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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ed recovery of neuromuscular blockade by rocuronium in a hypothermic patient 
during a laparoscopic procedure

− A case report−
Ji Keun Ryu, Byung Jun Lee, Kyung A Yang, and Ouk Jung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ongkang Hospital, Ulsan, Korea

  Perioperative hypothermia can occur frequently and lead to various complications.  Laparoscopic procedures do not require a 

large incision or exposure of the viscera, but a prolonged and high pressure procedure can lead to unexpected hypothermia.  

Hypothermia prolongs the time-course of non-depolarizing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by reducing the plasma clearance 

significantly.  Rocuronium, a new aminosteroidal neuromuscular blocking agent, can be influenced by reductions in plasma clearance 

and prolong the duration of action.  Therefore, patients must receive ventilator care in the ICU.  Aggressive measures were taken 

for hypothermia, and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out any complications.  We report a case of delayed of neuromuscular blockade 

by rocuronium in a hypothermic patient during a laparoscopic procedure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s.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195～9)

Key Words:  Hypothermia, Laparoscopy, Rocuronium.

  주술기의 체온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 방

과 조치가 없을 경우 신마취로 수술 받는 환자들  50

−70%의 빈도로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창상 감염의 증가, 

수술창 회복의 지연, 응고 장애,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

우에는 심각한 심  합병증  빈맥의 발생 빈도 증가, 

근이완제 작용 시간의 증가, 회복실 퇴실의 지연  입원 

기간 연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래할 수 있다 [1]. 

유아나 소아, 노인 환자, 신 쇠약 환자  범 한 외상

이나 화상 환자 등은 특히 체온의 험도가 높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래 비침습  는 미세 침습  수술을 선호하는 조류

에 발맞추어 복강경 시술이 응증을 넓히며 범 하게 

시술되고 있다. 개복 범 가 상 으로 작은 복강경 시술

시 심부 체온의 하강이 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가온, 

가습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기복형성으로 인하

여 체온의 발생 험이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

이 발표되고 있다.

  Ott는 [2] 50 L의 가온, 가습되지 않은 이산화탄소의 주입

이 수술  0.3oC정도의 심부체온 하강을 유발하 다고 발

표하 다. 신 36oC로 가온, 가습된 이산화탄소를 주입함

으로서 체온 발생빈도를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는 보고들도 있다 [3]. 실제 임상에서 흔히 용되는 것처럼 

가온, 가습되지 않은 주입가스를 사용한 복강경 수술이 개

복수술과 비슷한 정도의 술  체온 하강을 보인다는 연구

도 있다 [4-6]. 

  심부체온의 하강은 근이완제의 약물 사와 배설을 지연

시킴으로서, 탈분극성 근이완제 뿐만 아니라 [7,8], rocuro-

nium같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작용도 강화시킨다 [9].

  이에 본 자들은 4시간 30여분의 장시간의 복강경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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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노인 환자에서 상하지 못한 체온증과 이로 인

한 근이완제의 회복 지연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  55 kg, 신장 150 cm 인 79세 여자환자가 S상 결장

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하 방 제술(laparoscopic anterior 

resection)을 받기 하여 내원하 다. 환자는 3년 에 고

압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입

원 후 측정한 활력징후는 수축기 압 120−150 mmHg, 이

완기 압 60−90 mmHg 범 로 비교  유지되고 있었다.

  수술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상 양측 하부 늑막의 

비후  석회화 소견이 보 으나 내원 3개월  촬 한 흉

부 사진과 변화가 없었으므로 비특이  소견으로 단하

고, 동맥  가스 검사(pH 7.431, pCO2 39.0 mmHg, pO2 81.0 

mmHg, HCO3
− 21.5 mEq)와 폐 기능 검사 결과는 나이를 

감안하 을 때 양호하 으며, 심 도와 환자의 나이를 고려

하여 실시한 심 음 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색소는 

8.9 g/dl, 구 용 률은 23.9%로 내원 이 부터 지속된 

소화기계 출 로 인한 빈 상태 으며, 그 외 검사 결과들

은 모두 정상 범 로 양호하 다.

  수술 날 농축 구 2 pack을 수 하여 색소 수치 

10.7 g/dl, 구 용 률 35.1% 수 으로 빈 을 교정하고, 

수술 30분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고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계, 맥박 산소 포화도 감시 장치 등

을 부착한 후 propofol (DiprivanⓇ, AstraZeneca, UK) 4.0 ug/ml 

와 remifentanil (UltivaⓇ, GlaxoSmithKline, UK) 4.0 ng/ml 을 

목표농도 주입용 펌 (OrchstraⓇ, Base Primea, Fresenius 

Vial, France)를 사용하여 지속 정주하는  정맥 마취를 시

행하 다. 근이완제는 succinylcholine 사용을 배제하고 ro-

curonium 40 mg (0.7 mg/kg)을 정맥 주사한 후 삽 하 다. 

삽  직후 압은 175/110 mmHg, 심박수 110회/분으로 상

승하 으나 특별한 처치 없이 5분 이내에 150/90 mmHg, 

100회/분 수 으로 안정되었다. 일회 호흡량 500 ml, 호흡횟

수 12회/분으로 호흡기를 조작하 으며 O2와 N2O를 각각 

분당 2 L씩 투여하고 활력 징후 변화에 따라 propofol을 1.5

−3.0 ug/ml, remifentanil을 1.5−3.0 ng/ml 범 에서 증감 투

여하고 한 근이완을 하여 30분마다 rocuronium 10 mg

을 간헐 으로 정주하여 마취를 유지하 으며 수술 시간 

 총 110 mg이 투여되었다. 마취 유지 에 압은 100−
120/50−70 mmHg, 심박수는 70−90회/분, 산소포화도는 

99% 범  내에서 안정 으로 유지되었으며 출 양도 미미

하여 수  없이 정질액(hartman solution, CJ, Korea) 600 ml

와 교질액(voluvenⓇ, Kabi, USA) 200 ml를 정주하 고 요량

은 약 500 ml로써 2 ml/kg/hr정도로 양호하 으며, 수술  

실시한 동맥  가스 검사는 pH 7.427, pCO2 35.5 mmHg, 

pO2 257.0 mmHg, HCO3
− 23.2 mEq, 색소 수치는 9.7 g/dl, 

구 용 률은 30.1% 다.

  수술은 가온, 가습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12 

mmHg 압력으로 기낭을 유지하고 Trendelenberg와 Lithotomy 

체 를 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술 부 의 유착이 심하고 

장문합부 의 시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수술시간이 4

시간 30분에 달하게 되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체 를 

앙와 로 바꾼 후 복강경 개 부 를 합하는 시기에  

정맥마취제로 투여하는 propofol과 remifentanil를 진 으로 

감량시키면서 용수 환기를 시작하며 자발호흡의 회복을 시

도하 다. 활력징후가 압 170−180/90−110 mmHg, 심박

수 110−130회/분 수 으로까지 진 으로 상승하여 압 

조 을 하여 칼슘 통로 차단제인 nicardipine hydro-

chloride(PerdipineⓇ, Dong A, Korea) 2 mg과 베타-차단제인 

esmolol(BreviblocⓇ, Jae Il, Korea) 10 mg을 간헐 으로 정주

하 다. 고 압, 빈맥의 심  흥분 상태가 유지되면서 자

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아서 glycopyrrorate (TabinulⓇ, MyungMun, 

Korea) 0.4 mg과 pyridostigmine (PigminⓇ, Hana, Korea) 20 

mg을 정주하여 근이완 작용의 길항을 시도하 으나 cap-

nograpy 상 자발 호흡 징후가 무하 다. 모든 마취 약제 

투여를 단하고 산소 흡입 농도 100%로 용수 호흡을 계속

하며 환자의 승모근 부 와 유두에 강한 자극을 가해도 회

피반응이나 찡그림도 없는 무반응이 지속되면서 고 압과 

빈맥 같은 심  흥분상태가 지속되었다. 용수환기를 계속

하며 glycopyrrorate 0.2 mg과 pyridostigmine 10 mg을 추가로 

정주하 으나 여 히 자발호흡 징후는 없고 이 시기에 채

한 동맥  가스 검사 결과는 pH 7.267, pCO2 63.0 mmHg, 

pO2 371.0 mmHg, HCO3
− 27.2 mEq로 측정되었다. 수술 종

료 후 40여분이 지났지만 자발호흡 회복이 안 되고 호흡낭

을 이용한 용수 환기 횟수를 분당 6회 미만으로 늦추면 맥

박 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감소되어, 용수환기를 계속하

면서 환자의 근이완 상태를 평가하 다. 근이완 상태를 객

으로 악하기 하여 우측 손목부 의 척골신경 표면에 

표재 극을 부착하고 말  신경 자극기(TOF-WatchⓇ, 

Organon, USA)를 사용하여 사연속자극비(train of four ratio, 

TOF ratio)를 측정한 결과 0.1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환자의 

체간 표피 온도가 지나치게 차가운 것이 인지되어 체온계

(ThermoscanⓇ, B. Braun, Germany)로 우측 고막의 온도를 측

정한 결과, 30.6oC 으며 검사의 신빙성을 하여 반 쪽 

척골 신경 부 와 고막에서 반복 측정하여도 체온 30.8oC, 

TOF ratio 0.1로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근이완 잔류 

효과와 체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단되어 근이완 효과를 

길항시키기 한 항콜린 에스트라제 투여를 반복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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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한 환기 보조 요법과 신속한 체온 회복을 한 

조치가 필요하리라 단하 다.

  환자실 입실을 결정하고 기  내 삽 을 유지한 상태

로 맥박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면서 10 L/min의 산소가 

공 되는 Ambu-bag을 사용해 인공호흡을 하면서 환자를 

환자실로 이송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 다.

  일회 호흡량 550 ml, 호흡 횟수 12회/분, 산소 흡입 농도 

40%, CMV (controlled mechanical ventilation) mode로 인공호

흡기를 조작하고 신속한 체온 교정을 하여 가온 담요

(Bair HuggerⓇ, Arizant, Germany)를 설치했고 매 30분마다 

동맥  가스검사와 체온  TOF ratio를 측정하 다.

  환자실 입실 30분 후 고막에서 측정한 체온은 31.2oC, 

TOF ratio는 0.2, 동맥  가스 검사결과는 pH 7.305, pCO2 

39.0 mmHg, pO2 188.3 mmHg, HCO3
− 18.9 mEq이었으며, 

기타 액, 해질 검사 소견은 정상 범 으며 요량은 시

간당 100 ml 이상씩 양호하 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체온과 TOF ratio는 호 되어 입

실 3시간 후에는 체온 34.5oC, TOF ratio 0.8, 동맥  가스 

검사결과 pH 7.424, pCO2 32.4 mmHg, pO2 146.0 mmHg, 

HCO3
− 20.8 mEq로 측정되었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의 자

극에도 을 뜨고 손을 드는 등 지시에 반응할 정도로 의

식과 근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으로 인공호흡기를 

SIMV (simultaneous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mode로 

바꾸고 매 시간마다 동맥  가스 검사와 체온  TOF ratio

를 측정하 다. 인공호흡기의 작동 mode를 바꾼 2시간 뒤 

체온 36.4oC, TOF ratio 0.9로 정상화 되었고 각종 검사결과

도 양호하여 호흡기를 단 하고 확실한 기도 유지를 하

여 삽  유지 상태로 산소 5 L/min를 카테터를 통하여 투여

하면서 찰하 다.

  수술 다음 날 오 에 환자의 악력, 지시에 한 반응 정

도, 동맥  가스 검사, 체온  TOF ratio 수치를 종합 으

로 고려한 후 발 하 고 일반 병실로 이송 후 별다른 특

이 사항 없이 12일 후 퇴원하 으며 인지할만한 장애나 합

병증은  없었다.

고      찰 

  신마취 시 심부 체온의 하강은 특징 인 세 단계에 따

라 이루어지는데, 기 1시간 동안 심부조직에서 말  부

로 이완된 을 통한 체열의 재분포를 통해서 체온 손실

이 발생하며, 이후 2−3시간 동안 수술실의 찬 기로 인하

여 완만한 직선형으로 체온이 추가 하강하며, 이후 심부체

온 하강이 상당하여 수축 역치에 도달하면 말  

의 재수축이 발생하여 말  부 에로의 체열의 달이 제

한되어 더 이상의 심부체온 하강을 막게 된다.

  신마취 에는 율이나 행동 양식  체온조 이 불가

능하며 , 유아와는 달리 성인 환자에게서는 비 율성 체

열 발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정맥 션트  수축

이 체온에 한 주된 방어 기 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모

든 마취약제는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

축을 억제하며 catecholamine 유리  그에 한 반응을 억

제한다. 본 증례에서는 최면 작용의 발 이 빠르고 작용 시

간이 짧아 조 성이 탁월하며 축  효과가 어 투여 단 

후 의식의 회복이 빠르며 항구토 효과를 나타내는 propofol

과 액  조직의 비특이성 에스테르 분해 효소에 의해 

신속하게 간 외 가수 분해되므로 간질환이나 신질환 환자

에게도 안 하며 투여 단 후 신속하게 각성되는 re-

mifentanil을 동반 투여하는  정맥 마취를 시행하 다. 두 

약제 모두  이완과 심박수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

고, 특히 remifentanil은 말  의 u-수용체를 활성화 시킴

으로써 [10] 을 이완시키고 신  항의 감소를 

래함으로써 [11] 체온에 한 가장 요한 방어 기 인 

말   수축을 통한 심부 체온 손실 억제 기 을 훼손

할 수 있다. 

  1962년에 복강경을 이용한 난  결찰술이 산부인과에 처

음 도입된 이후, 복강경 수술은 개부 가 작고 환자의 회

복이 빨라서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학 , 경제  잇

들과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

술 빈도와 응증이 날로 확 되고 있다.

  복강경 시술을 해 필수 인 기복을 형성하기 해서 

가연성이 없어 안 하게 기 소작술을 할 수 있고, 액과 

조직 용해도가 커서 가스 색 증을 일으킬 험이 은 이

산화탄소가 표  주입 가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40 mmHg 

이상의 지나친 복강 내압은 호흡과 순환기계 장애와 가스 

색 , 피하 기종 같은 합병증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에는 15 mmHg 미만으로 복강 내압을 제한하고 있다. 실

제 임상에서 이산화탄소의 복막을 통한 흡수량은 그리 많

지 않지만 주입된 가스와 양호한 수술 시야 확보를 해 

Trendelenberg체 를 취함으로 인한 복압의 상승으로 기능  

잔기 용량의 감소가 래되어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가 올 수 있으므로 분시 환기량을 15−20% 정도 증가

시켜 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한 건조하고 차가

운 가스 유량의 증가를 의미함으로 환자의 체온 손실에 일

조하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시 개복 수

술에 비해 상 으로 개 부 가 작아 찬 수술실 기로

의 열손실은 을 수 있지만 상당한 양의 차고 건조한 주

입가스로 인해 복강 내 주요 장기   들을 통한 열

손실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상당할 수 있다 [4-6,12,13].

  더구나 상 환자가 상 으로 체온 유지에 불리한 제

지방 체 (lean body mass)이 작은 노인환자이고 수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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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시간을 훨씬 넘긴 장시간이라면 상 밖으로 체온증

이 심각 할 수도 있다. 

  본 증례 이후 수술 침  아래에서 검한 수술실 온도는 

25.7oC로서 우발 인 실내 온도 하에 의한 체온 유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같은 수술실에서 26oC로 수

술실 온도를 유지한 같은 조건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TCI (target controlled infusion)로 동반 주입하는 정맥 마취 

하에 4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의 복강경하 갑상선 엽 

제술이 시행되었으나 고막에서 측정된 환자의 최  체온은 

34.5oC로써, 체온의 정도가 훨씬 작았다는 으로 미루어 

볼 때 차가운 가스의 복강 주입과 환기 자체가 상 외로 

체온 손실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 본 

증례에서는 병변 부  결장을 출하면서 고식 인 복강경 

시술에 비하여 수술 개창과 내부 장기의 노출이 컸었고 

장시간 Lithotomy 체 를 취함에 따라 수술실 환기로 인한 

류(convection) 상으로 체온 손실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도 간과할 수 없겠다. 

  심부 체조직은 다른 신체부 에 비하여 온도가 높고 

액 류가 매우 잘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의 

온도는 폐동맥, 원 식도부 , 고막 등에서 측정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등도의 체온 상황을 상하지 못하여 

심부 체온 감시 장치는 마취 유도 때부터 거치하지 않았으

며 간헐 으로 고막온도를 측정하기로 하 다.

  이처럼 상치 못하거나 한 방책 없이 발생한 

체온증으로 인하여 체내 사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신장 

 간장 류도 감소되어 뇨  담즙 배설이 지연되면 근

이완제의 장 제거율  배설율이 떨어짐으로서 장 내 

높은 근이완제 농도가 지속됨으로 그 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14,15].

  Rocuronium은 빠른 작용 발 과 간 정도의 작용 시간

을 가진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서 심 계통에 부정  

향이 없으며 히스타민 분비가 미미하며 사산물과 축  

작용이 없으며 약물 사  배설 과정에서 간장이나 신장 

기능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간  신장 질환자에게도 안

하게 사용 가능하며 쉽게 항콜린성 약물에 의해 가역이 되

는 등 이상 인 근이완제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추어서 임

상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rocuronium은 특별한 사 과정이나 효

소가 필요 없이 간장과 신장을 통해 장에서 제거되지만 

환자의 나이, 성별, 동반되는 간장이나 신장 질환, 체온 등

의 요인들로 약동학  성질에 향을 받게 된다.

  Rocuronium은 비슷한 화학구조식의 vecuronium, pancuronium 

등과 같이 생리  pH에서 부분 이온화되어서 친수성을 

나타내므로, 노화 과정으로 제지방 체 (lean body mass)의 

감소와 함께 10%이상의 골격근 부피의 감소, 지방질 비율

이 증가함과 함께 체내 수분함량의 감소 등 신체 구성 성

분의 변화로 70세 이후에는 액량이 20−30% 감소하는 노

인환자에게 투여된 이러한 약제들은 기 하는 농도보

다 은 환자에 비하여 높은 장 농도를 나타낸다. 더욱이 

상 으로 하된 간장과 신장 기능과 류량으로 말미암

아 약물의 제거와 회복도 느리며 [16,17], 단순하게 체 에 

기 하여 약물 투여용량을 정하는 고식 인 방법으로 말미

암아 상  과용량이 투여되기도 한다.

  Rocuronium은 vecuronium의 1/4에 해당하는 potency를 가

지지만 작용 발 시간은 2배 가까이 빠르며 0.9−1.2 mg/kg 

용량을 투여함으로써 succinylcholine에 필 하는 신속한 기

 내 삽 이 가능하며 0.45 mg/kg 용량을 투여함으로써 25

분 정도 피부 개와 같은 강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의충분한 근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자들은 환자가 고령이고 남성에 비하여 세포 외액의 

비율이 작은 여성인 을 고려하여 기 내 삽 을 해 0.7 

mg/kg를 그리고 마취 유지  근이완을 해 30분 간격으

로 0.2 mg/kg을 투여함으로써 과량투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 다.

  근이완 작용이 지연되는 요인들로는 체온, 호흡성 산

증, 사성 알칼리증, 흡입마취제, 해질 이상, 항생제 투

여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수술 종료 후 각성을 

시도하는 시기에 발생한 일시 인 호흡성 산증 상태와 수

술 , 그리고 환자실 입실 후 실시한 동맥  검사를 포

함한 검사 결과들에서 체온을 제외하고 근이완 작용을 

지연시킬 만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었다. 체온이 근이

완에 미치는 기 으로는 acetylcholine 방출 하, MEPPs 

(miniature end plate potentials)의 감소, 신경-근 합부의 지

연 시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18,19]. 본 증례에서 투여

된 rocuronium의 경우에는 정상 체온에서 4.3 ml/kg/min인 

장 청소율이 체온 상태에서는 2.2 ml/kg/min로 반 수

으로 감하게 된다. 잔류성 근이완의 원인으로는  

혹은 상 인 량의 근이완제 사용, 한 근이완 감시

를 하지 않은 경우, 불충분한 anticholinesterase의 사용, 유

성 결핍증, 장기 기능부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증례에서

는 수술  한 근이완 감시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

고 이학  검사  수술 /후 검사들에서 근이완제 작용 

시간에 향을  만한 어떠한 유 , 사 , 해질 이

상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증례에서 자들은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환자에서 2시간 이상 장시간의 복강경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체온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한 체온 감시 수단

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가온 담요와 같은 체온 유지를 한 

한 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1]. 환자를 각성시

키면서 장시간 의식과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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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기 한 신속하고 한 검 없이 고식 인 용

수환기  근이완제 길항만을 고수하여 불충분한 환기로 

말미암은 과탄산 증과 catecholamine 유리로 인하여 고 압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에서 심  흥분상태가 래되었고, 

체온으로 인한 rocuronium 근이완 작용의 지연으로 인공

호흡기 처치를 하여야 하는 경험을 하 다. 

  결론 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마취 리에 임할 때 개

복수술에 하는 체온 모니터링과 가온 담요 설치와 같은 

체온 유지를 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체온 상태로 

인한 마취 약물, 특히 근이완제의 약동학  변화에 한 충

분한 사  지식을 갖고 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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