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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유도 중 발생한 Vecuronium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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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phylaxis by vecuronium during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 A case report−
Helen Ki Shinn, M.D., Hyun Kyoung Lim, M.D., Jang-Ho Song, M.D., Jeong Uk Han, M.D., Du-Hyun Ko, M.D., In-Jun Jung, M.D., 
and Jong-Kwon Ju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roea

  Anaphylaxis is one of major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ring anesthesia.  Muscle relaxants are the most common cause 

of anaphylaxis during anesthesia.  A 54-year-old woman was scheduled for thyroidectomy.  She had no history of allergy and 

had never previously undergone general anesthesia, Lidocaine, propofol and vecuronium were injected sequentially to induce general 

anesthesia.  Two minutes after the vecuronium injection, severe hypotension, tachycardia and bronchospasm developed, and delayed 

skin rashes appeared.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any significant complications after immediate proper intensive care.  The 

operation was delayed and a skin test was performed on the 7
th
 day after discharge.  She revealed a positive skin test for vecuronium.  

The anesthesia was re-induced without muscle relaxant and maintained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infusion.  Surgery was com-

pleted uneventfully, and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any adverse reaction.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613～7)

Key Words:  anaphylaxis, anesthesia, muscle relaxant, vecuronium.

  신마취에 사용되는 정맥 제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그 증상이 경미하게 압, 피부 발

진 등이 나타났다가 회복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할 정도로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정도로 다양하다. 

한 마취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후에도 수술을 해 

결국 다시 마취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나필락

시스의 한 처치법, 진단  방은 안 한 마취를 해 

요하다.1)

  자들은 갑상선 종양으로 갑상선 제술이 정되었던 

54세 여자 환자에서 마취유도  삽 을 해 vecuronium 

정주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키 162.5 cm, 몸무게 60 kg인 54세 여자 환자가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제술 정이었다. 경구 항고 압제로 잘 

조 되고 있는 고 압 외에 다른 기  질환이나 수술의 과

거력은 없었다. 생리 때 간헐 으로 두드러기가 났고 태양 

선을 면 피부에 발진이 나타났으나 치료 없이 호 되

었다. 약물이나 식품에 한 알 르기 과거력은 없었고, 가

족력 상 알 르기에 한 특이사항은 없었다. 수술  시행

한 액 검사, 심 도  단순 흉부 촬  검사 상 이상 소

견은 없었다. 

  마취 투약으로 수술실 도착 30분 에 midazolam 3.0 mg

과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활

력징후는 압 125/83 mmHg, 심박수 65회/분, 맥박산소포화

도 97% 고 심 도는 정상 동성리듬이었다. O2 6 L/min로 

호흡을 보조하 다. 마취 유도를 해 2% lidocaine (염산리

도카인주Ⓡ, 휴온스, 한국) 40 mg을 서서히 정주한 후 propo-

fol (아네폴주Ⓡ, 하나제약, 한국) 120 mg을 정주하 다. 환자

의 의식이 소실된 것을 확인한 후 sevoflurane 2 vol%, 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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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kin Prick Test Result of Anesthetic Including Vecuronium

Undiluted 1：5 1：25 1：100

Thiopental (25 mg/ml)

Ketamine (50 mg/ml)

Etomidate (2 mg/ml)

Propofol (10 mg/ml)

Midazolam (5 mg/ml)

Fentanyl (50 μg/ml)

Remifentanil (20 μg/ml)

2% Lidocaine (20 mg/ml)

Vecuronium (4 mg/ml)

Rocuronium (10 mg/ml)

-

-

-

-

-

-

-

-

4＋

-

-

-

-

-

-

-

-

-

3＋

-

-

-

-

-

-

-

-

-

2＋

-

-

-

-

-

-

-

-

-

-

-

Histamine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group and normal saline as a negative control group.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dropping an 

antigen and control liquid, a drop each, on the normal skin of the subject’s back. Twenty minutes after dropping liquids, the size of the 

wheal and erythema were measured and the reactivities were graded non-reactive as 0, erythema measuring less than 15 mm in diameter as 

1＋, above 15 mm or wheal diameter measuring below 3 mm as 2＋, wheal above 3＋ for wheal between 3−5 mm as 3＋ and wheal 

above 5mm or forming pseudopod as 4＋. The skin reaction above 3＋ reactivity shown in the positive control histamine prick test was 

determined as positive.

L/min, N2O 3 L/min로 용수환기를 하면서 3분 후 vecuro-

nium (베카론Ⓡ, 이연제약, 한국) 6 mg을 서서히 정주하 다. 

Vecuronium 정주 약 2분 후 환자는 갑자기 기침을 하 고, 

기도 항이  크게 느껴져 신속히 기 내 삽 을 시행

하 다. 일회 호흡량 600 ml로 기계환기를 시행하 을 때 

기도내압이 25 mmHg 이상으로 높게 지속되고 심박수가 

130회/분 이상으로 상승하 다. 압이 64/25 mmHg로 감소

한 후 측정이 되지 않고 맥박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의 형이 불규칙 이며 차 감소하 다. 100% 

O2 6 L/min와 수액을 신속히 투여하며 두 차례에 걸쳐 

ephedrine 8 mg을 정주하 으나 환자의 압이 측정되지 않

았으며, 동공이 산동되어 흉부 압박을 시작하 다. 2분 동

안 흉부를 압박하며 epinephrine 0.5 mg을 두 차례 정주한 

후 활력징후는 압 151/91 mmHg, 심박수 90회/분, 맥박산

소포화도 100%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3 mmHg로 

회복되었다. 지속  동맥압 감시를 해 왼쪽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 으며, 동맥  가스 분석 결과 pH 7.35, 

PaCO2 40 mmHg, PaO2 374mmHg, HCO3
− 22.1 mmol/L 다. 

얼굴과 상체의 홍반성 발진, 심한 기도 항  압의 

발생은 마취 유도  사용한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단하여 dexamethasone 5 mg을 정주하 다. 약 25분 후 활

력징후는 압 135/85 mmHg, 심박수 81회/분, 맥박산소포화

도 100%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1 mmHg로 정상

화되었고 홍반성 발진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계획된 

수술을 취소하 고 pyridostigmine 10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하 다. 사연속자극 상 근이완이 75% 이상으로 

회복되고 규칙 인 일회호흡량이 300 ml 이상으로 회복되

고, 의식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기 내 을 발 하고 마

스크를 통해 O2 5 L/min을 공 하며 환자실로 이송하

다. 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dopamine을 3−5

μg/kg/min으로 지속주입하 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되

고 후유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환자실 입실 2일 째 

일반 병동으로 원 하 으며 이후 퇴원하 다. 

  퇴원 1주 후 알 르기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의심 약물

에 한 피부 단자 검사를 시행받았다(Table 1). 약물에 

한 음성반응은 생리 식염수, 양성반응은 히스타민을 기 으

로 약물의 원액, 1：5, 1：25, 그리고 1：100을 환자의 등에 

검사하여 정하 다. 수술 당일 마취 유도  발생한 아나

필락시스는 vecuronium (베카론Ⓡ, 이연제약, 한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용 가능한 근이완제인 rocuronium (에

스메론Ⓡ, 한화제약, 한국), atracurium (아큐 스Ⓡ, 당약품, 

한국)도 추가로 시행한 피부 피내 검사에 3＋의 양성 반응

을 보 다. 아나필락시스의 방을 해 근이완제를 사용하

지 않고 마취 유도, 기 내삽   마취 유지를 하기로 계

획하 다. 

  마취 투약으로 수술 8시간 에 chlorpheniramine maleate 

(페니라민Ⓡ, 유한양행, 한국) 4 mg과 hydrocortisone 100 mg

을 정주하 다. 수술실에 도착하여 epinephrine 0.3 ml를 피

하주사와 hydrocortisone 100 mg을 정주하 고, 지속  동맥

압 감시를 해 왼쪽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 하 다. O2 

6 L/min로 호흡을 보조하며 교질액 (VoluvenⓇ, Fresenius-ka-

bi, Germany) 200 ml를 투여하고, midazolam 2.0 mg, 2% li-

docaine 40 mg  etomidate 10 mg를 순서 로 정주하여 환

자의 의식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 다. Sevoflurane을 8 vol%

로 흡입시키며 propofol과 remifentanil (UltivaⓇ, GSK, UK)을 

각각 2.5 μg/ml, 1.5 ng/ml로 목표 농도 조  주입하 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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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삽 을 성공 으로 시행하 고, 홍반성 발진, 심한 

압  빈맥 등의 역학  이상 소견은 없었다. 역학  

변화를 이기 해 개  개선을 따라 2% lidocaine으

로 국소마취를 하 고, 수술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공

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자발호흡을 회복시켜 성공 으로 

기도 발 을 하 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별다른 증상을 나

타내지 않았고, 수술 2일 후 퇴원하 다. 

고      찰

  아나필락시스는 IgE의 매개를 통한 비만세포나 호염기성 

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장된 과립으로부터 히스타민 등의 

운동성 물질이 분비되어 발생하는 1형 과민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은 IgE의 매개를 통하지 않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과 임상 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면역학  

아나필락시스와 비면역학  아나필락시스로 용어의 변화가 

제기되고 있다.2)

  아나필락시스의 평생 유병률을 1−2%까지 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3) 이에 반해 마취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빈도는 1：10,000 에서 1：20,00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4)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토피

의 기왕력, 지리(geography), 사회경제  요소(socioeconomic 

factor) 그리고, 성별이 있는데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근이완제는 신마취에서 

기 내 삽   마취 유지에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약제이

지만 수술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많은 원인

(58.2%)이고 그 외에 라텍스(16.7%), 항생제(15.1%), 교질액, 

수면제, 아편유사제 등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5) Benzylisoquinolone계 신경근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히

스타민의 분비가 알려져 있는데 개 1−5분 간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며 용량 의존 이고 건강한 환자에게는 큰 

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왔다.6) Atracurium의 경우 약간의 

히스타민 분비가 알려져 있으며, 0.4 mg/kg 이상을 빠르게 

투여할 경우 히스타민과 련된 압이 보고되어 있으나 

d-Tubocurarine에 비하여 안 역이 3배 이상 된다. 그러나 최

근 비교  히스타민의 분비가 은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

이드성 신경근 차단제인 rocuronium bromide와6) vecuronium 

bromide 등에7)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면서 안 성 여

부에 한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알 르겐에 노출되면 2−15분 내에 발진, 두드러기, 홍반 

등의 피부 증상  심 계 허탈, 기 지 연축 등의 아나

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하여 즉각 인 치료가 필요하다. 즉, 

산소 증의 교정, 원인물질의 제거를 통한 화학 매개 물

질의 유리 억제,  내 용 의 보충, 즉각 인 100% 산소

의 투여, epinephrine의 정주와 부종(angioedema)의 발생

을 고려한 조기 기 내삽 이 필요하다.8) 한 기 증상이 

조 되었어도 6−8시간 이후에도 림 구나 세포 는 활성

화된 비만세포 내에 있던 항원에 의해 만들어진 proin-

flammatory cytokines에 의해 증상이 재발  될 수 있기 때문

에 최소한 8시간 동안 지속 인 감시가 필요하다.9) 본 증례

에서는 심 계 반응이 주 증상으로 그 정도가 심한 과 

폐팽창 장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감소, 산소포화도 감

소  피부 반응 등이 동반된 으로 보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된 것으로 보 고, vecuronium 정주 2분 후에 기도 

항의 증가와 격한 압 감소가 시작되었던 으로 미루

어 vecuronium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Vecuronium 

에 투여된 lidocaine과 propofol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식품에 한 과거력이 없고 투여 후 5분 이상 경과된 후 

증상이 발생하 으므로 이 두 약제보다는 투여 직후 심한 

압을 래한 약제인 vecuronium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하 다. 환자의 경우 심한 압이 발생한 후 기

내 삽 과 빠른 수액 투여, epinephrine의 정주, 흉부 압박

을 시행하여 25분 후 모든 활력징후가 정상화되고 홍반성 

발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의식을 회복하여 환자

실에서 26시간 경과 찰 하 으나 증상의 재발 은 찰

되지 않았다.

  진단은 병력, 피부 반응 검사 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동안 액으로부터 트립타제(tryptase), 히스타민(his-

tamine), 보체나 IgE를 측정하는 법이 있으나, 본 증례의 경

우 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해서는 액검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단된다. 그 외

에 4−6주 후에 피부단자검사(skin prick test)나 피내검사

(intradermal test)를 시행할 수 있는데 피부단자검사는 간편

하고 비교  안 하게 다수의 항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

으며 신뢰도가 높아 임상에서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 흔

히 사용되고 있다. 피내검사는 민감도가 높고 가음성이 

으며 특이 IgE 측정보다 더 민감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 피내검사는 수술  과민반응, 특히 근이완제에 의한 과

민반응의 요한 진단 기 으로 간주되고 있다.10) 피내검사

는 0.01−0.02 ml로 1−2 mm의 팽진(wheal)을 만들어 10분 

내에 팽진이 8 mm 이상이면 양성으로 간주한다.6) 그러나 

검사에 사용되는 약제의 최 농도에 하여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으며 사용되는 희석농도도 연구기   연구자들

에 따라 차이가 있다.8,11) 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험이 

높은 단 이 있다. 비만세포나 호염기성 세포의 불응(refrac-

toriness)이나 특이 IgE (specific IgE)항체의 순간 인 고갈로 

인한 음성을 피하기 하여 4−6주를 기다리는 것이 추

천되나12) 본 증례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제거술을 받

아야 하므로 시간을 더 미루기 어려웠기 때문에 1주일 후

에 본원에서 사용 가능한 근이완제인 vecuronium, roc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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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m 그리고 atracurium을 포함한 마취 약제들로 피부 단자 

검사를 시행하 다. 시행 결과 vecuronium이 강한 양성 반

응을 보여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물질로 진단했다. 비탈분극

성 근이완제의 주요 항원 결정 인자는 4가의 ammonium 

group으로 이 구조를 가진 약물 사이에 교차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근이완제에 과민 반응을 보인 환자의 경우 

다른 근이완제들에 한 교차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12) 

다른 근이완제를 이용한 신 마취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추가로 피부 피내 검사를 시행하 다. Angry back syn-

drome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들의 양성 반응을 배제하기 

해13) vecuronium을 제외하고 추가로 본원에 있는 근이완

제인 rocuronium과 atracurium 의 피부 피내 검사를 시행하

고 모두 3＋의 양성 반응을 보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

발할 수 있는 약물로 간주하 다. 환자의 경우 이런 분자구

조에 의한 감작이 vecuronium, rocuronium, 그리고 atracurium

의 피부반응검사결과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이완제와 4가의 ammonium group 구조를 가진 음식, 

화장품, 소독제, 산업물질 간에 교차반응이 보고되고 있으

며, 한 근이완제에 한 아나필락시스 경력이 있는 환자에

서 다른 근이완제와 교차반응은 66%에서 발견된다.14)

  본 증례에서 부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치 않고 근

이완제 간의 교차 반응 가능성과 비교  근이완제의 필요

성이 은 경피  신 석술 (percutaneous nephrolithotripsy) 

등에서 근이완제를 배제한 마취 사례를 고려하여15) chlor-

pheniramine maleate와 hydrocortisone을 처치로 투여한 후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취유도  기 내삽 을 시행

하 다.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을 방하기 해 처치제로

는 항히스타민제, steroid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량의 스

테로이드 요법이 추천되기도 하나 그 효과는 아직 확실하

게 입증되지 않았다.8,9) 본 증례의 경우처럼 근이완제에 아

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거나 심지어는 기가 되는 경우 

는 외래환자 마취시 환자의 빠른 퇴원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해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 내 삽 을 시

행한다. 1948년 Lewis에16) 의해 마취유도 시 thiopental 500

−750 mg의 단독 투여로 기 내 삽 의 성공이 보고된 이

후 근이완제의 투여없이 다양한 형태의 정맥마취제 조합으

로 기 내 삽 을 시도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최근 여

러 연구에서도 고농도 sevoflurane을 이용한 폐활량 흡입마

취유도법(vital capacity inhalation induction, VCII)과17,18) pro-

pofol과 아편유사제의 투여만으로 기 내 삽 이 가능하다

는 것이 보고 되었다.19) Sevoflurane을 이용한 VCII시에는 8 

vol%, 고농도 sevoflurane과 60% 이상의 N2O 병용투여로 한

번 내지 두번의 폐활량 호흡 후 1분 내에 안검반사가 소실

되고 마취유도가 이루어지며 진정제나 fentanyl, remifentanil

등을 이용하면 더 빨리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 내 

삽 이 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Propofol과 remifentanil

은 마취 유도가 신속하고 반감기가 어 작용 시간이 짧은 

특성으로 인해 기 내 삽 과 같은 짧고 강한 자극에 사용

하기가 하며 수술 후 일  귀가가 필요한 외래환자 마

취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 이 있어 최근 근이

완제 없이 기 내 삽 을 시행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19)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한 기 내 삽  용량은 아직 

연구의 여지가 있으며19) 본환자의 경우에는 동맥  내 카

테터 삽입 후 역학  변화를 감시하면서 효과처 농도 

propofol 2.5 ug/ml, remifentanil 1.5 ng/ml로 목표 농도 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시도하 고 기  삽  

 수술  심한 역학  변화 없이 성공 으로 수술을 

시행하 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즉시 의심되는 항원을 확인하

고 투여를 단하며 기도를 유지해야 한다. 내 용 을 

보충하기 해 수액을 충분히 속 정주하며 압 하와 

기도부종이 심한 경우 epinephrine의 조기 투여가 바람직하

다. 최근에는 vasopressin이 긴장도의 회복 외에도 nitric 

oxide (NO) 효과를 상쇄하는 항염증효과가 있으며 피부, 근

골격근, 장 , 지방에 비해 상동맥과 신장의 이 덜 

수축되고 뇌 은 이완시키는 등으로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쇽의 치료에 하다고 간주되어 즉각 인 치료 시

에 투여가 고려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20)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유발 가능한 항원을 알아내어 환자에게 약물명과 교차반응

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경

고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vecuronium

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증례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근이완제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경우, 다른 근이완제와의 교차반응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을 확인하 다. 자들은 본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근

이완제에 교차반응을 보여 근이완제 없이 마취유도, 기 내

삽   마취유지를 성공 으로 수행한 를 보고하며, 향

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을 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한 방, 진단  치료에 한 임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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