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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강내압(intra-abdominal pressure, IAP)은 앙와위에서 약 0 

mmHg이며, 복부 수술 후에는 10 mmHg까지 증가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이러한 복압이 외상, 수술 혹은 

염증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증가(intra-abdo-

minal hypertension, IAH, 복부 고혈압)할 경우에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장, 소화기계 및 뇌신경계에 악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복강은 복근에 둘러싸여진 공간으로 일정 이상으로 압력

이 증가할 경우 복부구획 증후군(abdominal compartment syn-

drome, ACS)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저산소증, 저환기, 핍

뇨 등의 이차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2)

  구획 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은 상하지, 머리, 가슴 

및 복부 등과 같이 인체에 폐쇄된 모든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데, 상하지, 머리에 생기는 구획 증후군과 달리 ACS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1980년대 이후 복부 고혈압과 ACS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 다.3) 

  ACS의 빈도가 그리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등에 미치는 향이 커서 마취 시 

고려할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증후군의 

마취 경험을 보고한 예는 거의 없었다.

  저자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대량 출혈과 골반뼈 골

절(pelvic bone fracture)로 응급 수술 중 발생한 ACS의 발생

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38세 남자 환자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개인병원 경유하

여 본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과거력상 특이 소견 없었으

며, 내원 당시 활력증후는 수축기 혈압 40 mmHg, 이완기 

혈압 측정불가, 심박수 119회/분, 체온 36oC 측정되었으며, 

반혼수(semicoma)상태로 요도관 및 기관내 삽관 상태 으며, 

코위 양관을 삽입하 다. 동맥혈 가스 분석 소견(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은 산소 분당 15 L로 양압 용수 

환기를 하는 상태에서 pH 7.03, PaCO2 33.5 mmHg, PaO2 

199.1 mmHg, HCO3
- 9.1 mM/L, 맥박 산소포화도(pulse oxi-

metry, SpO2)는 100%로 심한 대사성 산증을 나타내고 있었

으며, 혈액학적 검사 소견상 혈색소 9.8 g/dl, 혈소판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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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 생화학적 검사 소견상 GOT/GPT 139/107 IU/L 소견을 

보 다. 환자는 왼쪽 옆구리 반상출혈(ecchymosis)과 복부팽

창(abdominal distension), 혈뇨를 보이고 있었다. 중심정맥도

관 거치 후 생리식염수와 하트만 용액을 투여하여 혈압이 

100/60 mmHg 측정되었으며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 에서 

후복막 출혈(retroperitoneal bleeding)과 골반뼈 골절 의심 하

에 정형외과 수술이 결정되었다. 그 동안 대사성 산증과 혈

액량 감소 쇼크(hypovolemic shock)를 교정하기 위해 sodium 

bicarbonate, 농축 적혈구와 수액을 투여하 고, 재시행한 혈

액학적 검사 소견에서 혈색소 4.3 g/dl, 혈소판 67,000/mm3으

로 빈혈 및 대량 수혈(massive transfusion)로 인한 혈소판 감

소 소견을 보여 농축 적혈구, 신선냉동혈장 및 혈소판 농축

액을 지속적으로 수혈하 다. 그 당시 혈압은 90/70 mmHg, 

심박수 115회/분, 체온 36oC이었으며, ABGA는 pH 7.16, 

PaCO2 62.9 mmHg, PaO2 143.9 mmHg, HCO3
- 22.8 mM/L, 

SpO2는 100%로 호흡성 산증 소견을 나타냈으며, 혈색소 

10.7 g/dl, 혈소판 44,000/mm3, 심전도상 동빈맥(sinus tachy-

cardia), 흉부 방사선 검사상 양쪽 폐부종 소견을 나타내었

다. 왼쪽 옆구리 반상출혈, 혈뇨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복부 

팽창은 심해지는 양상이었다. 

  수술실 도착 당시 혈압은 90/50 mmHg, 심박수 140회/분, 

SpO2는 90% 측정되었으며, 마취유도는 glycopyrrolate 0.2 

mg, vecuronium 16 mg, sevoflurane으로 하 고, 마취 유지는 

100% O2와 sevoflurane으로 하 다. 오른쪽 요골 동맥(radial 

artery)에 동맥관을 거치하고, 출혈에 의한 저혈량증(hypo-

volemia) 의심하에 수액 투여와 수혈을 진행하면서 dopa-

mine과 dobutamine의 점적주입을 시작하 다. 일회 환기량 

600 ml, 호흡수 14회/분, FIO2 1.0에서 최대흡기압력(peak 

inspiratory pressure, PIP) 50 cmH2O,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nd tidal CO2, ETCO2) 40 mmHg, SpO2는 90% 측정되어 산

소화 개선을 위해 호기말 양압(positive end expiratory pres-

sure, PEEP)을 10 cmH2O으로 가해주고, 일회 환기량을 520 

ml로 줄이고 호흡수를 16회/분으로 늘렸다. FIO2 1.0에서 수

술 중 시행한 ABGA 소견은 pH 7.23, PaCO2 60.7 mmHg, 

PaO2 71 mmHg, HCO3
- 25.8 mM/L이었으며, 지속적인 혈뇨

와 핍뇨를 보여 furosemide 80 mg, 20% mannitol 100 ml를 

투여하 고, 혈소판 수치 35,000/mm3로 혈소판 감소증 소견

을 나타내어 추가로 농축혈소판 12 units를 투여하 다. 

  골절 외고정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기 전에 시

행한 이학적 검사상 환자의 복부 및 상하지 팽창이 더욱 

심해졌으며, 이로 인한 환기 장애로 ABGA 소견은 pH 7.16, 

PaCO2 68.5 mmHg, PaO2 58.6 mmHg, HCO3
- 24.7 mM/L로

서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호흡성 산증 소견을 보 으며, 

ETCO2 47 mmHg, PIP 60 cmH2O까지 증가하 고, 수축기 

혈압 70-80 mmHg로 지속적 저혈압을 보이며 혈뇨 및 핍

뇨 증상을 보여, 복강내압 상승에 따른 복부구획 증후군이 

의심되었다. 중환자실에서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외과 의사에 연락을 취하고,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 다.

  요도관을 통한 방광내압 측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강내

압을 측정한 결과, 28 cmH2O로 측정되어 응급으로 외과적 

복부 감압술이 결정되었고, “Bogota bag”을 이용한 봉합술이 

시행되었다. 감압 후 SpO2는 86%에서 94%까지 증가하 으

며, PIP도 60 cmH2O에서 36 cmH2O로 감소하여, 환기가 극

적으로 좋아지는 양상을 보 다. 이 때 측정한 ABGA 소견

은 pH 7.26, PaCO2 73.4 mmHg, PaO2 67.8 mmHg, HCO3
- 

30.5 mM/L로 여전히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호흡성 산증 소

견을 보 지만, 수축기 혈압은 90-100 mmHg로 복부 감압

술을 시행하기 전에 비해 혈압이 약간 증가하 다. 

  총 수술 시간은 5시간 30분이었으며, 수술실에서 환자에

게 투여된 수액은 플라즈마 용액 1,300 ml, 하트만 용액 

1,900 ml, 농축 적혈구 9 units, 신선동결혈장 2 units, 농축 

혈소판 12 units를 포함하여 총 7,650 ml 투여되었으며, 소

변량은 870 ml이었다. 환자는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 중

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일치성 간헐적 강제 환기(synchro-

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SIMV)로 일회환기량 

520 ml, 호흡수 16회/분, FIO2 0.8, PEEP 10 cmH2O로 기계 

환기를 시작하 다.

  이후 환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응급 투석으로 

CVVHF (continuous venovenous hemofiltration)을 시행하 으

며, 복강내압이 떨어져 복부의 창상을 완전히 봉합하기까지 

3번의 “Bogota bag”을 이용한 봉합술과 1번의 상행대장절제

술을 시행하 으나,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으로 인한 폐렴과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내원 후 30일째에 사망하 다. 

고      찰

  정상적으로 복강 내는 폐쇄된 공간이며, 여러 가지 원인

에 의해 복강내압이 심하게 증가할 경우 소화기뿐 아니라,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장 및 뇌신경계에 손상을 초래하여, 

ACS가 생길 수 있다.2,3) 복압 증가는 외상, 염증, 수술 후 

복부 출혈, 급성 췌장염, 장 폐쇄증(ileus), 복강경 수술 및 

복부 동맥류 파열 등과 같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복강내압은 요도관을 통한 방광내 압력을 통해 간

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4,5) 정

상적으로 0-10 mmHg 정도이며, 그 이상 측정될 때 임상

적으로 ACS를 의심할 수 있다. 

  실험동물 모델에서도 복압이 30 mmHg 이상 증가된 상태

로 3시간 지속될 경우에 저산소증, 저환기, 산증, PIP의 증

가 및 폐 유순도 감소 등의 소견을 보 으며,6) 복압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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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 이상일 경우 ACS라고 진단할 수 있으며 외과적 감

압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25 mmHg 이하일 경우는 내과적 

치료를 먼저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4,7) 이상의 연구 결

과들은 대체적으로 25 mmHg 이상의 복압을 ACS를 일으킬 

수 있는 IAP의 임계압력(critical pressure)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증례에서도 정형외과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로 이송직전 환자를 관찰한 결과, 복부 팽창이 심

하고 복벽의 긴장도가 매우 증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

산소증, 저환기, PIP 증가 등과 같은 호흡기계 문제점이 나

타나서, 인공호흡기를 통한 환자 처치 및 치료를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자들이 외과 의사에 자문

을 구하고 외과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 다. 방광내압을 통한 IAP는 28 mmHg로 측정되어, 

즉각적인 복부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개복 후 관찰 결

과, 진행되는 출혈(active bleeding)은 없었으나, 삼출성(oozing) 

출혈로 인한 후복막 혈종(retroperitoneal hematoma)이 복부로 

돌출(bulging)되어 있고, 장부종(bowel edema)이 심해서 일차

봉합이 불가능하여, “Bogota bag”으로 임시 봉합을 실시한 

후 추후에 봉합하기로 결정하 다. 응급으로 복부 감압술을 

시행한 후 저산소증, 저환기, PIP 등의 호흡기계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적 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복압이 증가할 경우 하대정맥이 눌리게 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장의 전부하(preload)

가 감소되고, 전신 혈관 저항의 상승으로 후부하(afterload)가 

증가하여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저하

된 심박출량에도 불구하고 전신 혈관 저항이 상승되어 있

기 때문에 정상 범위의 혈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강내압의 증가는 횡격막을 어 올림으로써 흉강내압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저환기 및 저산소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대량 출혈로 인해 지속적으로 저혈압

과 빈맥 소견을 보 으며, ACS로 인한 흉강내압 상승으로 

PIP의 증가, 저산소증, 저환기 및 호흡성 산증 소견이 관찰

되어, 응급으로 복부 감압술을 시행한 후 환기 장애와 저산

소증이 많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IAP가 증가하면 신혈류량 감소, renin, angiotensin, aldo-

sterone에 의한 재흡수 증가, 하대정맥과 신장 및 요관(ureter)

에 직접 가해지는 압력 등에 의해 소변량이 감소한다고 알

려져 있는데,8,9) 실제로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 IAP 20 mmHg 이하의 경우는 소변량 및 renin, aldo-

sterone과 같은 호르몬의 혈중 농도에 별 변화가 없었고, 조

직학적으로도 정상소견을 보이지만, 30 mmHg 이상에 도달

하면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핍뇨를 보이며, 조직

학적으로 손상된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본 

증례에서도 수술 중에 지속적으로 핍뇨 및 혈뇨 증상을 보

으며, 복부감압술 후에도 계속하여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응급 투석으로 CVVHF를 시행하 다. 비록 복부감압술로 

복압을 낮추기는 하 으나 장시간 지속된 IAP 상승으로 인

해 호르몬 증가와 신장 및 요관에 생긴 조직학적 손상이 

핍뇨를 지속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소변량을 유지하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삼투압성 이

뇨제와 furosemid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되고 있다.8) 

저자들은 감압술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회 환기량을 줄이고 

호흡수을 늘리며 PEEP을 적용하는 형태로 기계환기를 시행

하여 폐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함과 동시에 폐포

환기를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려 노력하 다.

  또한 복압의 증가는 복강 내 장기에 공급되는 산소 및 

혈류량을 감소시켜, 조직의 산증을 유발하고, 폐혈증과 다

발성 장기 기능 부전증(multi-organ dysfunction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상과 같이 IAP의 증가와 함께 동반된 장기의 기능 저

하가 있을 때 ACS이라 진단할 수 있는데, 대략 25 mmHg 

이상의 IAP와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장, 위장관 및 뇌신경

계에 기능저하가 동반될 경우 ACS라 정의하고 있으며, 복

부 외상 환자의 5.5-15%에서 발생하고, 사망률이 61%에 

이르는 치명적인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10-12) 

  ACS 환자의 경우 장부종, 혈종 등으로 인해 복압이 매우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부감압술 후에 곧바로 

피부 봉합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설사 피부 봉

합을 하더라도 다시 IAP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 봉합을 

미루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봉합술

(stage abdominal repair, STAR)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 

수술법은 피부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신소재를 이용하여 

임시 봉합한 후 매 24-48시간마다 재봉합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수술 방법으로서 합병증이 낮고, 복강 내부를 쉽게 

관찰(secondary look)할 수 있으며, 복압을 감소시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이때 임시 봉합에 

사용되는 소재(material)로 망사(mesh), 지퍼(zipper), 접착테이

프(adhesive sheets), “Bogota bag” 및 나이론제 접착천(velcro)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Bogota bag”은 사용 만

족도가 매우 높고, 가격이 저렴하며, 투명한 plastic bag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강내부 장기의 괴사, 출혈 여부 등을 즉

각 알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소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13,14) 

본 증례에서도 “Bogota bag”을 이용한 STAR 수술법을 통해 

IAP를 낮추고, ACS을 개선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에서와 같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 전, 후 복부팽만과 복부 긴장도 증가, IAP의 상승, 이

로 인한 환기 및 산소화 장애, PIP 증가 및 핍뇨 등의 증상

을 보이는 환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ACS를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방광을 통한 IAP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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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5 mmHg 이상 나타날 경우는 수술팀 간의 조정자(coor-

dinator)로서의 역할을 하여, 그 즉시 외과에 연락하여 응급

으로 복부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환자의 이환률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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