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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위축가쪽경화증 환자에서의 경막외마취 관리

—증례보고—
인제 학교 의과 학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권 석ㆍ임윤희ㆍ우승훈ㆍ연 흠ㆍ김계민

Epidural 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 A case report−
Young-Suk Kwon, Yun-Hee Lim, Seung-Hoon Woo, Jun Heum Yon, and Kye-Min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is a degenerative disease of motor ganglia in the anterior horn of spinal cord and spinal pyramidal 

tracts.  The impairments of respiratory function and weakened upper airway muscle affect anesthetic management.  General anesthesia 

may cause respiratory problem.  Regional anesthesia such as spinal and epidural anesthesia is also relative contraindication for patients 

with a motor neuron disease, including ALS, for the fear of exacerbating the disease.  Therefore patients with ALS are needed careful 

management during perioperative period.  We report a case of epidural anesthesia for transurethral ureteroscopic lithotripsy in a patient 

with ALS.  The patient recovered from anesthesia without exacerbating the disease.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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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루게릭씨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표 인 운동신경세포

병(motor neuron disease)으로 발병률이 100,000명당 1.5−2명

으로 비교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ALS는 운동피질, 

뇌신경의 뇌간 운동신경핵, 척수 각의 운동신경세포를 변

성시켜 사지의 경련성 약화, 상기도 근육 약화로 인한 발성, 

작, 연하곤란을 래하고, 호흡근 약화로 발 하며, 50%

의 환자가 발병 3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ALS 환자는 근이완제에 한 반응이 민감하므로 신마

취 후 자발 호흡의 회복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술 후 기계 

환기의 가능성이 있으며, 인후두 근육의 악화로 인한 흡인

성 폐렴 등의 험성도 높다[2]. 따라서 ALS 환자에서 마취 

계획을 세울 때 상기도 근육과 호흡근 약화로 인한 문제

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 수술의 경우 신마취의 안으로 척수 는 경막

외마취 같은 부 마취를 우선 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그

러나, ALS와 같은 운동신경세포병이 있는 환자에서 부 마

취는 상 인 기사항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운동신경

세포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

막외마취를 ALS 환자에게서 신경학 , 호흡기  이상 없이 

성공 으로 시행하 다는 보고도 있다[3,4]. 

  자들은 요로 결석으로 수술이 정된 ALS 환자에게 경

막외마취를 신경학  악화나 호흡기계 합병증이 없이 안

한 마취 리를 할 수 있었으며, ALS 환자에서의 부 마취 

사례에 한 국내 보고가 없어 이에 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근육 축가쪽경화증으로 보존  치료를 해오던 신장 173 

cm, 체  65 kg의 72세 남자 환자가 오른쪽 요로 결석을 진

단받고 요 경하 쇄석술을 시행 받게 되었다. 환자는 과거

력 상 52세 때 고 압을 진단받았으며 67세 때 ALS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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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추 찰 인 상태 다. 68세 때 립선 비 증을 경

막외마취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타병원에서 받았기에 그 당

시의 상태를 충분히 악할 수 없었다. 다만 환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는 있고 화, 작과 

연하는 가능한 상태 다. 수술  검사에서 하지의 근육 

축과 속상수축으로 걷지 못하나 혼자 앉거나 울 수는 있

는 상태 으며 구음장애로 발음이 불가능하고 씨를 써서 

의사 소통하며 일반 음식물은 씹고 삼키기 어려워 유동식

만 섭취하고 있는 상태 다. 입원 후 활력징후는 비교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심 도와 흉부 X선 상 특이 소견은 발

견되지 않았다. 동맥 액 가스분석 결과는 pH 7.418, PaO2 

75.1 mmHg, PaCO2 44.2 mmHg, HCO3
− 24.1 mmHg를 보

다.

  수술당일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다. 측와  자세에

서 제 4-5 요추 사이 공간에 18 G Tuohy 바늘을 삽입한 후, 

경막외강에 카테터를 머리방향으로 4 cm정도 삽입하 다. 

카테터를 고정하고 환자를 바로 눕힌 후, 3 L/min의 산소를 

비강캐뉼라를 통해 공 했다. 1.5% lidocaine 3 ml와 epine-

phrine 15 μg을 혼합하여 경막외강에 시험 용량으로 주입한 

후,  내 주입과 척수강 내 주입 소견이 보이지 않아 

0.5% levobupivacaine 5 ml을 경막외강으로 주입하 다.

  시간에 따른 운동 신경차단 정도는 modified Bromage 

scale (0: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릴 수 있다, 1: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지만 무릎을 굽힐 수 있다, 2: 무릎은 굽힐 수 

없지만 발목은 굽힐 수 있다, 3: 발목을 굽힐 수 없다)을 사

용하 으며,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온도 감각과 pinprick을 

사용하여 통증 감각 차단 정도를 평가했다. 마취  modi-

fied Bromage scale 등 은 0이었으며, levobupivacaine 투여 

15분 후, modified Bromage scale은 등  2, 온도 감각은 

T12, 통증 감각은 L3 으며, 추가로 0.5% levobupivacaine 3 

ml을 주입하 다. 이로부터 10분 후에 modified Bromage 

scale은 등  2, 온도 감각은 T11, 통증 감각은 L2을 나타내

어 0.5% levobupivacaine 4 ml을 주입하 다. 다시 5분 후, 

modified Bromage scale은 등  2, 온도 감각은 T11, 통증 감

각은 L1을 나타내어 1% lidocaine 2 ml를 주입하 고, 5분 

후, modified Bromage scale은 등  2, 온도 감각은 T8, 통증 

감각은 T11을 나타내었고, 쇄석 로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 

시작 10분 후 ramosetron 3 mg을 정주 하 으며, 수술 시작 

15분 후 왼쪽 구리 쪽에 약간의 뻐근함을 느껴 추가로 

1% lidocaine 3 ml를 주입하 다. 수술은 55분간 지속되었고 

수술  압과 심박수는 술 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

으며 산소 포화도는 97−99%를 유지하 다. 한 다른 추

가 약제의 투여는 없었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modified Bromage scale은 등  3, 

온도 감각은 T8, 통증 감각은 T12 분 까지 차단되었다. 수

술 후 1시간에 modified Bromage scale은 등  2, 온도 감각

은 T12, 통증 감각은 L2 분 의 차단을 나타내어 병실로 이

송하 다. 회복실에 있는 동안 구토, 구역질은 없었으며, 병

실에서도 하지의 근력약화와 연하곤란의 악화를 보이지 않

았으며 술 후 6시간째에 modified Bromage scale과 온도 감

각, 통증 감각 모두 수술  상태로 회복되었고, 환자는 수

술 2일 후 퇴원하 다. 

고      찰

  ALS는 기에 특정 부 에서 시작하여 병이 진행하면서 

여러 부 에서 근육 약화, 근육 수축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

하며, 인두근육의 약화로 인한 연하장애는 상기도 폐쇄, 흡

인성 폐렴 등의 험을 증가시킨다. 최근 ALS 환자에서 근

이완제를 투여하지 않고 신마취를 시행하거나 신경근 

달 감시하에 근이완제를 정하며 투여함으로써 안 하게 

신마취를 하 다는 보고가 있지만[5], 여 히 ALS 환자에

서 신마취를 시행할 때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며 세심

하게 마취 리를 해야 한다.

  ALS 환자가 하지 수술 는 비뇨기계 수술을 받을 경우

에는 여러 험성을 수반하는 신마취보다는 부 마취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ALS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수술을 받는 경우에

도 신마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6] 부  마취의 

경우 신경근육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기

존의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상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ne과[7] Warren 등은[8] 

부  마취 후에 술  척추 부  는 추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신경학  이상이 악화된 경우를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하 운동신경원병을 가진 환자가 부 마취 

후 기존의 신경학  기능이 악화된 경우를 보고한 경우는 

없다. 다만, Yamada 등에[9] 의하면 ALS 환자에서 48%가 

경추의 척추분리증을 갖고, 13%가 요추의 척추분리증을 갖

는 경우가 있어 이것들에 의해 ALS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수술 에 상 진단 장비를 통한 검사를 시

행하여 척추의 상태를 악하는 것도 마취 방법과 리하

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 

  ALS 환자에서의 경막외마취를 합병증 없이 성공 으로 

시행하 다는 보고가 있는데[3,4] 경막외마취의 경우 척수마

취에 비해 뇌척수액에 국소마취제의 농도가 낮고 신경차단

이 진 으로 나타나므로 격한 역학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경막외마취의 경우에도 감각 

차단의 부 가 T6 이상일 경우에는 호기 잔기량(expiratory 

reserve volume)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로 인한 기침 능력의 

하는 기도내의 분비물의 제거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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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부 의 높이를 히 조 해 주는 것이 요하다[10]. 

  자들은 부 마취로 인하여 ALS가 악화될 가능성 때문

에 본 증례 환자의 마취 계획시 신마취를 고려하기도 하

으나, 부 마취로 인하여 신경학  질환이 악화된다는 과

학  근거가 부족하고,  성공 으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

다는 몇몇 보고가 있었기에 경막외마취를 선택하 고 수

술 후 환자는 어떠한 신경학  악화도 없었다. 한 수술 

 구토로 인한 폐흡인을 방지하기 하여 ramosetron을 투

여 했으며, 술 에 구토, 구역의 문제 도 일어나지 않았

다.

  우리 나라에서는 증례가 없는 상태고 해외 증례 한 질

환 정도가 이 환자 보다 경한 경우라 약 용량과 마취 높이

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질환의 특성상 마취 높이가 

T6이상 시에는 호흡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령이기 때

문에 최소 용량으로 마취제를 분할하여 투여하 다. 마취 

높이가 비뇨기계 수술하기 한 충분한 높이에 도달하지는 

못하 으나 마취 높이가 더 올라갈 것으로 상했고, 고  

마취의 험성 때문에 우선 수술을 진행하 다. 수술  단 

한번의 불편함을 호소하 으나 견딜만한 정도 으며 마취

제의 추가 투여로 쉽게 해결 되었다. 

  결론 으로 자들은 요로 결석으로 요 경하 쇄석술이 

정된 ALS 환자에게서 성공 인 경막외마취 리를 시행

하여 경막외마취가 ALS 환자에게서 안 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들은 ALS를 가진 환자에게서 하지  비뇨기계 

수술이 정되었을 때 경막외마취가 좋은 안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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