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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호흡발작(hyperventilation attack)은 대개 감정 기복이 심

하거나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많으며 일시적인 불

안,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이 유발요인이 되며 간혹 꿈이

나 악몽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과호흡이 계속되면 호흡 곤

란, 흉부 압박감, 죽음의 공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차차 

호흡이 깊고 빨라짐에 따라 호흡성 알칼리혈증에 빠지고, 

심해지면 산-염기평형이 깨어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다.1-4) 이러한 과호흡발작은 정서적이거나 환경적인 충격에 

의해 잘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보고와 연구

가 이루어져 있지만 전신 마취 후의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증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예가 거의 없었다. 저자들은 전

신 마취 후의 회복 과정에서 과호흡발작 증세를 보이는 환

자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65 kg, 신장 172 cm, 18세 여자환자가 비중격 만곡

증(nasal septal deviation)으로 비중격 성형술(septoplasty)이 계

획되어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4개월 전에 만성부비

동염(chronic paranasal sinusitis)과 비용종(nasal polyp)으로 se-

voflurane을 이용한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en-

doscopic sinus surgery)을 본원에서 시행 받았으며 당시 마취

유도 및 유지와 회복시에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과거 병력

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다. 수술 전날 취침 전에 midazo-

lam 5 mg을 경구 투약하 다. 

  수술실에 도착 후 측정한 혈압은 130/80 mmHg, 심박수는 

98회, 산소포화도는 98% 으며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다. 마취유도를 위해 glycopy-

rrolate 0.2 mg, thiopental sodium 300 mg, fentanyl 0.1 mg, 

vecuronium 8 mg을 정주하 다. 기관삽관 후 sevoflurane 2.5 

vol%, N2O 2 L/min, O2 2 L/min로 마취 유지를 하 다. 별

다른 특이사항 없이 수술은 끝났고 수술 시간은 2시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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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의 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호흡운동이 정상으

로 돌아온 것을 확인한 후에 기관발관을 한 후 환자를 회

복실로 이송하 다. 환자는 회복실 이송 후 갑자기 호흡수

가 분당 50회 이상의 과호흡을 하 고 이때 환자는 눈을 

떠보라는 명령에 눈을 뜨는 등 의식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과호흡을 환자가 조절할 수 없었고 심박수가 분

당 140회 정도로 상승하 다. 환자의 숨쉬는 양상이나 움직

임 등을 볼 때 근이완은 회복된 것으로 보 고 청진상에서 

호흡음은 정상이었다. 산소 마스크로 분당 5리터의 산소를 

주면서 ketorolac 30 mg, fentanyl 0.05 mg을 정주하 으나 

환자의 증세는 지속되었다. 과호흡발작으로 판단하여 환자

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midazolam 3 mg을 정주하 고 

이 때 호흡은 분당 30회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30분 정

도 시간이 지난 후에 환자는 다시 심박수와 호흡수가 상승

하여 midazolam 2 mg을 추가로 정주하 다. 이때 환자는 눈

을 떠보란 명령에 바로 반응을 보이고 의식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 으나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계속 분당 

50회 이상의 과호흡 증상을 보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후 

midazolam으로 진정되었을 때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는 

pH 7.45, 산소분압은 193.2 mmHg, 이산화탄소 분압은 41.7 

mmHg로 거의 정상 소견을 보 다. Midazolam을 이용한 진

정에는 어느 정도 반응하여 호흡 횟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 진정 효과가 약해지면 다시 과호흡발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복이 빠르고 약물 농도 조절이 용이한 목표 

농도 조절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하여 

propofol을 정주하 다. 환자는 propofol 목표 농도 2.5μg/ml 

이상의 깊은 진정상태에서는 호흡수와 심박수 등 활력징후

가 정상적으로 나타났지만 목표 농도가 2.5μg/ml 이하로 내

려가 구두 명령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 얕은 진정상태

에서는 다시 과호흡발작을 나타내곤 하여 진정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시도하 다. 환자의 보호자와 협력하여 환자를 

안정시키려 노력하 고 여러 번의 진정과 회복을 반복하면

서 환자는 차츰 호흡수와 심박수가 안정화되었다. 얕은 진

정 상태에서 환자에게 천천히 호흡을 할 것을 요구하고 호

흡 회수를 세어주는 등의 격려를 해주었을 때 환자의 호흡

수는 분당 20회 이하로 떨어졌지만 잠시 뒤에는 다시 과호

흡 상태로 돌아가곤 하 다. 이때 환자의 의식 상태는 거의 

정상적이었고 지남력도 정상이었다. 마취회복실에서 총 5시

간을 체류한 후에 호흡이 분당 25회 이하로 안정화되고 의

식도 완전히 회복되어 병실로 이송하 고 병실에서는 더 

이상 과호흡과 관련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 후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비강 내에 삽입되어 있던 

거즈(gauze)를 빼는 시술을 하려고 할 때 과호흡발작이 다

시 나타나 수술실로 이송되어 TCI를 이용하여 propofol로 

진정을 하 고 시술이 끝난 후 의식을 회복하면서 환자는 

과호흡발작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마취회복실에서 4시간 

동안 이전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병실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7개월 후 전신마취 하에 코성형술을 받게 되었는

데 마취회복 후 다시 과호흡발작 양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전보다 증상도 경미하고 마취회복실에서 더 짧은 회복시

간(2시간)을 거친 후 병실로 이송되었다. 

고      찰

  과호흡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은 과호흡이 지속

되어 호흡 곤란, 심장 박동 항진, 흉부 압박감, 죽음의 공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성 알칼리 혈증

으로 인해 산-염기 평형이 깨어지고 실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급성 불안 상태로 넓게는 공황 장

애(panic disorder)의 범주에 포함된다.1-4) 과호흡발작은 20분

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고 그 빈도는 월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2-3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훨씬 

짧은 기간에 수 차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감정이 격해져 흥분 상태가 될 때만이 아니라 매우 

불안해할 때, 일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등 다양

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6) 성격 특성상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과 특정한 것에 

공포를 잘 느끼는 특정 공포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며 

일시적인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이 유발요인이 되며 

간혹 꿈이나 악몽에 의해서도 나타난다.1,5,6) 열 질환, 고지

대 저산소증, 고온 상태, 뇌염, 뇌종양, 부갑상선 기능 저하

증 등과 감별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는 진정제의 투입과 

안정, 그리고 비닐 봉투로 호흡을 시키는 것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주가 된다.1,3)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4개월 전에 받았던 첫 번째 수술에서도 별다른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었다. 과호흡발작이 발생한 후에 병실

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경한 천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천식과 과호흡발작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여러 문헌들

이 있었지만7,8) 이번 증례에서는 천식의 증상이 경미하고 

다른 심리적인 요인임을 보여주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 천

식이 과호흡발작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았다. Zijderveld 등은9) 공황장애가 있을 때 에피네프린

의 정주는 공황장애를 더 악화시키고 과호흡을 일으키는데 

기여한다고 하 다. 그러나 과호흡발작이 에피네프린을 전

혀 사용하지 않았던 외래 시술 직전에도 발생한 것으로 보

아 에피네프린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lactate의 

주입과 관련된 과호흡발작에 대한 증례와 연구가 있었지만10) 

마찬가지로 이 환자와의 연관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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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opofol 등의 진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이 되면 증상이 완

화되고 또 이틀 후 지혈을 위해 비강 내에 넣어둔 거즈를 

빼기위해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시술을 하기 전에 다시 과

호흡발작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이비인후과 외래를 통해 추

적 관찰하면서 필요한 시술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

로 과호흡이 발생하 으며 환자가 평소에 숙박업을 하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별로 없고 불안과 걱정이 심하 다는 

점 등이 이 환자에서의 과호흡의 원인이 기질적인 것보다

는 정신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었다. 

  대개 과호흡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정신과

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과호흡과 연관이 

많은 일시적인 공황발작(panic attack)에 더 가깝다는 것이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이었다. 대부분 첫 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약 10분에 걸쳐 

급격하게 증상이 심해지는데, 곧 죽거나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매우 당황하게 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흉부

압박감, 흉통, 어지러움, 발한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난다.1) 

실제로 환자는 앞에서 열거한 증상들을 거의 다 호소했었

다. 다만 공황발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에 우리가 경험한 환자는 전신마취 후나 외래에서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호흡 등의 공황발작 상태를 보

으므로 정확히 공황발작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확실한 것은 환자의 심리적 불안이나 걱정이 이러한 증상

을 발현시킨 원인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수술 후 환자는 

별다른 특이 사항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때의 통증이나 

마취회복시의 호흡 곤란 및 불유쾌했던 기억들, 그리고 외

래에서 치료시의 통증들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수술 전날 자기 전에 midazolam 5 

mg을 경구 투약하기는 하 으나 충분히 긴장완화를 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 번째 전신마취 시에는 응급으로 

전신 마취를 하게 되어 충분한 전처치를 할 수 없었다. 그

러나 6개월 후에 코성형술을 위한 네 번째 전신마취에서는 

충분한 마취전투약과 함께 마취 전에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충분한 면담과정을 가졌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을 강

력하게 원하 기 때문인지 전신마취 회복 후 과호흡 양상

이 나타나긴 했으나 이전에 보 던 두 차례보다는 증상의 

호소 정도나 양상이 확연히 좋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신 마취 후에 발생한 과호흡발작에 관한 증례

는 문헌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sevoflurane을 이용한 

마취도 이러한 증상의 발현에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까 하는 의심도 든다. Sevoflurane을 사용한 소아 환자의 마

취 회복시의 agitation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와 연구가 있었

고11-14) Voepel-Lewis 등과12) Ko 등은14) midazolam으로 전처

치를 한 환자군에서 각성흥분의 발생 빈도가 의미 있게 줄

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성흥분을 일으키는 sevoflurane의 효과와 또 sevoflurane의 

빠른 회복 효과가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

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증례는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

다. 

  마취 약제와 마취 장비들의 발전과 수술기술이 발전하면

서 전신 마취의 유도, 유지 및 회복의 안정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 다. 그러나 아직도 전신 마취와 수술은 환자들에게 

많은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다. 수술 전의 충분한 전처치와 

면담을 통해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또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통증들에도 의료진이 충분히 신경을 써야한다. 전신마취 회

복 후 발생한 과호흡발작이라는 특이한 이번 증례를 통해 

환자의 심리적인 면에도 마취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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