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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강경하 수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덜 침습적 과정을 통

해 환자의 술 후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과거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술 방법이다. 복강경하 수술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로는 

CO2, N2O 및 불활성가스(Helium, Argon 등)가 있으나 연소

성과 가스 색전증 시 흡수성 여부를 감안하여 현재는 대부

분 CO2 가스를 사용한다.
1) 마취과 의사는 이러한 CO2 가스

를 사용하는 비교적 안전한 복강경하 수술이 가스 색전증, 

과탄산 혈증, 피하기종, 기흉, 종격동기종 등의 합병증을 유

발시킬 수 있음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2) 본원에서 손

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 신장 적출 중 발생한 심한 피하

기종으로 인한 일시적 환기 부전의 증례가 있어 문헌 고찰

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70 cm, 체중 55 kg의 23세 남자 환자가 신장 기증

자로서 계획된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신장 적출술을 시행 

받고자 하 다. 과거 병력 상 특이 사항은 없었고 술 전 흉

부 X선 검사, 혈액 화학적 소견, 심전도, 활력 징후 등은 정

상이었으며 전 투약은 하지 않았다. 비 침습적 혈압 측정

기, 심전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 측

정기 등을 통해 감시 하면서 18 G 말초 정맥 도관을 통해 

thiopental sodium 5 mg/kg, succinylcholine 1 mg/kg을 투여하

고 후두경하 기관 내 삽관 시행 후 vecuronium 0.1 mg/kg, 

isoflurane 0.8-1.5 vol%와 air (2 L/min), O2 (2 L/min)로 마

취를 유지하 다. 수술 시야를 위해 환자를 우측 반 와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소독한 후 수술을 시작하 다. 술자가 

배꼽 부위에서 좌측 중간 쇄골선과 만나는 부위에서 10 

mm blunt-tip balloon trocar를 복강 안에 삽입하고 CO2 가스

를 최고 기압 14 mmHg 이하로 조절하며 기복강을 만든 후 

10 mm 25-degree lens 복강경을 삽입하 다. 배꼽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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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assisted laparoscopic donor nephrectomy (HALDN) has recently emerged as a very attractive modality in standard donor 

nephrectomy because of its many advantages.  However, it also has disadvantages, which include gas emboli, subcutaneous 

emphysema, hypercarbia, pneumothorax and pneumomediastinum.  This case involves a male patient who had suffered from 

temporary hypercarbia due to increased carbon dioxide absorption due to massive subcutaneous emphysema about 1 hour after 

pneumoperitoneum during HALDN. Following multiple skin punctures with an 18 G disposable needle, chest compliance and 

blood gas findings improved.  Three hours later the operation ended successfully and he was transferred to the recovery room, 

and show no further problems.  We report upon this clinical experience and include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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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좌측 뒤 겨드랑이 선 부위에서 12 mm trocar를 이

용하여 두 번째 기구 삽입 구멍을 확보한 후 손을 복강내

로 삽입하기 위하여 약 8 cm 가량의 절개창을 배꼽선의 바

로 왼쪽에 만든 후 기복 유지를 위해 Lap-disc (Hakko, 

Japan)를 사용하며 본격적인 수술을 시행하 다. CO2 가스

를 이용해 기복강을 만들기 시작한 후 약 30분 후부터 빈

맥 보이고 약 1시간 후부터 최고 흡기압 및 호기말 탄산가

스 분압이 상승하고 외견상 양쪽 안와 주변부까지 이학적 

검사상 확인할 수 있는 피하기종이 발견되었다. 즉시 air의 

사용을 중단하고 동맥 혈액 탄산가스 분압의 측정과 즉각

적인 혈역학적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우측 요골동맥을 천

자하여 연속적으로 직접 동맥압을 감시하 다. 수술 시작 

후 1시간 20분부터 측정한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PETCO2) 

및 동맥혈 가스 분석(ABGA) 소견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ABGA 소견은 산증을 보 으나 혈역학적으로는 분당 118-

135회의 동성 빈맥이 있었으며 혈압은 120-130/60-70 mmHg

로 필요한 경우 esmolol을 10 mg 정맥 주입한 것 이외는 특별

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 심전도는 동성 빈맥 이외 특이 소

견은 없었으며 체온 역시 정상을 유지하 다. Na, K, Ca 등

의 전해질 역시 정상 수치를 보 으며 소변량 또한 3 

ml/kg/hr 이상으로 극히 정상 소견을 보 다. 이 때, 저자들

은 후복막을 통한 CO2 가스의 확산으로 동시에 기흉 및 기

종격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전후 흉부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하 으나 그러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1). 

다음 단계 응급조치로써 18 G 바늘로 가슴과 목 부위의 피

부를 천자하여 CO2 가스를 배출시켰다. 피부 천자 후부터 

극적으로 환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 다. 수술 시작 후 

2시간 30분 경의(바늘 천자 후 30분) PETCO2 및 ABGA 소

견은 Table 1에 표시하 다. 3시간 30분만에 수술이 끝났으

나 후인두 부위의 기종으로 인한 질식을 우려해 기도내 삽

관을 유지한 채로 회복실로 이송하여 첫 20분간 지속적으

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 고 이후 환자의 호흡이 돌아와 

pyridostigmine 10 mg, glycopyrrolate 0.4 mg 투여 후 기관내 

튜브를 발관 하 다. 이후 환자의 ABGA 소견이 점차 좋아

지고 의식이 완전 회복 되어 중환자실로 이송하 다. 환자

는 특별한 불편함 없이 4일 뒤 퇴원하 다.

고      찰

  CO2 가스를 이용한 기복강은 하지로부터의 정맥 환류감

소, 이로 인한 심박출량 감소, 기능적 폐 잔류기량 감소, 최

고 흡기압 증가, 환기/관류 불균형 등의 생리적 변화를 가

Table 1. Serial End-Tidal Carbon Dioxide and 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 after beginning of Hand Assisted Laparoscopic Donor 
Nephrectom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BGA

Time after start PETCO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f operation (mmHg)

pH PaCO2 (mmHg) PaO2 (mmHg) HCO3 (mmol/L) BE (mmol/L) SaO2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0 min 81 7.1  93.1 252.1 29.3 -3.8 99.3

100 min 78 7.1  84.5 580.9 27.0 -4.4 99.8

120 min 90 6.9 165.0 293.1 32.7 -6.7 99.2

150 min 66 7.0 123.2 515.9 30.3 -5.9 99.7

180 min 70 7.1  81.4 285.6 28.2 -3.6 99.5

200 min 68 7.2  79.7 498.8 29.4 -1.9 99.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g. 1. Diffuse extensive subcutaneous emphysema can be seen in 

thorax, cervical region and visualized abdominal wall. Four needles are 

seen at the neck, upper chest and right axillar regions. Endotracheal 

intuba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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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수 있다. 복강경하 수술 시 CO2 가스를 사용하여 기복

강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부정맥, 과 탄

산 혈증, 무기폐, 기흉, 종격동 기종 등이 있다.1,2)

  복강경하 수술 시 피하 기종의 원인으로서 가장 가능한 

원인은 피하조직으로 CO2 가스의 누출이다. 또한, 복강경 

수술 도구 삽입로의 숫자가 증가하면 CO2 가스의 피하조직

으로의 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겠다.3,4) 어떤 저자들은 환자에 따라 횡격막에 

선천적으로 아주 작은 결손 부위를 지니고 있어 기복강시 

기흉이나 종격동 기종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5) 

또한 복강에서 팽창된 가스는 횡격막에 있는 하대 정맥 입

구를 통해 흉강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1,2) Sumpf 등은6) 

복강 내 복강경하 수술 시 복압이 상승함에 따라 모세 혈

류를 압박하기 때문에 CO2 가스의 흡수가 복압이 어느 정

도 이상에 다다르면 감소하지만 복강 외 복강경 수술의 경

우에는 혈류 압박 효과가 없고 흡수하는 표면적이 넓어 

CO2 가스의 흡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하

는 바 복강 내 복강경하 수술은 가스 주입 직후 15분7) 

또는 20분간 CO2 가스의 흡수가 증가하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 으며 복강 외의 경우는 가스 주입 내내 흡

수가 증가 한다고 하 다. 본 증례의 환자는 이학적 검사상 

최고 흡기압이 증가 되었을 당시 양쪽 폐 청진상 호흡음 

감소나 Hamman's sign8) (종격동 기종 시 심박동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들리는 잡음)을 보이지 않았고 급격히 최고 흡

기압이 상승하고 급작한 PETCO2와 PaCO2가 지속적인 상승

이 있어 과탄산 혈증을 진단 하 는 바 피하 기종 및 기흉

의 동시 발생을 의심 하 으나 흉부 X선 상으로 기흉은 배

제할 수 있었다(Fig. 1). 치료로서 100% 산소의 투여 및 피

부 천자 이후에도 본 환자의 환기 상태는 호전 되었으나 

생명 징후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Trocar를 삽입 시 상해

를 받은 피하 조직으로 CO2 가스가 누출된 것이 원인이 되

어 복강 외 복강경하 수술에서 볼 수 있는 지속적인 CO2 

가스 확산 현상으로 인해 피하기종이 나타나게 되어 CO2 

가스의 흡수가 급격히 증가됨과 동시에 흉곽의 유순도를 

감소시켜 심한 환기 부전이 온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복강 

내에서 CO2 가스의 확산으로 인한 일차적인 PaCO2의 증가

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9) 한편 Wolf 등에10) 의하면 복강 

외 복강경하 수술 중 CO2 가스의 흡수가 평균 44% 증가하

는데 비하여 피하 기종이 있으면 127%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 졌다. 또한, 피하기종이 확인된 후 최고 흡기압이 과도

하게 증가되어 있을 때 응급조치로써 18 G 바늘로 가슴과 

목 부위의 피부 천자 후 더 이상 흡기압의 증가 및 PETCO2

와 PaCO2의 증가가 없어진 것은 우리의 추측을 뒷받침한다

고 하겠다. 복강경 수술 시 나타날 수 있는 과탄산 혈증과 

피하 기종의 예측 인자로는 PETCO2가 50 mmHg 이상, 수술 

시간이 200분 이상, 6개 이상의 수술 도구 삽입로 사용 및 

65세 이상의 고령 등이 있다고 하며 968명의 복강경 수술 

환자 중 53명(5.5%)에서 과탄산 혈증, 22명(2.3%)에서 피하 

기종, 19명(1.9%)에서 기흉 및 종격동 기종이 있었다고 하

며 기존의 심장질환, 폐질환,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는 환

자가 피하기종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하

다.2) 그러나 피하기종에 따른 과탄산 혈증은 환자에게 위험

한 마취과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정맥, 

고혈압, 빈맥, 중심 정맥압 상승, 뇌압 상승, 말초 혈관 저

항 감소 등을 들 수 있다.6,8) 과탄산 혈증이 지속되면 호흡

성 산증에 이르게 되고 자발호흡 환자의 경우 보상기전이 

가능하지만 마취되어 있는 환자에서 적절히 호흡 조절을 

하지 못할 경우 혈장 pH가 7.0 이하에 이르게 되고 결국 부

정맥 뿐 만 아니라 중추 신경계 기능 억제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11-13) 소은희 등은14) 신 적출술 후 복합적인 기종의 

발생을 증례 보고한 바 있으나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가 아

니었고 수술 후 1일에 나타난 것으로 본 환자와는 명확히 

다르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

제술시 발생한 복합적인 기종은 김진경 등의15) 피하 기종에 

관한 증례이외에 몇몇 보고가 있으나 본 증례는 비교적 최

근에 시작된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신 적출에서 발생한 피

하 기종이라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 다. 본 증례의 경

우 최고 흡기압의 상승과 호기말 및 동맥혈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나타나면 마취 의사는 본능적으로 폐 환기 부전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복강경하 수술의 경우 이학적 

검사 상 피하 기종이 있는데 폐의 청진 소견이 정상이고 

급격한 동맥혈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나타나면 피하 기종으

로 인한 과탄산 혈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하여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도 본 환자의 경우 ASA class I

의 건강한 젊은 환자여서 급격한 PaCO2의 증가 및 pH 감소

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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