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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무통무한증(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

drosis, CIPA)은 매우 드문 유전질환으로 유전성 감각 및 자율

신경병 제4 유형(hereditary sensory and autonomic neuropathy

type IV)으로 분류된다.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통증에 무감

각하며, 촉각은 정상이며, 자해, 반복성 고열, 무한증, 정신

지체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 등의 소견을 보인다. 환자들

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주로 외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질환 자체가 매우 드물고, 국내에 마취 경험

사례가 1예 보고되고 있으며 전 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를 이용한 예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 바 이

와 관련된 임상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아는 체중 51 kg의 13세 남아로 우측 주관절 화농성 관

절염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로 내원하 다. 내원 당시 이

학적 검사상 우측 주관절 외에도 좌측 족근 관절에 외상

후 관절염과 다발성 관절 기형 소견을 보 고, 통증에 둔감

하 으며 양손에 자해로 인한 여러 개의 반흔이 보 다(Fig.

1). 과거력상 출생 당시에는 특이한 소견 없이 정상 발달을

보 으나, 약 1세 때부터 간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고

열 증상을 보 으며, 유전자 검사상에서는 특이 소견을 보

이지 않았으나, 말초신경 생검상 무수신경섬유(unmyelinated

nerve fibers)가 확연히 감소된 소견을 보여 CIPA로 진단 받

아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다. 신경 정신과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정신지체에 대한 확진은 없었으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어려워 개인교사에 의한 가정방문을 통해 초

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족력상 부모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환아의 누나도 동일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내원 후 몇 차례 약간의 미열을 동반하 으나 그 외 다

른 활력증후는 모두 정상 범위 고, 수술 전 시행한 흉부

방사선 소견은 정상이었으며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증가증

(leukocytosis) 외에는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내원 10일

째 전신마취 하에 절개술과 배농을 시행하기로 계획하 다.

수술 전 방문 시 수술에 대한 불안은 없었고, 협조도 충분

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투약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remifentanil과 propofol을 이용한 TIVA를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수술실 도착 직후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29/67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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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수 105회/분이었고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한 산소포화

도는 99% 다. 마취유도 전 산소투여를 5분간 실시한 후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유도를 위하여 일회투여 용량으

로 remifentanil 50μg과 propofol 100 mg을 정주하 다. 의식

이 소실된 후 rocuronium 30 mg을 정주하 고 자발 호흡이

소실된 후 remifentanil을 0.1μg/kg/min로 지속 주입함과 동

시에 propofol을 목표 농도 2.0μg/ml로 설정하여 투여하

다. 보조 환기를 공기(2 L/min)와 산소(2 L/min)를 투여하여

시행하면서 좌측 요골동맥에 도관을 삽입하여 지속적 혈압

측정을 시행하 으며, 혈압 103/51 mmHg, 맥박수 109회/분,

산소포화도가 100%에 이르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기관내 삽관 시행 직후 활력징후가 혈압 143/80 mmHg, 맥박

151회/분으로 상승하여 propofol을 목표 농도 4μg/ml로 증량

하 으나 활력징후는 안정되지 않았고, remifentanil을 0.2μg/

kg/min으로 증량한 후 혈압 102/46 mmHg, 맥박수 116회/분

으로 안정되었다. 인공호흡기는 일회 호흡량 500 ml, 호흡

수 18회/분으로 적용하 고 이때 기도 내압은 18 cmH2O 정

도를 유지하 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5 mmHg로

측정되었다.

중간체온인 직장체온과 심부체온인 비후강 체온을 서로

비교하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체온상승을 감시하 다.

수술 중 활력징후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 고, 체온은 수

술 중 36.3－36.5
o
C 정도로 유지하 으며 마취 종료 시

36.6
o
C 다.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한 산소포화도는 수술 중

99－100%가 유지되었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0－35

mmHg를 유지하 다. 마취는 총 90분이 소요되었고, 수술 종

료 후 remifentanil, propofol과 공기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

를 8 L/min로 증량한 후, 자발호흡이 확인되어 pyridostigmine

15 mg, glycopyrrolate 0.4 mg을 정주 후 반전 유도를 시행하

고, 명령에 의해 눈을 크게 뜨는 것을 확인 후 발관을 시

행하 다. 발관 후 산소 투여 없이 산소포화도는 99%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 후, 만일에 있을 각성 시 흥분에 따른

외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propofol을 정맥로에 유지한 상

태로 회복실로 이송하 다. 회복실 이송 후 환아의 진정상

태는 propofol 투여 없이도 잘 유지되었고 술 후 통증은 호

소하지 않았다. 이후 마취회복 단계에서 활력징후는 안정적

이었고 체온도 36.2－36.4
o
C로 잘 유지되며 마취가 완전히

회복되어 병실로 이송하 다. 병실이송 후 24시간 동안 감

시한 체온은 35.9－36.9
o
C 정도로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하

다.

고 찰

CIPA는 유전성 감각 및 자율신경성 신경병증 분류의 제

IV형으로
1)
상염색체 열성유전 질환이다. 조직학적으로 무수

섬유의 결핍과 작은 유수섬유의 감소에 기인하며
2)
유전학

적으로는 인간의 nerve growth factor (NGF)에 관여하는 re-

ceptor tyrosine kinase를 부호화하는 chromosome 1 (1q21-22)의

tyrosine kinase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기인한다.
3,4)
Receptor

tyrosine kinase는 NGF에 반응하여 세포 내 신호전달을 담당

하고 있으며 NGF 신호의 전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 NGF에

의존하는 신경들의 생존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동시에

신경전달물질의 합성과 관련된 효소나 신경 펩타이드도 거

의 없거나 극도로 감소되게 된다.
4)
이로 인하여 상처 치유

나 혈관신생의 변화뿐 아니라 감각의 소실을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CIPA 환자의 경우 다발성 반흔, 골절, 골수염,

관절 변형을 가지고 있다.
5,6)
또한 CIPA 환자는 땀샘이나

혈관 또한 신경섬유의 결손으로 인해 체온조절의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7)
이는 땀샘의 수나 형태학적으로는 정상

이지만 외분비선(eccrine sweat glands)의 신경분포의 결여에

의한 것이다.
8)

CIPA 환자의 마취관리를 살펴보면 수술 전 관리, 수술

중 관리, 수술 후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술 전후 관리

에서는 환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마취 전 투약이 필요한데

이는 갑작스런 과흥분을 막고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골

절 예방을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술 중 관리를 살펴보면 CIPA 환자의 경우 수

술 동안 마취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환자

의 촉감은 정상적이어서 간혹 촉각에 대한 감각과민증

(hyperesthesia)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환자에서는 수

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6)

본 증례의 환자에서는 TIVA를 시행하면서 초기에 소량의

remifentanil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관내 삽관 시 혈

압의 상승 그리고 이후 적정한 propofol의 주입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remifentanil을 증량한 후에

Fig. 1. Healed scars of self-inflicted bite injuries o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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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혈역학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사용된 약

물 농도는 정상인에서 사용되는 약물농도와 차이가 없었다.

앞선 연구결과를 보면 수술의 종류에 따른 마취 요구의

넓은 변화를 보인다. Okuda 등에
5)
의하면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제의 요구량은 주로 수술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치과적 수술의 경우는 1 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MAC)

이하의 저농도의 흡입 마취제가 요구되지만 정형외과적인

수술에서는 1 MAC 이상의 마취제가 요구되었다. 혈역학적

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흡입 마취제가 예상보다 많은 양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양의 흡입마

취제의 요구는 아마도 촉각과민의 향일 가능성이 제시되

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취의 필

요성은 이러한 촉감적인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특히 소아에서는 수술 중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필요

하다.

CIPA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맥 마취제로는 barbitu-

rates, benzodiazepines, propofol과 ketamine이 사용된 바가 있

으며 이들의 사용이 미치는 향은 정상적인 환자와의 차

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근이완제와 신경근 길

항제에 대한 이상 약물 반응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
5,6)
마취

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중 심혈관계 부작용

으로는 주로 서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CIPA환자에서 심혈관계 반사는 보존되어 있으나 매우 낮은

norepinephrine과 epinephrine의 혈장 농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Kashtan 등에
9)
의하면 scopolamine의 정맥 내 투여로 인해

심한 고혈압과 빈맥이 관찰된 것이 보고된 바 있으며, atro-

pine이나 glycopyrrolate 투여 후 고혈압이 발생한 예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5,6,9)
이는 scopolamine이 부교감신경에 의한

norepinephrine의 조절을 차단함으로써 일반적인 catecholamine

분비보다 더 많은 분비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 마

취 중 갑작스런 심정지가 보고되었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

혀지지 않았다. 마취와 관련하여 심혈관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마취제와는 무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10)
CIPA 환자는 무한증으로 인한 체온조

절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반복적인 원인 불명의

열이 발생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0%가 고체온증으로

출생 후 3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2)
따라서 체온 상승을

항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수술실 온도나 cool blanket

을 이용하여 체온 조절을 하여야 한다.
5,6)
또한 고체온증의

위험 때문에 항콜린성 약물의 사용을 피할 것을 제안하

지만
11)
atropine의 경우 CIPA 환자에서는 체온의 상승이 보

고된 바가 없었다.
5,6)
이는 atropine이 정상인에서는 땀샘의

분비를 저해함으로써 체온을 상승시키지만 CIPA 환자에서

는 발한 기능자체에 문제가 있어 체온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항콜린작용약물의 사용이 금

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수술

후 구역, 구토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12)

본 증례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부작용들을 고

려하여 마취방법으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TIVA

를 선택하 는데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환아의 응급 상황

에서 빠른 마취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과
13,14)

수술 후 나

타날 수 있는 흥분을 억제하고,
15)
구역 및 구토를 예방하는

데
16,17)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증례의 경우 Bispectral index를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한

마취 심도를 측정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아직

까지 CIPA 환자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사용함에 있

어 수술 종류에 따른 적정 용량과 이에 따른 심혈관계 안

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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