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 47: 590∼2
□증례보고□

Korean J Anesthesiol Vol. 47, No. 4, October, 2004

590

  진단과 수술은 물론 소아과적, 마취과적 환자관리 능력의 

향상으로 최근 선천성 심질환 환자의 생존율은 괄목할만한 

증가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정된, 혹은 교정되지 않

은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심장 수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교정되지 않은 선천성 심질

환을 가진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마취과 의사는 마취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도 특정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학

적인 면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심실 기형은 선천

성 심기형 중 1.5%의 빈도로 발생하며,1) 수술적 교정을 하지 

않는 경우 예후가 매우 나쁘므로 , 유아기에 교정을 해주

어야 한다.2) 본 증례의 경우, 단심실이지만 높은 폐혈관 저

항과 심근수축력의 감소로 Fontan 수술을 하지 못하고 고식

적으로 양측 쇄골하동맥-폐동맥 단락술만 단계적으로 시행

한 상태에서 만성 저산소혈증이 있는 상태 고, 심폐혈관계

의 균형에 지대한 향을 미칠 수도 있는 cathecholamine을 

과잉 생성, 분비하는 내분비 종양인 갈색세포종에 대한 수

술로 마취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 다.

증      례

  키 152 cm, 체중 32 kg인 20세 여자환자가 갈색세포종 절

제를 위해 내원하 다. 과거력상 환자는 공동형 단심실(com-

mon inlet right ventricle)과 폐동맥 협착증으로 생후 6개월, 

17세에 각각 좌측 고전 쇄골하동맥- 폐동맥 단락술, 우측 

변형 쇄골하동맥- 폐동맥 단락술을 시행받고 울혈성 심부전

으로 digoxin 0.125 mg을 경구 복용하고 있었다. 내원 8개월 

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진단 받고 insulin을 주사중이며,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었다. 내원 1개월 전 조절되지 않

은 고혈압, 두통, 현훈, 전신 쇠약감으로 시행한 복부 컴퓨

터 단층 촬 에서 양측에 5 × 3 cm 크기의 부신 종양이 

발견되고, 당시 수축기 혈압 160－180 mmHg, 이완기 혈압 

100 mmHg 이상이었고 24시간 소변에서 metanephrine 3.0 

mg/day (0－1.2), norepinephrine 231.9μg/day (15－80), epin-

ephrine 17.8μg/day (0－20)로 각각 상승하여 양측성 갈색 

세포종 의심 하에 개복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환자는 신체 

검진상 심잡음은 청진되지 않았고, 심첨에서 과역동 맥박이 

촉지되었으며, 실내공기에서 동맥혈 산소 분압 36.8 mmHg, 

동맥혈 산소포화도 60.8%의 만성 저산소증으로 곤봉상지, 

단심실 환자에서 갈색 세포종 적출술의 마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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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호흡곤란(NYHA class II)이 있었

으며, 심전도에서 우각 차단, 혈액 검사상 혈색소 19.5 

gm%, 적혈구 용적률은 60.5%로 적혈구 증가증 소견이 관찰

되었다. 심초음파 소견에서는 심실 기능과 우측 쇄골하 동

맥(폐동맥 단락의 혈류는 잘 유지하고 있으나, 좌측 단락은 

거의 막혀서 환자의 폐혈류량은 우측 단락에 의해서 결정

되었다.

  수술 14일 전부터 phenoxybenzamine 5 mg/day을 경구 투

여하 으며, 혈당은 regular insulin으로 조절하 다. 병실에

서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120/60－90 mmHg, 심박수 80회

/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충분한 전처치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수술장에 도착

하여 측정한 혈압은 120/80 mmHg, 심박수 120회/분 다. 

좌측 요골동맥에 동맥관을 거치하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감

시하면서 thiopental 125 mg, fentanyl 50μg, rocuronium 20 

mg을 정주하 고, 근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1 MAC 이하의 

sevoflurane으로 하 으며 fentanyl 50μg, midazolam 2 mg을 

추가로 정주하 다. 아산화질소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료

용 공기를 이용하여 흡입산소농도는 맥박산소 포화도가 

85% 전후로 되도록 조절하 다. 조절 호흡은 호기말 이산

화탄소 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하 고 최대 흡기압

은 20 cmH2O가 넘지 않도록 하 다. 마취 유도 직후 우측 

내경 정맥에 중심정맥카테터를 거치하여 중심 정맥압을 지

속 관찰하면서 13－15 mmHg로 유지되도록 하 다. 마취 

유도 직후부터 수술 종료까지 혈압에 따라 epinephrine 0.02

－0.05μg/kg/min, dopamine 2.5－7.5μg/kg/min으로 지속 주

입하 고, 수술 중 혈압은 85－100/50－60 mmHg, 심박수는 

80－100회/분 정도로 유지되었다. 우측 종양의 절제후 좌측 

부신 정맥 결찰 후부터 혈압이 75/55 mmHg로 하강하고, 심

박수는 110회/분으로 상승하여 농축 적혈구와 신선 동결 혈

장을 급속 주입하여 중심 정맥압을 13 mmHg 이상으로 유

지하 고, 혈압 상승을 위해 epinephrine 0.25μg/kg/min으로 

증량하여 주입하 다. 그 후 수술 종료 후까지 안정적인 활

력 징후를 유지하 다. 종양 제거 후 시행한 동맥혈 가스 

검사소견은 FIO2 0.4에서 pH 7.29, PaCO2 48.9 mmHg, PaO2 

53.5 mmHg 으며(Table 1), 수술 중 혈당은 150－200 mg/dl, 

적혈구 용적률 50% 이상, 맥박 산소 포화도 80% 이상, 중

심정맥압은 12－15 mmHg로 유지되도록 하 다.

  총 마취시간은 3시간 20분, 교질액 500 ml, 정질액 4,000 

ml, 농축 적혈구 7단위, 신선 동결 혈장 2단위를 투여하

고, 소변량은 1,450 ml, 실혈량은 3,500 ml 다. 수술 종료후 

환자는 튜브를 발관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혈

역학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중환자실로 이송 후 2시간 정도 

동시성간헐적강제호흡법(SIMV,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

datory ventilation)로 기계 환기하다가 압력보조환기(PSV, pres-

sure support ventilation)를 시행 받은 후 자발 호흡이 충분히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중환자실 이송 3시간 후 발관하 다. 

약제는 dopamine 10μg/kg/min, epinephrine 0.1μg/kg/min, ni-

troglycerin 0.4μg/kg/min을 지속 정주하여 혈압 90－100/50－

60 mmHg로 유지하 으며 서서히 감량하여 술 후 2일째 

dopamine 5μg/kg/min, nitroglycerin 0.4μg/kg/min으로 사용하

다가 술 후 3일째 상기 약제들을 차츰 줄여 끊고 병실로 

이송하 다. 조직 검사 소견에서 갈색 세포종으로 확진되었

으며, 환자는 술 후 별다른 문제없이 수술 10일째에 퇴원하

다.

고      찰

  단심실 기형은 선천성 심기형중 1.5%의 빈도로 드문 질

환으로 폐동맥 폐쇄 혹은 협착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체순환과 폐순환이 서로 섞이게 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

도의 저산소혈증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 

원칙은 단계적 교정술로 청색증과 하나밖에 없는 심실의 

과부하를 교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외과적 시술은 흔히 

3단계로 진행되며 첫번째로는 진단 직후, 대개는 신생아기

에 폐혈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폐동맥 밴딩 또는 션

트(대개 modified Blalock-Taussig shunt)를 시행한다. 두번째

로 생후 6개월 경에 bi-directional cavopulmonary shunt를 시

행하고, 세번째로 1－3세 경에 modified Fontan 수술을 시행

Table 1. Arterial Blood Gas Analysis and Vital Signs during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CO2 PaO2 Hct O2 Sat BP HR CVP
   Time PH

   (mmHg) (mmHg) (%) (%) (mmHg) (bpm) (mmH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fter induction 7.35 44.8 50.0 66 83.5  90－60 100  9

 Tumor-manipulation 7.30 51.1 55.7 62 85.6  90/60 110－120 12

 After tumor-Removal 7.30 48.9 53.5 60 84.2  75－45 120 14

 End of surgery 7.26 50.2 50.5 57 80.0 100－70 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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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몇몇 보고에서 수술적 교정 없이 40－50대까지 생존

한 경우가 보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1,4-6) 수술적 교정을 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2)

  본 증례의 경우와 같은 단심실 기형 뿐 아니라 동맥간, 

폐정맥 환류 이상 등과 같이 체순환과 폐순환이 서로 섞이

는 심기형(mixing lesions)이 있는 경우 폐순환-체순환 비율

(Qp/Qs)은 폐혈관과 전신혈관 저항에 의해 결정되고 그 비

율은 1：1로, 즉 산소포화도를 75－85% 정도로 유지해 주

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산소포화도가 90% 이상

일 경우 과도한 폐혈류량으로 급격하게는 전신혈압의 감소

를 궁극적으로는 울혈성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3,7)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높은 폐혈관 저항과 심실 기능의 

감소로 Fontan수술은 시행하지 못하 고 고식적으로 modi-

fied Blalock-Taussig shunt만 시행한 상태로 만성적인 저산소

혈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 다. 이로 인하여 곤봉상지, 

청색증, 호흡곤란, 적혈구 증가증 등의 증상과 증후가 있었

으며 문헌에 의하면 갈색세포종을 포함하여 신경세포종, 신

경절신경종, 부신경절종 등의 말초성 신경모세포종의 발생

도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즉 만성 저산소혈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갈색세포종의 수술 시 수술 전에 적절한 혈압의 조절과 

수액투여로 예후를 좋게 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바이

다.9,10) 본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14일 전부터 α1, α2 수용

체 차단제인 phenoxybenzamine의 투여로 혈압이 적절히 조

절되었다. 수술 중 종양을 조작하는 중에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epinephrine과 dopamine 같

은 승압제의 지속정주가 필요하 으며 종양정맥의 결찰 시 

일시적으로 혈압이 더욱 하강하 다. 이 환자에서 이와 같

이 혈압이 하강하 던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첫째, 기존의 심질환으로 인한 제한된 심근 수축력으

로 인해 마취제 등의 향으로 인한 혈압 하강이고, 둘째로

는 통상용량 보다는 적은 양을 사용하 으나 수술 전 

phenoxybenzamine의 투여가 상대적으로 과하여 수술 중 저

혈압의 원인이 된 경우이고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 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갈색세포종 수술 중 혈압

이 저하되는 경우 norepinephrine이나 phenylephrine 등 α수

용체 작용제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 증례의 경우 갑작스런 

후부하의 증가로 심근 억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리

라 생각하여 β효과가 같이 있는 epinephrine과 dopamine을 

사용하 다. 

  마취제로는 마취 깊이를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고, 심근

에 대한 향이 비교적 적으며 catecholamine에 의한 부정맥 

발생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sevoflurane을 1 MAC 이

하로 간헐적으로 사용하 으며 fentanyl, vecuronium을 적절

히 사용하 다. 수액 및 약제 투여 시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으며 N2O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기

색전증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환자의 마취관리시 

적절한 전부하의 유지를 위해 중심정맥압을 13 mmHg 이상

으로 유지하 으며, 실혈량에 상응하는 수혈로 적혈구 용적

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하 다. 또한 적절한 산소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공환기를 조절하 으나 흡입산소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맥박 산소 포화도가 90%를 넘지는 않도록 하

다.

  요약하면, 본 증례는 교정되지 않은 단심실 기형으로 인

해 만성 저산소혈증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에서의 갈색 세

포종 적출술의 마취관리시, 적절한 술 전 혈압 조절과 수술

중 적절한 인공호흡관리, 전부하, 심근수축력, 후부하의 적

절한 균형의 유지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던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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