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6; 51: 371∼4
□증례보고□

Korean J Anesthesiol Vol. 51, No. 3, September, 2006

371

  Sturge-Weber 증후군은 뇌삼차신경 혈관종증(encephalotri-

geminal angiomatosis)라고도 불리는 신경피부 증후군으로서 

신생아 50,000명 중의 1명 정도가 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다.1) 이 질환을 가진 환자는 특징적으로 후두엽과 후부 측

두엽 부위에 뇌내 혈관 기형인 연수막 혈관종증(leptomenin-

geal angiomatosis)을 나타내고 또한 삼차신경의 눈신경(oph-

thalmic nerve)을 따라 편측의 안면 피부 혈관 기형을 보인

다. 다른 동반 증상으로 경련, 녹내장, 두통, 일과적 유사 

뇌졸중(trantient strokelike neurologic deficit), 및 이환 된 대뇌 

피질 반대편의 반불완전마비(hemiparesis), 반위축(hemiatrop-

hy), 반맹(hemianopia) 등이 있다. 

  이 질환의 증상 및 증후는 비대한 안면 혈관종에 의한 

기도 유지 및 기관 삽관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전신마취 시

에 여러 가지 난관을 제공하므로 이 질환에 대한 이해가 

전신마취 시의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다 하겠다. 

  본 증례는 안면에 심한 혈관종이 있는 Sturge-Weber 증후

군 환자의 전신 마취를 경험한 것으로, 이 질환을 가진 환

자에게 전신 마취 시 어려운 기관내삽관과 전신마취에 사

용되는 약제에 의한 합병증, 그리고 치료 방침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되어 증례로 제시하게 되었다.

증      례

  선천적으로 Sturge-Weber 증후군을 갖고 있는 30세 남자 

환자가 전신 마취 하에 비중격만곡증(nasal septum deviation) 

수술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입원하 다. 환자의 신장은 165 

cm 이었고 체중은 55 kg이었다. 과거력상 환자는 전신 발작

으로 개인 병원에서 항경련제를 투약 받는 중이었고 정신 

지체가 있었으며 의사소통은 겨우 말을 알아듣는 정도 고 

말은 하지 못하 다. 수술이나 마취의 기왕력은 없었다. 또

한 이 질환에서 특징적인 후천성 녹내장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었다. 신체 검사상 환자의 안면에는 심한 혈관종이 

있었고 특히 하악과 입술에 혈관종이 심하 다(Fig. 1). 수

술 전 이비인후과에서 굴곡성 후두경을 이용하여 후두를 

검사하 는데 혀의 기저부와 후두에 부종이 동반되어 있었

다고 하 으나 사진은 찍지 않았었다. 이학적 검사상 턱뼈 

끝과 상갑상선절흔과의 거리(thyro-mental distance)가 약 7 

cm이었고 경부의 움직임은 제한이 없었다.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Mallampati 분류에 따른 기도 평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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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 다. 마취 전 혈액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전신 마취를 위한 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기관내삽관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연속 기관삽관(rapid-se-

quence intubation)을 하기로 결정을 하 다. 또한 실패를 대

비해 각성 시 기관내삽관(awake intubation)을 위하여 기관지

경을 준비하 고 또한 응급 기관절개술을 위한 준비도 하

다.

  마취 유도는 마스크를 통하여 100% 산소 5 L/min으로 5 

분간 자발 호흡을 하 고 lidocaine 50 mg을 투여한 후 pro-

pofol 120 mg을 정주한 다음 succinylcholine 80 mg을 정주하

다. 이때 기도유지를 위해 마스크를 충분히 착하려 하

으나 입술이 너무 비대하여 공기가 마스크의 양옆으로 

새어 나와 보조자가 옆에서 양쪽 입술과 볼을 마스크 쪽으

로 어주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폐에 성공할 수 있었다. 

충분한 근 이완 후에 3번 Macintosh 곡형날 후두경을 이용

하 으나 입술과 혀가 비대해서 후두 구조물이 보이지 않

아 4번 Macintosh 곡형날 후두경을 이용하여 후두개를 볼 

수 있었지만 성대는 보이지 않았고(Cormack 분류 grade 3) 

결국 유도자를 이용하여 7.5번 강화(wire-reinforced) 기관 튜

브로 맹목적 기관내삽관을 시도하 다. 삽관 후 양쪽 흉곽

이 동등하게 올라오고 호흡음이 양 폐야에서 청진되며 호

기말 이산화탄소가 나옴을 확인하여 기관내삽관이 적절함

을 평가한 후 튜브는 26 cm에서 고정하 다. 그 후 vecuro-

nium 4 mg을 정주하 고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각각 2 L/ 

min, 그리고 sevoflurane 2%로 마취를 유지하 다. 마취 유

지 중 환자의 활력 징후에 큰 변동 없이 수술을 마쳤다. 

  수술 종료 후 근이완의 길항을 위해 pyridostigmine 15 mg

과 glycopyrrolate 0.4 mg을 정주하 고 환자의 의식이 완전

히 돌아온 후에 발관하 다. 수술 시간은 총 1시간 45분, 

마취 시간은 2시간 15분이 소요되었다. 발관 후 환자는 마

스크를 통해 100% 산소 5 L/min으로 30분간 자발 호흡을 

하 고 회복실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병실로 이송되었다. 수

술 후 이비인후과에서 기도부종에 대해 검사하 는데, 수술

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 고 이에 대

한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고      찰
 

  Sturge-Weber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신경계의 종양과 함께 

피부 병변을 나타내는 신경피부 증후군(neurocutaneous synd-

rome, phakomatosis)의 일종으로 안면부에 삼차신경의 안신

경을 따라 적포도주색의 혈관종과 녹내장, 동측의 연수막 

혈관종 등을 특징으로 한다.1) 혈관종은 흔히 편측성이나 양

측성인 경우도 있고 체간, 사지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며 

코, 입술, 구개, 혀, 후두, 기관지를 침범하기도 한다. 이 증

후군을 가진 환자는 경련, 편두통, 뇌졸중 유사 증세, 정신 

지체, 시야 결손,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인다.2) 

  이 질환은 거의 유전적 경향이 없이 우발적으로 나타난

다.1) 병태 생리학적으로 발생 초기 뇌, 눈, 피부와 관련한 

혈관의 이상 형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가능한 원인으

Fig. 1. Severe facial hemangioma in patient's face especially lower lip 

and chin.

Fig. 2. Post-operative fiberoptic view of larynx. 1: swollen omega- 

shaped epiglottis, 2: erythematous both aryten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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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체세포돌연변이(somatic mutation)가 유력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3)

  연수막 혈관종증은 주로 후두엽과 측두엽에 생기는데 연

수막(leptomeninx)은 두꺼워져 있고 맥락막총(choroid plexus)

은 비대되어 있으며 뇌막 동맥(meningeal artery)과 피질 및 

피질하 정맥(cortical and subcortical veins)에는 칼슘 침착이 

되어 있다. 칼슘 침착과 함께 정맥 정체(venous stasis)에 의

한 뇌피질의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고 뇌신경세포가 손상 

된다.4) 간질(epilepsy)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고, 전형적으로 국소 강직성이고 안면 혈관종의 반대 

부위에 발생한다. 정신지체는 약 50%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전신 경련, 국소 뇌허혈에 의한 대뇌위축이 원인

으로 생각된다.1)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드물게 

생길 수 있고,5) 반복적 혈전 생성에 의한 뇌졸중 유사 증세

에는 항혈전제가 사용될 수 있다.6) 

  Sturge-Weber 증후군 환자의 마취 관리에 있어서 혈압을 

술 전 범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수술 중 후의 일

시적인 혈압 상승에 의한 뇌혈관 파열이 감각, 운동의 이상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 중 후 환자의 혈압

은 술 전 혈압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7)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30∼70%에서 녹내장이 동반된

다.8) 이 중 60%는 유아시기에 40%는 학동기나 성인기에 생

기게 되는데, 전자는 주로 전방각 기형에 의한 방수(aqueous 

fluid)의 유출 이상에 의하고, 후자는 주로 상공막 혈관종

(episcleral hemangioma)에 의한 상공막 정맥압(episcleral ve-

nous pressure) 상승에 의한다.9) 녹내장은 대부분 편측으로 

발생하고 거대안구증이나 결막, 망막의 정맥류, 맥락막 혈

관종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Sturge-Weber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마취는 안압

의 상승을 방지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마취 유도

나 각성 중 힘주기(straining), 기침요동(bucking) 및 기도 폐

쇄는 뇌내압 상승뿐 아니라 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기관 삽관에 의한 안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관 삽관 전 lidocaine의 정주, sufentanil이

나 remifentanil과 같은 아편양제제의 사용 및 마취 유도 2 

시간 전 clonidine의 경구 투여 등이 있다. Thiopental과 같은 

barbiturate, 흡입마취제, 아편양제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안압 상승 없이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 마취 전 투약으로

서 atropine, glycopyrrolate, scopolamine 등의 antisialogogue은 

의미 있는 안압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succinylcholine은 

유의하게 기관삽관 후 안압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이에 의

한 일시적 안압 상승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합병증을 초

래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D-tubocurarine에 의한 defa-

sciculation이 안압 상승 방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안압 상승을 방지하지는 못한다.10)

  본 증례에서는 마취 전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고 심혈관

계 안정을 위해 lidocaine 50 mg을 투여하 고 propofol 120 

mg, 그리고 succinylcholine 80 mg으로 마취 유도를 하 으

며 마취 전 혈압 140/80 mmHg에서 기관삽관 직후 190/90 

mmHg로 상승되었다. 기관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근육이완제로는 succinylcholine을 사용하기로 하 고 속상수

축(fasciculation)을 예방하기 위하여 10분의 1 용량의 비탈분

극성 근육이완제를 이용한 defasciculation도 생각해 보았으

나, 이때 1∼5%에서 심한 근이완으로 인해 신속한 기도확

보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11)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속상

수축에 의해 안압도 상승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아편양제

제의 투여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심혈관 반응을 억제하

는 것도 같은 이유로 시도하지 못하 다. 그러나 마취유도 

시 베타 블록 제제인 labetalol이나 esmolol의 사용이나 칼슘 

채널 차단제인 nicardipine 같은 제제를 사용하 으면 교감

신경 항진에 따른 심혈관계 반응 억제에 효과적이었을 것

이라고 생각되지만 기도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이를 사용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Sturge-Weber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입술과 혀가 비대해

져 있기 때문에 마취 유도 중 용수 환기 및 기관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수술 후 이비인후과에서 굴

곡성 후두경을 이용하여 후두를 검사하 는데 혀의 기저부

와 후두에 부종이 동반되어 있었다(Fig. 2). 따라서 이런 환

자는 가능하면 술 전에 충분히 기도 평가를 해야 하고 기

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면 각성 시 기관내삽관이

나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 LMA)를 이용한 방법

을 생각해야 하며 굴곡성 후두경삽관(fiberoptic intubation), 

광봉(light wand)의 사용, 역행성 기관내 삽관(retrograde intu-

bation), 기관절개술(tracheostomy) 등의 준비를 충분히 해 두

어야 한다.12)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

는 상태에서 각성 시 기관내삽관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

었고 혀의 기저부와 후두에 부종 때문에 LMA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연속 기관삽관을 

하기로 하 다. 

  Sturge-Weber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입술과 구강, 혀, 후

두, 기관의 혈관종을 기관삽관시에 파열시킬 수도 있고 이

러한 경우 기도 유지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흡인의 가능성

이 있으므로 기관삽관 시 부드러운 튜브에 젤리를 충분히 

발라 사용해야 한다. 수술 중 후 기관 및 구강 흡인(suction)

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본 증례의 경우 일단 빠른 연속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실

패할 시 굴곡성 기관지경삽관,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할 예

정이었으나 맹목 기관삽관을 일회에 성공하 다. 이때 빠른 

연속 기관삽관을 위해 succinylcholine을 사용하 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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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근이완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의 회복이 용이하나 

안압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다. Succinylcholine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빠른 근이완을 위해 rocuronium을 사용

하고 기관삽관이 안된 경우, 현재 상용화 되어 있지는 않지

만 선택적 길항제인 Org25969를13) 투여하는 것도 하나의 안

전한 빠른 연속 기관삽관의 대안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Sturge-Weber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마취는 수술 전 환자

의 동반된 이환 질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마취유도 시 

기도유지 및 기관삽관에 주의해야 하고 안압 및 뇌내압 상

승의 예방을 위한 마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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