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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인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복강경을 이

용한 위축소술이 소개되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비만 환자들은 동반하는 전신질환 외에 비만 그 자체만으

로도 마취관리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 비만환자들의 폐는 

정상인에 비해 기능적 잔기량이 감소되어 있고 복부의 무

게가 횡격막의 왕복운동을 힘들게 하는데 수술 시 자세 변

화의 향을 더욱 심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증가된 지방

조직에 혈액을 관류시키기 위해 심비대와 고혈압이 흔히 

동반되는데 마취제에 의한 심근억제와 자율신경 균형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1)

  재팽창성 폐부종(reexpansion pulmonary edema, REPE)은 

기흉이나 흉수 등 심한 폐허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허탈되었던 

폐가 재확장 되면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여 생기는 일종

의 허혈-재관류 손상으로 설명한다.1-3) 저자들은 비만 환자

에서 복강경하 위내 밴드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기관내 튜

브의 위치 변화로 인한 좌측 폐의 허탈과 이로 인해 발생

한 재팽창성 폐부종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23세 여자 환자가 신장 160 cm, 체중 99 kg,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38.6 kg/m2의 조절되지 않는 병적 

비만을 주소로 내원하 다. 기왕력상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현재 투약 중이지는 않았으며 술전검사 소

견은 정상 범위이었다. 복강경하 위밴드삽입술을 계획하고 

전신마취를 준비하 다. 

  마취전투약으로 diazepam 10 mg을 경구투여하고 atropine 

0.5 mg을 마취 유도 1시간 전에 근육주사 하 다. 마취유도 

전 혈압은 120/80 mmHg이었으며, 심박수는 85회/분, 맥박 

산소포화도는 99%이었다. 마취유도를 위하여 thiopental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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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과 succinylcholine 100 mg을 정주하고 내경 7 mm의 튜브

를 기관내삽관 후 기관내 튜브 눈금 23 cm에 고정하 다. 청

진상 좌우 호흡음에 차이가 없었으며, 근이완제로 vecuronium 

8 mg을 투여한 후 N2O 2 L/분, O2 1.5 L/분, desflurane 7.5 

vol%로 마취를 유지하 다. 일회 호흡량 800 ml, 호흡수 16 

회/분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30-35 mmHg로 유지

하 고 이 때 최고 흡기압은 20 cmH2O, 맥박산소포화도는 

99%로 유지되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복강내압이 15 mmHg가 되도록 

기복강을 형성하자 최고흡기압이 25-27 cmH2O로 증가 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35-40 mmHg로 증가하 으

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6-97%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수술

시작 후 50 분에 보정튜브(calibration tube: B-2017 INAMED 

HEALTH, CA USA)를 구강을 통하여 식도에 거치 하 는

데, 보정튜브는 길이 157 cm, 말단부위는 내경 13 mm, 식

도부위는 내경 9 mm의 투명한 실리콘 이중관으로 15-25 

cc의 풍선이 말단에서 3.5 cm에 걸쳐 부풀어 지도록 설계 

되어 있다. 보정튜브 삽입 후 최대흡기압이 33-35 cmH2O

로 증가하고 맥박산소포화도가 86%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

을 보 다. 흡입산소분율을 100%로 증가시키고 용수호흡을 

실시하며 청진 시 좌측폐의 호흡음이 들리지 않았고 우측 

주기관지 삽관을 의심하여 좌측폐의 호흡음이 들릴 때까지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조절하여 22 cm에 재고정 하 다. 그

러나 증가한 최대흡기압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맥박산소포

화도 역시 90% 정도에서 유지되었고 청진상 양측폐의 호흡

음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었다. 보정튜브에 의해 기도저

항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여 외과의사와 상의한 후 보정

튜브를 제거하 다. 보정튜브 제거 후 곧 최대흡기압이 25 

cmH2O로 감소하 고 맥박산소포화도가 99%로 증가하여 흡

입산소분율을 50%로 조정하 으나 이 후 맥박산소포화도는 

96% 정도에서 유지되었다.

  수술은 2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술 종료 후 자

발호흡이 돌아온 상태에서 발관을 시도할 때 기침과 함께 

혈액이 섞인 분홍색의 객담이 튜브를 통해 다량 배출되었

다. 청진 시 좌측폐에서 거친 수포음이 들렸고 폐부종이 의

심되었다. 이 때 혈압은 130/80 mmHg, 심박수는 98회/분으

로 유지되어 발관을 보류하고 3% desflurane을 투여하면서 

보조호흡을 지속하 다. 기관지 내시경으로 주기관지에 손

상이 없음과 기관내 튜브가 기관 분기부 상방 1.5 cm에 위

치함을 확인 하 고 좌측 주 기관지 쪽에서 분비물이 나오

고 있음을 확인하 다. 약 10분 동안 용수호흡으로 5-10 

cmH2O의 호기말 양압보조환기를 시행하면서 100% 산소를 

투여하고 분비물을 충분히 흡인하자 청진상 수포음이 감소

되고 좌측폐의 호흡음이 회복되었다. Desflurane 투여와 호

기말 양압환기를 중지하고 환자를 각성시켜 기관내 삽관 

상태에서 흡입산소분율을 50%까지 낮추어 자발 호흡 상태

로 3-4분간 관찰한 후 산소포화도가 99%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관하 다. 이 때 동맥혈 가스 검사 소견은 산도 

Fig. 1. Chest AP taken at the recovery room. Diffuse patchy increased 

opacity in the left lung field suggests localized pulmonary edema.
Fig. 2. Chest PA taken at 9 hours after surgery. The patchy opacity 

in left lung shown in the previous film is reg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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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이산화탄소분압 36 mmHg, 산소분압 67.6 mmHg, 중

탄산이온 21.3 mEq/L이었다. 폐부종이 발생하여 처치 후 발

관까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회복실에서는 환자를 준반좌위(semi-Fowler's position)를 

취하게 하 고 호흡낭이 있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흡입산소

분율을 50%로 투여하 으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6% 정도로 

유지되었다. 회복실에서 촬 한 흉부 X선상에서 좌측폐에 

국한되어 미만성으로 음 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 으

나(Fig. 1), 환자는 활력징후가 안정되게 유지되어 병실로 

이송하 다. 9시간 뒤 촬 한 흉부 X선 상에서는(Fig. 2) 거

의 정상 소견을 보 으며 흡입 산소분율 30%에서 동맥혈 

가스분석상 산도 7.391, 이산화탄소분압 36.7 mmHg, 산소분

압 118.5 mmHg, 중탄산이온 21.6 mEq/L의 소견을 보 다. 

환자는 다음날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재팽창성 폐부종은 허탈되었던 폐가 급속히 팽창될 때 드

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기흉, 흉수의 흡인등 만성적으로 

허탈된 폐를 재팽창 시킬 때 주로 발생한다.2,3) 대부분은 허

탈되었던 폐에만 생기지만 6.7%는 양측성으로 생길 수 있

고, 드물게 반대측 폐에 생기기도 하는데 64%에서 한 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나머지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20%로 알려져 있다.3,4)

  재팽창성 폐부종의 발생은 폐모세혈관 투과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데2) 허탈된 폐에서 저산소성 

혈관수축이 발생하고 이때 증가된 폐동맥압에 의해서도 폐

부종이 일어날 수 있으며 허탈되었던 폐가 재팽창될 때 다

시 조직에 재관류가 일어나면서 폐내 미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재관류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3-5) 또한 

재팽창된 폐의 폐포-모세혈관 막에는 반대측에 비해 심한 

부종과 함께 림프구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염증세포 

활성에 의해 발생한 자유산소기(free radical)가 폐포 손상과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5) 염증 활성인자 중 interleukin 8 

(IL-8)이 재팽창성 폐부종에서 폐손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성구 활성인자로 지목된다.6) 또한 부종액에 많이 나

타나는 다형핵백혈구에서 분비되는 단핵구유인단백질(monocyte 

chemoatrractant protein 1)도 IL-8과 함께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폐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로 지목되는데7) 

이러한 염증 물질들은 허탈된 폐뿐만 아니라 반대측 폐에

서도 증가되므로, 일측 폐 허탈 후 양측성으로 생기는 폐부

종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재팽창성 폐부종은 폐포내의 부종액에 의해 단락이 증가

하면서 생기는 저산소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을 

나타내는데 단순히 흉부 X-선상의 이상 소견을 보이다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심한 저혈압과 빈맥, 저혈량증, 산

증을 동반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3,8) 국내에서는 양

측성으로 폐부종이 발생하여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경우

가 보고된 바 있다.9) 주로 20-39세의 환자에서 호발하지만 

성별, 허탈된 부위, 동반된 폐질환이나 기흉의 과거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재팽창 시

의 방법이 중요한데 낮은 음압으로 천천히 재팽창 시키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재팽창 시키는 속도가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2,3,11) 전신마취와 관련하여 재팽창성 폐부종이 발

생한 경우는 드물지만 주로 만성적으로 허탈되어 있던 폐

를 전신마취 하에서 배액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긴 허

탈 시간과 급속한 재팽창이 부종을 초래하는 인자로 지목

된다.3,12) 흉부 교감신경 차단이 재팽창성 폐부종 발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흉추 경막외마취나13) 흉

강경하 다한증 수술 후 양측에 발생한 재팽창성 폐부종의 

경우에서 교감신경의 차단이 모세혈관의 투과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14)

  폐부종에서 회복될 때까지 저산소증의 치료와 혈역학적 

안정을 목표로 임상양상에 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산

소요법, 호기말 양압을 이용한 기계 환기, 이뇨제와 적절한 

수액요법을 원칙으로 한다. 세포 보호와 염증반응을 억제할 

목적으로 prostaglandin제재인 misoprostil과 ibuprofen을 초기

에 투여하기도 하며 부종이 생긴 폐가 위로 가도록 체위를 

취하게 하는 것이 부종을 감소시키며 폐내 단락을 감소시

키는데 효과가 있다.4) 저산소증이 심한 경우 기관내삽관과 

기계환기 등 적극적인 처치가 원칙이지만 일측폐 전체에 

걸쳐 발생한 재팽창성 폐부종의 경우에서 안면 마스크만으

로 5 cmH2O의 지속적 기도 양압을 가하고 이뇨제를 사용

하여 기관내삽관과 기계환기 없이 치료한 예도 보고된다.15) 

본 증례의 경우에서는 다행히 기관내튜브 발관 직전에 발

견하여 폐부종액을 충분히 흡인해 냄으로써 반대측 정상폐

로 분비물이 흡인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었으며 흡입산소

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저산소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발관 시기의 동맥혈 산소분압

은 흡입산소분율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를 보 으나 맥박

산소포화도가 99%로 유지되고 청진 상 호흡음이 깨끗하여, 

진정제를 투여하고 호기말 양압조절 환기를 시행하는 것보

다는 발관하여 흡입산소분률 50%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완

전히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관하 다. 

  비만 환자에서 기복강의 형성은 폐기능에 생리학적 변화

를 가져오는데 평상시 정상인의 복압이 5 mmHg인데 비하

여 비만환자에서는 9-10 mmHg로 증가되어 있고 복강경 

수술을 위해 기복강을 유도하여 복강내압을 15 mmHg로 유

지하는 경우 횡격막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도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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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며 폐 유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게 된다.16,17) 기복

강을 형성한 뒤 전산화 단층 촬 으로 폐 허탈의 정도를 

측정하 을 때 평균 60% 정도의 폐허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8) 그러므로 전신마취 하에서 기복강법 복강경 시

술 시에는 수술 중 쉽게 폐가 허탈될 수 있으므로 수술 종

료 후에 폐가 재팽창 되는 과정에서 재팽창성 폐부종이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특히 비만환

자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 

일측폐 환기가 일어난 시간은 수 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

술 중에 이미 전반적인 폐 허탈이 어느 정도 일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폐허탈이 유도되었으며 증가된 

복압에 의해 기도저항이 증가하여 이후의 양압 호흡으로 

허탈된 폐를 효과적으로 팽창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 

  복강경 시술시 기복강을 형성하여 복강내압이 증가된 상

태에서 기관내 튜브의 위치변화를 종종 경험할 수 있는데 

본 증례와 같이 목이 짧은 비만환자에서는 높은 복압에 의

해 기관내 튜브가 더 쉽게 려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종료 후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기관내 튜브 

눈금 22 cm를 앞니에서 고정하 을 때 기관 분기부와 튜브 

말단 부 사이에 1.5 cm의 거리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

데 이는 마취 유도 후 처음에 고정하 던 23 cm에서는 0.5 

cm 거리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기복강에 의해 0.5 cm

이상 튜브가 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정 튜브

(calibration tube)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기관내 튜브가 려 

들어갔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는데 기관내 튜브를 테이프

로 안전하게 고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정 튜브를 삽입하

는 과정에서 연부조직과 함께 기관내 튜브가 려들어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

도에 삽입되어있는 보정튜브는 기도를 압박하여 기도저항

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내경 9 mm의 굵은 보정튜브는 기

관의 후면 연골이 없는 부분을 통해 기관을 압박하고 기도

폐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본 병원에서 

그 동안 수 차례 시행한 비만 수술과정에서 보정튜브 삽입 

후 기도저항이 증가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었으며, 본 증

례에서도 보정튜브 제거 후에 최대 흡기압과 맥박 산소포

화도가 회복된 점은 보정튜브에 의한 부분적 기도폐색을 

의심하게 한다. 

  수술 종료 후 복압이 감소하고 자발호흡을 회복하는 과

정에서야 좌측폐의 폐포가 재팽창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데 특히 발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도자극에 의해 기침

이 유발되면서 갑작스럽게 폐포가 팽창하 고 동시에 허탈

되었던 부위에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발호흡 

시 폐포에 걸린 음압이 폐부종 발생에 향을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되는데, 자발호흡 시 공기저항이 높은 허탈된 폐포

는 쉽게 팽창되지 못하여 국소적으로 지나친 음압이 걸리

는 결과가 초래되어 폐부종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압에 의한 폐부종의 기전은 과도한 음압에 의해 국소부

위의 관류가 증가하면서 폐모세혈관압이 증가하고 동시에 

음압에 의해 혈관주위 간질의 압력은 낮아져 삼출액이 간

질로 빠져 나오고 음압에 의해 폐포-모세혈관 막의 기계적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설명한다.3,19) 본 증례의 경우 수술 

종료 시 복압이 감소한 후에도 충분히 양압환기를 시키지 

않고 자발호흡 회복을 위한 저호흡을 유도 한 것이 폐를 

허탈된 상태로 유지되게 하 고 마취에서 각성되면서 자발 

호흡 특히 기침반사가 유도되어 갑작스런 음압이 허탈된 

폐포에 걸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 교정을 위한 복강경 수술은 기복강에 의한 높은 복

압과, 보정튜브 삽입, 비만에 동반되는 신체적 특징과 폐기

능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기장애와 호흡기 합

병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로 볼 때 특히 

기관내 튜브의 위치 설정은 목이 짧은 비만환자에서 중요

한데 기관내 삽관 시 튜브의 기낭이 성문의 바로 밑에 위

치한 상태로 가능한 얕은 삽관이 되게끔 하거나 삽관 후 

기관지 내시경으로 기관 분기부와 튜브 말단부 사이의 거

리를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복

강을 유도한 후와 보정튜브 삽입 후에는 수시로 청진하여 

기관내 튜브의 위치와 양측 폐의 환기 정도를 감시해야 하

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와 맥박산소포화도외에 기도내

압과 폐유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복강경 수술의 특징상 복강내 조작이 종

료되면서 바로 마취 각성을 시도하게 되는데 기복강에 의

해 어느 정도 폐 허탈이 진행된 상태에서 자발호흡 회복을 

위해 저환기를 시행하게 되면 폐포 허탈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 때 갑작스런 기침반사 등이 동반되면 재팽창성 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복강경 수술 시 

특히 비만환자의 경우 수술 종료 시기에 복압이 감소하

을 때 충분히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허탈되었던 폐를 확장

시킨 후 마취각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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