

관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 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 후 4시간 만에 의식상태

가 각성상태로 돌아오고 조절환기와 doxapram 투여

없이 자발호흡으로 산소포화도 85%, 혈압 120/70-

100/70 mmHg, 심박수 100 beats/min 정도로 계속 유

지되었다. 이 날 기관내삽관 상태에서 실시한 동맥

혈가스분석 결과는 pH 7.32, PaCO2 77.7 mmHg, 

PaO2 47.7 mmHg, HCO3
-
 39 mM, SaO2 78.2% 다. 

수술 다음날 발관 후에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에서 

병실로 이송되었고 의식은 각성상태를 유지하 다. 

이때 시행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는 pH 7.203, PaCO2 

116.2 mmHg, PaO2 50.9 mmHg, HCO3
-
 44.7 mM, 

SaO2 74.5% 다(Table 1).

  병실에서는 간헐적인 산소투여 외에 특별한 처치

없이 지내던 중 수술 후 4일째 무호흡을 동반한 심

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다. 병실에

서 심폐소생술 시행 당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 으

나 시행의사의 미숙으로 인하여 수 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여 5분 정도의 무호흡이 지속되었다. 이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기관절개술 시행 및 인공호

흡기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 호전되지 않고 자발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여 수술 후 157일째에 사망하

다.

고      찰

  만성저환기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데, 심한 저환기증후군의 경우에는 호흡기계의 여러 

요소를 함께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예가 

되는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호흡

기능의 저하와 함께 이뇨제나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따른 대사알칼리증의 동반으로 호흡충동의 감소가 

동반된 경우라고 하겠다. 본 증례의 환자는 7년전 

뇌경색으로 발생한 호흡충동의 감소로 중심성폐포저

환기를 진단받았으나 이에 대한 치료없이 지내왔다. 

중심성폐포저환기증후군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진단

을 위해서는 6가지 진단항목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2)
 

Table 1. The Change of ABGA during Perioperative Period 
ꠧꠧꠧꠧꠧꠧꠧꠧꠧꠧꠧꠧꠧꠧꠧꠧꠧꠧꠧꠧꠧꠧꠧꠧꠧꠧꠧꠧꠧꠧꠧꠧꠧꠧꠧꠧꠧꠧꠧꠧꠧꠧꠧꠧꠧꠧꠧꠧꠧꠧꠧꠧꠧꠧꠧꠧꠧꠧꠧꠧꠧꠧꠧꠧꠧꠧꠧꠧꠧꠧꠧꠧꠧꠧꠧꠧꠧꠧꠧꠧꠧꠧꠧꠧꠧꠧꠧꠧꠧꠧꠧꠧꠧꠧꠧꠧꠧꠧꠧꠧ

Preop Intraop Postop POD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

I II III IV V VI VII VII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H 7.143 7.249 7.218 7.107 7.202 7.276 7.32 7.203

 PaCO2 (mmHg) 124.1 101.5 116.3 150.7 121.0 97.6 77.7 116.2

 PaO2 (mmHg) 71.7 47.0 36 6957 20 47.7 50.9

 HCO3
- 
(mM) 41.6 43.4 47 46.5 47 45 39 44.7

 Base Excess (mM) 7.3 11.2 20 10.4 19 19 11.2 11.2

 SaO2 (%) 87.4 72.9 51 84.2 79 23 78.2 7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BGA: Arterial Blood Gas Analysis, Preop: preoperative period, Intraop: during operation, Postop: postoperative period, 

POD 1: first postoperation day. I: 10 hours after O2 mask (2 L/min), II: 6 hours after removal of O2 mask, III: 30 

min after epidural induction, IV: 1 hour after doxapram infusion, V: 20 mins after Venturi mask (3 L/min), VI: 20 

min after room air supplement only, VII: 1 hour after recovery of alert mental status (O2 catheter 3 L/min, tracheal 

intubation state), VIII: 2 hours after extubation (nasal prong 2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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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의 경우는 폐기능검사상 심한 폐기능 감소가 

있어 순수한 폐포저환기증후군보다는 만성기관지염

으로 인한 저환기가 동반된 만성저환기증후군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만성저환기에 대한 치료는 환자가 가진 상

황에 따라 다르며, 환자가 가진 기저질환에 대한 일

반적인 치료와 함께, 만성적인 과탄산증(hypercapnia)

에 대한 보상보다 더 많은 HCO3
-
의 증가를 가져오

게 되는 동반 대사알칼리증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

다. 본 증례의 경우 혈중 HCO3
-의 농도 증가가 만

성적인 심한 호흡산증에 대한 보상 반응정도이며 동

반되어진 추가적 대사알칼리증이 의심되는 소견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 산

소의 공급도 적혈구증가증과 심한 저산소혈증 및 폐

동맥고혈압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산화

탄소의 축적과 함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질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환자의 경우도 고농도의 산

소투여시 효과적인 호흡충동을 상실하는 전형적인 

이산화탄소혼수에 빠지는 경우이어서 추가적인 산소

의 투여를 통한 저산소증의 교정은 조절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 다.

  만성저환기증후군 환자의 마취유지와 수술중 환자

감시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점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심혈관질환과 폐성심(cor pulmonale)의 

동반 여부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성저환기

는 지속적인 저산소증과 과탄산증으로 인해 이차적

인 폐동맥고혈압과 울혈성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

며 특히 선천성폐포저환기증후군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폐성심, 자율신경 기능이상(autonomic dys-

function) 등의 심혈관질환은 마취유도 약물 및 유지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Aminophylline

이나 다른 교감신경유사약물, 할로탄 등의 사용은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

고 doxapram 역시 혈압의 상승과 심전도 상의 T파

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소아나 미숙아

에서의 사용은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요한다고 

하 다.3,4) 일반적으로 산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

분의 진정제와 마취약제가 가지는 중추신경계 및 순

환계억제효과는 강화되며 또한 호흡산증은 비탈분극

성 근이완제의 작용을 연장시킨다.5) 이러한 약물반

응의 변화도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고려해야될 사항이다.

  본 환자에서는 수술 전에 기관절개술 및 다른 비

침습적 마스크 환기 등을 시행받지 않은 상태로 일

상생활을 했고 술 후 인공호흡을 시행할 경우 호흡

기 의존성의 발생 및 호흡기 이탈에 상당한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경막외마취를 시행하고, 

보조적으로 호흡자극제인 doxapram을 점적주입하 다. 

Wiesel과 Fox는6) 중심성폐포저환기를 진단받은 환자

의 전신마취 경험을 보고하면서 중심성폐포저환기증

후군 환자의 마취는 마취과적 도전이며, 가능하다면 

부위마취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중추신경계를 억

제하는 약물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만일 전신마취를 하게 된다면 수술 후 장기

적인 기관내삽관과 기계호흡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

다고 하 다.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전 환자의 치료

가 장기간 지연된 것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고 장

기적인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 수

술 전 기관절개 시행이나 비침습적인 마스크 환기 

등을 통해 호흡산증의 부분적인 교정이 필요했고 

doxapram 및 aminophylline 등 호흡자극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반응과 이에 대한 평가가 수술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또한 수술 후 장기적인 환

기보조와 중환자 관리에 대한 계획도 이루어졌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성저환기에 대한 치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을 자극하는 약물의 사용이다. 선천성폐포

저환기증후군(congenital alveolar hypoventilation syndr-

ome) 일명 Ondine's curse 환자에서 acetazolamide, 

salicylates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효과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7)
 이후 보고에서는 methy-

lxantines, 프로제스테론, methylphenidate, pemoline, 

doxapram과 almitrine이 다양한 정도로 효과가 있었

다고 하 다.
8.,9)
 특히 뇌손상 환자에서 발생한 호흡

기 의존성의 회복과 뇌간(brain stem)의 저산소성 손

상 이후 발생한 중심성호흡부전(central respiratory 

failure)의 회복에 doxapram이 효과적이었다는 증례 

보고가 있었고,10,11) Lugliani 등은12) 일차성폐포저환

기증후군(primary alveolar hypoventilation syndrome)

을 진단받은 43-51세의 성인환자 4명에게 doxapram

을 정맥주사 한 결과 4명의 환자 모두에서 50- 

100%의 빠른 호흡 증가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의 효과는 점적주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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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doxapram의 호흡자극 

기전은 화학수용체인 경동맥체(carotid body) 자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산소증시에 나타나는 화

학전도(chemotransduction)가 doxapram에 의해 유발되

어 경동맥체를 자극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13)
 

  본 증례의 환자에서 doxapram의 사용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 으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를 수술 전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수술 전 상태의 유지정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서 그 효과가 의심스러웠다고 하겠다. 그러나 doxa-

pram의 사용이 수술 중 경막외로 투여된 fentanyl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억제를 길항하는 데 효과

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Gairola 등은14) 진통효

과의 감소없이 morphine으로 유발된 호흡억제를 회

복하는데 doxapram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

으며 이와 관련된 기타의 연구에서도 doxapram이 아

편양제제의 호흡억제 효과를 길항하는데 효과적이었

다고 한다.
15,16)
 본 증례의 환자처럼 약물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환자는 비침습적 마스크 환기(noninvasive 

mask ventilation)나 기관절개를 통한 장기적인 환기

보조가 필요하고, 널리 사용되어지고있지는 않지만 

횡격막조율(diaphragmatic pacing)의 성공적 사용도 보

고된 바 있다.
17,18)

  결론적으로 만성저환기증후군 환자에서는 수술 전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와 함께,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있어야 한

다. 심한 산혈증으로 약물반응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마취방법과 약제의 선택이 

필요하며 수술 전후에 장기적인 환기관리와 중환자

관리가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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