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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취 중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는 약제의 정맥주사 

후 수분 내에 급격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장애를 발생

시킬 수 있으며1) 이로 인한 수술의 지연 및 취소, 입원기간

의 연장, 합병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아

나필락시스 원인에 대한 수술 전 예측은 아나필락시스 발

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환자의 이환율 및 사망률 감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근이완제는 전신마취에서 기관내삽관 및 마취 유지에 많

이 사용되는 유용한 약제이지만 수술 중 발생하는 아나필

락시스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2) 이런 근이완제에 의한 아나

필락시스의 진단에 사용되는 피내 피부검사(intradermal skin 

test)는 민감도가 높아 원인이 된 약물을 조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간주된다.3)

  저자들은 수술 전 근이완제의 피내 피부검사에 양성반응

을 보인 환자에서 근이완제 사용 없이 마취 유도 및 기관

내삽관을 시행하고 근이완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신마

취를 시행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6세, 170 cm, 83 kg의 남자 환자가 좌측 신 녹각석(left 

staghorn calculi)으로 경피적 신 절석술(percutaneous nephro-

lithotripsy)이 예정되었다. 수술 전 흉부 방사선 소견과 심전

도에서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며 Hb (g/dl)/Hct (%) 17.2/50.3, 

SGOT (IU/L)/SGPT (IU/L) 23/42, BUN (mg/dl)/Cr (mg/dl) 21.9/ 

2.4이었다. 환자는 천식과 고혈압으로 모 대학병원 알레르

기 내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중 2개월 전 상기 질환

으로 수술이 계획되었고 당시 근이완제의 알레르기가 의심

되어 정맥마취약제와 근이완제에 대한 피내 피부검사 후 

수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었다. 환자 전원소견서의 피내 

피부검사는 1 mg/ml의 농도를 사용한 경우, 검사한 근이완

제인 succinylcholine, atracurium, rocuronium, vecuronium 모두 

양성반응을 보 고, 0.1 mg/ml을 사용한 경우에서는 succinyl-

choline과 atracurium은 양성, rocuronium은 약한 양성, 그리고 

근이완제 피내 피부검사 양성 환자 마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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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uronium은 음성반응을 보 으며, 0.01 mg/ml의 농도에서

는 atracurium만 약한 양성반응을 보 고 다른 근이완제는 음

성반응을 보 다(Table 1). 그밖에 시행한 thiopental sodium, 

bupivacaine, pyridostigmine 등의 피내 피부검사는 음성반응

의 결과로 나타났고, 당시 마취 및 수술기록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술 전 근이완제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 vecuronium에 대한 피내 피

부검사를 반복하 으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thiopen 

tal soduim과 propofol은 음성반응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저

자들은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취유도와 기관내삽관

을 시행하고 수술 중 근이완제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마취

를 계획하 다. 또한 환자에게 마취 및 수술 중 움직임을 

막기 위한 근이완제의 필요성을 설명하 고, 근이완제가 요

구되는 경우 검사된 근이완제 중 피내 피부검사에서 반응

이 가장 약하게 나왔고, 프랑스 마취과학회(French Society 

of Anaesthesia) 판정기준에서1) 양성반응으로 판정되지 않는 

vecuronium을 소량 먼저 사용할 것이며 이상소견이 발견되

면 더 이상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즉각적인 교정을 할 

것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환자는 전투약으로 hydrocortisone 100 mg을 정주한 후 수

술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계,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 으며 마취유도 전 측정한 혈압은 150/80 

mmHg, 맥박수 125회/분, 경피산소포화도는 96%이었다. 전

신마취유도를 위해 thiopental sodium 100 mg 정주 후 마스

크로 산소 5 L/min와 sevoflurane을 3% 에서 8%까지 증가시

켜 투여하면서 용수환기로 자발호흡을 보조하 다. 환자의 

자발호흡이 사라지고 용수환기로 약 15분간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킨 후 thiopental sodium 100 mg을 추가로 투여하고 

근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튜브(I.D. 8.0)를 사

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기관내삽관 직후 혈압은 

110/60 mmHg, 맥박수 65회/분이었고 경피산소포화도는 98%

이었으며, sevoflurane, N2O 2 L/min 및 O2 2 L/min를 투여하

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우경정맥을 이용하여 중심정맥삽

관을 실시하 고 즉각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dopamine, do-

butamine, epinephrine의 약제들을 준비하 다.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환자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vecuronium 0.5 mg을 

시험적으로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투여하 으나 혈압이 80/40 

mmHg, 맥박수 60회/분으로 감소하고 경피산소포화도가 92%

까지 감소하 다. Ephedrine 10 mg 투여 직후 혈압은 110/80 

mmHg, 맥박수 7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경피산소포화도는 

서서히 회복되어 vecuronium 투여 30분이 경과한 후 98%로 

회복되었다. 

  환자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가 다시 안정된 것을 확인

한 후 복와위로 자세를 전환하 다. 근이완제의 추가적인 

투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시작되어 진행되었고 

수술 중 환자는 간헐적으로 움직임을 보 다. 이러한 움직

임을 차단하기 위하여 sevoflurane을 1-3% 범위 내에서 조

절하면서 용수환기를 하 고 간헐적으로 propofol 20-40 

mg을 정주하 다. 수술은 약 80분이 소요되었으며 수술 중 

혈압은 90-130/60-80 mmHg, 맥박 70-95회/분으로 유지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의 발생 없이 종료되었다. 수술 종료 

후 환자를 앙와위자세로 전환한 후 용수환기로 환자의 일

회호흡량과 호흡수가 적절함을 확인하고 발관을 실시하 으며 

회복실 이송 후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실시한 atracurium과 

rocuronium의 피내 피부검사에서도 전원소견서와 유사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술 4일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전신마취 중에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는 10,000-20,000 

예 중에 1 예의 발생빈도를 나타낸다.
4) 이러한 과민반응의 

원인으로 근이완제가 69.1%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라

텍스와 항생제, 그 이외에 정맥마취제 및 아편양제제, 콜로

이드용액 등이 있다. 임상증상은 심혈관계허탈, 피부반응, 

기관지연축, 혈관부종 등이 나타나고 진단은 병력, 피부반

응검사 또는 특이 IgE 측정(specific IgE assay) 등으로 이루

어진다.2) 

  이러한 아나필락시스의 진단방법 중 피내피부검사는 민

감도가 높고 가음성이 적으며5) 특이 IgE 측정보다 더 민감

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6) 또한 피내피부검사는 아나필락시

스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의 91%에서 양성을 보이므로 그 원

인을 찾는데 중요한 도구이며3,7) 수술 중 과민반응, 특히 근

이완제에 의한 과민반응의 중요한 진단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8) 

  본 증례의 경우는 수술 전 피내피부검사에서 근이완제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이다. 피내피부검사는 0.01-0.02 

ml로 1-2 mm의 팽진(wheal)을 만들어 10분 내에 팽진이 8 

mm 이상이면 양성으로 간주한다.9) 그러나 검사에 사용되는 

Table 1. The Size of the Skin Wheal Caused by Intrademal 
Injection of Various Muscle Relaxants (m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mg/ml 0.1 mg/ml 0.01 m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ccinylchoine 13.2 × 12.2 9.3 × 8.6 4.9 × 4.7

Atracurium 19.5 × 10.3 11.6 × 9.0 8.4 × 7.2

Rocuronium 13.3 × 10.8 8.0 × 7.8 6.6 × 5.6

Vecuronium 11.4 × 8.9 6.8 × 6.4 6.1 × 6.1

Saline (Control) 6.0 × 5.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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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최대농도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으며10) 

사용되는 희석농도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9)

  최근에 프랑스 마취과학회에서는 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들의 피내 피부검사를 위한 희석농도를 발표하 는데 이에 

따르면 succinylcholine 0.1 mg/ml, atracurium 0.01 mg/ml, 

rocuronium 0.1 mg/ml, vecuronium 0.4 mg/ml 이상으로 희석

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 이를 기준으로 본 증례

의 검사결과를 해석하여 보면 succinylcholine은 양성, atracu-

rium과 rocuronium은 약한 양성이며 vecuronium은 이 결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검사에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들이 유사한 반응을 보

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경우 분자구조에서 ammonium 

ion의 N+ ion이 관여하여 교차 반응성(cross-reactivity)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11) 한 근이완제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다른 근이완제에도 피부반응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12) 따라서 이 환자에서 이런 분자구조에 의한 감작이 

atracurium, rocuronium 및 vecuronium의 피부반응검사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저자들은 본 증례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sevo-

flurane을 사용하여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근

이완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 다. 

기관내 삽관을 위해 요구되는 sevoflurane의 최소폐포농도는 

4.52%, 그리고 95% 유효용량(effective dose 95%; ED95)은 

8.07%가 필요하며,13) 100% 산소와 함께 sevoflurane의 흡입

농도 6-7%를 사용할 경우 마취유도에는 6.4분이 소요된

다.14) 따라서 이 환자에서 기관내삽관을 위하여 sevoflurane

의 흡입농도를 3%에서 8%까지 서서히 증가시키고 마취유

도 및 기관내삽관에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기관내삽관을 위하여 필요한 농도에 근접하 음을 설명할 

수 있다. 

  마취유도와 기관내삽관 직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에서 저자들은 vecuronium 0.5 mg을 시험적으로 조심스

럽게 투여하여 그 반응을 관찰하 는데, 당시 혈압이 일시

적으로 80/40 mmHg로 감소하 으나 ephedrine 투여로 곧 

회복되었고, 경피산소포화도는 92%까지 감소하여 98%로 회

복되는데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물론 sevoflurane으로 마취

유도를 한 경우 혈압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15) 경피산

소포화도의 감소가 환자의 천식 및 기관내삽관에 의한 자

극, 그리고 근이완제 작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기의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하 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혈압 및 경피산소포화도의 감소가 약제투여 직후에 발생하

다는 점과 아나필락시스에서 기관지연축이 44%, 심혈관

계 허탈이 53.7%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2) vecuronium

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의 이러한 증상들에 의해 경피산소

포화도의 감소와 혈압의 일시적인 감소가 발생하 음을 추

정할 수도 있다. 

  그 이후 수술 중에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취를 유

지하 으며 이로 인한 간헐적인 환자의 움직임이 발생하

다. 이러한 환자의 움직임을 저자들은 용수환기, sevoflurane

의 흡입농도 조절, 그리고 propofol의 간헐적인 정맥주사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 으며 수술 중 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무사히 종료되었다. 이렇게 근이완제를 거의 사용하

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먼저 수술 자체

가 경피적으로 신장에 위치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므

로 개복수술 등에 비하여 근이완제의 필요가 적었다는 것

과, 사용된 sevoflurane이 신경근접합부에서 acetylcholine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으며,16) 수술 중 간헐적

으로 투여한 propofol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근이완의 효

과를 나타낸다는 점17)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수술 전 모든 환자들에게 마취약제들에 대한 검사

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아토피 또는 마취 중 노출

되지 않는 물질들에 감작된 환자들에서도 마취약제들의 과

민반응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마취약제 및 라텍스에 

과민반응 기왕역이 있는 환자, 이전의 전신마취에서 설명되

지 않는 심한 저혈압, 기관연축 또는 회복시 부종이 있었던 

환자, 국소마취 계획 시 국소마취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그리고 라텍스에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에서는 알레르기 전문가와 협조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하며 먼

저 의심되는 물질투여를 중지하고 가능하면 수술을 중지시

키고 기도를 확보하여 100% O2를 투여하며, 빠르게 수액을 

투여할 정맥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epinephrine 10μg/kg을 피하

주사나 근육주사로 반복하여 투여하거나, 정맥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혈압과 맥박을 기준으로 epinephrine 용량을 조절

하면서 정맥으로 주사하고 수액투여와 승압제를 투여하여

야 한다.1)

  저자들은 피내피부검사에서 근이완제에 양성소견을 보인 

환자에서 근이완제의 사용 없이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근이완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근이완제는 수술 중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많은 원인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근이완제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정확한 진단은 중요하며 원인이 

되는 약제들을 피하고 안전한 약제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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