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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중 사용되는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은 마취의의 주

된 관심사이며 그 증상은 다양해서 약하게는 저혈압,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났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마취 유도에 쓰이는 약제 

중 barbiturates보다는 근이완제가 과민 반응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민반응을 나타냈던 환자는 수술을 위해 결

국 다시 마취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예방

을 위해서는 환자가 나타냈던 과민반응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1)

  저자들은 내시경하 신장 적출술이 예정되었던 88세 환자

에서 전신 마취 유도를 위해 alfentanil, thiopental, rocuronium 

bromide 정주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수술이 연

기되었다가 이후 thiopental과 rocuronium bromide를 포함한 

다른 마취 유도 약물들에 대한 피부 단자 시험 (skin prick 

test)을 시행한 후 etomidate와 vecuronium bromide로 안전하

게 전신 마취를 유도한 경험이 있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

고하고자 한다.

증      례

  88세의 남자 환자가 복강경하 신장 적축술이 예정되었다. 

과거력상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본원 비뇨기과에서 12년 

전부터 여덟 번에 걸쳐 경요도적 방광 종양 절제술을 국소

마취나 척수마취로 특별한 문제없이 받아오던 중이었다. 척

추마취 시 0.5% 고비중 bupivacaine을 사용했으며, 국소마취 

시는 lidocaine과 pethidine을 사용하 었다.

  수술 전 시행된 혈액학적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었고 

심전도 검사에서 제1도 방실블록 소견이 있었다. 수술 예정 

시간 30분 전에 midazolam 1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해서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 다. 당시 혈압은 145/82 mmHg 고 

심박수는 분당 67회 다. 전신 마취 유도를 위해 alfentanil 

(염산알펜타닐Ⓡ, 대원제약, 한국) 0.5 mg을 정주 후 thiopental 

(치오펜탈Ⓡ, 대한약품, 한국) 250 mg을 정주하 는데 마스크

를 이용한 용수 환기 시 저항이 느껴졌으며 rocuronium 

bromide (에스메론Ⓡ, 한화제약, 한국) 50 mg을 정주한 후에

는 기도 저항이 더 크게 느껴져 서둘러 기관내 삽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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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기도내 저항은 계속되었고 심박수가 130회로 증

가하 으며 혈압의 측정이 불가능해졌다.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 정맥 도관을 거치하여 빠르게 

수액을 주입하 으며 ephedrine (염산에페드린Ⓡ, 대원제약, 

한국) 10 mg씩 4회 정주하 으나 효과가 없었다. 마취 유도 

15분 후에 전신에 홍반과 부종이 나타나있는 것을 발견하

다. Epinephrine (에피네프린Ⓡ, 대한약품, 한국) 0.5 mg과 

methylprednisolone (솔루-메드롤
Ⓡ, 한국업죤, 한국) 250 mg을 

정주하 다. 이후 수축기 혈압이 71 mmHg로 측정되기 시

작했으며 심전도는 120-130회의 빈맥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었다. 피부 반응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나 기도내 저항은 

감소하 다.

  이에 마취 유도 시 사용된 alfentanil, thiopental, 그리고 ro-

curonium bromide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판단하고 수술을 

연기시켰으며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킨 후 중환자실로 이송

하 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치료를 받았으며 3일 

후 퇴원을 하 다.

  환자는 퇴원 4주 후 다른 대학 병원의 비뇨기과와 피부과

에서 의심 약물에 대한 피부 단자 검사를(skin prick test) 시행

받았다. 1：100으로 희석한 thiopental, rocuronium bromide, 

vecuronium bromide, fentanyl, propofol, atracurium besylate, 

lidocaine을 대상으로 양성반응은 histamine을 기준으로, 음성

반응은 생리 식염수로 하여 환자의 등에서 검사하 다. 판정

기준은 -：팽진 없음, 홍반은 없거나 직경 1 mm 이하, +: 

팽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있음, 홍반은 직경이 3 mm를 넘

지 않음, 2+: 홍반이 동반된 직경 3 mm 이하의 팽진, 3+: 

홍반이 동반된 직경 3-5 mm의 팽진, 4+: 5 mm 이상의 팽

진이었다. 기준이었던 histamine이 2+를 나타냈고 thiopental 

은 4+, rocuronium bromide는 3+로 강한 양성 반응을 나타

냈고 propofol과 fentanyl은 2+, vecuronium bromide는 약하지

만 1+의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Alfentanil은 1：100과 1： 

1,000 희석액 모두에서 음성반응을 나타내었다.

  환자는 마취와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는 소견을 갖고 다시 

본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저자들은 마취유도제로 사용 가

능한 약물을 선별하기 위해 동일한 판정 기준으로 다시 피부 

단자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 다. 환자의 등에 25 G 단자를 

이용하여 alfentanil, fentanyl, ketamine, etomidate, propofol, 

vecuronium, atracurium을 검사하 는데 15분후 결과는 예상과 

달리 모두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수술이 다시 계획되었고 저

자들은 etomidate (Etomodat-ⓇLipuro, B/BRAUN, Germany)와 

vecuronium bromide (노큐론
Ⓡ, 한화제약, 한국)으로 전신 마취 

유도를 시도하기로 하 다. 수술 전 검사에서는 여전히 특이

할 사항이 없었고 안정된 혈역학 수치를 보 다.

  수술 당일 midazolam 2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마

취전처치로 근주하 다. 수술실에 도착 시 기본적인 감시와 

함께 마취유도 전에 좌측 요골 동맥에 침습적 도관을 통해 

지속적 혈압 감시를 하도록 하 다. 마취 유도전 혈압은 

120/82 mmHg 고 심박수는 분당 64회 다. Etomidate 18 

mg을 가능한 천천히 정주하 고 의식 소실 후 vecuronium

을 6 mg을 정주하 다. 근이완을 충분히 얻은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혈역학적 변화는 크게 없었으며 기도내 

저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취 유지는 sevoflurane (1-3%)

-N2O (2 L/min)-O2 (2 L/min)으로 하 다. 마취 유도 약 

20분 후에 경요도적 방광 종양 절제술이 먼저 시행되었다.

  수술 시작 약 5분 후 집도의가 Indigo Carmine 40 mg 

(Carminine Inj. 0.8%Ⓡ, 한국유나이티드, 한국)을 정주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정주하 는데 약 50분 후에 수축기 혈압이 

85-95 mmHg 로 감소하면서 가슴과 액와, 팔등에 홍반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Chlorpheniramine maleate (Peniramine 

InjⓇ, 유한양행, 한국)을 정주한 후 수축기 혈압은 회복되었

으며 피부 반응은 약 90여분 지속되다 사라졌다. 이 동안 

기도내압의 증가나 맥박수의 증가 등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특별한 사항 없이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되

었다. 수술 종료 후 환자의 의식과 호흡능력을 완전히 회복

시킨 후 회복실로 이송하 다.

고      찰

  수술 전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약제는 치명적인 면역 매개

성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마취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의 원인을 살펴

보면 1980년대에는 근이완제(81%)와 hypnotics (11.0%)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1999-2000년에는 여전히 근이완제가 가장 큰 

원인이나 비율은 58.2%로 감소하 고 라텍스(16.7%)와  항생

제(15.1%)의 비율이 증가되었고 hypnotics (3.4%)의 비율은 감

소된 양상을 보인다. 그 외 원인으로 아편유사제, propacetamol, 

chymo-papain, protamin, ketoprofen, methylene blue, ethylene 

oxide를 들 수 있다.2)

  환자는 수술을 위해 다시 마취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

생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에 따른 예방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의 

기전은 다르지만 임상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아나필락

시스를 임상적 정도에 따라 크게 네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grade 1 = 피부 반응의 발생; grade 2 = 피부 반응, 설명할 

수 없는 빈맥을 동반한 혈압의 30% 이상 감소, 그리고 기

침이나 기계호흡의 곤란 등이 발생하나 생명을 위협할 정

도는 아님; grade 3 = 심혈관계 허탈, 빈맥 또는 서맥, 부정

맥, 심한 기관지 경련이 포함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 발

생; grade 4 = 심정지 그리고/또는 호흡정지).2) 본 환자의 경

우는 grade 3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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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신 홍반과 부종이 뒤늦게 나타

나 진단을 내리는데 늦은 감이 있고 또, 항상 사용하던 마

취 약제 기에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

았던 것 같다. 

  진단 방법에는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이 일어나는 동안 혈액을 채취하여 tryptase, histamine, 보체

(complement) 그리고 Ig E를 측정해보는 것과 6주 후에 면

역학자에게 의뢰하여 피부 단자 검사, 피부 피내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행할 수 

없는 검사들이 있으므로 여건에 알맞은 검사를 선택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겠다. 본 증례의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 을 당시 환자 처치에 집중하느라 혈액 채취를 하

지 못해 면역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으나 임상 증상과 

피부 단자 검사에서 thiopental과 rocuronium bromide에 강한 

양성 반응을 보이고 atracurium bensylate에는 음성 반응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Ig-E 매개성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을 내

릴 수 있다.

  피부 단자 검사는 저렴하며 위양성율이 낮아 선호되지만 

개인간 그리고 서로 다른 피부 위치에 따라 한 개인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하며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느 한 물질에 대해 

매우 강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소위 angry back syndrome 

또는 excited skin syndrome으로 인해 양성 반응을 보인 다른 

물질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예전에 강한 양성 반

응을 나타냈던 물질이라도 다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3) 본 증례에서 아나필락시

스를 나타낸 지 4주와 6주 후에 각각 시행한 피부 단자 검

사에서 판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먼저 시행된 검

사에서 thiopental과 rocuronium bromide의 강한 양성반응으로 

인해 다른 약물들의 반응이 과장되었을 거란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위양성 반응을 배제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thio-

pental과 rocuronium bromide를 검사하지 않았는데 따로 시행

했더라면 검사 시행 시점에 따른 차이도 함께 비교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같은 판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검사 시술

자의 피부를 단자로 찌르는 기술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Indigo carmine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여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역에서 요관의 개구부를 

확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혈압상승, 

서맥, 오심 및 구토, 드물게 홍반이나 가려움증, 기관지 경

련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4) Nguyen 등은5) 수술 중 

indigo carmine 정주 후 극심한 저혈압을 보인 증례 보고에

서 특이 체질 반응을 원인으로 제시하 는데 즉, 환자가 비

면역학적 방법으로 히스타민이나 어떤 다른 매개체를 분비

하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발생하여 혈압이 하강하 다

고 보았다. 저자들의 경우도 환자가 예전에 indigo carmine

에 노출된 적이 없고 혈압하강과 가슴과 액와 부위에 홍반

과 발진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환자의 특이 체질로 아나

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과민증

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으므로 사용 시 특별한 주의를 했

었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rocuronium bromide에 의한 아

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에 대한 보고가 증가

하고 있다.6-8)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주요 항원 결정인자는 

4가의 ammonium group인데 따라서 이 구조를 가진 약물사

이에 교차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한 근이완제

에 과민 반응을 보인 환자의 경우 다른 근이완제들에 대한 

교차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8)

  Thiopental과 근이완제에 모두 과민 반응을 보인 경우가 

Moneret-Vautrin 등에
9) 의해 두 예가 보고되었는데 한 예는 

thiopentone과 suxamethonium 그리고 또 다른 예에서는 

thiopentone과 pancuronium에 동시에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경

우 다. 이 경우 피부 단자 검사, 피부 피내 검사, human 

basophil degradation test (HBDT), 그리고 leucocyte histamine 

release test (LHR)가 시행되었는데 첫 번째 환자의 경우 7주 

후에 시행된 suxamethonium에 대한 반응은 네 검사 모두에

서 양성 반응을 보 으나 thiopentone의 경우는 HBDT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 고 4개월 후에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는 

피부 피내 검사와 LHR test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피부 단자 검사와 피부 피내 검사는 근이완제에 95% 

이상의 특이도와 예민도를 나타내지만 thiopentone에 대해서

는 낮은 예민도를 갖기 때문에 음성 반응이 나와도 감작여

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thiopental과 근이완제에 동시에 아나필

락시스를 보인 경우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thiopental과 근이완제인 rocuronium bromide에 동시에 아나필

락시스를 보인 1례를 보고하며  마취 중 과민 반응을 나타

냈던 환자에서 정확한 원인 물질을 규명하고 앞으로 사용

할 약물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치명적인 아

나필락시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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