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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환자의 마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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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 A case report−
Seung Soo Lee, M.D., Ji Hyang Lee, M.D., Eun Ju Kim, M.D., Sang Gun Lee, M.D., Jong Suk Ban, M.D., and Byung Woo Mi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Taegu Fatima Hospital, Daegu, Korea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is a progressive, neurodegenerative disorder involving primarily motor neurons in the cerebral 

cortex, brain stem and spinal cord, which leads to respiratory failure and death.  The impairment of respiratory function, together 

with weakened upper airway muscles, may affect anesthetic management.  The response to muscle relaxants, either depolarizing 

or nondepolarizing, is also altered in patients with ALS.  Patients with ALS require special care throughout the perioperative 

period.  We experienced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a 63-year-old female patient with ALS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out 

the use of muscle relaxants for closed reduction with percutaneous screw fixation to treat a right femur neck fracture.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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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척수의 각(anteroir horn)과 뇌 피질, 뇌간 등에 향을 

미치는 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서 운동신경세포병

(motor neuron disease)의 표 인 질환이다. ALS는 병리

으로는 척수 각의 큰 운동신경세포(large motor neurons)와 

뇌간 운동신경핵(motor nuclei of brain stem), 운동피질(motor 

cortex)의 큰 피라 세포(large pyramidal neurons) 그리고 피

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의 큰 유수축삭(large myelinated 

axons)의 소실을 야기하며 에서 언 된 이환된 신경 부  

안에서 지방갈색소(lipofuscin)의 상  증가와 닛슬소체

(Nissl substance)의 소실이 동반된 신경 축(neuronal atro-

phy)이 찰되며 피질척수로의 변성 한 찰된다.1) 이처

럼 ALS는 피질에서 부터 척수 각에까지 모든 운동계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환된 부 에 따라 운동신경세포 

 아래운동신경세포 징후가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발병 

수 년 내에 사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3)

  ALS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호흡 기능의 손상과 상기도 근

육의 약화는 마취의 선택과 술  마취 리에 향을 미

치게 된다. 한 ALS 환자의 경우 근이완제에 한 반응 

역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에 한 마취 리가 

필요함은 물론 수술 후에도 철 한 찰과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4,5)

  자들은 퇴골 경부 골 로 수술이 정된 ALS를 가진 

환자에게서 근이완제없이 propofol과 remifentanil, sevoflurane

을 이용한 신 마취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62 cm, 60 kg의 63세 여자 환자가 오른쪽 퇴골 경부 

골 로 비  정복  경피 나사 고정술을 시행하기 

해 응 실을 통해 입원한 후 정규 수술이 정되었다. 환

자는 과거력상 3년 에 울 성 심부 을 진단받고 약물 치

료 이었으며 20개월 에 ALS를 진단받고 추  찰 인 

상태 다. 당시 1달간의 구음장애와 왼쪽 상지의 림 상

을 주소로 신경과를 방문하여 자기 공명 상(MRI)과 신경 

도 검사 그리고 경부 방사선 등을 시행하 으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후 구음장애와 연하장애, 

와 상지부 의 속상수축(fasciculation)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한마취과학회지：제 55 권 제 3 호 2008 

384

ALS, 연수형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수술  검사에서 상하지

의 근육 축과 속상수축이 찰되었으며 구음장애로 인해 

발음이 불명확하 으며 침이 입안에 고인채 잘 삼키지 못

하는 등의 연하장애가 심한 상태 다. 입원 후 활력 징후는 

비교  잘 유지가 되고 있었으며 심 도와 흉부 X선 상 특

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맥 액 가스분석 결과는 

pH 7.412, PaO2 81.6 mmHg, PaCO2 41.1 mmHg로 산소

증이나 과탄산 증 등은 찰되지 않았다.

  수술 당일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propofol, remifentanil과 sevoflurane을 이용한 

신 마취를 계획하 다. 환자를 앙와 로 눕힌 후 심 도

기, 비침습  자동 압 측정기, 맥박 산소 측정기를 부착하

여 활력징후를 감시하 고, 수술 , 수술 후의 근이완 상

태를 정하기 해 4연속 자극(Train of Four, TOF) 장치

(TOF Watch, Organon-Teknika, Netherland)를 왼쪽 척골 신경 

부 에 부착했다. 한 수술  마취 상태를 확인하기 해 

BIS 감시장치(A-2000: Aspect Medical System, Natick, MA, 

USA)를 사용하여 BIS 수치를 지속 으로 감시하 다. 마취 

유도  압은 190/80 mmHg, 맥박은 58회/분, 산소 포화도

는 97% 으며 심 도는 정상이었다. Propofol 100 mg과 re-

mifentanil 40μg을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한 후 remifentnil을 

0.2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하 다. 의식 소실 후 마스크를 

통해 산소 5 L/min와 sevoflurane 2%로 용수조 호흡을 실시

하 다. 5분 후 압은 90/60 mmhg, 맥박은 55회, 산소 포

화도는 100% 으며 BIS 수치는 50이었다. TOF ratio는 지속

으로 100% 으나 자발 호흡이 없어 Sellick's maneuver 하

에 기 내 삽 을 시도하 다. 삽 시 환자의 움직임은 없

었으며 구역반사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삽  후 마취는 산

소 2 L/min와 아산화질소 2 L/min, 그리고 sevoflurane 1−
2%, remifentanil 0.1−0.2μg/kg/min으로 유지하 고, 압력조

 환기법(pressure controlled ventilation)으로 최고 기도압을 

20 cmH2O 이하로 조 하 다. 총 마취 시간은 75분이었으

며 수술 동안 압은 90−115/60−70 mmHg, 맥박은 55−82

회/분, 산소포화도는 100%로 비교  잘 유지되었으며 BIS 

수치는 46−56,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2−40 mmHg으

로 유지되었다. TOF는 5분마다 측정하 으며 TOF ratio는 

지속 으로 100%로 측정되었으나 수술  자발 호흡이나 

환자의 움직임 등은 찰되지 않았다. 수술 종료 후 자발 

호흡을 유도하고 구강 내 분비된 타액을 충분히 흡인하

으며 BIS 수치가 90을 넘고 을 뜬 후 자발 호흡이 완

히 돌아와 안정 인 호흡 양상임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발 하 다. 이때에도 TOF ratio는 100%로 측정되었다. 발

 후 100% 산소를 마스크로 투여하면서 다시 한 번 의식

회복과 호흡 양상이 한지 확인한 후 회복실로 이송하

다. 회복실로 이송된 후 호흡곤란 양상은 찰되지 않았

으며 산소 포화도는 98%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으나 타액을 

잘 삼키지 못하여 10여차례 흡인을 시행하 다. 그러나 흡

인을 시행한 후에도 지속 인 불편함을 호소하여 glyco-

pyrrolate 0.2 mg를 정주하고 환자를 왼쪽 측와 로 눕힌 후 

지속 찰하 다. 환자는 이 후로는 특별한 불편함을 호소

하지 않았으며 1시간 가량 찰한 결과 더 이상의 이상 소

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병실로 옮긴 후에도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 수술 10일 후 퇴원하 다.

고      찰

  흔히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으로 알려져 있는 

ALS는 운동신경만을 선택 으로 침범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운동신경계  운동신경세포 침범에 의한 증가

된 는 간 성 건반사, 경직(spasticity), 가성 연수 마비

(pseudobulbar palsy)  호 만 반사(Hoffmann reflex) 등의 

증상과 아래운동신경세포 침범에 따른 근 축, 속상수축  

이완성 마비의 임상 양상이 신에 걸쳐 나타나는 질환이

다.1) 이처럼 ALS의 형 인 증상은 운동신경세포 징후 

 아래운동신경세포 징후가 동시에 범 하게 찰되는 

것이지만 ALS의 발병 기의 증상은 국소 으로 운동신

경세포 징후 혹은 아래운동신경세포 징후 혹은 뇌간 징후

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신경세포 징후와 아래

운동신경세포 징후가 모든 운동계에 나타나게 된다.6) 한 

ALS는 발병 당시에 침범되는 부 에 따라 기 증상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발병부 에 따라 연수형(bulbar-on-

set), 경부형(cervical-onset), 요부형(lumbar-onset) 등으로 구분

된다. 연수형의 증상은 구음장애, 연하장애, 근육 축  

속상수축 등이 특징 이며, 경부형과 요부형의 경우 각각 

손발의 근력 약화, 근육 축  속상수축 등의 증상이 특

징 으로 나타난다.2,7)

  이처럼 ALS는 기에 특정 부 에서 시작하여 병이 진행

하면서 여러 부 에서 근육 약화, 근육 수축으로 인한 증상

이 나타나게 되며 이 에서 인두근육의 약화로 인한 연하

장애는 상기도 폐쇄, 흡인성 폐렴 등의 험을 증가시킨다. 

한, 신 마취제와 산소증 등은 연하반사(swallowing re-

flex)를 하시키기 때문에 ALS를 가진 환자에서는 내용

물의 역류, 상기도 폐쇄 등의 험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신 마취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로 인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탈분극성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의 

경우 아래운동신경세포 질환을 포함한 신경근육 장애(neuro-

muscular disorder)를 가진 환자에게 쓸 경우 장내 potas-

sium 농도의 갑작스런 증가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심실 세

동 등으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ALS 환

자에게 써서는 안된다.5,8)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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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용량을 투여할 경우에 ALS 환자의 경우 과용량으로 

작용하여 근이완 역 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4) 이러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한 높은 

감수성으로 인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쓸 경우에는 용량

을 여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Kim 등은9) ALS로 인한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한 기 개술을 시행하면서 용

량의 rocuronium (0.2 mg/kg)을 사용하여 성공 인 마취 

리를 하 음을 보고한 바 있다. ALS 환자의 경우 비탈분극

성 근이완제를 사용한 신 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할 때에

는 술 , 술 후 근이완 상태를 정하고 술 후 발  시기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신경근 달 감시 장치를 반드시 사

용하여야 한다. 특히 발  시기의 결정은 TOF ratio 등의 객

인 지표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TOF ratio가 90% 이상으로 측정 될 경우 안 한 발 을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그러나 아래

운동신경세포 질환의 경우 근육 손상의 정도가 각각의 근

육 그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근 달 감시

를 하는 부 에서 측정된 결과가 반드시 약화된 인두 근육 

등의 상태를 반 하는 것은 아니다.11) 그러므로 TOF ratio 

등의 신경근 달 감시 결과가 발 을 할 수 있는 수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의식상태와 호흡양상을 확인한 

후 발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증례에서는 근이완제

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흡입마취제를 사용하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이완이 있을 것으로 상하고 술  근이완 

정도와 발  시기의 결정을 해 TOF를 이용한 신경근 

달 감시를 시행하 으나 술 에 TOF ratio는 지속 으로 

100%로 측정되었다. 임상 으로 TOF fade가 나타나기 해

서는 종  탈분극(end-plate depolarization)이 50% 감소되어야 

하며 이보다 더 깊은 신경근 차단을 해서는 70% 이상의 

종  탈분극 감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1 MAC의 흡입 

마취제는 20−40%의 종  탈분극의 감소만을 야기하기 때

문에 fade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증례

에서도 1 MAC 이하의 흡입 마취제를 사용하 기 때문에 

TOF ratio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Rocca 등

이13) 보고한 에서도 근이완제없이 sevoflurane으로 마취 

리를 하 을 경우 TOF ratio가 마취 후 30, 60, 120분에 

측정하 을 때 10−15% 정도의 미미한 변화만이 찰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ALS 환자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신 마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기 해 척추 

마취 는 경막외 마취 등의 부  마취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ara 등과14) Kochi 등

은5) ALS를 가진 환자에게 경막외 마취를 시행함으로써 하

복부 는 하지 부 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 경막외 마취가 

유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  마취의 경

우에도 감각 차단의 부 가 T6 이상일 경우에 호기 잔기량

(expiratory reserve volume, ERV)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며 이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기침 능력의 하는 기도내의 분

비물의 제거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감각 차단 부

의 높이를 히 조 해 주는 것이 요하다.5) 그러므로 

T6 이하의 감각 차단 높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하복부와 

하지 수술의 경우에는 부  마취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  마취의 경우 ALS를 포함한 신

경근육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기존의 병

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상  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Vandam 등은15) 추 신경계 

는 척추 부 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척추 마취 후 

특별한 신경학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인과 계만으로 

척추 마취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부  마취 후 기

존의 신경학  질환이 악화된 경우와 함께 보고 한 바 있

으며 이 후에도 부  마취 후 신경학  질환이 악화된 경

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16) ALS를 포함한 운동신경세포

병을 가진 환자에게 부  마취를 시행하는 것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상  기에 해당하는 부  마취를 시

행하 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신경학  이상 는 병의 

악화 등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 마취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 마취에서도 근이완제의 사용

으로 인한 근이완 역 의 문제, 수술 후 인공 호흡 등의 가

능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이완제를 사용하

지 않고 신 마취를 시행하 다. 용량의 근이완제를 신

경근 달 감시 하에 사용하는 것이 비교  안 한 방법이

라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ALS 환자에게 쓰일 수 있는 

한 근이완제의 용량에 해서는 좀 더 추가 인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9) 

  기존의 증례들과는9,17) 달리 본 증례의 경우 근이완제를 

쓰지 않고 propofol, remifentanil로 마취 유도를 한 후 sevo-

flurane 2%를 5분간 용수조 호흡하여 기 내 삽 을 시도

하기 에 깊은 마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으며 BIS 

수치를 확인한 후 기 내 삽 을 시도하 다. Park 등은17) 

ALS를 가진 환자의 신마취에서 당시 remifentanil에 한 

임상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propofol, alfentanil 그리고 

근이완제인 atracurium을 사용하여 신마취를 시행하 다. 

그러나 remifentanil에 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문헌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마취 유도시에 충분한 용량의 propofol과 

2−4μg/kg의 remifentanil이 투여되면 근이완제없이도 기

내삽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삽  시 자발 호흡

은 없었으며 구역 반사와 환자의 움직임 없이 부드러운 삽

이 이루어졌다. 마취 유지와 수술 종료 후 자발 호흡을 

유도하고 발 하는 과정 역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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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러나 회복실에서 반복 인 흡인에도 불구하고 환자

가 타액을 제 로 삼키지 못하여 불편을 호소한 것은 아쉬

운 이라 할 수 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연하장애로 인

해 발생한 증상이므로 어느 정도 불가항력 인 요소가 있

지만 항콜린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체 를 측와 로 함으로

써 증상이 빠르게 좋아진 것으로 보아 술 에 마취  투

약으로 항콜린제를 투여하여 구강과 기도 내 분비물의 양

을 여주고 수술 에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체 를 사

에 인지하여 수술 후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는 체 로 

해 주었으면 환자의 불편함이 훨씬 어들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증례에서도 다른 보고와 마찬가지로9,17) 마취  

투약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본 증례의 경우처럼 연수형 증

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에는 항콜린제를 마취  투약하

여 분비물의 양을 여주는 것이 술후 회복실에서의 환자 

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자들은 퇴골 경부 골 로 비  정복 

 경피 나사 고정술이 정된 ALS를 가진 환자에게서 근

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propofol, remifentanil, sevoflurane을 

이용하여 성공 인 마취 리를 시행하 다. 부 마취를 사

용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ALS를 가진 환자

에게 부  마취를 시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

으며 근이완 역 의 문제, 술 후 인공 호흡의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근이완제의 사용 역시 제한 일 수 있다. 따라

서 근이완제 없이 propofol과 remifentanil, sevoflurane을 이용

한 마취 리는 ALS를 가진 환자를 한 마취 방법  일

차 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증례에서와 같이 연하장애, 구음장애 

등의 연수형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에는 술 에 마

취  투약으로 항콜린제를 투여하여 분비물의 양을 여주

는 것이 술 후 회복실과 병실에서의 환자 리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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