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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Prader-Willi 증후군 환아의 마취관리

—증례보고—
구 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재 ㆍ이지향ㆍ김은주ㆍ이상곤ㆍ반종석ㆍ민병우

Anesthetic management in a pediatric patient with infantile phase Prader-Willi Syndrome 

− A case report−
Ja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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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der-Willi syndrome is a genetic disorder characterized by infantile hypotonia, childhood obesity, characteristic facial appearance, 

mental retardation, hypogonadism and short stature.  It is described as a 2-stage disorder with an infantile hypotonic phase, followed 

by a childhood obese phase.  The first phase, during the newborn and infancy period, is characterized by marked hypotonia, poor 

sucking, swallowing, coughing, crying, and episodes of asphyxia.  Since these signs of poor strength cause poor reversal in the post-

operative period, muscle relaxants should be used cautiously, especially in patients in the first phase of the syndrome.  We experienced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a 5-month-old female patient with Prader-Willi syndrome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out muscle relax-

ant for excision of BCG lymphadenitis and a preauricular mass.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2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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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der-Willi 증후군은 근긴장 하, 성선기능 하증, 정신

지체, 과식증, 비만, 신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체 이

상 질환이다. 임상증상에 따라 아기(infantile phase)와 아

동기(childhood phase)로 나  수 있다[1]. 아기에는 근긴장

하가 특징 인 증상이며 수유곤란, 발육장애, 연하  기

침반사의 하, 질식 등이 생길 수 있다[2]. 그 이후 아동기

에는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 특징 이며, 이로 인해 심폐부

, 수면무호흡증, 당뇨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3]. 

Prader-Willi 증후군의 여러 증상들은 시상하부의 기능장애

로 인한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등 호르몬 분비장애, 체온

조 장애, 포만과 련된 부 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마취 리 상의 문제로는 근긴장 하, 체온조 의 어려움, 

심폐기능의 이상, 사장애, 기도 리문제, 흡인 등이 있다. 

특히 아기에는 심한근력 하, 연하반사  기침반사의 

하 등이 마취약제의 선택과 마취 리에 향을 미치게 된

다[3].

  자들은 심한 근긴장 하가 있는 5개월 여아에게서 근

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신마취를 경험하 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아는 체  6.3 kg의 5개월 된 여아로 BCG 림 염과 

귀앞부분 종괴의 제술을 해 입원하 다. 과거력상 출생 

시 체 은 3,020 g이었고 임신주수는 41주로 자연분만 하

으며, 불규칙하고 흡기시 흉골함몰이 나타나는 호흡양상, 

근긴장 하, 특징 인 얼굴모양, 내반족(clubfoot) 소견을 보

고, 포유반사(rooting reflex)는 찰할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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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으로 생후 2주간 코를 통한 지속  양압 환기법을 

시행 하 으며, 포유반사와 연하반사의 장애로 인한 수유곤

란으로 생후 4개월까지 경구 수유와 비 을 통한 수유를 

병행하 고 이로 인한 발육장애로 체 이 6.3 kg(연령별 체

의 10%에 해당)로 작은 편이 다. 출생 시부터의 근긴장

하와 특징 인 얼굴 모양(좁은 측두골 사이 직경, 아몬드 

모양의 )으로 Prader-Willi 증후군이 의심되어 생후 2개월

에 15번 염색체에 한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번 염색체의 장완 근 부(15q11-q13)

의 Prader-Willi/Angelman 부 (SNRPN)에 결실이 확인되어 

Prader-Willi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생후 1개월에 실시한 

뇌 검사는 정상소견을 나타내었다. 뇌의 자기공명 상  

컴퓨터단층촬 에서 경막하 종의 소견이 있었고, 심 음

검사에서는 이차공형 심방 격결손(3 mm)이 찰되었다. 

경막하 종은 1개월경 소실되었으며, 이차공형 심방 격결

손은 6개월 후 경과 찰 하기로 하 다. 

  환아는 수술 날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 고 수술  

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액와체온은 37.6oC로 다소 높은 상태 다. 수술당일 수술실

로 이동  병실에서의 심박수는 분당 106회, 호흡수는 분당 

32회, 액와체온은 37oC 다.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환아는 

사지의 움직임이 약하고 목을 잘 못 가  정도의 근긴장

하 소견을 보 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근이완제

를 사용하지 않고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신 마

취를 계획하 다. 환아를 앙와 로 눕힌 후 심 도기, 비침

습  자동 압 측정기, 맥박 산소 측정기를 부착하여 활력

징후를 감시하 다. 환아의 심체온은 마취 유도 후부터 

수술 에는 식도체온을 측정하 고 회복실에서는 고막체

온을 측정하 으며, 환아의 팔이나 이마에는 열감이 없어 

액와체온을 측정하여 말 체온을 확인하 다. 마취유도  

활력징후는 압 90/45 mmHg, 심박수는 분당 155회, 산소

포화도는 100%, 심 도는 정상이었다. propofol 18 mg과 

remifentanil 6 μg을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한 후 Sellick's 

maneuver를 시행하면서 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로 용수조

호흡을 실시하 다. 2분 후 압은 80/40 mmHg, 심박수

는 분당 135회, 산소 포화도는 100% 다.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기 내경이 3.0 mm 크기의 기낭이 있는 기 내 

튜 (cuffed endotracheal tube)를 삽 하 다. 삽 은 어려움 

없이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었으며 환아의 움직임이나 구역

반사는 없었다. 삽  직후 활력징후는 압 105/50 mmHg, 

심박수는 분당 170회, 식도체온은 38.7oC 다. 삽  후에는 

약 50% 산소 흡입농도가 되도록 산소와 공기의 비율을 조

하 다. 마취유지는 목표 농도 조  주입법(target con-

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하여 propofol의 효과처 목표 농

도는 3−4 μg/ml로 하 고, infusion pump를 이용하여 remi-

fentanil의 주입속도는 0.1−0.3 μg/kg/min로 유지하 으며, 

압력조  환기법으로 최고 기도압을 15 cmH2O 이하로 조

하 다. 삽  후 후두부종과 기 지경련을 방하기 해 

dexamethasone 1.0 mg을 정주하 다. 총 마취 시간은 45분이

었으며 수술 동안 압은 75−100/35−50 mmHg, 심박수는 

분당 140−165회, 산소포화도는 97−100%로 비교  잘 유

지되었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5−44 mmHg으로 

유지되었다. 식도체온은 38.7−38.9oC로 높은 상태 으나, 

액와체온은 36.2−36.5oC이었고 피부의 열감은 없었다. 당

치는 수술 시작 시 106 mg/dl, 수술 종료 시 117  mg/dl로 

측정되었다. 수술 종료 후 공기, propofol, remifentanil의 투

여를 단하고 100% 산소를 공 하면서 자발 호흡을 유도

하고 구강 내 분비된 타액을 충분히 흡인하 으며 을 깜

박거리고 자발 호흡이 완 히 돌아와 안정 인 호흡 양상

임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발 하 다. 발  후 100% 산

소를 마스크로 투여하면서 다시 한 번 의식회복과 호흡 양

상이 한지 확인한 후 회복실로 이송하 다. 회복실로 

이송된 후 기 지 폐쇄나 호흡곤란의 양상은 찰되지 않

았으며 산소 포화도는 98%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다. 고막

체온은 38.2oC로 여 히 높은 상태 고 액와체온은 36.3oC이

었으며, 근긴장 하의 정도는 수술 과 차이가 없었다. 환

아는 1시간 가량 찰한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병실로 이동하 으며 특별한 합병증 없이 3일 후에 퇴원하

다.

고      찰

  Prader-Willi 증후군은 1956년 Prader 등에 의해 처음 기술

된 질환으로 발생 빈도는 1/15,000−1/30,000 정도이고 남녀

간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인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 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률은 3%로 일반

인구의 1%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었다[3,5]. 이 증후군은 15

번 염색체의 장완 근 부(15q11-q13)의 부성 부분결실(paternal 

microdeletion [65−75%]), 모성 단친성 이염색체(maternal 

uniparental disomy [20−30%]), 각인과정의 결실(imprinting 

defect[2−5%])의 세 가지 기 에 의해 발생한다[5].

  본 환아는 출생 시부터 근긴장 하, 포유반사의 소실, 특

징 인 얼굴모양을 나타내어 실시한 15번 염색체의 Prader- 

Willi/Angelman 부 (SNRPN)에 한 FISH 검사에서 한 개

의 신호(signal)만 찰되어서 부성 15번 염색체 15q11-q13 

부 의 결실에 의한 Prader-Willi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

었다. 모성 15번 염색체의 결실에 의한 Angelman 증후군 

한 FISH 검사에서 Prader-Willi 증후군과 같은 결과를 보이

지만 임상증상에서 차이가 난다[6]. Prader-Willi 증후군과 

Angelman 증후군을 감별 진단하기 해서는 DNA 메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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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DNA methylation test)를 시행하여야 한다[6].

  Prader-Willi 증후군은 태아  신생아기(fetal-neonatal phase), 

아기(infantile phase), 아동기(childhood phase), 청소년기

(adolescent phase)의 네 단계로 나 기도 하지만[7], 보통 신

생아기를 포함하여 근긴장 하가 특징 인 아기(infantile 

hypotonic phase)와 그 이후에 비만이 특징 인 아동기(child-

hood obese phase) 두 단계로 나 다[1,3]. 일반 인 소아기

의 구분에서 아기는 생후 1개월에서 1년에 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후 2년까지를 아기로 보는 경우도 있

다. 이처럼 일반 인 소아기의 구분과 Prader-Willi 증후군의 

아기와 아동기의 구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1기와 2기로 나 기도 한다[2]. 아기에는 심한 근긴

장 하, 반사 하, 약한 울음소리, 특징 인 얼굴모양(좁은 

측두골 사이 직경, 아몬드 모양의 , 얇은  입술, 아래로 

처진 입 꼬리), 성기의 형성, 잠복고환 등의 소견이 있으

며 호흡곤란으로 코를 통한 지속  양압 환기법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수유곤란으로 비 을 통한 수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5]. 아동기는 1−6세경이 되면서 근긴장 하는 

호 되고 비만이 특징 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1,7]. 비만은 

시상하부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과식증에 의해 유발되며[4], 

호흡부 , 심 질환, 당뇨, 고 압, 수면무호흡증 등의 합

병증을 래한다[3]. 비만으로 인한 이러한 합병증은 성인 

Prader-Willi 증후군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된다[3,5]. 

  그 밖에 지능 하(IQ 60−70정도), 성선기능 하증, 신

장, 척추측만증, 사장애, 체온조 장애 등의 임상소견을 

나타낸다[5].

  아기와 아동기의 특징 인 임상소견은 마취약제의 선

택과 마취 리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아기에는 

근긴장 하가 특징 이며 이러한 근력 하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근생검, 근육효소 검사, 근 도와 같은 신경근 

검사 상에서는 정상 소견을 나타낸다[8]. 아기 Prader-Willi 

증후군 환아에서는 호흡근육의 약화도 동반되므로 신마

취 시에 수술 후 자발호흡의 회복지연을 비롯한 호흡기 합

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므로 이를 막

기 해 근이완제의 사용 여부의 선택에 있어 신 하여야 

한다[9]. 한 연하반사와 기침반사의 하는 내용물의 역

류와 흡인 가능성을 증가시켜 심각한 호흡기 감염의 험

성이 증가되므로 이를 방하기 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

이다[2].

  국내 보고에 의하면 Kang 등은[10] 경한 근긴장 하가 있

는 20개월 남아의 고환고정술에서 thiopental sodium과 succi-

nylcholine을 이용한 기 내 삽 과 isoflurane과 atracurium을 

이용한 마취유지로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

고, 국외에서도 흡입마취제와 근이완제를 이용하여 호흡기 

합병증 없이 마취 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으나[3,9], 

Yamashita 등은[8] 체  6.7 kg인 7개월 남아에서 halothane

과 succinylcholine을 이용한 신마취로 기 지내시경(bron-

choscopy)시술 후 발생한 고열(39oC)을 동반한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고하 다. 한 Palmer와 Atlee는[11] 비만과 근

긴장 하가 있는 8세 아동기 환아에서 근이완제 없이 hal-

othane과 아산화질소로 마취유도  마취유지를 하여 특별

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친 후 발 하 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근긴장 하가 심한 1세 이하의 아기 환아의 신마취에 

한 보고는 국내에서는 아직 없었고 국외에서는 1례의 보

고가 있었으나 흡입마취제와 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사용하

여 호흡기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이며[9], 비탈분극성 근이완

제를 사용한 신마취의 보고는 아직 없었다. 이를 참작하

여 본 증례의 환아는 기존의 국내외에서 보고된 환자들에 

비해 어린 연령이며 심한 근긴장 하가 있어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하여 마취유도 

 기 내 삽 을 하 다. 그리고 마취유지 시에는 propofol

을 사용했을 때 sevoflurane에 비해 기 지섬모운동의 억제

가 어 호흡기 합병증의 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

가 있어[12] sevoflurane 신 propofol과 remifentanil로 마취유

지를 하 다. 한 propofol은 근이완제에 의한 근이완 정도

를 강화시키지 않으므로 근긴장 하가 심한 환자에서 근이

완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취유지를 한 훌륭한 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13]. Batra 등은[14] 소아의 신마취 유

도 시에 remifentanil (3 μg/kg)과 propofol (3 mg/kg)을 이용

하여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한 기 내 삽 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Remifentanil은 아편 유사제로 

제거 반감기가 짧고 축 작용이 없다는 장 이 있다. 본 증

례에서는 remifentanil (1 μg/kg)과 propofol (3 mg/kg)로 기

내 삽 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자발호흡이 없어지지 

않거나 턱이완이 되지 않을 경우 근이완 효과가 있는 sevo-

flurane을 사용하면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 내 삽

을 한 한 상태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1−6개월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에서는 마취유도 

 4시간의 식이 권장되지만 Prader-Willi 증후군 환자에

서는 10시간의 식 후에도 후인두에서 분비액이 확인된 

보고가 있어[2] 본 증례에서는 흡인을 방하기 해 

Sellick's maneuver를 시행하면서 기낭이 있는 기 내 튜 를 

삽  하 고 삽  후 구강 내 흡입을 통하여 분비액 등

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 다. 

  Prader-Willi 증후군 환자는 아동기로 어들면서 근긴장

하는 소실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비만이 마취 리 상의 

요한 문제가 된다[1,8]. 비만 환자에서는 마취유도 시에 

기도확보가 어려워 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 높고, 그로인해 폐부종, 성호흡부 증후군, 폐흡인 등

이 발생하기 쉬우며, 정맥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수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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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합병증도 증가한다[3]. 한 아동기  성인 

Prader-Willi 증후군 환자에서는 흉부근육약화로 제한성환기

장애를 나타내며, 객담배출능력 하로 인한 호흡기감염의 

증가, 기도폐쇄, 산소증, 폐성심 등이 발생할 수 있다[9].

   다른 마취 리 상의 문제로는 체온조 장애, 심 계

이상 등이 있다.

  Prader-Willi 증후군 환자에서 체온조 장애는 시상하부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자세한 기

은 밝 지지 않았다[15]. 이 증후군 환자에서 고체온증과 

체온증의 빈도는 각각 24%와 16.5%로 보고 되고 있으며, 

정상 소아에 비해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고체온증은 유의

한 차이가 없이 나타나지만 체온증과 증상이 동반된 고

체온증, 열성경련은 더 흔히 생긴다고 보고 되고 있다[16]. 

하지만 이러한 체온조 장애로 인한 문제들은 신경발달장

애가 있는 환아에서도 흔히 나타나며, Prader-Willi 증후군 

환아에서만 특징 으로 나타나는 소견은 아니다[16]. 한 

신마취 동안 고체온증의 발생에 한 많은 보고들이 있

었다[9]. 본 증례의 환아는 마취  측정한 식도체온과 회복

실에서 측정한 고막체온 등 심체온은 38.2−38.9oC로 높

게 측정되었으나 액와에서 측정된 말 체온은 36.2−36.5oC 

로 심체온과 차이가 많았고 실제 피부에는 열감이 없었

다. 문헌에 의하면 심체온을 반 하는 두개강내 체온과 

말 체온을 반 하는 액와체온의 차이는 약 1oC 정도이며, 

두개강내 온도를 잘 반 하는 체온 측정 치로 고막에서

의 체온은 두개강내 체온과 0.4oC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

다[17]. Prader-Willi 증후군 환자의 심체온과 말 체온의 

차이에 한 보고는 아직 없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교감

신경 억제로 인하여 피부의 이 수축되어 정상 인 발

한이 일어나지 않고 심부와 말 조직간의 체열 달이 원활

하지 않아 말 체온은 정상 는 낮게 유지되고 심체온

은 높은 상태가 되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18]. 이는 체온 

측정방법이나 측정부 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도 있어 

좀 더 객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증례의 환아에서는 BCG 림 염으로 인한 발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증후군 환자에서 지속 인 고체온증은 

열성경련을 비롯하여 생명에 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15], 마취 리 시에 말 체온이 정상이더라도 심

체온을 측정하여 고체온증의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심체온이 높았

지만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Prader-Willi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마취에서 Milliken과 

Weintraub는[19] 심실성 부정맥, 빈맥, 고 압, 조기심실기외

수축의 발생을 보고하 고, Yamashita 등은[8] halothane을 

이용한 마취에서 일시 인 조기심실수축, 동방결 기능부

증후군(sick-sinus syndrome)의 발생을 보고하 다. 본 증례의 

환아는 이차공형 심방 격결손이 있어서 이로 인한 공기색

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20], 이는 아산화질소로 인하

여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자들은 마취유지 시에 아산화질

소를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심 계 합병증 없이 수술

을 마칠 수 있었다.

  자들은 본 증례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propofol

과 remifentanil을 이용하여 마취유도와 마취유지를 하여 심

한 근긴장 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마취

리를 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심한 근긴장 하를 특징으로 하는 아기의 

Prader-Willi 증후군 환아의 마취 리에 있어서 근이완제의 

도움 없이 propofol과 제거반감기가 짧은 remifentanil을 이용

한 기 내 삽 과 마취유지는 근이완제나 아편유사제의 잔

류효과로 인한 회복지연  호흡기 합병증을 일 수 있어 

우선 으로 고려해 볼만한 마취유도  유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수술 에 지속 인 체온감시를 통하여 

고체온증을 인지하고 교정하여 이로 인한 합병증을 방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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