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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experience for strabismus surgery in a patient with Angelman syndrome 
− A case report−

Deok-Hee Lee, and Ho-Myoung Le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Angelman syndrome (AS) is a rare, neurodevelopmental disorder caused by a variety of genetic abnormalities involving the 

chromosome 15q11−13 region.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e severe psychomotor retardation, epilepsy, lack of speech, cerebellar 

ataxia, frequent bouts of laughing, morphological defect of the facial bones and sleep disturbance.  The main anesthetic consid-

erations in AS patients are significant dominance of vagal tone, profound disorders of GABA system with defects in its receptor 

function, epilepsy and peripheral muscular atrophy.  We report the experience of anesthetic management for strabismus surgery 

in a patient with AS.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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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man 증후군은 1965년 국의 소아과 의사인 Harry 

Angelma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심한 정신운동 지체, 

간질, 언어 장애, 조화운동불능, 작스럽게 유발되는 한 차

례의 부 한 웃음, 얼굴 의 형태 결함 그리고 수면 장

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1]. 발병 원인으로서는 여

러 가지 유 인 기 들이 제시되는데, 그  가장 흔한 

원인은 Angelman 증후군의 65−75%에서 나타나는 15번 염

색체 근 부(15q11−13)의 유  결함이라 할 수 있다[2]. 

재까지 Angelman 증후군 환자의 마취 리에 한 문헌

보고는 국외에서 5  미만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 된 

바가 없다. 자들은 Angelman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서 사시교정술을 한 신마취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몸무게 17 kg인 5세 남아로서 간헐 외사시로 진

단되어 신 마취하에 양안 외직근 후 술이 계획되었다. 

환아는 과거력 상 체  4 kg으로 만기 정상 분만으로 출생

하 다. 생후 9개월째 발달 지연이 있어 뇌 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으며 이 때 경직성 뇌성 마비로 진단되었다. 생후 

21개월째 지속 인 발달 지연과 경련 첩증으로 염색체 검

사를 실시하 는데 그 결과 15번 염색체 q11.2−q13의 결실

을 가진(Fig. 1) Angelman 증후군으로 확진되었다. 환아는 

발달 지연이 심하 고, 지속 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앞

니를 어내는 동작을 반복하 으며, 가끔 의미가 없는 웃

음을 짓기만 할 뿐 말이 없었고 의료진과 화가 되지 않

는 상태 다. 한, 평소 잠을 잘 자지 않으며, 뇌  검사에

서 이상 소견을 보 고, 실신발작 는 발작으로 valproic 

acid를 복용하는 이었다. 술  시행한 액 검사 상에서 

색소치가 12.4 g/dl로 다소 감소되어 있었으며 그 외 특이

한 소견은 없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경한 기 지염 소견

을 보 고 심 도에서 우심실 비  소견이 나타났다.

  Angelman 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주신경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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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letion of chromosome 15q11.2−q13 was noted in kar-

yotype of the patient.

진에 의한 험에 하여 술  수술의와 상의하여 수술 

 안구 근육이 과다하게 견인되지 않도록 요청하 다. 

한 미주 신경 항진에 비하여 환아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마취유도 에 atropine 0.15 mg을 정주하 다. Thiopental 

sodium 85 mg을 정주하여 환아가 진정됨을 확인한 후 ro-

curonium bromide 10 mg을 정주한 후 기낭이 있는 내경 4.5 

mm의 기 내 을 사용하여 특별한 어려움 없이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환자 감시장치(Multi Channel Anesthesia 

Monitor S/5, Datex-ohmeda, USA)를 사용하여 심 도 표 유

도 II, 비침습 압,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

탄소 분압, 호기말 sevoflurane 농도 그리고 Bispectral index 

(BIS)를 측정하 다. O2와 N2O를 각각 1.5 L/min로 하고 

sevoflurane 1.5−2 vol%로 마취를 유지하 으며 호기말 이

산화탄소분압이 30−35 mmHg로 유지되도록 조 호흡을 시

행하 다. 술  압은 100−110/60−70 mmHg, 맥박산소

포화도는 99−100%로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심박수는 술 

 100회/분으로 유지되었으나 수술이 진행됨에 따라 차츰 

감소하여 수술 종료 직 에는 80회/분까지 감소하 다. 수

술 종료 후 아산화질소와 sevoflurane 투여를 단하고 환아

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심박수는 95회/분까지 상승하 다. 

발   근이완 모니터링으로 사연속 자극(train-of-four stim-

ulation, TOF)을 시행하여 기도 유지를 한 근육의 수축력

이 함을 확인하고 glycopyrrolate 0.1 mg, pyridostigmine 

3 mg을 정주한 후 기 내 을 발 하 다. 수술 종료로부

터 마취가 종료되기까지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체 수술시

간은 30분, 마취시간은 55분이 소요되었다. 술  5% dex-

trose water ＋ 1/3 normal saline 용액 150 ml가 투여되었다. 

회복실에서 통증 조 을 하여 ketorolac 15 mg을 투여하

고 환아는 안정된 호흡과 활력징후를 보 으며 심박수는 

90−100회/분으로 유지되었다. 술 후 1일째 환아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Angelman 증후군은 1−4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며 임상 

증상이 다양하므로 세포유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가능하

다[3]. 이 질환의 20−80%에서 근골격계의 결함과 사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기 한 수술이 필요하며[4], 모든 환

자에서 언어와 인지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와의 

조가 불가능하여 간단한 처치에도 마취가 요구될 수 있다[5].

  임상 으로 Angelman 증후군 환자에서 심 계나 심장 

리듬의 이상이 동반되어 나타나지는 않으나 미주신경의 과

다 긴장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무의미하게 작

스럽게 유발되는 한 차례의 웃음은 Angelman 증후군 환자

에게서 나타나는 형 인 특징 의 하나이다[1]. 작스러

운 웃음동안 흉강 내 압력의 증가와 valsalva 효과로 인해 

미주신경이 과다하게 긴장되어 심한 서맥과 연이은 심실 

무수축 그리고 실신이 발생하 고 이때 투여한 atropine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6]. 그러나 Angelman 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하는 미주

신경의 과다긴장에 의한 서맥을 치료하기 하여 투여되는 

atropine이 항상 효과 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gelman 

증후군 환아의 난소 종양 제거를 하여 신마취 하에 복

강경식 제술을 시행하던  격한 서맥이 발생하여 atro-

pine 0.4 mg을 정주하 으나 반응이 없었으며 심장무수축으

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다는 보고가 있다[7]. 

한 Angelman 증후군 환아의 치아 보존을 한 신마취 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스런 서맥이 발생하여 atropine을 

투여하 으나 반응이 지연되었으며 atropine의 용량을 증가

하여도 효과 이지는 않았다고 하 다[5]. 자들은 술  

미주신경이 과다하게 긴장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을 방지하기 하여 방 으로 마취유도  atropine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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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을 투여하 다. 그러나 항콜린성약물이 Angelman 증후군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주신경의 과다긴장에 의한 서맥의 

방에 유효한지에 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서맥이 발생한 후 치료 목 으로 투여하

는 atropine이 항상 효과 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한 atropine에 반응을 하지 않고 심장무수축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인 심장마사지와 epinephrine 사용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한편 Angelman 증후군 환자가 신마취

를 받는 경우 succinylcholine이나 무스카린작용제와 같은 미

주신경을 과다긴장 시킬 수 있는 약물과 술기는 피하는 것

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증례의 환자처럼 사시 교정

술을 받는 경우 안구 근육의 견인에 의해 미주신경긴장이 

항진될 수 있으며 이는 Angelman 증후군 환자에서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안구 근육의 견인 시 가해지는 

힘은 심장 반사의 발생에 있어서 결정 인 요소이다[8]. 

따라서 술 에 수술의와 상의를 통하여 술  안구 근육

이 과다하게 견인되지 않도록 하고 술  환자의 역학  

변화에 한 집 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gelman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염색체의 이상은 gamma- 

aminobutyric acid (GABA)의 생성을 조 하는 유 자와 같은 

치에 있으므로 GABA 수용체의 결함을 래할 뿐만 아니

라 GABA의 합성과 분비에도 장애를 일으켜 장 GABA 

수치를 상승시킨다[9]. 재 마취과 역에서 사용되는 부

분의 흡입마취제나 barbiturates와 benzodiazepine 계열의 정맥

마취제는 GABA 시스템을 통해 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므

로 Angelman 증후군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약제들의 작용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sevoflurane을 사용하

여 신마취를 받은 Angelman 증후군 환자에서 각성이 심

하게 지연되었으며, 따라서 Angelamn 증후군 환자들에게 흡

입마취제나 benzodiazepine 계열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과다한 용량이 투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용량보다 은 

용량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5]. 자들은 일반 으

로 소아환자들에게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하여 술  

midazolam을 투여한 후 수술실로 환자를 이송하지만 이 증

례에서는 midazolam을 투여하지 않았으며 술  BIS를 측

정하여 sevoflurane이 과다하게 투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

여 이 증례에서 환자의 각성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간질경련은 Angelman 증후군 환자의 략 80%이상에서 

발생하며[4] 그 양상도 긴장간 발작(tonic-clonic seizure), 비

정형 소발작(atypical absence seizure), 간 성 근경련 발작

(myoclonic seizure), 긴장 발작(tonic seizure) 는 경련 첩

증(status epilepticus)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10]. 간질의 

병력이 있는 Angelman 증후군 환자의 마취 리시 술  

간질의 형태와 항경련제의 복용 유무를 악하고, 복용 인 

항경련제가 마취 약제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할 것인지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술  항경련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술 에도 항경련제를 지속

으로 투여하여 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마취 약제를 선택할 때 경련을 유도할 수 있는 ketamine이

나 methohexital의 사용을 피해야 하며 고용량의 atracurium, 

cisatracurium 는 meperidine을 투여한 경우 그 각각의 사

산물인 laudanosine과 normeperidine 한 경련을 유발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11].

  Angelman 증후군 환자에서는 말  근육 축(peripheral 

muscular atrophy)이나 근육긴장 이상(dystonia)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4]. 이러한 경우 근이완제에 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상용량보다 감소된 용량의 근이완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술에 합한 근이완의 정도와 술 후 근

이완으로부터의 회복이 한지를 단하기 해서는 근

이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증례에서 

자들은 기 내 삽 을 하여 rocuronium bromide 0.6 mg/kg

을 투여하 으나 이 후 추가 인 근이완제는 투여하지 않

았으며, 발   TOF를 측정하여 근육 기능이 충분히 회복

됨을 확인한 후 기 내 을 발 하여 안 하게 환자를 

리할 수 있었다.

  Angelman 증후군은 유 자 이상으로 인하여 복합 인 장

애를 가져오는 선천성 질환으로 마취 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들  특히, 미주신경의 

과다긴장에 의한 갑작스러운 서맥과 이로 인한 역학 인 

변화가 래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하며, 

GABA 시스템의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 하게 마취약

제를 선택하고 용량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에도 경련에 한 주의, 정량의 근이완제 사용과 근이완

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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