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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cot-Marie-Tooth병은 운동 및 감각신경의 전도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1) 마취 전 환기능력의 저하2-4) 및 심혈관

계 이상 등이 동반되어 마취관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5) 

경막외마취의 작용은 연장되고6)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thiopental의 용량은 환자의 근육약화와 감각장애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5) 또한 근이완제에 대한 민감도의 증가로 고

칼륨혈증7) 및 근이완제 효과 연장에 의한 회복지연5,8)도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상태의 마취 전 평가, 적절한 약

제의 선택 및 감시는 마취관리에 많은 향을 미친다. 

  저자들은 Charcot-Marie-Tooth병 환자의 마취를 경험하

기에 참고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5세 키 163 cm, 몸무게 58 kg의 여자환자가 자궁적출술

이 계획되었다. 과거력 상 환자는 2년 전 Charcot-Marie- 

Tooth병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16세 때 내반첨족

(equnovarus)으로 발목고정술(ankle fixation)을, 25세 때 제왕

절개술을 시행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환자는 문진 상 제왕

절개술 후 운동신경의 약화가 장시간 지속된 경험이 있었

고 그 이후 다리와 손의 근력 약화도 진행되었다고 저자들

에게 말을 하 으며, 당시 해당병원의 마취기록지에는 2% 

lidocaine, 0.5% bupivacaine 그리고 소량의 epinephrine이 첨

가된 국소마취제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 다고 기술되었으

나 그 이후 회복과 관련된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환자는 양쪽 발의 위축과 변형이 있었고 움직임이 불편

하여 보행 시 쉽게 넘어졌고 이따금 호흡곤란도 발생한다

고 하 다. 근력검사에서는 양측 무릎과 양측 손 및 손목의 

근력이 감소되었고, 고관절과 주관절 부위의 근육에서도 약

간의 근력감소가 관찰되었다(Table 1). 그러나 발목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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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는 위축과 변형 그리고 이전 수술로 인한 관절의 고정

으로 근력검사를 시행하지 못하 다. 근전도(electromyography)

의 감각신경 전도검사(Sensory nerve conduction study)에서 

천비골신경(sueperficial peroneal nerve) 및 비복신경(sural ner-

ve)의 반응은 없었고 정중신경(median nerve)과 척골신경(ul-

nar nerve)의 잠시(latency) 지연과 진폭(amplitude) 감소가 관

찰되었다. 또한 운동신경 전도검사(motor conduction study)에

서 비골신경(peroneal nerve) 및 경골신경(tibial nerve)의 반응

이 없었고 정중신경(median nerve)과 척골신경(ulnar nerve)에

서 잠시의 지연과 진폭의 감소가 나타났다(Table 2). 그 이

외에 흉부 방사선 사진, 심전도 및 일반 혈액검사에서는 특

이한 소견은 발견되지는 않았다.

  전신마취와 경막외마취에 대하여 설명하 으나 환자는 

경막외마취를 포함한 부위마취를 거부하 고 전투약 없이 

수술실에 도착하 다. 심전도, 맥박산소측정기, 비침습적 자

동혈압측정기를 부착하 으며, 근이완 감시를 위하여 신경

자극기(Innovator NS272, Fisher & Paykel Health Care, New 

Zealand)를 왼쪽 팔목의 척골신경 주행로에 거치하 다. 마

취 유도 전 환자의 혈압은 120/75 mmHg, 맥박수 76회/분, 

산소포화도 100%를 보 으며, 마스크로 산소 5 L/min 을 

투여하여 전산소화를 실시한 후 propofol 60 mg과 vecuro-

nium 2 mg을 투여하고 보조환기를 실시하면서 최대상자극

(supramaximal stimuli)으로 12초마다 train-of-four (TOF)에 대

한 무지내 수축반응을 감시하 다. 근이완제 투여 3분 후에

도 TOF 반응이 나타나서 vecuronium 1 mg을 추가로 투여하

여 TOF 반응의 소실을 확인한 후 propofol 60 mg을 추가 

Table 1. Muscle Power of the Patient with Charcot-Marie-Tooth Diseas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gion Function of muscle Muscles Left Righ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lbow Flexors Biceps brachii, brachioradialis G G

Extensors Triceps G G

Forearm Supinator group G G

Pronator group F P

Wrist Flexors Flex. carpi rad., flex. carpi uln. F P

Extensor Ext. carpi rad.1 & br., ext. carpi uln G F

Fingers Metacarpo-phal. joint flexors Lumbricales F P

Inter-phal. joint flexors (1st) Flex digit sub. F F

Inter-phal. joint flexors (2nd) Flex digit. prof. F F

Meta carpo-phal. joint extensor Ext. digit. com. F F

Adductors Palmar interossei P P

Adductors Dorsal interossei P P

Thumb Meta carpo-phal. joint flexor Flex poll. br P P

Inter-phal. joint flexor Flex. poll l P P

Meta carpo-phal. joint extensor Ext. poll. br. F P

Inter-phal. joint extensor Ext. poll. 1 F P

Abductors Abd. poll. br P P

Adductors Adductor pollicis P P

Opponens Opponens pollicis F P

Hip Flexors Iliopsoas G G

Extensors Gluteus maximus G G

Abductors Glueus medius G G

Adductor group G G

External rotator group F F

Internal rotator group G G

Sartorius G G

Tensor fasciae latae G G

Knee Flexors Biceps femoris, inner hamstrings P P

Extensors Quadriceps P 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normal - complete range of motion against gravity with full resistance, G: good - complete range of motion against gravity with some resistance,

F: fair - complete range of motion against gravity, P: poor - complete range of motion with gravity eliminated, T: trace - evidence of a light 

contractility. no joint motion, 0: zero - no evidence of contra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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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고 내경 7.0 mm 튜브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

시하 다.

  O2 2 L/min와 공기(Air) 3 L/min로 투여하면서 enflurane의 

흡입농도를 1.5-2.5%로 조절하여 마취를 유지하 으며, 호

기말 이산화탄소가스와 체온을 감시하면서 정상범위로 유

지시켰다. 수술 중 지속적으로 근이완 감시를 실행하 으나 

TOF 반응이 관측되지 않아 더 이상의 근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수술 중 혈압은 105-120/60-85 mmHg, 산소포화

도는 99-100%로 유지되었으며, 맥박은 수술 시작 10분경 

일시적으로 55회/분으로 감소하 으나 glycopyrrolate 0.2 mg 

투여 후 곧 회복되었고 수술 중 80-95회/분으로 유지되었

다. 근이완제 투여 후 80분경에 TOF반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이완제 투여 후 120분 경에는 4개의 TOF 반응

이 모두 나타났다. 수술 종료 시 용수환기 자발호흡이 충분

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glycopyrrolate 0.4 mg과 pyridos-

tigmine 10 mg을 투여하 고, 환자가 각성된 것을 확인하고 

발관을 실시하 다. 수술 시간은 2시간 20분이었으며 이 후 

환자는 회복실과 병실에서 안정된 혈역학 및 호흡기계의 

상태를 유지하 으며 특별한 합병증 없이 6일 후에 퇴원하

다. 

고      찰

  Charcot-Marie-Tooth병은 비골근위축(peroneal muscular atro-

phy) 또는 유전운동감각신경병증(hereditary motor and sen-

sory neuropathy)이라고도 불리며, 운동과 감각신경의 탈신경

과정(denervating process)을 초래하며 2,500명 중 1명의 이환

율을 지닌 유전적 질환이다. 초기에는 비골근(peroneal mus-

cle)을 포함한 발과 다리를 침범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손과 전완부에도 장애를 초래하며 운동신경 전도속도(motor 

conduction velocity)의 감소 및 약화, 감각신경의 전도장애 

및 감각소실, 그리고 골격변형(skeletal deformity) 등이 발생한

다.1) 수술 전 마취와 관련되어 발견되는 문제점들로는 횡격

막신경(phrenic nerve)까지 침범하는 호흡근의 약화로 인한9) 

호흡기능의 저하2,3) 및 기계적 환기의 필요성,4) 기립성 저혈

압, 동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심방세동, 발작성심

방빈맥(paroxysmal atrial tachycardia), 발한감퇴(hypohidrosis), 

하지의 체온감소 등이 있다.5)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경계질환을 지닌 환자에서는 부위

마취가 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잘 시행하지 않는 경

향이 있으나 일부 Charcot-Marie-Tooth병 환자에서 척수마취

와2,6) 경막외진통10) 및 경막외마취의 시행이6) 보고되고 있

다. 그러나 0.75% ropivacaine을 사용하여 경막외마취를 시행

한 환자에서 그 지속시간이 12시간까지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환자에서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농도가 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되고 있다.6) 본 환자는 과거

에 2% lidocaine과 0.5% bupivacaine을 사용하여 경막외마취

를 시행한 후 운동신경차단이 오래 지속된 경험이 있는데 

Table 2. Electormyographic Finding in the Patient with Charcot-Marie- 
Tooth Disease

A. Sensory Nerve Conduction Studi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Onset latency Peak latency Amplitude
Nerve

(ms) (ms) (uV)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t. median 3.70 4.60 11.6

Rt. Ulna 3.70 4.85 12.5

Rt. superf. peroneral Not evoked

Lt. superf. peroneal Not evoked

Rt. sural Not evoked

Lt. Sural Not evoke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ference value; onset latency  ＜ 0.3 ms, peak latency ＜ 3.5 ms, 
amplitude ＞ 20 uV.

B. Motor Nerve Conduction Studi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istal latency Proximal latency Conduction
Nerve (m/s)/ (m/s)/ velocity

amplitude (mV) amplitude (mV) (m/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t. median 4.35/2.8 8.8.0/1.8 47.2

Lt. median 4.30/2.5 8.70/2.2 45.2

Rt. ulna 5.20/1.6 9.65/1.5 44.9

Lt. ulna 4.90/1.4 9.35/1.0 40.4

Both peroneal Not evoked

Both tibial Not evoke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ference value; distal latency ＜ 4.0 ms, distal amplitude ＞ 5.0 mV, 
proximal amplitude ＞ 5.0 mV, conduction velocity: 45-75 m/s.

C. Needle Electromyograph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ositive sharp Voluntary motor unit
Muscle

wave  action potenti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t. biceps brachii Decreased IP 

Rt. flexor carpi radialis 2+ Decreased IP

Rt. abductor pollicis brevis Decreased IP

Rt. fist dorsal interosseous Single 

Rt. vastus medialis Decreased IP

Tibialis anterior No recruitment pattern

Gluteus medius Decreased IP

Gluteus maximus Decreased IP

Gastrocnemius (medial head) No recruitment patter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P: interfer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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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용된 국소마취약제와 첨가된 epinephrine이 이러한 

환자에서 그 작용이 예상보다 오래 연장되어 발생하 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Charcot-Marie-Tooth병 환자에서 마취유도 시 thiopental so-

dium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서 운

동 및 감각신경의 장애를 초래하여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

는 위험이 있다.5) 따라서 저자들은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전도에 비교적 향이 적은 propofol을11) 사용하여 마취를 

유도하 다. 또한 succinylcholine에 의한 칼륨의 증가와 심

전도의 이상을 피하고7) vecuronium의 투여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OF반응을 감시하면서 vecuronium을 투여하 고, 

TOF 반응이 사라지고 나서 기관내 삽관을 실시했다. 일반

적으로 기관내 삽관을 위하여 vecuronium은 0.1 mg/kg 이상 

투여되는데12) 저자들이 기관내 삽관에 사용한 용량은 ve-

cuonium 0.05 mg/kg에 해당되며 이런 용량의 vecuronium으

로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근이완의 효과를 얻은 이유로는 

Charcot-Marie-Tooth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근이완제에 대한 

민감도의 증가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5,8)

  수술 중 저자들은 지속적으로 근이완제에 대한 TOF 반응

을 감시하 으나 더 이상의 근이완제가 요구되지는 않았다. 

Vecuronium에 대한 민감도에 대하여 Kotani 등은5) 이러한 

환자들의 30%의 환자에서 척골신경자극에 반응이 없었고 

이중 한 환자는 vecuronium 0.07 mg/kg을 투여 받았는데도 

280분에 자발호흡이 돌아왔음을 관찰하 다. 또한 Pogson등

은8) vecouronium 0.11 mg/kg 투여 후 115분간 지속적인 신

경근 차단이 발생한 것을 보고하 는데 이는 저자들이 사

용한 vecuronium 용량인 0.05 mg/kg에 비하여 2배 이상에 

해당되며 정상에서 vecuronium 0.1 mg/kg의 회복시간 37분

에 비하여12) 본 증례에서 근이완제 투여 후 4개의 TOF가 

나오는 데 12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vecuronium의 민감도가 증가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수술 종료 시 기관내 튜브의 발관이 

가능하 으며 호흡곤란을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술 

전 호흡곤란이 있었던 경우 전신마취 후 수술 전의 환기능

력을 회복하는 데 1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4) 수술 후 

허약감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22%에 달한다.13) 또한 수면무

호흡증후군(sleep apnoea syndrome)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

므로 수술 후 기도 폐쇄의 위험도 증가된다.14) 따라서 수술 

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의와 대비도 요구된다. 

  Charcot-Marie-Tooth병 환자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악성고열증(malignant hyperthermia)과의 연관성이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Charcot-Marie-Tooth병 환자들의 마취기

록을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한 경우 이 중 44%의 환자에서 

succinylchoine을, 그리고 90%의 환자에서 악성고열증을 유

발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사용되었지만, 이들 환자들 중 악

성고열증과 관련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13) 그러므

로 Charcot-Marie-Tooth병과 악성고열증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N2O와 halothane을 같이 사용할 경우 수술적 자

극과 연관하여 조기심실수축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15) 

저자들은 N2O의 사용으로 인한 norepinephrine의 증가를
16) 

피하고자 그 사용을 제한하 다.

  저자들은 Charcot-Marie-Tooth병 환자에서 최소한도의 근

이완제를 사용하면서 마취를 시행하 다. Charcot-Marie-Tooth

병 환자들은 기존 질환과 관련된 호흡근의 이상이 존재하

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질환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

로 수술 전 환자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thio-

pental의 사용량은 환자의 근육약화와 감각장애 상태에 의하

여 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인 과용량이 회복에 향을 미

칠 수 있으며 근 이완제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된다. 그리고 

Charcot-Marie-Tooth병을 가진 환자에서 경막외마취가 시행

될 경우 그 작용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마취약

제의 선택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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