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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환자의 전신 마취시 근이완과 BIS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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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with neuromuscular monitoring and bispectral index in an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patient − A case report−
Moon-sun Bang, M.D., Jae-won Han, M.D., and Ah Young Oh, M.D., Ph.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ngnam, Korea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is a neurodegenerative disease caused by the degeneration of upper and lower motor neurons. 

The disorder causes muscle weakness and atrophy throughout the body.  There is an unexpected response to depolarizing or non-

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and risk of perioperative respiratory failure is high.  Careful monitoring and minimal doses of anes-

thetics are needed.  We report a case of general anesthesia in a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We used proper doses 

of muscle relaxant and inhalation anesthetics with neuromuscular monitoring and bispectral index.  The patient early recovered 

from anesthesia without any respiratory complica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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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상부운동신경원과 하부운동신경원의 변성에 의한 신경 질

환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신 인 근육약화와 축을 특징

으로 결국에는 호흡 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질환이다.1) 마

취 리 시 기존의 호흡약화와 함께 약물투여에 따른 과장

된 호흡기능 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에 한 과장

된 반응 등으로 인한 자발 호흡 회복 지연과 그로 인한 수

술 후 기계환기의 필요성, 인후두 근육들의 약화로 인한 흡

인성 폐렴의 험 등 호흡기계와 련한 문제들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같은 

ALS 환자라 하더라고 그 유병기간에 따라 근력 약화의 정

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3) 무조건 근이완제를 쓰

지 않거나 소량 쓰는 것 보다는 신경근감시장치를 이용하

여 한 용량의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한 장기간 거동을 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 신상태의 약화

로 마취제의 요구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bispectral 

index를 감시하며 한 용량의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 

한 요하다.

  이번 증례에서는 ALS 환자의 신마취 환자에서 bispec-

tral index (BIS)와 신경근감시를 통해 한 양의 마취제와 

근이완제를 사용하고 수술 후 회복의 지연이나 호흡기계 

합병증이 없었기에 이에 해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근 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보존  치료를 해오던 신장 

156 cm, 체  54 kg의 64세 여자 환자가 우측결장의 장암

으로 진단받고 우측 장 제술과 림  제술  장루

술을 시행 받게 되었다. 13개월  구음장애로 시작한 진행

성 신 근육마비, 호흡약화 등의 증상으로 손의 미세한 동

작은 어렵지만 로 써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인후두 

근육의 마비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 경피  장  삽입

하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었고,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s)이  불가능한 상태 다. 호흡근의 약화로 

자발  객담배출을 할 수 없었고 호흡기 리가 어려워 이

번 수술에서 기 개술도 같이 시행하기로 하 다. 수술 

 폐기능검사를 시행 하고자 하 으나, 호흡근 약화로 인



 방문선 외 2인：ALS 환자 마취시 근이완과 BIS 감시

251

해 검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동맥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

다. 결과는 pH 7.4, PaCO2 35 mmHg, PaO2 75 mmHg, 

HCO3
− 24 mM/L, SpO2 96%로 특별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기 질환으로는 고 압이 있었다. 

  환자는 마취 투약 없이 수술실에 도착한 후 앙와 에

서 심 도, 맥박산소포화도, 비침습  간헐식 양압 압계

를 거치하 다. 근이완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좌측의 

완척골신경의 분포에 따라 신경 자극기(innervator 252Ⓡ, 

Fisher & Paykel healthcare Ltd, New Zealand)를 부착하 다. 

안면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로 탈 질소화를 한 후, re-

mifentanil을 농도조 주입기(target controlled infusion system, 

Module DPS OrchestraTM, Fresenius Vial, France, TCI)를 이용

하여 목표효과처농도를 2 ng/ml 로 주입하면서 1% lidocaine 

30 mg과 propofol 60 mg으로 마취 유도 하 다. 용수환기가 

잘 됨을 확인한 뒤 신경 자극기를 통해 50 mA에서 사연속

자극(train-of-four, TOF)을 시행하여 4개의 근수축을 확인하

고 rocuronium 15 mg을 정주하 다. TOF가 fade 상을 보이

나 계속해서 4개로 유지되어, rocuronium 5 mg을 추가 정주

하고, 3−4분간의 용수환기 이후 TOF에  반응이 없음

을 확인한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산

소-공기-sevoflurane과 remifentanil 지속정주로 하 다. 기계환

기는 흡입산소분율 0.4에 일회호흡량 500 ml, 호흡수 분당 

11회, 흡기: 호기간격 1：2로 유지하 고, 이때의 최고흡기

압력은 18 cmH2O,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30−35 mmHg

정도로 유지되었다.

  수술은 일차 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기 개술을 시행한 

뒤 마취 시작 35분 후 외과에서 개복을 통한 우측 장 제

술과 림  제술  장루술을 시작하 다. 마취 시작 45

분 후 측정한 동맥 가스분석검사 결과는 흡입산소분율 

0.4,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28 mmHg에서 pH 7.5, PaCO2 

33 mmHg, PaO2 156 mmHg, HCO3
− 25 mM/L, SpO2 98%로 

측정되었다. 외과  수술 시작 직후 우측 두엽을 통해 

bispectral index (BIS)를 측정하기 시작하여, 기 값은 50이

었으며 이때 sevoflurane 농도는 1.0 Vol.%, remifentanil 목표

효과처농도는 0.5 ng/ml 다. 수술  BIS 수치를 40−60으

로 유지하기 하여, sevoflurane 흡입농도를 1.0−1.5 Vol. 

%정도, remifentanil 목표효과처농도는 0.5−1 ng/ml로 조

하 다. 동시에 TOF수치를 5분 마다 측정하 는데 마취유

도 80분, 140분 후에 자발호흡 찰되어 각각 rocuronium 5 

mg을 추가로 정주하 고 이때 TOF는 각각 1로 측정되었다. 

마취 시작 190분 장 제술이 끝난 후 기 개창을 통해 

내경 7.0의 기 개튜 를 삽입한 뒤 10여분이 지나 TOF

를 측정해 3개의 근수축 찰 후 glycopyrrolate 0.4 mg과 

neostigmine 1.5 mg 을 정주하 고, TOF 검사상 4개 모두에

서 수축반응이 찰되며 용수환기 지지 없이 일회호흡량 

300 ml 정도와 호흡수 분당 20회 정도의 양호한 자발호흡 

보 다. 이후 기 개 튜 에 T-piece를 통해 8 L/min의 산

소를 공 하며 환자실로 이송하 다. 총 마취 시간은 3시

간 10분, 총 수술 시간은 2시간 45분이었으며, 주입된 정질

액 1,100 ml, 추정실 량 50 ml, 소변량은 350 ml 다. 마취 

 활력징후는 압 80−140/51−101 mmHg, 심박수 58−94 

회/분, 맥박산소포화도 100%,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28−
33 mmHg로 측정되었다. 환자실로 이송 후 45분 정도 경

과하여 말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으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외과 주치의사가 압력보조 환기법으로 기계환기

를 시작하 다. 흡입산소분율 0.4, 보조압력 5 cmH2O, 호기

말양압 5 cmH2O로 이 때의 일회 호흡량은 280−320 ml로 

유지되었고, 기계환기 시작 후 10분 뒤 측정한 동맥 가스

분석검사에서는 pH 7.4, PaCO2 35 mmHg, PaO2 112 mmHg, 

HCO3
− 22 mM/L, SaO2 98%의 소견을 보 다. 기계환기 시

작 후 5시간 후 자발호흡이 충분하여 문제없이 기계환기를 

이탈하 고, 다음날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맥박산소포화도를 

감시하며 기 개창을 통한 흡입으로 기 내 분비물을 제

거하며 호흡 리를 시행하다 문제없이 퇴원하 다. 

고      찰 

  ALS 환자의 마취 리는 일반 으로 기존의 호흡약화와 

함께 약물투여에 따른 과장된 호흡기능 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에 한 과장된 반응, 인후두 근육들의 약화

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험 등 호흡기계와 련한 문제들

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번 증례에서는 에 언 한 합병증 없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해 sevoflurane 흡입농도와 rocuronium의 사용을 최

소화하고자 BIS 감시장치와 신경자극기를 이용하 다. 마취

심도, 진정, 수면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BIS를 연속

으로 측정하 으며, 목표치를 일반 으로 신마취에 

합하다고 보는 40−60으로 유지시켰는데 이때 필요로 했던 

sevoflurane의 흡입농도는 1.0−1.5 Vol. %, remifentanil의 목

표효과처농도는 0.5−1 ng/ml이었다. TOF는 5분마다 측정하

으며 자발호흡이 돌아와 수술조건에 방해가 될 때 소량

의 rocuronium을 정주하 다. 본 증례의 환자는 64세로 정상

인의 경우 sevoflurane 1MAC이 1.6% 정도라 생각하면4) 본 

증례에서 사용한 1−1.5% sevoflurane은 같이 사용한 re-

mifentanil (0.5−1 ng/ml) 을 고려하더라도 은 양이라 할 

수 있다. 

  Kim 등은5) ALS 환자의 기 개술 마취에서 마취유도 

시 rocuronium을 0.2 mg/kg (10 mg)으로 소량 정주한 뒤 아

산화질소와 sevoflurane로 유지를 하며 신경자극기를 통한 

TOF를 지속감시하여 수술 직 후 발 한 뒤 호흡곤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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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된 환자에 하여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 

개복술과 기 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과 다르게 기

개술만을 시행하 고 유병기간이 3년으로 본 증례의 13개

월보다 긴 유병기간을 가졌기에 근이완의 정도가 게 요

구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Mishima 등은6) ALS 환자에서 

근이완제를 쓰지 않고 고용량의 propofol과 sevoflurane으로 

마취유도  유지를 하면서 술  vecuronium 1 mg 만으로 

유지한 바를 보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BIS나 신경자극기와 

같은 감시장치를 이용하지 않아, 마취심도를  알 수 없

는 한계 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마취심도를 히 평가하

지 못해 흡입마취제가 과량으로 투입이 될 경우 회복을 지

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Otsuka 등의7)  다른 연구는 근이

완제의 사용 없이 각성하 기 내삽 을 시행한 경험을 보

고한 바 있는데 근 이완이  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

내삽 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삽 실패, 후두경련, 

산소증 등 합병증에 한 주의가 필요로 할 것이다. 

  Walker 등은3) 진단되지 않은 ALS 환자에서 이틀에 걸친 

두 번의 신마취에서 rocuronium을 반복 으로 투여한 후 

자발 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증례를 보고 하면서 ALS 환자

에서 수술 후 호흡기의 보조에 한 비를 항시 염두 해 

두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 이와 함께 신마취시 근이완제 

투여에 따른 신경근 감시가 필수 임을 강조하 으나, 증례

상에 구체 인 기록은 없었다. 

  이번 증례의 경우 일반 환자들의 rocuronium의 induction 

dose가 0.6 mg/kg정도인데 비해 약 0.4 mg/kg만으로도 충분

한 근이완을 이룰 수 있었고, 유지용량 한 총 마취시간 3

시간 10분 동안 총 10 mg투여된 것으로 운동신경원 질환을 

가지지 않은 환자에 비해 근이완제의 필요용량이 다소 

었으나, 동일한 장암 수술에 한 Mishima 등의 증례에서 

vecuronium 1 mg만으로도 체 수술시간 동안 충분한 근이

완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근이완제를 필요로 했

고, 근이완의 회복 한 매우 잘 일어났다. 이와 련하여 

ALS 환자마다 근이완제에 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이

유에 해 Wang 등의 연구는 이론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

다.3) 이 연구에서는 adapted multiple point stimulation method

를 이용하여 ALS 환자에서 손의 무지근육에서 motor unit 

숫자에 한 연구를 시행하 는데 그 결과 유병기간이 길

수록 motor unit의 숫자와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 한 다양한 반응

에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증례에서 환자는 13

개월의 유병기간을 가졌으며 이는 ALS의 평균 유병률이 4

−5년인 것을 감안 했을 때 motor unit의 숫자와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의 크기가 말기로 진행된 환자보다는 

상 으로 보존되어 있어 다른 증례보다 근이완제의 투여

량이 더 높았으며, 근이완으로부터 회복이 잘 일어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ALS 환자의 신마취에서 무조

건 근이완제의 사용을 기피하는 것보다는 질환의 진행 정

도와 유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경근 감시를 통해 한 

용량의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여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LS 환자가 아닌 일반 인 신마취 상황에서도 BIS 감

시장치를 통해 propofol, sevoflurane, des-flurane, isoflurane 등

의 사용량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9-11) 수술  마취제 사용을 일수록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ALS 환자와 같이 신마취 후 호흡기계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 더욱 요하게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한 ALS 환자에서 장기간 거동을 하지 못하거

나 경구로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신상태의 약화

와 탈수 등으로 인해 마취 요구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

나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가 크므로 그 정

도를 측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BIS의 사용은 더욱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한 BIS를 이용하여 sevoflurane의 흡입농도를 조 한 군

에서 조군에 비해 수술 후 구역이나 구토의 빈도가 감소

했다는 보고 들이 있는데12,13) 인후두 근육의 약화와 반사이

상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의 험성이 높은 ALS환자에서 이

으로 작용한다.

  이번 증례에서는 propofol을 마취유도약제로 사용하 고, 

sevoflurane과 remifentanil을 이용해 마취유지를 하 는데, 

ALS 환자에서 특별히 추천되는 단일 마취약제나 병용투여

는 없었다.14) 단지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상향조 (up-regu-

lation)으로 인해 succinylcholine의 투여가 hyperkalemia를 일

으킬 수 있어 기시 되고 있다.15) 하지만 반 인 신경근

육질환 환자에서 정맥마취제보다는 흡입마취제의 사용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흡입마취제 자체가 강력한 근이

완 작용을 갖고 있고, 시냅스 후 작용으로 근이완제의 효과

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16) propofol은 신경근 합부에서 

알려진 작용이나, 근이완제의 효과를 강화시키지는 않지만 

한 연구에서는 일부 신경근질환 환자에서 propofol이 골격근

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로 근이완을 일으키

는 것으로 추측된다.17)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취약제나 

진정제의 사용량 이는 것이 조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ALS라는 질환 자체가 흡입마취제의 최소폐포농도(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MAC)나 마취약제의 사용량을 감소시

키는 지에 한 연구는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증례에서 sev-

oflurane 흡입 농도와 remifentanil의 목표효과처농도가 정상

환자보다 낮은 농도에서 유지되었는데, 이는 ALS라는 질환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 축이 진행되어 쇠약해진 

신 상태와 64세의 고령이 요인으로 작용한 듯 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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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상의 문제로 BIS 수치를 마취 시작부터 측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으로 남는다. 

  결론 으로 같은 ALS 환자라 할지라도 개인마다 근이완

제에 한 감수성이나 이에 따라 필요한 근 이완제의 용량

이 유병기간이나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염두

에 두어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당한 용량을 사용하되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BIS 감시를 통해 

정한 마취심도를 이루면서 신경자극기를 통한 신경근 감시

를 병행하는 것은 마취제와 근이완제의 사용을 필요한 만

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 수술 후 조기 회복과 호흡기계 

합병증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물 투여

에 따른 과장된 호흡기능 하와 이에 따른 수술 후 상

치 못한 기계환기의 장기화, 흡인성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

증의 험성이 높은 ALS 환자에서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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