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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비만 환자의 자세 변화 후 발생한 심정지

— 증례보고 —
구 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보성ㆍ이지향ㆍ김은주ㆍ이상곤ㆍ반종석ㆍ민병우

Cardiac arrest after position change in a morbidly obese patient

− A case report −
Bo Sung Kim, Ji Hyang Lee, Eun Joo Kim, Sang Kon Lee, Jong Suk Ban, and Byung Woo Mi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aegu Fatima Hospital, Daegu, Korea

  Morbid obesity presents many clinical problems. Especially, morbid obes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irway management and 

pulmonary function. We experienced a cardiac arrest of a morbidly obese (Body Mass Index of about 62 kg/m2). 21-year-old male 

patient that necessitat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The patient was scheduled for an emergency cystoscopy under local 

anesthesia. After change to supine position in the operation room, dyspnea, tachypnea, agitation, and, subsequently, cardiac arrest 

developed.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237∼41)

Key Words:  Cardiac arrest, Morbid obesity, Position change.

  정상 체  이상은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며, 그  병  

비만은 높은 질병 이환률  사망률과 련된다[1]. 과체  

 비만환자는 고 압, 이상지질 증, 제 2형 당뇨병, 상

동맥질환, 뇌졸 , 담낭 질환, 수면 무호흡증  호흡기계 

질환, 자궁내막  유방, 립선, 장암 등의 이환률이 높

고[2], 남녀 체 연령 에서도 등도 이상의 과체 이라

면, 여러 원인으로 인한 사망 험이 증가한다. 

  비만 정도에 한 분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이용한다. 미국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의 기 에 의하면[2] 

계산된 체질량지수 값이 ＜18.5 kg/m2이면 체 , 18.5−24.9 

kg/m2
이면 정상 체 , 25−29.9 kg/m

2
이면 과체 , 30−39.9 

kg/m
2이면 비만, ＞40 kg/m2이면 병  비만이라고 한다.

  비만은 우리 신체의 여러 장기에 문제를 유발한다. 여러 

장기  특히, 호흡기계에서는 폐유순도 감소, 흉벽 항의 

증가, 기도 항의 증가, 비정상 인 횡격막의 치  복압

의 증가, 상기도 항의 증가를 보이며[3],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도 비만성 환기 증후군(Pickwickian syndrome), 수

면 무호흡증 등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외의 심 계의 변

화에서도 심박수 증가, 량 증가, 일회 심박출량 증가, 심

박출량 증가, 좌심실용량의 증가  신 항의 감소[4], 

심장 도계에서의 변화 등 비만이 아닌 환자와 생리  차

이가 나타난다.

  자들은 본 증례에서 병  비만을 가진 환자의 측와

에서 앙와 로 자세변화 후 발생한 호흡부 으로 인한 심

정지에 해 심폐소생술을 경험하 기에 병  비만환자의 

특징  심폐소생술 시 주의 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나이 21세, 신장 170 cm의 남자 환자가 6일간의 하복부 

동통  배뇨곤란으로 개인병원으로 내원 후 간병증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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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chest AP view.

의 특별한 소견 없어 약물치료를 하 으나 호 이 없었고, 

3일 후 상기 증상들이 더욱 심해져 본원 응 실로 내원하

다. 과거력상 정신지체 1   당뇨병, 고지 증을 앓고 

있었으며, 간기능 효소의 증가 소견도 있었다. 환자 보호자

가 이 에 알고 있던 환자의 몸무게는 180 kg (체질량지수 

≑ 62 kg/m2) 으며, 본원에 내원 2일 부터 몸에 부종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 보다 몸 체가 더 비 해졌다고 

호소하 다. 하지만 정확한 몸무게를 측정해보려 하 으나 

환자의 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다. 응 실

로 내원 당시 측정한 활력 징후는 압은 100/60 mmHg, 호

흡수 22회/분, 체온 37.5oC 이었고, 심 도상 맥박수 101회/

분, 낮은 T 형 외엔 특이소견은 없었다. 흉부 방사선 소

견상 심한 심비 를 보이고 있었다(Fig. 1).

  수술  액 검사에서 백 구는 18,050 cells/μl,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는 436/679 U/L,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이 24.2/1.0 

mg/dl, C반응성단백질 7.58 μg/ml이었다. 병변 확인을 해 

복부 컴퓨터 단층 촬 을 시도하 으나, 촬 기기 내의 원

통을 통과할 수 없어서 촬 이 불가능하 으며, 음  검

사 한 과도한 복부지방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능하 다. 

배뇨도  한 요도의 치 악이 어려워 여러번의 시도

에도 불구하고 거치가 불가능하 다. 그리하여 응 으로 방

내시경  배뇨도 을 수술실에서 국소마취 하에 계획하

게 되었다.

  환자는 환자 이송용 침 에 앙와  자세로 워있는 것

만으로도 불편함을 호소하여 측와 로 계속 워 있었으며, 

앙와 로 체 변화하여 수술용 침 에 옮겼으나 수술용 침

(AMSCO 2080 surgical table, STERISⓇ, USA)의 비(≑ 
50 cm)가 좁아 환자 이송용 침 를 수술용 침  에 붙여 

그 사이에 환자를 이고 특별한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

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하 다. 체 가 바  즉시 환자감시

장치  산소마스크조차 스스로 제거하는 등 과도한 흥분

반응  호흡곤란, 빈호흡을 보이게 되었고, 수분 후 흥분 

상태가 사라지고 청색증이 나타나 이후 바로 마취과에 의

뢰가 들어왔다. 그 즉시 측정한 심 도, 압, 맥박, SpO2 

모두 측정이 되지 않았고 동공 한 8 mm 정도로 양쪽 모

두 고정된 상태 다. 바로 기도 삽  , 흉부 압박술을 시

행하고 epinephrine 1 mg  atropine 1 mg을 투여하여도 반

응이 없었고, 이후 epinephrine 3 mg씩 3회 주입하며 흉부 

압박을 한 후에 심 도상 심실세동 나타나 이상성 제세동

기 150 Joule로 제세동 하 으나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되지 

않아 200 Joule로 재시도 한 후 심 도상 동성 리듬이 나타

났고, 이후 요골 동맥에서 맥박이 지되어 동맥도 을 거

치하 고, 압 178/100 mmHg, 맥박수 155회/분으로 측정되

었다.

  동성 리듬 환 후 측정한 동맥 가스검사에서 pH 6.78, 

PaCO2 77.5 mmHg, PaO2 70 mmHg, HCO3
−11.7 mmol/L, 

SaO2 71%, Na 131 mEq/L, K 6.8 mEq/L 다. 혼합된 호흡성

산증  사성산증, SpO2 감소, 고칼륨 증을 보 으며, 

당농도는 310 mg/dl로 높게 나타났었다. 바로 수동식 인

공호흡기로 호흡수 60회/분으로 최 한 과호흡을 하 으며, 

염화칼슘  탄산염을 투여하 다. 10분후 측정한 동맥

가스검사에서 pH 7.09, PaCO2 45.9 mmHg, PaO2 111 mmHg, 

HCO3
−14.0 mmol/L, SaO2 96%, Na 132 mEq/L, K 3.8 mEq/ 

L와 같이 호 된 소견을 보 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한 45 mmHg,  당농도도 228 mg/dl로 측정되었다. 응

실로 퇴실 시 회복실에서 마지막으로 측정한 압은 166/ 

76 mmHg, HR 141회/분, SpO2 100%, 여 히 동공반사는 없

는 상태로 의식상태는 혼수상태 다. 환자실 침실 부족으

로 이송하지 못하고 환자 활력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응

실로 환자를 이송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일회호

흡량 740 ml, 호흡수 16회/분, 흡입 산소 농도 100%로 용  

조  인공호흡(volume-controlled ventilation)을 하 으며, 평

탄기도내압(plateau airway pressure)이 26−28 cmH2O, SpO2는 

95−98%로 나타나 호기말양압을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후 측정한 동맥 가스검사는 pH 7.11, PaCO2 71.9 mmHg, 

PaO2 158 mmHg, HCO3
−22.5 mmol/L, SaO2 98.3%, Na 135 

mEq/L, K 3.77 mEq/L로 과탄산 증이 지속되었다. 다른 특

별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12시간후 심장마비가 한차례 

더 발생하여 극 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하 으나 보

호자들의 거부로 환자는 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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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병  비만은 폐기능에 여러 향을 미친다. 폐  흉벽의 

유순도를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폐기능 검사 지표들에도 

향을 미친다.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  잔기용

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의 격한 감소  기도

항의 증가를 보이며, 호흡일 한 비만이 아닌 환자와 비

교하여 2−4배 가량 증가되어 있고, 일반 으로 병  비만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라도 폐 환기- 류 불균형으로 폐포-

동맥 산소분압차(A-a gradient)가 커져 있어 산소 증을 나

타내기도 한다[3]. 이런 폐기능 지표들이 진정제  근이완

제의 사용, 앙와  자세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5], 폐포-동

맥 산소분압차이가 더 커져 더욱 산소 증을 유발한다. 

  본 증례에서도 측와  자세에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었으나 수술을 해 환자 체 를 앙와 로 바꾼 후 수분 

이내에 호흡곤란, 빈호흡 등의 증세들을 보 으며, 결국은 

호흡정지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병  비만

으로 인해 평소 산소 증 상태에다 앙와  자세로 인한 

폐기능 악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만환자에서 기도 리 한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병

 비만환자는 비만이 아닌 환자보다 더욱 빠르게 산소포

화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6] 특히, 응  상황에서의 그 기도 

리는 더욱 힘들다. 폐 유순도 감소, 기도 항의 증가, 비

정상 인 횡격막의 치  복압의 증가, 흉벽 항의 증가, 

상기도 항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환

기시키기 어렵다[3]. 많은 양의 액, 높은 빈도의 식도 

역류와 동반된 복압증가로 인해 흡인이 될 험도도 증가

되어 있다[7]. 

  일회호흡량은 환자의 실제몸무게를 사용하면 기도압력의 

증가  폐포의 과팽창을 유발하므로, 표 체 (ideal body 

weight)을 이용하되[8], 더 한 일회호흡량을 구하기 해

서는 흡기시 압력을 조 하거나 동맥 산소검사의 결과를 

보고 조 해야 하며, 흡입 산소분압의 증가, 10 cmH2O의 

호기말양압[9]  역 Trendelenburg 자세를 병용하면 폐기능 

향상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심폐소생술의 박함으로 인해 역 Trende-

lenburg 자세를 취하지 못하 으며, 인공호흡기가 아닌 의료

인이 용수조 호흡을 하 고, 맥박이 지되지 않아 조기에 

동맥 도 을 시행할 수 없었다. 심폐소생술 후 맥박이 지

된 후에야 동맥 도  거치가 가능하 으며, 측정한 동맥  

검사 소견에서 혼합된 사성  호흡성산증이 나타났으며, 

바로 분당 60회 가까이의 과호흡을 시행한 후에야 과탄산

증이 교정되어졌다. 용수조 호흡만으로는 인공호흡기처

럼 설정한 로의 정확하고 한 일회호흡량을 환자에게 

달할 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상 으로 은 호흡횟

수로 인해 심폐소생술 에 환기를 유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응 실로 이송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유지시켰지만 호흡성산증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설정한 일

회호흡량  호흡수로는 한 환기를 유지시키지 못하

고, 기도평탄내압이 26−28 cmH2O로 나타나 폐의 압력손상

이 우려되어 호기말양압을 사용하지 못하 다. 분당환기량

의 증가를 해 호흡수를 증가시키고, 폐기능 향상을 해 

역 Trendelenburg 자세를 취하 다면 호흡성산증의 호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병  비만은 심 계에서도 호흡기계에서처럼 유의한 

생리학  변화를 보인다. 고 압이 없는 병  비만환자는 

정상 심박수, 량 증가, 일회 심박출량 증가, 심박출량 증

가, 좌심실용량의 증가  신 항의 감소를 보이며

[4], 이는 지방세포 자체가 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과

도한 양의 지방으로 인해 사활동이 증가되어 나타나며, 

고 압이 있는 병  비만환자는 의 변화들을 더욱 악화

시킨다. 

  이 에 부정맥 유무와 상 없이 사로 죽은 은 비만

환자의 심장 도계에서도 병리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는데, 심장 도 체계 반에 지방이 증가되어 있거나, 

방실 다발, 좌각의 섬유화, bundle branch sandwiching, 그리

고, 동방결 의 국소  단핵세포의 침입 등이 나타난다[10]. 

한 심 도 상에서도 연부 조직 두께의 증가로 낮은 압

의 심 도 양상을 보이는데, 낮은 QRS 형  P, QRS, T 

의 좌측 이동, 좌심실비   좌심방 이상 소견이 보이

며, 특히 하벽  측벽 심 도에서 수평 모양의 T 형이 

흔히 나타난다[11].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려는 환자는 이 확보되어야 하

며, 우선 으로 말  정맥을 목표로 하지만, 비만이 아닌 

환자에 비해 상 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으로 병  비만 환자는 가장 근하기 쉬운 주와(ante-

cubital fossa)부 를 확보한다. 말   확보의 실패 시엔 

심 정맥 도 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지방 조직

으로 인해 천자 부 의 구조물의 구분이 힘들며, 정상인에 

비해 천자 부 의 연부 조직이 더 두꺼워 일반 으로 쓰는 

바늘로는 까지 근이 힘들다. 심 정맥 도  시술을 

편이하게 하기 해,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호흡을 주의깊게 찰하며 Trendelenburg 자세를 취

하고, 시술 측의 팔을 환자의 몸 측에 붙이기보다는 팔을 

벌리고, 가슴쪽의 조직들을 쇄골로부터 멀어지게 테이  등

으로 당겨내어 천자 부 의 두꺼운 조직을 최 한 얇게 한 

후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바늘보다 긴 7.5−10 cm의 긴 바

늘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시술의 성공률  합병증의 최소

화를 해 음  유도하에 시술할 수도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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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감시 장치 사용에도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병

 비만환자에서 맥박산소측정기는 손가락의 두꺼운 조직

으로 인해 손가락 착용이 어렵거나 두꺼운 손가락으로의 

빛 투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가장 작은 손가락 는 발가락, 코, 입술, 귓볼에서 

측정하는 것이 산소포화도 측정의 정확성이 향상된다[13]. 

압계 한 한 크기의 압측정띠(cuff)를 사용해야하

며, 크기가 작은 압측정띠를 사용하면 원래 압보다 증

가되어 측정된다. 압측정띠 폭과 환자의 팔 둘 의 비는 

2：5가 되어야 하며, 압측정띠 내의 고무주머니(bladder)의 

길이는 어도 팔 둘 의 80%는 감  수 있는 길이여야 

한다[13]. 하지만 이 게 한 크기의 압계를 사용하더

라도 정확한 압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맥도

을 이용한 침습  압 측정 방법이 더욱 유용하다. 

 이 환자에서도 처음 수술실에서는 환자에 맞는 환자 감시 

장치를 설치 못하 고, 환자의 흥분 반응으로 인해 정확한 

활력 징후의 감시가 불가능하 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비가 16 cm인 압측정띠의 압계를 사용  맥박산소측

정기를 손가락에 거치하여도 측정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

후 제세동기로 인한 동성리듬으로의 환된 후 동맥 도  

거치 이후에야 환자의 압, 맥박수 등의 활력 징후를 측정 

가능하 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병  비만에서 정확

한 압 측정을 해 술  동맥도 을 거치하 다면 실시

간으로 환자의 상태변화를 감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병  비만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들은 약물의 약동학(phar-

macokinetics)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분포용 , 

신장청소율, 간 사, 단백질결합력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며, 

이런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실제 비만환자에서의 약

동학에 의한 반응은 측하기 어렵다. 이런 비만환자의 약

동학의 복잡성  약물사용에의 제한된 자료들로 인해 약

물투여량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4]. 비만환자에서 약투

여량은 보통 표 체 , 총몸무게(total body weight), 혹은 표

체 에 총몸무게의 일정비율을 이용하며, 이  선택은 

비만환자에의 임상연구결과를 토 로 결정하여야 하며, 연

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약물이 친수성 혹은 

친유성인지 확인 후 투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도 일반 인 심폐소생술 지침에서처럼 epine-

phrine, atropine의 용량으로는 병  비만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내기엔 부족하 으며, 한 효과를 해서는 용량을 

더 증 해야만 하 다.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병  비만에 

한 epinephrine  atropine의 기용량에 해 미국심장

회에서도 언 된 바가 없으며, 향후 이에 한 지침의 정립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병  비만 환자의 수술  응 상황 발생 시 미리 그러

한 환자들의 여러 생리  변화를 이해하고 깨어있는 상태

이더라도 앙와 자세로 체  변화 시 폐기능의 악화를 고

려하여 역 Trendelenburg로 유지하여야 하며, 환자 감시 장

치 설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병  비만환자들을 국소 

마취하에 수술을 계획하더라도 기도  활력징후는 마취과

의 감시 하에 시술한다면 좀더 안 한 리가 되리라고 생

각된다. 

  이번 증례에서처럼 병  비만환자는 재 비만인구가 늘

어가고 있는 추세에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병  비만의 

응 상황은 자세변화 등과 같은 간단한 변화에도 항상 일

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마취통증

의학과 의사는 병  비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학  변

화를 이해해야 하고, 어려운 기도임을 상하고 기도 리에 

주의해야 하며, 이런 환자들이 수술 시에는 한 환자 감

시 장치의 용  활력 징후의 면 한 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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