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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henne 근육퇴행위축인 10세 환아의 마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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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sia for a 10-year-old boy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syndrome − A case report−
Hyun Ho Shin, M.D., Dong Ho Park, M.D., Ph.D., Chung Lee, M.D., Ph.D., Sung Chang Woo, M.D., Ph.D., Young Joo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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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is an eventually fatal disorder that is characterized by rapidly progressive muscle weakness 

and atrophy of muscle tissue.  The clinical manifestations of DMD vary depending on the stages of the disease.  Succinylcholine-in-

duced hyperkalemia and the administration of volatile anesthetic agents, - particularly halothane, - during acute rhabdomyolysis 

are more likely to result in cardiac arrest and unsuccessful resuscitation in DMD patients than in the general public.  This is 

a case report of a 10-year-old boy who underwent elective strabismus revision under general anesthesia.  Anesthesia was induced 

and maintained with intravenous propofol and remifentanil, which was started at the targeted effect concentration of 3.0μg/ml 

and 3.5 ng/ml respectively via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No inhaled anesthetic was used. In addition, an initial dose 0.4 

mg/kg of atracurium was injected intravenously over 15s.  The results of this case report found intravenous infusion of propofol, 

remifentanil and atracurium to be safe because the malignant hyperthermia did not occur.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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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에서 가장 흔한 근육 질환인 Duchenne muscular dys-

trophy (DMD)는 지속 인 골격근의 변성과 축을 래하

는 X염색체 열성유 을 하는 질환으로 출생 이환율이 출생 

남아 3,500명당 1명 정도이며,1) 1/3정도는 돌연변이에 의하

여 남아에서 발생하나 드물게 여아에서도 발생한다. 소아기 

진행성 근이 양증  가장 심하면서, 흔한 형으로 2−5세 

경에 발 되어 15−25세에 심장과 폐의 부 으로 결국 사

망하는 질환이다.2) 

  이 질환을 가진 환아의 마취시 고려해야 할 은 할로겐

화 흡입마취제와 succinylcholine 등을 사용할 경우 악성 고

열증,3) 횡문근 융해 그리고 심정지와 사망을 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자들은 DMD로 진단받고 양쪽 사시수술 

정인 환아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약물 농도

의 조 이 용이한 목표농도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

fusion: TCI)4) 방법과 근이완제인 atracurium을 지속주입 하

여 술  별다른 합병증 없이 안 하게 마취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  25 kg, 10세 남아가 양쪽 사시교정술을 받기 해 

내원하 다. 환아는 2세 경부터 사시 소견이 있었고, 4세 

경부터 보행장애와 언어장애가 동반되었다. 9세 경 신 근

육 긴장 하, 성장지연  정신지체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

여 시행한 근조직 검사에서 DMD 진단을 받았고, 지체장애 

1 과 정신장애 2 을 진단 받았다.

  술  시행한 액검사에서 해질 정상이었으나, AST 

116 IU/L, ALT 73 IU/L 그리고 CPK 5473 IU/L로서 상승되

어 있었으며 해질, 소변검사, 심 도, 흉부 X선 검사에서 

특이한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마취  처치는 시행하지 않았고 환아가 수술실에 도착

한 후 심 도, 비침습  압, 맥박산소 계측기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하 다. 환아에게 lidocaine 1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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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주한 후 TCI 장비(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지속정주를 시작하 고 

각각의 목표 효과처 농도는 3.0μg/ml와 3.5 ng/ml로 설정하

다. 환자의 의식소실 후 atracurium 0.4 mg/kg을 정주한 후 

100% 산소로 용수환기를 시작하면서 3분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 고, O2와 N2O를 각각 1.5 L/min로 투여하고,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32 mmHg 정도 유지되도록 조

호흡을 하 다. Atracurium 25 mg을 생리식염수 17.5 ml에 

혼합하여 9 ml/hr (7.5μg/kg/ml) 속도로 35분 동안 지속 주

입하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이후 35분 동안은 atracurium

를 7.5 ml/hr (6.25μg/kg/min) 속도로 정주하 다. 술  

압은 98−112/53−70 mmHg, 심박수는 76−94회/분, 산소포

화도는 100%, 체온은 36.5oC로 유지되었다. 수술 시간은 1

시간 10분, 마취 시간은 1시간 25분이었으며 술  1：2：3 

용액 180 ml가 투여되었다. 수술의 종료와 함께 atracurium, 

propofol 그리고 remifentanil 주입을 단하 다. 환아는 3분 

경과 후 자발 호흡이 돌아왔다. Glycopyrrolate 0.2 mg, pyr-

idostigmine 5 mg을 정주한 후 구두 명령에 반응하 으며 

자발 으로 을 뜨고 5 이상 두부거상력이 있어 기 내 

튜 를 발 하 다. 환아는 의식이 완 히 회복된 후 회복

실로 이송되었고, 회복실에서 안정된 호흡과 활력징후를 보

여 일반병실로 이송되었다.

고      찰

  DMD는 증의 진행성 근질환으로 X 염색체와 연 된 

가장 흔한 근질환이다. 출생시에 조직학  검사  DNA 검

사로 알 수 있다고5) 하며, Boland 등에6) 의하면 DMD 환아

는 평균 4.6세에 진단되고 10세 경에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며 평균 수명은 17세라고 알려져 있다. 디스트로핀 유

인자는 1979년 Lindenbaum 등이7) Xp11-21에 연 되어 있음

을 처음으로 밝혔고, 1987년 Koenig 등에8) 의해 유 자가 

복제되었고 디스트로핀 cDNA 염기서열이 밝 졌다.

  DMD의 진단 검사에는 Cwik 등이9) 주장한 출생직후에 

크 아틴키나제 검사라고 불리는 액검사 방법과 근육 생

검법으로 넙 다리에서 근육을 떼어내어 미경으로 섬유

의 크기와 모양, 둥 게 된 근육섬유, 괴사, 포식작용와 섬

유종을 확인하는 방법과, Tkatchenko 등이10) 주장한 DMD 

유 자의 돌연변이 검사로 디스트로핀의 결핍 유무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

  Morris는11) DMD 환아에서 마취와 계되는 문제 으로 

다음과 같은 들을 고려하 다. 첫째 마취와 연 된 합병

증 발생이 유발되는 환아를 식별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다. 둘째 어려운 기  삽 을 야기하는 의 비  상이 

동반될 수 있다. 셋째 사지 의 변형과 구축은  

근성을 어렵게 하여  손상에 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넷째 척추변형으로 인한 상기도 압박 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술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병의 진행 정도와 척추 허탈로 인한 폐기능 하를 상해

야 한다. 폐기능 검사로는 강제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최 날숨류속도(Peak Expiratory Flow Rate: PEFR), 1

 강제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1  강제 날숨량/기능  잔기용량(FEV1/FRC) 등이 

있다. 여섯째는 심 도상 심실상 빈맥, V1과 V2에서 높은 

R 와 낮은 S , V5와 V6에서 깊은 Q 가 찰될 수 있다. 

한 부정맥, 비특이  심음 등도 특징 이다. 일곱째는 수

술 후 폐흡인 험성이 있고, 큰창자 폐색증 의한 복부 팽

창이 발생할 수 있다. Mckishnie 등은12) 술 후 myoglobinuria

에 의한 신장 손상  성 신부 의 발생을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는 술 에 환아의 면담에서 시행한 신체검

사상 근력의 하  정신지체 장애 소견이 찰되었지만, 

심 도와 흉부 X 검사상 특이 소견이 찰되지 않았고 소

아과 진의뢰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는 DMD 환아라고 

단되어서 술  평가로 폐기능 검사와 심 음 를 시행

하지 않았으며 마취와 련된 문제 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아에서의 마취 리시 가장 요한 건은 악성 

고열증 방과 심폐기능의 하를 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MD와 악성고열증이 련이 있다고 하나 DMD는 X 

염색체 열성 유 인 반면 악성 고열증은 상염색체 우성 유

을 하는 질환으로 DMD 환자에서 악성 고열증이 발생과 

련이 있다는 것은 역설 이다. 악성 고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DMD 환아에서 사용한 경우 반드시 악성 고열

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13) 하지만 DMD 환아에서 주술기 

동안 2명의 심정지의 사례가 발생되어 흡입마취제의 사용

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4,15) 환아들의 심정지 원인으로

는 심근병증과 심장근육의 억제가 추정되고 있다. Morris는11) 

갑작스런 심정지를 방하기 해서 DMD 환아의 수술 

기증으로 첫째, 강제폐활량이 25% 이하로 측정되고 둘째, 

최 날숨속도가 상치의 30% 이하로 측정되고 셋째는 좌

심실박출계수가 50% 이하인 경우 정규수술을 지하고 있

다. 그러므로 모든 DMD 환아에서 마취시 술  심장 음

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되나 

본 증례에서는 시행하지 못했다. 

  사용하는 정맥마취 약제로는 propofol, ketamine, dexmede-

tomidine이 추천되는데,16) propofol 45−150μg/kg/min, re-

mifentanil 0.12−0.2μg/kg/min으로 지속주입을 시행한 사례

와,17) propofol 85−160μg/kg/min, remifentanil 0.25−0.4μg/ 

kg/min으로 지속주입을 시행한 사례가18) 있다. 본 증례에서

는 악성 고열증을 방하는 차원에서 TCI을 활용하여 pro-

pofol을 효과처 농도를 목표로 주입하여 장과 효과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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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여 더 빠른 의식소실을 얻을 수 

있었다.19) 한 remifentanil은 장과 효과처 사이의 평형이 

1−2분 사이에 빠르게 이루어져 작용발 이 신속하고 빠르

게 사되어 체내에 축 되지 않는다는 은 본 환아에게 

유용한 아편유사제라고 생각된다 

  근이완제로 mivacurium이 투여된 DMD 환아에서 약물에 

한 민감도가 증가했고, 정상 환아 보다 2−3배 지연된 회

복지수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12,20) Atracurium 사용은 

DMD 환아에서 보고되었지만21-23) 회복시간에 한 납득할

만한 결과에 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21) Atracurium과 

mivacurium은 단시간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서 의미있는 짧

은 회복시간을 갖는 장 이 있다. 하지만 히스타민 분비가 

있으며, 늦은 작용발 시간을 갖는 단 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atracurium과 vecuronium을 사용한 DMD 환아에

서 근이완 회복시간은 정상 환아보다 3−6배 시간이 지연

되었다.23) DMD 환아에서 질병의 기 단계로 정상 인 근

이완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빠른 회복을 보이지만 질병의 

후기 단계에서는 지연된 회복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은 첫

째로 신경근 합부의 구조  변화가 근이완제에 한 환

아의 근육에서 변화된 양상이 원인이 된다. 질환이 진행됨

에 따라 acetylcholine 수용체의 농도는 감소한다. 둘째는 연

하막의 미세구조물 변화에 기인한다.24) Atracurium은 미주

신경을 억제하지 않고, 항콜린에스테라아 제 투여없이 반

이 가능하며, 지속 으로 주입해도 불활성 물질로 분해되어 

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경근 합부의 기능이 완 하게 

회복 가능하므로 유용한 근이완제라고 단된다. 근이완의 

정량화에는 T1：Tc비가 이상 이지만 train-of-four-stimulation 

(TOF) 사용이 임상에서는 가장 흔히 쓰인다.25) 본 증례에서

는 여건상 TOF을 사용하지 못하여서 atracurium 일시정주 

후 시간간격을 두고 지속주입속도를 이는 방법을 선택하

다. Atracurium의 지속정주 방법으로 술  합병증이 없었

고 마취종료 후 3분이내의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미

루어 본 환아는 정상 인 근이완 반응을 보이는 단계로 생

각된다. 한 근이완제의 회복제 사용시 부작용이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7,26) 이산화탄소 흡수제로는 소다라임을 사

용하 다.

  DMD 환아의 마취시 가장 요한 것은 술  어떤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에 미리 

처하는 것이며, 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특히 악성고열증과 기 심장 억제를 방하기 

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과 체온을 모니터링 하고, 

술  수 까지 확실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지연된 폐기

능과 불충분한 근력으로 인해 술 후 최소한 36시간까지도 

폐합병증 발생을 상하고 기  발 시 기도 분비물 제거

를 진시키는 시도를 해야 한다.2) 추후 DMD 환아에서 

atracurium과 propofol 사용시 두 약제사이의 약역학과 약동

학에 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임상 으로 효과 인 

장농도의 확정이 필요하며, atracurium 사용시 accetylcholine

와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론 으로 10세의 DMD 환아에서 TCI를 이용하여 pro-

pofol, remifentanil와 atracurium을 정주하여 합병증의 발생없

이 안 하게 마취를 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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