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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에서 Sevoflurane 마취 후 발생한 급성 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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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operative hepatotoxicity may develop from many causes.  One of them is direct injury to the liver cell due to anesthetic 

agents.  Each agent has different hepatotoxic risk.  Sevoflurane is known to have a very low potential for hepatotoxicity.  We 

report a case of severe hepatic dysfunction after anesthesia with sevoflurane in a pediatric patient who underwent cardiopulmonary 

bypass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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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간 기능의 이상 정도는  간효소가 약간 증

가하는 경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

다. 술 후 간 기능이상의 원인으로는 수술자극에 의한 교감

신경계의 긴장력 증가와 내장 항증가로 인한 간 류

의 감소, 수술  실 , 수술에 의한 직 인 간담도계의 

손상, 견인기구에 의한 손상 그리고 마취제를 포함한 약물

에 의한 간 독성 등이 있다.1) 그러나 수술 후 간손상의 정

확한 원인을 밝히거나 여러 요인들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들은 심실 격결손(ventricular septal defect, VSD) 수술

을 받기 해 sevoflurane에 노출된 후 성 간기능 부 으

로 사망한 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아는 정상분만으로 임신 40주에 출생하 고 출생 시 

체 은 3.80 kg이었다. 생후 30일에 빈호흡(tachypnea)를 주

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심장 음 검사에서 직경 4 

mm의 폐동맥 하 심실 격결손증을 진단받고 생후 75일에 

흉부외과에서 복원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심장기형 외

에 다른 장기의 기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간기능 

검사상 asparatate aminotransferase (AST) 27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21 IU/L로 정상이었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착 후 측정한 활

력징후는 압 107/51 mmHg, 심박수 160회/분, 체온 36.8oC 

다. Ketamine 10 mg과 fentanyl 10μg으로 마취유도하 고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유도부터 심폐우회로술(cardi-

opulmonary bypass, CPB) 시행 까지 3시간 40분 동안 마

취유지는 O2 2 L/min, Air 2 L/min, sevoflurane 23 vol%로 

하 으며 ketamine을 6 mg/hr로 지속 정주하 다. Dopamine

과 dobutamine을 각각 2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하여 압

을 유지시켰다. 심폐우회로술을 2시간 동안 시행하 고 그 

동안은 fentanyl 200μg, vecuronium 4 mg으로 마취 유지를 

하 으며 방사선조사 액 150 ml가 사용되었다. 당시 심폐

우회로술의 류속도(flow rate)는 80−150 ml/kg/min, 평균동

맥압은 50−60 mmHg로 유지되었으며, 하 정맥 도 술의 

어려움이나 비정상  정맥  배액(abnormal venous drainage) 

소견 없이 VSD 첩포 복구(patch repair)를 마쳤다. 심폐우회

로술 종료 후 1시간 30분 동안 sevoflurane 1−2 vol%로 마

취 유지하 다. 환아는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이 종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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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opamine 5μg/kg/min을 지속 정주하며 환자실로 이송 

되었다. 수술 1일 후 환아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기

내튜 를 발 하 다. 당시의 AST/ALT는 103/14 IU/L로 측

정되었으며 액소 수치가 8.6 g/dl로 측정되어 방사선 조사 

구를 18 ml 수 하 다. 수술 2일 후 갑자기 39.0oC의 

고열이 발생하 고, 호흡곤란을 보이며 말  동맥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여 기 내삽 을 시행하 고 

기계환기를 시작하 다. 당시 동맥  가스분석 검사 상 pH, 

PaCO2, PaO2, HCO3
는 각각 7.22, 31 mmHg, 190 mmHg, 10 

mmol/L로 사성 산증 소견이 있어서 sodium bicarbonate 5 

mEq을 투여하 다. 수술 3일 후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으

나, AST/ALT가 7,500/6,960 IU/L, alkaline phosphatase (ALP) 

350 IU/L, total billirubin 3.0 mg/dl, direct bilirubin 1.5 mg/dl, 

prothrombin time/active partial thromboplastin time이 65.3 / 

60.2 , ammonia 200μg/dl로 격성간부 (fulminant hepatic 

failure)소견이 찰되어서 lactulose 장을 시행하며 경과 

찰하 다. 그 외 검사소견 상 LDH, BUN, creatinine는 각각 

1,105 IU/L, 23.1 mg/dl, 1.00 mg/dl이었고, anti HAV IgM, HBs 

Ag, Anti-HBs Ab, anti HCV Ab, anti CMV IgM, anti EBV 

IgM 등의 viral marker는 음성이었다. 그 후 보조 요법을 시

행하여 AST/ALT 수치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 으나, ALP 

＞ 500 IU/L와 direct billirubin ＞ 5.0 mg/dl로 계속 상승되

어 있는 상태로 신에 심한 황달이 찰되었고, 복부팽만

과 신부종이 동반되었다. 당시 시행한 복부 음  상 복

수가 찰되었으며, 당시의 검사 소견은 AST/ALT 257/197 

IU/L, ALP 397 IU/L, direct bilirubin 18.2 mg/dL, albumin 2.2 

g/dl,  prothrombin time 42.2 다. 수술 12일 후 종성

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상태

에 빠졌으며, 수술 16일 후 수축기 압 40 mmHg, 심박수 

50회/분으로 감소하면서 사망하 다.

고      찰

  수술 후 발생하는 간 기능 이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여될 수 있다. 흡입마취제와 그 간 사산물뿐만 아니

라 수술 후 투여된 항생제나 항고 압제 등 여러 약제, 

양압기도환기를 포함한 마취방법, 마취시간, 마취 깊이, 수

술의 종류나 부 , 조직의 침습 정도, 수술 자극에 의한 교

감신경계의 긴장력 증가와 내장 항증가로 인한 간 

류의 감소, 수술  실 , 산소증, 과이산화탄소증, 

압, 고열, 수술 는 견인기구에 의한 간담도계의 손상이나 

갑상선항진 등 신진 사의 증가, 수 반응, 패 증 등에 의

해서 수술 후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수술 에 

이미 앓고 있었거나 존재하지만 진단되지 않았던 기존의 

간질환, 알코올 독이나 양실조 등 술  환자의 신상

태와 마취나 수술에 의한 면역성감소나 면역학  과민반응 

등이 수술 후 간 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다.1) 수술 후 간

손상의 정도는 약간의 간 기능 이상에서부터 심각한 간 조

직의 괴사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한 결과를 래할 수 있

다.2)

  본 증례에서도 간 손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심폐우회로술로 인한 간 류의 감소나 간울

(hepatic congestion)에 의한 산소증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심폐우회로술 시행 에 arterial ketone body ratio 

(AKBR)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간 조직으로의 류가 

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간 미토콘드리아(hepatic 

mitochondria)의 산소증이 유발된다.3) “쇼크 간(shock liv-

er)” 는 “허 성간염(ischemic hepatitis)”으로 혼용되던 “

산소성 간염(hypoxic hepatitis)”은 세 가지 기 이 있는데 첫

째, 심장, 순환 는 호흡 부  등의 임상 소견으로 간비 , 

발목  부종, 간목정맥역류(hepatojugular reflux) 드물게 황

달 등을 동반하며, 둘째로 청 aminotransferase 활성도가 

히 그러나 일시 으로 상한치의 20배로 상승하며, 셋째

로 바이러스 는 약인성 간염과 같이 간세포 괴사를 래

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배제된 경우 진단할 수 있다.4) 

만일 의 세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간조직검

사에 의한 조직학  확진은 보증되지 않아도 된다. 산소

성간염의 경우 ALT 보다는 AST와 LDH가 정상 상한치의 5

배로 상승하 다가 빠르게 감소되고 PT가 50% 이하로 

하게 감소하며, creatinine의 상승과 드물게 bilirubin의 상

승 등이 동반된다. 본 에서는 ALT와 AST가 지속 으로 

함께 동반 상승하 고, creatinie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으

며, bilirubin이 하게 지속 으로 상승된  등으로 미루

어보아 산소성간염의 소견이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 

Mitchell 등의5) 보고에 의하면 선천성심기형 환아의 수술을 

한 심폐우회로술  간에 노출된 류(underperfusion) 

조건이 수술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심폐우회

로술 후 20%에서 bilirubin이 증가하고 87%에서 AST가 증

가하 으며 ALT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심

폐우회로술에 의한 류가 비가역 인 손상과 심한 간부

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일반 으로는 경미하며 가역 인 

손상을 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아의 심폐우회로술  

류압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나 

류압은 20−50 mmHg, 류속도는 체온 18−25oC인 경우 

50−70 ml/kg/min, 재가온시의 총 류속도로는 125−175 ml/ 

kg/min로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비록 rat의 실험결

과이긴 하지만 Conzen 등의6) 보고에 의하면 평균동맥압이 50 

mmHg 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간 류 감소로 인한 간 손상

의 가능성이 다고 한다. 본 에서 심폐우회로술  평균

동맥압을 50 mmHg 이상으로 유지하 고 평균동맥압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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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간울 에 의한 간손상을 시사하는 CPB 의 심정맥

압 상승, 비정상 인 정맥  배액, 수술 시야 상 심장의 팽

창 는 허  소견이 없었고 검사상 lactate ＞ 3 mmol/L을 

넘지 않은 들로 미루어 심폐우회로술로 인한 간 손상의 

가능성은 어 보인다. 

  간손상의 다른 원인으로는 수 과 련된 이식편 숙주

반응(transfusion associated acute graft versus host disease, TA- 

GVHD)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식편 숙주반응은 1965년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7) 진단은 임상증상  검사소견으로 

발열, 피진, 설사, 비정상  간기능 소견 등을 보이고 피부

생검상 기 세포의 vacuolation과 임 구의 침윤을 보일 때 

확진하게 된다. 수  시 발생 빈도는 0.11%로 낮으나, 9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8) 방은 방사선 조사 액을 사용

하는 것이다.9) 본 증례에서는 TA-GVHD를 방하기 하여 

방사선 조사 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간손상의 원인으로는 수술 , 후에 사용한 여러 

가지 약물로, 흡입 마취제는 수술 후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잘 알려진 약물  하나이다.10)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 desflurane은 Cytochrome p450 2E1에 의해 사되

어 간 단백질에 결합하는 반응성 간물질을 생성하고 이

것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직 으로 간 손상을 일으키는 

면역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11) 최근 desflurane에 의한 간

손상이 cytochrome P450 2EI IgG4 자가항체와 58 kDa endo-

plasmic reticulum 단백질과 trifluoroacetyl chloride hapten-spe-

cific IgG4의 발견으로 알러지성, 자가면역 기 에 의해 기

인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2) 사산물

로 생성된 trifluoraacetylated protein의 생성은 마취제의 생체 

내 사량과 비례한다.13) 각 마취제의 사율은 halothane은 

20%, enflurane은 2.5%, isoflurane은 0.2%, 그리고 desflurane

은 0.02%이므로 사율이 가장 은 desflurane이 간 손상의 

가능성이 가장 음을 알 수 있다.11,14) Sevoflurane의 사율

은 35%로 isoflurane이나 desflurane보다 크다. 그러나 sevo-

flurane의 사산물인 hexafluoroisopropanol (HFIP)은 간 단백

질에 한 결합능력이 떨어지는데다가 축 되지 않고 phase 

II 생체변환(biotransformation) 과정을 통해 HFIP-glucuronide

로 환되어 소변으로 신속히 배설되므로 간 독성이 다

고 생각되어 왔다.15,16) 그러나, 최근에는 sevoflurane 마취 시 

free radical이 발생하여 간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보고

가 있다.17) Halothane 마취  발생하는 CF3CHCl radical은 

직 으로 간독성을 일으키지만, sevoflurane이나 desflurane

에 의한 간독성은 antioxidant vitamin 는 antioxidant en-

zyme 양 등의 향을 받는다.18,19) Sevoflurane과 desflurane 

마취 시 superoxide free radical (O2
), hydrogen peroxide 

(H2O2
), hydroxyl radical (OH) 등의 독성 사물이 증가하

는데 그 보상기 으로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등이 증가하지만 이

런 효소들이 sevoflurane이나 desflurane 사용 시 발생한 free 

radical에 의한 cellular lipid peroxidation을 막지는 못하여 간

독성이 발생하고 그 가능성은 desflurane에 비해 sevoflurane

에서 더 높다. 한 sevoflurane은 간독성에 가장 민감한 효

소인 glutathione s-transferase (GST)의 활성을 desflurane 보다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sevoflurane이 desflurane에 비

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

다. Sevoflurane이나 desflurane에 의한 간 조직 손상을 시사

하는 특징 인 자 미경  소견으로는 간 세포 안의 미

토콘드리아의 수의 감소, 넓게 찰되는 세포질의 퇴행성 

변화, 조면세포질내세망 수조(cisternaes of rough endoplasmic 

reticulum) 확장 등이 있다.17) Sevoflurane 마취 후 간 손상이 

소아와 성인에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으나,20) Iwanaga 

등은21) 소아에서 sevoflurane 노출 시 성인에 비해 간 독성

의 험이 더 크다고 보고하 으며, Khalil 등은22) 특히 탈

수, 사성 산증, 빈  등이 동반된 소아의 경우 간 류 

수축(hepatic vasoconstriction)을 악화시켜서 간으로의 산소운

반을 감소시켜 허 성 손상의 험이 크다고 보고하 다.

  약물에 의한 간손상은 생화학 으로 1) ALT치, 2) 포합빌

리루빈, 3) AST, ALP, 총 빌리루빈이 함께 상승한 경우,  

셋  한가지 경우가 상한의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이

며 3)의 경우는 세 항목  어도 한 개가 상한의 2배 이

상이면서 나머지의 동반상승이 있는 경우이면 진단 조건을 

만족한다. 약인성 간손상에 의하여 유발되는 간질환의 형태

는 매우 다양하며 그  성 간손상이 체의 90%를 차지

한다. 약인성 성 간손상은 ALT, ALP, ALT/ALP ratio에 

기 하여 간세포형, 담즙체형, 그리고 혼합형의 세군으로 

분류되는데 임상경과와 함께 후를 측할 수 있기 때문

에 도움을 다. 진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이용 가능

한 여러 자료를 모아 수로 환산하여 확률 인 정을 내

리는 방법인데 RUCAM (CIOMS) 진단 척도23)와 Maria and 

Victorino (simplified clinical diagnostic scale, CDS) 진단 척도

를24) 들 수 있다. 이 수표에 의하면 한 성 간손상 환자

의 경우 RUCAM 척도 상 −5 에서 14  사이, CDS 척도  

상 −9 에서 20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모든 수의 합

산에 따른 진단기  상 RUCAM 9 이상인 경우를 확정

(definitive), CDS 진단척도 상 18 이상인 경우 확정 , 14에

서 17 사이인 경우 가능한(probable)으로 분류하 다. 유용성

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두 수표가 매우 잘 일치한다고 보

고하 으며,25) 특히 면역학  특이 반응 기 에 의한 경우

일수록 일치도가 높았다. 이는 원인 약물의 재투여 여부와

는 독립 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비록 소아에서는 참고

할만한 진단척도에 한 연구가 미흡하나 이 진단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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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볼 때 본 증례의 환아는 RUCAM 9로 확정 , 

CDS 진단척도 상 14로 가능한 범주에 해당되었으며, 성 

간세포 손상과 담즙체형이 혼합된 로 이 경우 아 성간

괴사(subacute hepatic necrosis) 는 격성간부 이 래되

어 간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90%가 사망할 수 있다고 알

려진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후 부검을 통해 sevoflurane으로 인한 간손상의 자

미경  소견을 뒷받침하지는 못하 으나 소아과, 흉부외

과, 마취과의 진 하에 약인성 간손상에 의한 성 간부

의 소견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다른 모든 원인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도 성 간부 을 유발 할 수 있는 약물

로 sevoflurane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었다. 

  결론 으로 수술 후 성 간부  시 sevoflurane에 의한 

간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탈수, 사성 산증, 빈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환아, 특히 심폐우회로술을 시행 

받아야 하는 환아 등에서 sevoflurane을 사용하는 것이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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