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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관리시 갑작스런 혈역동학적 변동은 폐순환계에 

향을 미쳐 폐모세혈관압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1) 마취 중 혈역동학적 변동

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관내삽관과 발관, 지

혈이나 출혈량 감소를 위한 혈관수축제의 국소 투여, 수술

적 자극, 얕은 마취 등이 있으며, 강력한 혈관수축제인 

phenylephrine의 국소투여 후 발생한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

해 심기능 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할 경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저자들은 13세의 건강한 환자에서 전신마취 유도시 비기

관 삽관에 의한 비출혈을 줄이고자 비강점막에 0.5% phe-

nylephrine을 분무한 후 심한 고혈압과 빈맥을 동반한 갑작

스런 혈역동학적 변동에 의해 발생한 급성 폐부종을 경험

하 기에 이를 보고한다.

증      례

  13세의 신장 165 cm, 체중 76 kg (BMI ＝ 27.9)인 남자 

환자가 치아물혹(dentigerous cyst)으로 진단받고 낭종 적출술

과 발치술을 시행받기 위해 내원하 다. 환자의 과거병력과 

이학적 검사 및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또한 심

전도와 흉부 X-선 검사소견도 정상이었다. 마취 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입실한 직후 계측된 혈압은 136/73 

mmHg, 심박수는 117 beats/min 으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8%를 보 다.

  Propofol 120 mg과 vecuronium 9 mg을 정주한 후 N2O/O2

를 각각 3 L/min와 sevoflurane 3-4 vol%를 투여하면서 마

스크 환기를 시작하 다. 1분 후 비기관 삽관 시 비강 내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0.5% phenylephrine 1.5 ml 정도를 구

멍이 여러 개 있는 캐뉼라를 통해 비강 내에 분무한 후 

alfentanil 1 mg과 atropine 0.5 mg을 병합 정주하 다. 2분 

경과시 혈압은 135/63 mmHg 으나 심박수가 50 beats/min 

이하로 감소하여 atropine 0.5 mg을 추가로 정주하 다. 이

후 2분이 경과하면서 혈압이 208/130 mmHg, 심박수는 147 

beats/min으로 급격히 상승하 고, 이에 esmolol 5 mg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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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정주하여 우선 심박수를 조절하고자 하 다. 심박수가 

감소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빈맥이 발생한지 3-

4분이 경과하면서 맥박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고 

입술과 손톱에 청색증 소견을 보여 즉시 N2O 공급을 중단

하고 100% O2를 6 L/min로 투여하면서 비기관 삽관을 시행

하 다. 이때 혈압은 142/91 mmHg, 심박수는 128 beats/min

이었고 후두경술 시 하인두와 성대 주위에 다량의 분비물

이 관찰되었다. 

  비기관 삽관 직후 청진상 양측 폐에서 거친 수포음이 청

진되었고, 튜브를 통해 대량의 분홍색을 띤 거품양상의 기

도분비물이 배출되었다. 급성 폐부종 소견으로 판단되어 

sevoflurane의 투여를 중단하고 100% O2로 손 환기와 튜브

내 흡인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turbutaline sulfate 0.5 mg

를 피하주사하고 furosemide 10 mg을 정주하 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 morphine 5 mg과 midazolam 3 mg을 투여하고 

도뇨관을 삽입하여 소변량을 감시하 다. 삽관 후 5분이 경

과하면서 맥박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호전되고 튜브를 

통해 나오던 기도분비물의 양도 많이 감소되었으며 삽관 

후 15분이 경과하면서 맥박산소포화도는 98-100%로 유지

되었다.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집중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로 이송하 다. 수술실에서 튜브내 흡인을 통해 나온 분비

물의 양은 약 300 ml 으며 수술실 입실 전 정맥로를 확보

할 때부터 폐부종 발생 시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투여된 

수액량은 450 ml, 수술실에서의 소변량은 300 ml 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turbutaline sulfate, hydrocortisone, furo-

semide 등을 투여하 으며 호기말 양압호흡(PEEP)을 가한 

기계적 환기요법을 실시하 다. 중환자실로 이송 직후 촬

한 흉부 X-선 사진에서 양측 폐에 전체적으로 미만성 침윤

이 관찰되었으나 6시간 후 촬 한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침윤 소견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1, 2). 환자는 폐부

종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하에서 빠른 호전을 보여 중환자

실 이송 30시간 후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 고, 2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이송할 수 있었다. 환자는 합병증 발생없이 5

일 후에 퇴원하 다. 

고      찰

  폐부종은 폐간질과 폐포내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축적

되어 가스교환의 장애를 유발한다. 그 발생기전으로는 폐모

세혈관압의 상승, 폐모세혈관의 투과성 항진, 혈장 교질삼

투압의 저하, 림프계 부전, 폐포내 음압의 항진 등이 있으

며 특히 마취 중이나 수술 중의 급성 폐부종은 이들 요인

이 상호 관여하여 더욱 복잡한 기전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

고 그 원인의 규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1)

  이 증례에서는 전형적인 폐부종 소견을 보이기 전에 급

격한 혈압상승과 빈맥을 보 다. 이러한 갑작스런 혈역동학

적 변동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비강내 출혈을 예방할 목적

으로 비강내 분무한 phenylephrine이 관련되어 있으리라 생

각한다. 

  그동안 phenylephrine은 충혈제거와 동공확장을 목적으로 

안과 수술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고농도 phenylephrine

을 안구내 사용하여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했음을 

보고하 다.3,4) 이러한 전신반응의 발생은 안구내 사용시 비

루관을 통해 비점막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5) 또

한, 이비인후과 역에서는 비강 및 후두부 수술에서 주로 

지혈을 위한 국소혈관수축제로써 0.025-0.05% oxymetazo-

line, 0.25-1% phenylephrine, 4-10% cocaine 등이 주로 사

Fig. 1. Chest X-ray after ICU transport shows diffuse bilateral pulmo-

nary infiltration on both lung field.

Fig. 2. Chest X-ray taken 6 hours after ICU admission shows nearly 

normalized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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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으며 phenylephrine 사용과 연관되어 고혈압과 폐

부종이 발생된 보고가 있었다.2)

  Phenylephrine은 선택적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로써 

순수한 혈관수축제로 사용되며, 동․정맥 혈관에 비슷한 혈

관수축 효과를 나타낸다. 정맥투여시 최대 약 20분 정도로 

작용시간이 비교적 짧고 monoamine oxidase에 의해 간에서 

대사된다. Phenylephrine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을 보면 

전신혈관, 폐혈관, 관상동맥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출량이 

감소되며 신장, 내장, 피하 혈류가 감소된다. 또한 고용량을 

투여시 빈맥 및 심실성 부정맥 같은 β-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효과를 보일 수 있다.6) Phenylephrine에 의한 고혈압은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자극에 따른 말초혈관저항 증가 때문

이며 혈액의 이동은 수축된 말초혈관으로부터 비교적 혈관

수축제에 덜 민감한 폐혈관으로 일어난다.7) 증가된 전신혈

관저항은 심박출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고 확장기말 용적

과 압력을 증가시키며 이 상황에서 심박수와 심근수축력의 

증가는 심박출량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보상기전이 되

는데, 이 때 β-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하게 되면 

보상기전의 손상이 초래된다.
8) 

  Groudine 등이2) 소개한 증례에서 보면 phenylephrine 사용

과 연관되어 고혈압이 발생된 9명 중 폐부종이 발생된 경

우는 8명이었으며 6명에서 β-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하 다. β-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한 6명 중 

1명에서 esmolol을 사용하고 폐부종이 발생하 으며, 나머지 

5명은 labetalol을 사용하 는데 이 중 3명에서 폐부종과 심

정지가 발생하 고 1명은 폐부종은 발생하 으나 심정지는 

없었고 나머지 1명은 폐부종이나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았

다. β-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 중 esmolol과 labetalol 모

두 폐부종 발생과 관련이 있지만2,4) 이 증례에서 처럼 작용 

시간이 짧은 esmolol을 투여한 예보다 labetalol을 투여한 예

에서 심정지까지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미국 뉴욕주 보건과의 지침에 따르면 투여된 phenyleph-

rine이 100% 흡수될 것으로 가정하고, 성인에서 초회량은 

0.5 m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소아에서는 20μg/kg을 초과하

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환자에서 pheny-

lephrine 투여 후 발생한 경도 및 중등도 고혈압은 항고혈압

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10-15분 동안 세심하게 관찰하고 

심전도상 변화나 폐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심한 고혈압은 직접혈관확장제나 α-아드레날린 수용체 길

항제로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한다. Phenylephrine 같은 혈

관수축제에 의한 고혈압의 치료시 β-아드레날린 수용체 길

항제와 칼슘통로차단제의 사용을 피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

는 심박출량을 악화시키고 폐부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아울러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에 의해 발생한 

고혈압 치료에 β-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가 투여되었다

면 소실된 심근 수축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glucagon 투여, isoproterenol, epinephrine, phos-

phodiesterase 길항제 투여에 대해 고려할 것을 추천하고 있

다.9) 한 실험연구에서는 α-아드레날린 수용체중 α1 아드레

날린 수용체가 폐부종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폐부종의 예방을 위해서 α1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

항제를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10) 다른 연구에 의하면 oxy-

metazoline이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가 적으면서 출혈 예방과 

시야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11) 

  본 증례의 경우 의도하지 않게 0.5% phenylephrine 1.5 ml

가 분무되었으며 이는 총 7.5 mg으로 비강점막에 분무한 

용량으로는 비교적 많은 양이었다. Phenylephrine을 점막으

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피하주입과 정주시의 중간 정도 속

도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2) 비교적 많은 양의 

phenylephrine이 전신적으로 흡수되어 고혈압을 유발한 것으

로 생각되며 alfentanil 정주에 따른 서맥을 예방하고자 투여

한 atropine의 미주신경 억제효과와 상승되어 빈맥과 고혈압

이 동반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심박

수 감소를 목적으로 esmolol을 사용하 고 이로 인해 폐부

종의 발생이 가속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순환붕괴의 상태까

지 악화되지 않은 것은 esmolol의 작용시간이 짧을 뿐만 아

니라 투여된 atropine의 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폐부

종의 치료는 일반적인 폐부종 치료에 준하는데 phenyleph-

rine 사용과 연관된 폐부종의 회복은 빠른 호전을 보인 증

례가 보고 된바 있으며4) 이 환자도 6시간 만에 흉부 X-선 

사진상 빠른 호전이 관찰되었다. 

  한편, epinephrine의 국소 투여와 수술적 자극으로 초래된 

고혈압과 빈맥을 조절하기 위해 sevoflurane의 흡입농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폐부종이 발생한 증례들이 보고되

었는데, 5 증례 모두에서 폐부종 소견이 보이기 전에 심한 

고혈압과 빈맥이 있었다.13) 

  Sevoflurane이 순환계에 미치는 향은 농도의존적으로 좌

심실 기능을 억제하여 동맥압의 저하와 심박출량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정도는 halothane 보다 

경하다고 한다.14,15) 일반적으로 후부하가 증가하면 좌심실 

확장기압의 증가가 동반되어 심박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다. 그러나 고농도의 sevoflurane 마취 하에서는 후부하가 급

격하게 증가하면 이에 대해 충분하게 심기능을 보상하지 

못하여 심박출량의 저하를 보일 수 있어16,17) 결과적으로 폐

모세혈관압의 상승을 초래하고 폐부종이 발생하기 쉬운 상

태가 될 수 있다. 이 증례에서 phenylephrine에 의해 후부하

가 증가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sevoflurane에 의한 좌심실 

기능 억제가 병발되어 폐부종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또한 esmolol을 사용함으로써 폐부종 발생 가

능성이 더욱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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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중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살펴보

면, 전신마취시 상기도 이물질이나 기도폐쇄 등 기도내압이 

증가하는 경우,18,19) 위내용물의 흡인,20) 수액의 과투여 및 

저산소증 등이19) 있으나 본 환자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의 

향은 모두 배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에서는 phenylephrine 투여에 의해 발

생한 급격한 혈역학적 변동 및 이를 조절할 목적으로 투여

한 esmolol이 심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

로 생각되며 sevoflurane의 작용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비기관내 삽관시 비출혈을 줄이기 위해 phenylephrine

을 사용할 경우 가능한한 많은 양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증 발생에 보다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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