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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during Laparoscopic Excision of an Urachal Cyst in a Pediatric Patient -A case report-

Jang-Hee Lyu, M.D., Kyoung-Min Lee, M.D., Seung-Yun Lee, M.D., and Jun-Geol Lee,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A 14-month-old female patient was admitted for the laparoscopic excision of a complicated urachal cyst.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with thiopental and rocuronium and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the intermittent administration of vecuronium.  

During the insufflation of CO2 her intra-abdominal pressure was maintained below 12 cmH2O to avoid excessive hypercarbia.  

Thirty minutes after CO2 insufflation initiation, end tidal CO2 increased to 74 mmHg at a peak inspiratory airway pressure of 

24 cmH2O.  Laparoscopic excision of the urachal cyst was performed within 2 hours without a further change in end tidal CO2, 

blood pressure, heart rate, or O2 saturation. Before extubation, O2 saturation by pulse oxymetry was 99% and end tidal CO2 was 

45-50 mmHg.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out any problem 5 days after the operation.  We report on this clinical experience 

and include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425～8)


Key Words:  hypercarbia, intra-abdominal pressure, laparoscopic excision, urachal cyst.

소아에서 복강경하 요막관 낭종 절제술의 마취 관리

-증례보고-

건국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유장희․이경민․이승윤․이 걸

논문 수일：2005년 4월 7일

책임 자：이경민, 서울시 진구 화양동 4-12번지

건국 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143-701

Tel: 02-2030-5443, Fax: 02-458-1319

E-mail: kyoungmlee@kuh.ac.kr

  요막  낭종(urachal cyst)은 태아발생기에 비뇨생식동과 

배꼽을 연결해 주는 요막의 불완 한 폐쇄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1) 환자의 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감염으

로 인해 패 증이 발생하거나 악성 종양으로 진행하는 경

우  다른 합병증이 동반될 시에는 제술을 시행하게 된

다.2) 고 인 방법으로 하복부에 횡 개법이나 정  수직

개법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 고 

단기간 입원과 미용효과  경제 인 장 으로 인해 차 

복강경 수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아에서의 요막  낭종의 

복강경 수술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3,4) 

  복강경 수술은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복압상승 때문

에 역학  호흡기계에 향을 주게 된다.5) 특히 소아에

서는 성인에 비해 딱딱한 심실벽이 일회 박출량을 제한하

여 심박출량이 주로 심박수에 의해 조 되므로6) 이산화탄

소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서맥에 주의해야 하고 복강에

서의 흡수 면 이 넓어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빠르므로 

산소증과 고탄산 증에 빠지기 쉽다.7) 자들은 소아에서 

복강경하 요막  낭종 제술을 경험하 으므로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  12 kg, 신장 81 cm의 14개월된 여자 환아가 합병성 

요막  낭종의 복강경하 제술을 받기 해 입원하 다. 

환아는 평소 비교  건강하 으나 수술 3개월  미열과 

하복부 팽만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 는데 검사 결과 농

양형성이 병발된 요막  낭종으로 진단되었으며 6.5 Fr 

Pig-tail 카테터를 삽입하여 배농시키고 3개월 후에 복강경하 

제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한 후 퇴원하 다.

  수술실 내원 당시 압은 100/60 mmHg, 심박수 분당 110

회, 호흡수 분당 22회, 체온 36.6oC이었으며 환아의 술  검

사 소견상 색소치, 소 수, 청 단백질, 간기능, 신기

능, 흉부 방사선사진 모두 정상 소견을 보 다. 수술실 도

착 후 비침습  압측정기, 심 도, 맥박 산소계측기, 호기

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BSM-4103K, Nihon-Kohden, Ja-

pan)를 거치하 고 이를 감시하면서 thiopental 72.5 mg을 정

주하여 의식소실을 유발하고 rocuronium 8 mg을 주사하여 

근이완을 시킨 후 기 내 삽 하 다. 일회환기량 140 ml, 

분당 18회의 호흡수로 기계환기하 고 마취유지는 O2 2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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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 2 L/min, sevoflurane 2-3.5%로 하 으며 근이완을 위

하여 간헐적으로 vecuronium을 투여하 다.

  앙와위에서 상복부에 약 1.5 cm 피부절개 후 sheath를 삽

입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복강내로 주입하 는데 과

탄산혈증을 우려하여 저자는 복강내압을 12 cmH2O 이하로 

유지시킬 것을 요청하 으며 따라서 이산화탄소 주입은 복

강내압 12 cmH2O로 유지하면서 복강경을 거치하고 양측 

상복부에 각각 1개의 working port를 설치하고(Fig. 1) 복강

경하 수술을 시작하 다.

  마취유도 후 환아의 혈압은 90/45-110/60 mmHg, 심박수 

분당 110-130, 맥박 산소포화도 98-99%, 호기말 이산화탄

소분압 46 mmHg, 최대기도압 20 cmH2O로 유지되었으며 

복강내 이산화탄소 주입 후 혈압은 120/70 mmHg, 심박수 

분당 140회로 다소 증가하 으나 마취 심도조절로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맥박 산소포화도 99% 내외로 큰 변화

가 없었다. 그러나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기계환기기의 

분당 호흡수를 20회로 증가시켰으나 계속 증가하 고 복강

내 이산화탄소 투입 약 30분 후 74 mmHg까지 증가하 는

데 더 이상의 상승은 없었고 이때에 최대기도압은 24 cmH2O, 

구강내 체온 36.7oC 다. 혈압, 심박수, 맥박 산소포화도의 

더 이상의 변화없어 이 상태로 마취유지하 으며 수술 시

작 약 2시간 후 특별한 문제없이 복강경하 요막관 낭종을 

제거하 다.

  수술 종료 후 pyridostigmine 5 mg, glycopyrrolate 0.1 mg을 

정주하여 근이완제의 잔류효과를 환원시켰으며 용수환기 

하에 자발호흡을 충분히 회복시켜 약 15분 후 맥박 산소포

화도 99%,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45-50 mmHg로 유지되

는 상태에서 기관내관을 발관하 다. 마취시간 4시간, 투여

된 수액은 1：4 solution 40 ml 및 하트만액 120 ml, 총 160 

ml이었으며 완전히 각성 후 회복실로 이송하 다. 환아는 

수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 다음날 우유 경구섭취를 시

작하 으며 수술 5일 후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 다.

고      찰

  복강경 수술은 술후 통증이 적고 단기간 입원과 미용적

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점차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 장비 및 수기의 발달로 소아 수술에서도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복막으로부터 전신, 문맥계의 혈액 순환내로 급속히 흡수되

고 기복의 형성으로 인한 복압의 증가와 환자의 체위 변동

은 심혈관계와 호흡기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8,9)

  기복 형성에 의한 혈역학적인 변화는 평균동맥압과 전신

혈관저항의 증가, 심박출량 감소 등으로 그 정도는 복강내

압,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양, 환자의 혈액량, 환기의 종류, 

수술의 종류, 마취제의 선택에 향을 받는다. 이런 변화는 

전신혈관저항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10 cmH2O 이상의 복압 

증가는 vasopressin 및 catecholamine 분비의 증가와 같은 신

경액성 요인과10,11) 복부 대동맥의 압박 및 대정맥 압박에 

의한 정맥저항 증가 같은 기계적 요인을 일으켜 전신혈관

저항과 평균동맥압을 증가시키고 심박출량을 감소시킨다.12) 

정상 성인에서는 혈역학적인 변화가 일시적이고 이산화탄

소 배출 후에는 회복되지만 심기능이 저하된 환자, 빈혈환

자, 저혈량증 환자인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한한 낮은 복압 상태에서 수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아에서의 기복강도 

전신혈관저항의 증가와 심박출량의 감소를 일으키지만 평

균동맥압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건강한 소

아에서는 임상적으로 해로운 향을 끼치지 않는데 Gueug-

niaud 등의13)
 연구에서도 복압 13.6 cmH2O의 이산화탄소주

입은 아에서 심혈관계에 유해한 향이 없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복막 신전에 의한 미주신경 긴장의 증가로 서

맥이나 심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 교감신경계에 비해 부교

감신경계의 발달이 빠른 소아에서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강내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atropine을 투여하여 심박수가 회복된 후에 수술을 진행하여

야 한다. 또한 수술중 환자의 체위가 전신혈관저항에 향

을 주게 되는데 두부하강체위는 전신혈관저항을 감소시키

고 두부거상체위는 증가시키므로 기복을 형성시키기 전에 

수액을 투여하고 약간의 두부하강체위로 전신혈관저항의 

증가를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수술 중에 두부거상체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신혈관저항의 감소를 위해 혈관을 확

Fig. 1. The port for laparoscope (epigastric area) and the two working 

ports were placed while the intra-abdominal pressure was maintained 

below 12 cmH2O. The Pig-tail catheter (6.5 Fr) was inserted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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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는 흡입마취제나 nitroglycerine, nicardipine과 같은 혈

관확장제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시 기복에 의한 복압의 증가는 최대기도압의 

증가, 호흡기계 유순도 및 기능적 잔기량의 감소를 일으키

게 되는데 전신마취제, 복압 상승의 정도, 환자체위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9,14) 특히 소아에서는 기능적 잔기량이 성

인보다 감소되어 있으며 상승된 복압은 횡격막을 위로 이

동시켜 흉곽 용적과 근육 긴장도의 감소 및 흉곽내 혈류량

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감소가 더 심해진다. 만약 복압에 의

한 기능적 잔기량의 감소에 전신마취로 인한 20% 정도의 

감소가 더해져 기능적 잔기량이 폐쇄용적 이하로 감소하면 

페포 주위의 직경이 작은 기도 페쇄로 무기폐, 폐션트 및 

저산소혈증을 초래하게 된다.15) 또한 수술 중 두부하강체위

를 취하는 경우 중력에 의한 향으로 폐활량, 기능적 잔기

량, 폐탄성이 감소하여 무기폐, 환기-관류 불균형이 초래되

므로 저산소혈증이 생길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수술의에 요청하여 복압을 12 cmH2O 이

하로 유지하여 복압 증가에 의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변화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 는데 환아는 기복 형

성 후 최대기도압이 20 cmH2O에서 24 cmH2O로 상승되었고 

혈압 및 심박수가 다소 증가하 으나 정상범위내로 유지되

었으며 맥박산소포화도의 감소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압의 증가는 복강경 수술시 합병증 발생의 일차적 원인

이므로 마취의는 낮은 복압 수준으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인 경우 가능하면 10 cmH2O 이

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복강경 수술시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복막으로부터 

전신, 문맥계의 혈액순환내로 흡수되어 과탄산혈증을 일으

키게 된다.16) 나이가 어린 소아일수록 이산화탄소가 복강에

서 복막으로 확산되는 면적이 넓고 복막의 관류상태가 좋

기 때문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 속도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순환식 호흡회로를 사용하는 경

우 어른에 비해 사강의 증가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된다. 일

반적으로 소아에서 일회호흡량은 10 ml/kg가 추천되며 폐혈

관저항의 증가로 인해 15 ml/kg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호흡수는 혈중 이산화탄소분압이나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을 관찰하면서 결정하게 되지만 자가호기말양압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소횟수로 조정해야 한다. 수술이 

끝나고 복강내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 후에도 혈중 이산화

탄소분압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술후 과탄산혈증에 의한 

부정맥을 막기 위해 충분한 환기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시행해야 한다. 본 증례에서도 이산화탄소 주입 후 과탄산

혈증이 발생하여 기계환기기의 호흡수를 분당 20회로 증가

시켰으나 폐의 압력손상과 자가호기말양압의 발생을 우려

하여 수술 중에 분시환기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

으며 술후 충분한 환기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다.

  소아에서 복강경 수술은 빠른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성인

에 비해 적은 기능적 잔기량 등으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 또한 수술시 발생한 심혈관계와 호흡기계의 변화는 

마취과적 조작, 약물, 체위변동으로 처치가 가능하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시에는 복강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술의와의 긴 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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