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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악화되는 많은 원인들이 

있으나 한 가지 만의 정확한 이유를 밝히거나 여러 요인들

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수술 조작 자체에 의한 간담도계의 손상

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 수술 중 출혈이나 약제 등으

로 인한 혈압 저하, 내장 혈관 저항 증가로 인한 간 혈류 

감소, 수술 자극에 의한 교감 신경계 긴장력 증가, 감염, 마

취제를 포함한 약물의 간 독성, 수혈, 심부전, 저산소증, 과

이산화탄소혈증, 수술 전 간 질환, 마취방법, 마취시간 등이 

있다.1,2) 그 중 지금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흡입 

마취제인 halothane과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enflurane에 의

한 간 독성이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3,4) 마취약제의 지

속적인 발달에 의해 현재는 간, 신장 등 장기에 대한 독성

이 많이 감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이

야기 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저자들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환자에서 sevoflurane

에 의한 전신마취 후 심각한 간 독성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52 kg, 신장 158 cm인 71세 여자 환자가 우측 하복

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받고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받기로 하 다. 고혈압, 당뇨, 간염 등 전신

질환의 과거력과 수술 받은 병력은 없었으며 평소 복용하

는 약물도 없었다. 술 전 시행한 복부 초음파와 복부 CT에

서 약간 비대된 충수 외에 다른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흉부 방사선 검사와 심전도,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 다. 

  병실에서 ketorolac 30 mg과 마취 전 투약으로 midazolam 

2 mg을 수술 30분 전에 근주하 으며 항생제, 해열제 등 

다른 약제의 투여는 없었다. 수술실 도착 후 측정한 혈압은 

115/70 mmHg, 심박수는 88회/분, 체온은 37.4oC, 말초 동맥

혈 산소포화도는 99% 다. 마취 유도는 propofol 100 mg과 

lidocaine 40 mg을 혼합 정주하여 실시하 으며, 마스크로 

100% 산소를 흡입시키면서 rocuronium 50 mg을 정주하여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기관내삽관 직후 측정한 혈압은 

145/86 mmHg, 심박수는 96회/분이었으며 양측 폐의 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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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튜브를 고정하 다.

  마취 유지는 O2 2 L/min, N2O 2 L/min, sevoflurane 2-3%

로 하 으며 일회호흡량 500 ml, 분당호흡수 10회로 기계적 

조절환기를 시행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3 mmHg, 

말초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100% 다.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환자 체위를 약 20도의 Trendelenburg 체위로 하 으며 

이산화탄소 가스압은 13 mmHg로 하여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도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9 mmHg로 증가하여 분당 

호흡수를 12회로 조정하여 34 mmHg로 낮추었으며 수술시

간은 45분, 마취시간은 60분이 소요되었다. 마취중 수축기 

혈압은 100-145 mmHg, 이완기 혈압은 55-75 mmHg, 심박

수는 분당 70-96회로 유지되었고 수술이 끝날 무렵 pyrido-

stigmine 10 mg과 glycopyrrolate 0.4 mg을 정주하 으며 환

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마취에서 회복되어 기관내튜브를 발

관하고 회복실로 이동하 다. 회복실 이송 4시간 후부터 갑

자기 환자의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했고 4시간 30분 경과 

후부터 혼수 상태가 되어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기계 호

흡을 시작하 다.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시행한 혈액 검사 

상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2790 U/L, alanine amino-

transferase (ALT) 2925 U/L,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118.8 sec, prothrombin tim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2.45, total bilirubin 1.23 mg/dl, direct bilirubin 0.6 mg/dl의 소

견을 보 으며 다른 검사치는 정상 범위 다. 간 독성에 의

한 혼수라고 생각되어 하루에 flavin adenine dinucleotide 40 

mg을 수액에 혼합하여 정주하고 L-ornithine-L-aspartate를 2000 

mg씩 6시간 간격으로 3회 정주 후 하루에 2000 mg씩 수액

과 혼합하여 투여하 다. 다른 모든 약제는 간 독성이 악화

될 위험 때문에 투여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3일 후 간 

효소 수치가 점차 감소하면서 의식이 회복되어 기관내튜브

를 발관하 으며 수술 14일째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Table 1).

  수술 다음날 시행한 anti-hepatitis A IgM,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ti-hepatitis B core antibody, anti-hepatitis C antibody, 

Ebstein-Barr virus, cytomegalovirus는 음성이었다. 

  수술 24일째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호전되어 퇴원

하 다. 

고      찰

  흡입 마취제에 의한 간 독성은 아주 드문 합병증이지만 

임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 하지만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가 위험한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며 약간의 간 기능 감소

에서 부터 심각한 간 조직의 괴사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의 기전은 첫

째 각 약제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독성으로 이는 독성 대

사산물에 의해 나타나고, 둘째 특이(idiosyncratic) 과정에 의

한 것으로 약물과 단백질의 부가 생성물인 hapten에 의해 

일어나는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에 의해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6)

  본 증례의 경우 환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신질환이나 

수술의 기왕력도 없었으며 마취 전 ketorolac과 midazolam 외

에는 어떤 약제도 투여하지 않았는데 ketolorac이 간독성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저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1회 투여에 

의해 간기능이 악화되었던 보고는 없으며 수술 중 혈압 감

소나 저산소증 등 간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없

었던 점으로 미루어 수술 중 투여되었던 약물에 의한 간 

독성으로 추측되었다. 그 중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

는 약물로는 sevoflurane이 가장 의심되는 약물이었다.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 desflurane의 경우는 trifluo-

Table 1. Serial Serum Liver Biochemistry of the Pati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est AST (U/L) ALT (U/L) aPTT (sec) PT (INR) T.B (mg/dl) D.B (mg/d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ference 5-35 5-40 23-35 0.9-1.25 0.2-1.4 0-0.7

Preop   32   34  24.3 0.98 0.6  0.1

Op 4 hr 2,790 2,925 118.8 2.45 1.23 0.6

POD #1 2,021 2,232  76.3 1.98 1.02 0.4

POD #2 1,038 1,002  41.2 1.55 1.01 0.4

POD #3  657  703  34.9 1.23 0.8 0.2

POD #5  318  353  30.7 1.12 0.8 0.1

POD #10   87   98  25.7 0.98 0.7 0.1

POD #14   34   37  25.2 1.00 0.7 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PT: prothrombin time, T.B: total 

bilirubin, D.B: direct bilirubin, Preop: preoperative data, Op 4 hr: postoperative 4 hours data, POD: postoperativ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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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cetylated protein 또는 enflurane의 경우 trifluoroacetic acid 

(TFA)와 비슷한 대사물이 간 단백질에 결합되어 생성되는

데 이들 TFA가 결합한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해 면역반응

을 일으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7) TFA가 결합한 단백

질은 마취제 대사 정도와 비례하여 대사율이 크면 간 손상

도 크고 대사율이 적으면 간 손상도 적게 일어난다.8) 각 마

취제의 대사율은 halothane의 경우 20%, enflurane은 2.5%, 

isoflurane은 0.2%, desflurane은 0.02%이므로 대사율이 가장 

적은 desflurane이 간 손상의 가능성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7,9) Sevoflurane의 대사율은 3-5%로 isoflurane이나 des-

flurane보다 훨씬 크지만 TFA로 대사되지 않고 독특한 화합

물인 hexafluoroisopropanol (HFIP)로 대사되는데 HFIP는 TFA 

보다 단백질 결합력이 훨씬 적고 축적되지 않아 빠르게 phase 

II biotransformation 되어 HFIP-glucuronide로 바뀌어 소변으

로 배설되게 되는데 12시간 안에 대부분 배설되고 마취 2

일 후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10,11) 즉 sevoflurane 마취 후 

간 기능 효소 수치가 술 후 7일 째에 가장 높이 증가한다

는 보고도 있으나12) 12시간 안에 대부분 대사물이 배설되므

로 본 증례에서처럼 수술 후 초기에 증가한 후 차츰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Yoon 등도13) 

sevoflurane 마취 후 수술 후 1일째에 간 기능 효소 수치가 

가장 높이 증가하 고 수술 후 3일째에는 술 전 수치로 감

소하 음을 보고하 다. 

  Frink 등은14) 50명의 환자에게 sevoflurane을 1에서 7 MAC- 

hours로 마취한 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간기능의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 고, Honda 등은15) 쥐에게 1주일간 isoflurane

과 sevoflurane을 투여하면서 간세포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isoflurane을 투여한 군에서 sevoflurane 군보다 조직 손상의 

정도가 크다고 하 다. 그러나 Kharasch 등은16) 저유량의 

sevoflurane과 isoflurane을 장시간 투여한 결과 두 군에서 간

에 대한 향은 차이가 없다고 하 으며, Obata 등도17) 저

유량의 sevoflurane을 고유량의 sevoflurane과 저유량의 isoflurane

과 비교하여도 간 기능의 차이는 없다고 하 다. 

  간 기능 악화의 원인으로 propofol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

가 있는데 Anand 등은18) 다른 마취 약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propofol로 1시간 20분간 정맥마취를 했던 환자에서 수

술 후 심하게 증가된 간 효소치의 증가를 보고했다.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처럼 마취 유도시 1회 정주만을 한 경우 췌

장염이 생기는 보고는 있으나 간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경

우는 없었으므로 원인을 propofol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

는 것 같다.19) Propofol에 의한 췌장염의 원인으로는 고중성

지방혈증과 지질대사의 결함이라고 설명되고 있다.19) Yoon 

등은13) 기존의 간 질환이 없고 간 효소치가 정상인 환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는 환자에서 enflurane, sevoflurane, 

desflurane, propofol로 마취 유지를 한 후 간 효소 치를 비교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다. 하지만 Tiainen 

등은20) propofol로 정맥마취를 시행한 환자들에서 AST, ALT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세포 손상이 있을 때 증가하

는 alpha-glutathione S-transferase가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여 propofol의 간 기능 감소 기전은 알 수 없으나 안

전한 약제는 아님을 보고하 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sevoflurane에 의한 급성 간 독성으

로 추측되며 보존적인 치료에 의해 회복이 되어 합병증 없

이 퇴원한 경우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아직까

지 완전히 안전한 약제는 없기 때문에 흡입마취제에 의한 

전신마취를 하면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할 수 있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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