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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Experiences in a Patient with Blue Rubber Bleb Nevus Syndrome −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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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rubber bleb nevus syndrome (BRBNS) is a rare congenital disorder characterized by multiple venous malformations in 

the skin, soft tissues and gastrointestinal (GI) tract.  Patients with this syndrome may develop iron deficiency anemia from chronic 

GI hemorrhage and require lifelong treatment with iron and blood transfusions.  In addition, GI lesions can be treated using 

endoscopic techniques such as sclerotherapy, band ligation, coagulation, and polypectomy.  We describe here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a 12-year-old male patient with BRBNS for endoscopic polypectomy under general anesthesia.  (Korean J An-

esthesiol 2008; 54: 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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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고무수포모반 증후군(Blue rubber bleb nevus syndrome, 

BRBNS)은 피부와 장  등의 여러 부 에 나타나는  

기형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다.1-4) 이 증후군은 1860년에 

Gascoyen에 의해 처음 보고가 되었고, 1958년 William 

Bennet Bean에 의해 BRBNS라 불리게 되었다.3) 가족력과 상

염색체 우성 유 의 증례가 몇 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부분 자연발생 인 것으로 보고 있다.1,5) 장  병변의 출

로 인한 철결핍성 빈 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있고, 침

범된 장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있

다.1-4) 출 의 정도에 따라 보존  치료나 수술  치료가 이

용되고 있고 재까지  세계 으로 200  정도가 보고되

어 있다.  기형이 기도 부 에도 발생할 수 있어 신 

마취를 이용한 수술 시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는 

BRBNS 환자의 마취 리에 해서 보고된 경우가 없다. 

자들은 BRBNS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3차례에 걸친 장

내의 종 제거술을 한 신마취를 경험 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BRBNS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체  34 kg의 12세 남자 

환자가 심한 빈 을 주 증상으로 입원하여 신마취하에 

내시경  용종제거술을 시행받게 되었다. 환자는 임신 주수 

40주에 체  3.4 kg으로 자연분만으로 출생하 다. 출생 시

부터 양쪽 사지와 하악, 두피에 종 소견을 보 고, 출

생 1주후부터 폐렴의 소견을 보여 신생아 환자실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치료 에 종성 액내 응고

가 발생하 고 약 1달간의 환자실 치료를 받고 퇴원하

다. 이후 하악과 두피  양쪽 사지의 종 제거 수술을 

3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피부 병변은 새로운 부 에 계속해

서 새로 생겨났고 빈  증상이 지속 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소견과 조직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4세경에 BRBNS 진

단을 받았다. 이후 5세경부터 IFN-α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

료를 받는 에는 장  출  증상이 호 되었지만 보호

자가 임의로 치료를 단한 후 다시 빈 이 심해져 입원하

게 되었다.

  환자의 가족력상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재는 양쪽 

상하지  몸통에 다수의 종이 있었고, 구강  와 

후두 덮개 계곡에 종이 있었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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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view shows a venous malformation of the 

laryngopharyngeal area. 

Fig. 2. Endoscopic views show 

venous malformations in the stomach 

(A), and in the colon (B).

양쪽 폐에 다수의 결 성 병변이 있었고, 흉부 복부 산화 

단층 촬 에서 갑상선, 간, , 췌장, 부신  등 쪽 근육에

서 다수의 결 성 병변이 찰되었다. 뇌 자기공명 상촬

에서는 두피의 종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심 도 

 심 음 에서는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청력 검사

상 왼쪽 감각 신경성 청력소실이 있었고, 안과 검진 상 근

시 외에는 특이사항 없었다. 술  액 검사 상에서는 

색소 5.8 g/dl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것은 말  

액 검사와 액 검사 상 철 결핍성 빈 로 밝 졌다. 수술 

에 기도를 검사한 결과 후두덮개 계곡과 주 에 지름이 

3 cm 미만의 종 여러 개가 자리잡고 있었다(Fig. 1).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  압은 110/70 

mmHg, 심박수 80−110회/분, 호흡수 20−26회/분을 보 다. 

후두 덮개 계곡에 있는 종으로 인해 후두경 조작시에 

종의 출  가능성이 있었고 성문 노출의 어려움 등으

로 인해 기 내 삽 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기 창냄술

을 한 비를 미리 한 뒤에 마취 유도를 시작하 다. 환

기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3분간 흡입시킨 후에 atropine 0.5 

mg, thiopental sodium 175 mg을 정주하 다. 환자의 의식이 

소실된 후에 마스크를 이용한 용수환기가 원활히 됨을 확

인한 후 vecuronium 5 mg을 정주 하고 마스크 용수환기를 

하며 충분히 근 이완이 된 후 기  내 삽 을 하 다. 기  

내 삽  시 후두 덮개 계곡과 주 의 종을 피해 후두

경을 치시켰고 기낭 있는 내경 6.5 mm 튜 로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O2 2 L/min, N2O 2 L/min, 

sevoflurane 2−3 vol%로 유지하 고 일회호흡량 350 ml, 분

당 호흡수 14회/분으로 기계  환기를 실시하 다. 장 내

시경 검사 상 돌막 창자 막 상방 5 cm 부 에서 항문 피

부선 직상방까지 1 cm에서 2.5 cm 정도의 다수의 종이 

있었다. 출 이 진행 인 종과 출 이 상되는 병변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 하 다. 총 33개의 종을 제거 

하 으며 제거하지 못한 병변도 10여 개 있었다. 종 제

거시 출 이 있었으나 추정 실 량은 약 50 ml, 투여한 수

액량은 400 ml, 수술은 75분, 마취는 90분이 소요되었다. 수

술 종료 후 환자의 자발 호흡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기

 내 튜 를 발 하고 회복실로 이송하 다. 회복실에서 

호흡음이나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병

실로 이송하 다. 환자는 이후에도 빈 이 호 되지 않아 

수 과 보존치료를 받으며, 2차례에 걸쳐 나머지 장과  

부분의 약 20여개 종(Fig. 2)을 제거 하 다. 이후 빈

이 호 되는 소견을 보여 외래에서 추  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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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BRBNS는 피부와 내부 장기에 다수의  기형이 나타

나며 특히 장 에 발생하는 기형으로 인해 장  

출 이 동반되는 희귀한 증후군이다.1-4) 1860년에 피부와 

장 에 발생한 해면상 종이 Gascoyen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1958년에는 Gascoyen이 보고한 증상과 유사한 

병변을 가진 환자에서 장  출 로 인하여 철결핍성 빈

이 일어나는 것을 William Bennet Bean이 보고하 다.1,3) 

그리고 이 환자의 모반이 탄력이 있고 푸른빛을 띠고 있어 

blue rubber bleb syndrome이라고 명명하 다.1,3)

  BRBNS는 세계 으로 략 200  정도가 문헌상에 보

고되고 있다. 염색체 9번의 이상이 연 된 상염색체 우성 

유 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드물게 있지만 

부분은 자연 발생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인종과 성

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출생 시나 

기 소아기에 부분 피부 병변을 보이고 장  침범과 출

은 부분 기 성인기에 명확해진다.2,3,5) 

  피부 병변은 종을 보이며 개 푸른색을 띄며, 쉽게 

려지고, 천천히 차오르는 성향을 보인다.2,5) 조직학 으로

는 아교질과 섬유질 조직에 의해 나뉘어져 있고 해면상 공

간을 한층의 내막 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소견을 보인다.1-4)

  장  병변은 구강에서 항문의 막까지 어느 부 에서

나 발생할 수 있지만 소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6) Fishman 등은6) 10명의 BRBNS 환자  소

장과 결장에서 10명 모두에서 병변이 찰되었고, 각각 7명

에서 와 십이지장에서 병변을 확인하 다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피부 병변에 비해 장 에서 다수의 병변을 

보이고 부분에서 출  양상을 보인다.1,6) 출 은 자연발생

이며 이로 인해 토 이나 변, 흑색변 등의 증상을 보이

고 심할 경우에는 성 출 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

다.3,4,6) 일반 으로 만성 인 소량의 출 로 인해 철 결핍성 

빈 이 나타나고 장 첩, 창자 꼬임, 장 경색 등의 합병증

도 보고되고 있다.7,8)

  추신경계 침범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추 신경계 

침범을 한 부분의 는 뇌  기형과 연 이 있는  

종으로 나타난다. 1978년 Waybright 등은9) 성 간질(focal 

seizure) 증상을 보이는 BRBNS 환자를 보고 하 고, 그 환

자는 Galen 정맥 기형의 과 해면상 종과 동 정맥 

기형 등의 뇌  기형을 가지고 있었다. 

  폐 침범 한 드문 것으로 되어 있지만 Langleben 등은10) 

가슴막(pleura)과 심장막의 종으로 인한 흉(hemothorax)

과 액심장막(hemopericardium)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콧

구멍 침범으로 인해 반복 인 코피가 발생한 경우와 기

지 침범, 안구에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11-14) 

  액학  장애로는 만성  종성 내 응고가 보고되

고 있는데,15) 본 증례의 환자가 신생아기에 보인 종성 

내 응고도 BRBNS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외에도 

근 골격계에  기형이 침범함에 따라  변형, 병  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갑상선, 침샘, , 부신, 신장, 간, 

비장, 방   요로 생식계 등 신의 내부 장기에 병변이 

동반 될 수 있다.1-4) 

  치료는 내과  치료와 외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내과  치료로서는 스테로이드와 Interferon-α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약제들의 용량  사용 기간 등에 

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  진 것이 없고 활발한 신생  

형성 정도에 따라 약제의 효과 정도가 달려있다.1-4,15) 부

분의 환자는 내과  치료에 반응이 좋지만 치료를 단하

면 다시 병변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1-4,15) 

  외과  치료는  기형을 제 하는 것이다. 피부 병변

의 제  장  출 시 반복  출 을 막기 해 내시

경을 이용한 응고 요법, 경화요법, 결찰술, 용종 제거술 등

이 이용되고 있고, 증례에 따라 장 제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1-4,16) 

  본 증례의 환자도 기에 스테로이드와 Interferon-α 치료

를 받았으며 치료 에는 출  양상을 보이지 않다가 환자

의 경제 인 이유로 치료가 단되자 다시 장  출 이 

발생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내시경을 통한 종 제술을 

시행받는 등의 형 인 BRBNS의 증상과 치료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BRBNS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 상부 

장 , 장을 검사하고 가능하면 병변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소장을 검사하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자기 공명 

상이나 컴퓨터 단층 촬 , 방사선 조  검사 등으로 뇌, 사

지, 흉부, 복부, 척추 등의 내부 기  검사가 필요하고 이외

에 부수  액검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자가 신 마취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부 기도에도 기형이 있을 수 있어 신 마취 에 

환자의 기도와 련된 검사를 하여야하고  신 마취 유

도 에 기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비

한 비를 미리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증례에서도 후두덮개 

계곡 부 에 여러 개의 종이 있어 마치 설편도 비 가 

있는 환자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17) 그에 해서 기

내 삽 의 어려움을 상하고 기 창냄술 등의 비를 하

었는데 다행히도 기 내 삽 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BRBNS 환자는 신의 피부  모든 장기에 

병변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환자의 신마취에서는 수술  검사를 통해서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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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와 병변이 내부 장기에 향을 끼친 정도를 평가해

야 할 것이다. 한 장  병변의 출 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빈  등의 교정  량 출

로 인한 량증에 한 조치도 비해야 한다. 본 증례의 

환자처럼 후두개나 기  내에 병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

리 검사를 하여 그에 한 비를 하여야하며 기 내 삽

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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