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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락시스는 마취 중 흔히 발생되지는 않으나 발생되

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마취과 의사는 정확

한 진단과 동시에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취 유도에 흔히 사용되는 rocuronium bromide는 스테로이드

형 중간시간 신경근 이완제로서, vecuronium보다 작용시간이 

빨라 1974년 소개된 이후로 최근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1,2) 스테로이드형 신경근 이완제는 benzylisoquinoline형

과는 달리 히스타민 분비가 없거나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3) 외국에서는 rocuronium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 여러 번 보고되었다.1,2,4,5) 국내에서는 최근 Hwang 등이6) 

thiopental sodium과 rocuronium에 동시에 아나필락시스를 보

인 증례를 보고하 다. 저자들은 마취 유도 시 rocuronium 

bromide (에스메론Ⓡ, 한화제약, 서울) 투여 직후 아나필락시

스로 생각되는 심한 혈역학적 반응을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78 kg, 키 178 cm인 26세 건강한 남자 환자가 오른

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자 하 다. 환자는 수

술 받은 과거력이 두 번 있었고 알레르기의 과거력은 없었

다. 첫 번째 수술은 5년 전 본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시행한 

같은 부위의 수술이었고, 당시에는 glycopyrrolate로 전처치 

후 thiopental sodium과 vecuronium으로 마취를 유도하여  en-

flurane으로 유지하 다. 두 번째 수술은 2년 전 다른 병원

에서 척추마취 하에 시행한 치핵 제거술이었다. 두 번 모두 

마취에 의한 특이한 반응은 없었으나 척추마취 후 요통을 

경험하여 환자가 이번 수술에는 전신마취를 원하 다.  

  전신마취를 위해 환자에게 마취 전처치로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fentanyl 50μg을 근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감

시장치(S/5 AM, Datex-Ohmeda, Madison, USA)를 이용하여 

심전도, 심박수, 비침습적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이산화탄

소 분압의 감시를 준비하 고, 마취 유도 직전 활력징후는 

혈압 120/80 mmHg, 심박수 62회/분, 맥박 산소포화도 99%

다. 마취 유도를 위해 lidocaine 60 mg을 서서히 정주하 고, 

약 1분 후에 thiopental sodium 250 mg, sevoflurane 3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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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3 L/min, N2O 3 L/min으로 마취를 유도하면서 3분 후 

rocuronium 70 mg (0.9 mg/kg)을 서서히 정주하 다. Rocu-

ronium 정주 약 2분 후 환자는 갑자기 수차례 기침을 한 후 

심박수가 88회/분에서 137회/분으로 상승하 고, 혈압이 111/ 

67 mmHg에서 67/27 mmHg로 하강하 다. 즉시 기관내 삽

관을 실시한 후 100% 산소를 투여하 는데 기도삽관 직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의 파형이 불규칙하고 낮아

졌으며, 양쪽 폐에서 천명이 들린 것으로 보아 기관지 경련

이 예상되었다. 폐팽창 장애와 천명은 곧 회복되었으나 호

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감소는 수 분간 지속되다 회복되었

고, 산소포화도는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곧 회복되었다. 

그러나 심한 저혈압과 빠른 맥박은 지속되었다(Fig. 1).  

  환자에게 발생한 심한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내 

삽관 직후 교질액과 정질액으로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 고, 

다른 쪽 팔에는 16 G로 정맥로를 추가 확보하여 0.9%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면서 ephedrine을 8 mg씩 두 번 정주했으나 

반응이 없었으며, 다시 phenylephrine (PhenylephrineⓇ, 하나제

약, 서울)을 50μg씩 네 번 정주했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다. 

수 분 후 환자의 얼굴과 상체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났고, 

입술과 눈에는 부종이 발생하여 약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로 판단하 다. 심한 저혈압은 수액 및 승압제 투여에도 반

응이 없어 epinephrine 0.3 mg을 오른팔 상박 삼각근(deltoid 

muscle) 부위에 피하 주사하 고, 동시에 phenyramine 45.5 

mg, hydrocortisone 250 mg, dexamethasone 10 mg 및 meth-

ylprednisolone 500 mg을 차례로 정주하 다. 이후 약 20분 

후부터 서서히 혈압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에 활

력징후와 피부 홍반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회복된 상태에

서 측정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는 정상이었다.

  수술은 집도의가 취소하길 원하여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취소하 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근이

완 상태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thiopental sodium을 100 mg씩 

두 차례 투여하 다. 활력징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약 

20분 후 근이완이 사연속 자극에서 75%인 것과 일회 호흡

량이 400 mL 이상 규칙적인 것을 확인하고 lidocaine 60 mg

을 정주한 후 발관하 다. 발관 후 환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회복실로 옮겨졌고, 자발호흡과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 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취 중 발생

된 아나필락시스 반응 경위를 설명하 고 사용한 약제(신경

근 이완제)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으로 차후 마취 시

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설명하 다. 환자는 병실로 이송하

여 두부거상 상태로 산소포화도를 하루 동안 감시하 지만 

인후통 이외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 병실 이송 후 

시행한 흉부 X선 촬 과 동맥혈 가스 분석 소견도 정상이

었다. 

고      찰

  저자들은 과거 전신마취와 척추마취를 받았던 젊은 남자 

환자에서 전신마취 유도 중 심한 저혈압과 빠른 맥박, 폐팽

창 장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감소 및 피부 반응을 동

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 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IgE가 비만세포(mast cell)나 호염기

성 세포(basophilic cell)를 자극해 히스타민 등의 혈관운동성 

물질을 유리시켜 발생하는 I형 과민반응인 반면, 아나필락

시스양 반응은 IgE와는 상관없이 호염기성 세포를 직접 자

극하여 혈관 운동성 물질을 분비시켜 일어난다.4) 이 두 반

응은 임상증상만으로는 완전히 구분할 수 없으나, Mertes 

등에7) 의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저혈압, 심혈관계 허탈, 

서맥, 심정지 등의 심혈관계 반응과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

이 주가 되는 반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피부반응이 대

부분이고 그 정도도 훨씬 경하다고 하 다. 그리고 아나필

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혈장 히스타민이나 트

립타제가 의미 있게 검출되었으나,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에

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 이하로 나타난 경우가 대

부분이라 하 다.7) 저자들이 경험한 증례는 혈장 히스타민

Fig. 1. Vital parameters of the patient revealed anaphylaxis during a 

general anesthesia. The picture shows severe hypotension, tachycardia, 

and decreased end-tidal CO2 tension within two minutes after injection 

of rocuronium at 17：46 (→) on tim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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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트립타제 측정은 없었으나 심한 저혈압과 기관지 경

련 및 피부반응을 동반한 임상증상으로 보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수술 중에 발생하는 빈도는 1：

6,000에서 1：20,000 정도이며,8,9) 그 반응을 유발하는 약제

는 신경근 이완제가 69.1%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라텍스

(12.1%), 항생제, 수면제, 교질액, 마약류 등의 순서로 많

다.7,9) 신경근 이완제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가장 많이 발

생하는 약제는 succinylcholine과 rocuronium이며, 그 다음이 

vecuronium, pancuronium, atracurium 순으로 보고되었고, 모

든 신경근 이완제에 NH4
+그룹이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들 간의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다.8-10)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증상이 약 90%에서는 약제가 투여

된 후 수 분 내, 통상 2분 이내에 발생하며, 홍반, 홍조, 맥

박 소실, 폐팽창 장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감소, 산소

포화도 감소 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저자들이 경험한 증례

에서는 심혈관계 반응이 주 증상으로 그 정도가 심한 점과 

폐팽창 장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감소, 산소포화도 감

소 및 피부 반응 등이 동반된 점으로 보아 아나필락시스양 

반응보다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된 것으로 보 고, rocu-

ronium 정주 2분 후에 기도저항의 증가와 급격한 혈압 감소

가 시작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rocuronium이 그 원인이라 생

각된다. Rocuronium 전에 투여된 lidocaine과 thiopental sodium

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환자가 과거 전신마취와 척추마

취를 받았을 때 이상이 없었고, 이 경우 흔히 전신마취에는 

thiopental sodium이, 척추마취에는 lidocaine 피부침윤이 이용

되고 또한 두 약제는 투여 후 각각 6분과 5분 이상 경과된 

후 증상이 발생하 으므로 이 두 약제보다는 투여 직후 심

한 저혈압을 초래한 최근의 약제인 rocuronium이 원인일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로 근이완 회복을 기다리던 과정에서 

마취 유지를 위해 thiopental sodium을 100 mg씩 두 차례 투

여하 고, 또한 발관 전에 기도반사를 줄이기 위해 lidocaine

을 투여하 는데 각 약제 주입 후 특이한 반응이 없었으므

로 thiopental sodium과 lidocaine은 본 증례의 아나필락시스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Kim 등은11) 과거 두 차례의 마취 시 thiopental sodium이 

안전하게 사용되었던 환자에서 thiopental sodium 투여 후 발

생한 아나필락시스를 보고하면서 과거 여러 번 안전하게 

사용되었다 하여도 추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시 나타나는 증상은 빠른 맥박이나 

저혈압 등의 심혈관계 허탈과 기관지 경련이 가장 흔하지

만 이런 증상은 다른 병적 상황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

으므로 이것만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진단하기는 어렵

다. 좀 더 정확한 방법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났을 때 

혈장 히스타민, 소변 메틸히스타민, 혈장 트립타제 등을 측

정하는 것인데, 히스타민은 9 nM 이상, 트립타제는 25μg/L 

이상일 때 의미가 있다.7) 트립타제는 비만세포 자극 시 유

리되는 단백 분해효소로써 히스타민보다 제거 반감기가 길

어 아나필락시스 반응 후 30분에서 6시간 사이에 검출되고 

또한 민감도가 60-70%로 가장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

다.5)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한 약제를 알기 위해서는 4-

6주 후에 약제에 대한 피부 반응검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규명

할 수 있고,1) 만약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radioimmunoassay 

(RIA)로 특이 IgE 농도를 측정하여 알 수 있다(민감도 89-

97%, 특이도 97%).7)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

응 당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과 환자 추적검사의 

어려움으로 마취 전 투여되었던 약제인 lidocaine, thiopental 

sodium 및 rocuronium에 대한 피부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못

한 점이 아쉽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는 저산소증의 교정, 더 이상의 화학

매개 물질 유리 억제, 혈관 내 용적의 보충이 주가 된다.3) 

먼저 100% 산소를 투여하고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수액투

여와 함께 epinephrine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여 혈압을 올리

도록 한다. Epinephrine은 10분 간격으로 10μg/kg을 피하나 

근육 주사하거나 혹은 정맥주사로 적정 주입한다.9) 또한 모

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므로 혈장 용적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액을 투여해야 하는데, 수액은 교질액이나 정

질액 모두 가능하다.3) 많은 양의 수액은 폐부종과 기도부종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발관 전 흉부 X-ray 촬 을 하거나, 

튜브의 커프를 풀고 공기가 통과하는지 확인한 후 발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5) 다량의 스테로이드 요법은 지연반응

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는 하나 아직 그 유용성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고, disodium chromoglycate도 사용하기는 

하나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다.12) 항히스타민제는 두 수용체 

모두 차단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술 16-24시간 전부

터 투여하여야 하나, 이미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난 상황에서 

투여하면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12) Epinephrine만으로 

효과가 없으면 norepinephrine이나 phenylephrine 등의 다른 

승압제의 사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심박수가 분당 150회 정도로 높았으므로 저혈압 발생 초기

에는 피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epinephrine을 정주하기보다는 심박수에 

향을 덜 미치는 ephedrine이나 phenylephrine을 먼저 사용

하 으나 혈압 회복에 향이 없었다. 피부 홍반 발현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진단하고 추후에 0.3 mg의 epi-

nephrine을 피하주사하 다. 아울러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

드를 다량 투여하 고 이후 심한 저혈압이 호전되었다.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예방법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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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는 약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

레르기 기왕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13) 모든 알레르기 환

자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양성 예

측치가 낮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에서 약제에 대한 반응을 

시험해보고 마취를 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에서만 선택적

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 혈액검사에서 시험 용량

은 rocuronium을 1：100이나 1：1,000배 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함으로써 약제에 의한 직접적인 히스타민 유리를 막아 

위양성 반응을 제외시킬 수 있다.1)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약

제를 소량씩 증량하여 비만세포나 호염기성 세포의 화학매

개체를 고갈시키는 탈감작화 방법을 사용하거나 항히스타

민제, 스테로이드, disodium chromoglycate 등으로 전 처치를 

하는 등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저자들이 경험한 환자는 알레르기의 기왕력이 없지만 가

족력이 있었던 환자로 마취 유도 시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

응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알레르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뿐

만 아니라 가족력이 있는 환자도 피부반응 검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치할 수 있는 약제에 의한 피부반응 검사도 병

행하여 마취 시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되는 것을 예

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고위험군에서는 아나필락

시스 반응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과 동시에 수술 전 아나필

락시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마취 중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신속한 

처치로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유병률 및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Heier와 Guttormsen은5) 아나필락시스의 사망

률이 3-6%라 하 고 Baillard 등도2) 두 명의 아나필락시스 

환자들 중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 다. 저자들은 본 

증례에서 발생한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신속히 대처하

여 큰 문제없이 환자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 및 

가족들은 환자에게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수차례 상

세하게 설명하 음에도 과거 두 차례나 안전하게 마취를 

받았는데 왜 발생 되었는지와 혹시 의료사고가 아니었나하

는 의문을 수차례 제기하 고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 반응 

시 신속히 대처하 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점과 

과거 안전하게 마취를 받았던 환자에서도 아나필락시스 반

응은 드물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 다. 

  저자들은 본 증례를 경험하면서 마취 시 발생되는 아나

필락시스 반응은 마취과 의사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예

기치 못한 반응으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 

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의료 상황임을 실감하 고, 향

후 마취과 의사들을 위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한 체계

적인 술전 screening test와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Rose M, Fisher M: Rocuronium: high risk for anaphylaxis? Br J 

Anaesth 2001; 86: 678-82.  

 2. Baillard C, Korinek AM, Galanton V, Le Manach Y, Larmignat 

P, Cupa M, et al: Anaphylaxis to rocuronium. Br J Anaesth 2002; 

88: 600-2.

 3. Miller R: Miller's anesthesia. 6th ed. Elsevier, Churchill Liv-

ingstone. 2005, pp 511-4.

 4. Neal SM, Manthri PR, Gadiyar V, Wildsmith JA: Histaminoid 

reactions associated with rocuronium. Br J Anaesth 2000; 84: 

108-11.

 5. Heier T, Guttormsen AB: Anaphylactic reactions during induction 

of anaesthesia using rocuronium for muscle relaxation: a report 

including 3 cases. Acta Anaesthesiol Scand 2000; 44: 775-81.

 6. Hwang SM, Suh JW, Lim SY: Anaphylaxis after thiopental and 

rocuronium induction. A case report.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95-8.

 7. Mertes PM, Laxenaire MC, Alla F: Anaphylactic and anaphylactoid 

reactions occurring during anesthesia in France in 1999-2000. 

Anesthesiology 2003; 99: 536-45.

 8. Fisher MM, Doig GS: Prevention of anaphylactic reactions to 

anaesthetic drugs. Drug Safety 2004; 27: 393-410.

 9. Mertes PM, Laxenaire MC: Allergic reactions occurring during 

anaesthesia. Eur J Anaesthesiol 2002; 19: 240-62.

10. Karila C, Brunet-Langot D, Labbez F, Jacqmarcq O, Ponvert C, 

Paupe J, et al: Anaphylaxis during anesthesia: results of a 12-year 

survey at a French pediatric center. Allergy 2005; 60: 828-34. 

11. Kim ES, Moon YE, Lee YK: Anaphylactic reaction after thi-

opental sodium injection. A case report.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417-9.

12. Cheung E, Kay J: Anesthesia and the medically compromised 

patient.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1990, pp 555-62.

13. Fisher MM, Munro I: Life-threatening anaphylactoid reactions to 

muscle relaxants. Anesth Analg 1983; 62: 559-64.

14. Fisher M, Outhred A, Bowey CJ: Can clinical anaphylaxis to 

anaesthetic drugs be predicted from allergic history? Br J Anaesth 

1987; 59: 6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