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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척추 측만증 수술 중에 발생한 악성 고열증

—증례보고—
을지 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   한   ㆍ김      주

Malignant hyperthermia during general anesthesia for a surgery of idiopathic scoliosis 

− A case report−
Han Young Kim, and Young Ju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Malignant hyperthermia is a potentially fatal hypermetabolic syndrome characterized by skeletal muscle rigidity and hyperpyrexia.  

We had an 11-year-old female presented for a surgery for idiopathic scoliosis of the thoracic vertebra.  Generalized muscle rigidity 

and tachycardia were revealed 1 hour 35 minutes after isoflurane administration.  Then the body temperature was risen to 43oC within 

10 minutes and the arterial blood gas analysis showed a severe respiratory and metabolic acidosis. Under the suspicion of malignant 

hyperthermia, the patient was treated by discontinuing all anesthetic agents, hyperventilation with 100% oxygen, surface cooling with 

ice pack and the administration of dantrolene sodium.  But, the patient died of renal failure and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fter 50 days postoperativel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6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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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고열증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 되는 드물지만 치

명 인 결과를 래하는 과 사질환이다[1,2]. 발생빈도는 

신마취에서 250,000명 당 1명, 흡입마취제와 succinylcho-

line을 사용한 환자에서는 62,000명 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악성고열증의 기 사망률은 70%로 높았으나 조기 진단 

 신속한 처치, 치료제로서 dantrolene의 도입 등으로 10% 

이하까지 감소되었다. 1995년 이후 지 까지 한마취과학

회에 보고된 환자는 모두 8명으로 성공 인 처치를 통해 

모두 생존했던 환자들이었다[4]. 

  2005년 이후에 보고된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 자들

은 11세 여자환자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수술  악성고열

증이 발생하여 dantrolene 처치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인 신부

, 범발성 내 응고병증, 흡인성 폐렴, 부정맥의 발생으

로 마취 후 50일만에 사망한 증례를 경험하 기에 이를 문

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34 cm, 체  25 kg의 11세 여아가 제 6 흉추부에서 

제 1 요추부까지 특발성 척추 측만증으로 척추융합술을 받

기 해 내원하 다. 환자는 과거력  가족력상 특이한 소

견은 없었으며 수술  액 검사, 소변 검사, 심 도  

흉부 방사선 소견은 정상이었다. 수술실에 도착 후 비침습

 압측정기,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를 거치하 으며 

압은 100/55 mmHg, 심박수 125회/분으로 측정되었다. 

  마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125 mg과 vecuronium bromide 

3 mg을 정주하 으며 어려움 없이 기  내 삽 을 시행하

고 isoflurane 1.2 vol%, N2O 1.5 L/min, O2 1.5 L/min로 마취

를 유지하 다. 지속 인 압측정을 하여 왼쪽 요골동맥

에 도 과 도뇨 을 거치한 후 환자의 체 를 복와 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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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Arterial Blood Gas Analysis and Electrolytes during Anesthesia

1 2 3 4 5 6

pH

PaCO2 (mmHg)

PaO2 (mmHg)

HCO3
−

 (mEq/L)

Base excess (mEq/L)

Na
＋

 (mEq/L)

K
＋

 (mEq/L)

7.3

53

295

27.9

1

141

3.6 

6.9

115 

143 

21  

−11.9

141 

6.2 

6.9

107 

413 

23 

−11.6 

142 

6.1 

7.1  

68  

473 

21.6 

−8.8

142  

5.6  

7.2

32  

481  

12.8 

 −13.9

145  

5.1  

7.2

40 

385 

15.6 

−11.7 

135

5.5 

Time 1, 2, 3, 4 and 5: at 1 hour 35 minutes, 2 hours 35 minutes, 2 hours 40 minutes, 3 hours 5 minutes, 3 hours 40 minute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respectively. Time 6: at 20 minute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dantrolene. PaCO2: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PaO2: ar-

terial oxygen tension.

경하 다. 수술은 마취 유도 35분 후부터 시작되었고 마취 

유도 후 1시간 35분이 경과할 때까지 압 90−110/50−65 

mmHg, 심박수는 120−125회/분 사이로 유지되었다. 

  마취 유도 1시간 35분 경과 후 갑자기 심박수가 140회/분

으로 증가하면서, 압이 85/55 mmHg를 나타내었다. 이는 

수술 시작 1시간 뒤로 근육층을 박리하던 상태 으며 그 

때까지 실 량은 거의 없어 량증에 의한 압 하는 

배제하 다. 수액 투여와 함께 원인 분석을 해 동맥 가

스분석 결과 pH 7.33, PaCO2 53 mmHg, PaO2 295 mmHg, 

HCO3
− 27.9 mEq/L, base excess 1 mEq/L, K＋ 3.6 mEq/L을 

보 다. 과환기를 시키면서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장치를 연결해 보니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68 mmHg로 

측정되었다. 악성고열증 의심하에 흡입마취제인 isoflurane과 

N2O의 투여를 즉각 단하고, 10 L/min의 100% 산소로 과

환기시키면서 호흡회로, 호흡낭, soda lime을 새것으로 교체

하 다. 그 때 고막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결과 43oC로 측

정되었다. 복와  상태에서 환아의 완부 강직소견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집도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 수술을 단

할 것을 권한 후 간단한 합을 시행한 뒤 환자의 체 를 

앙와 로 변경하 다. 얼음 주머니로 체표면 냉각을 시도하

면서 비 과 도뇨 을 통해 차가운 물로  세정  방

 세정을 시도하 다. 

  처치 5분 경과 후, 동맥 가스분석 결과는 pH 6.95, PaCO2 

115 mmHg, PaO2 143 mmHg, HCO3
− 21 mEq/L, base excess 

−11.9 mEq/L, K＋ 6.2 mEq/L, glucose 180 mg/dl을 나타냈으

며, 과환기와 냉각 세정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

화된 호흡성산증과 고칼륨 증을 보 다. 이를 교정하기 

해 sodium bicarbonate 40 mEq/L, 3% calcium chloride 600 

mg, regular insulin 2 IU을 주사하 고 직장 체온은 41oC로 

측정되었다. 압은 60/40 mmHg으로 압을 보 으며 수

액투여와 함께 dopamine 15 μg/kg/min을 주사하 으나 

압상승을 보이지 않아 epinephrine을 10 μg, 20 μg씩 수 

차례 추가 주사하 다. 이후 epinephrine 1 μg/kg/min을 

주사하면서 dopamine과 병용 주사에도 불구하고, 압은 

60/45 mmHg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 

  처치 30분 경과 후 동맥 가스분석 결과는 pH 7.11, PaCO2 

68 mmHg, PaO2 473 mmHg, HCO3
− 21.6 mEq/L, base excess 

−8.8 mEq/L, K＋ 5.6 mEq/L, glucose 186 mg/dl을 보여 호  

양상을 보 다. 처치 1시간 10분 경과 후 여 히 압은 

60/45 mmHg을 나타냈으며 심박수는 185회/분, 체온은 41oC

로 측정되었다. 동맥 가스분석에서 pH 7.21, PaCO2 32 mmHg, 

PaO2 481 mmHg, HCO3
− 12.8 mEq/L, base excess −13.9 

mEq/L, K＋ 5.1 mEq/L 인 사성 산증을 나타내어 sodium 

bicarbonate 40 mEq/L를 추가로 주사하 다. 한 뇌부종과 

신 류 개선을 해 20% mannitol 20 ml를 주사하 다. 

  처치 1시간 40분 경과 후, 체온이 37.4oC로 감소하여 냉각

세정을 단하 으며 압상승제의 지속 주사에도 불구하

고 압은 75/45 mmHg로 측정되었다. 체온은 감소하 으나 

재발을 방지할 목 으로 지원받은 dantrolene sodium을 20 

mg주사하 다. 집 치료를 해 환자실로 이송하기 직  

압 60/45 mmHg, 심박수 155회/분, 체온35.8oC, 호기말 이

산화탄소 분압 41 mmHg으로 측정되었다. 동맥 가스분석

에서 pH 7.2, PaCO2 40 mmHg, PaO2 385 mmHg, HCO3
− 

15.6 mEq/L, base excess −11.7 mEq/L, K＋ 5.5 mEq/L 보여 

sodium bicarbonate 40 mEq/L를 추가로 주사하 다. Dopamine 

15 μg/kg/min 와 epinephrine 1 μg/kg/min를  주사를 유

지한 채, 기  삽  상태로 환자실로 이송하 다. 처치 

 동맥  가스와 해질 상태의 변화를 Table 1에 요약하

다. 

  환자실에 이송된 후 체온 측정결과 34.8oC로 감소하여 

가온된 식염수와 가온 담요로 체온을 36oC까지 상승시켰으

며 dantrolene sodium을 20 mg씩 8시간마다 3회 더 주사하

다. 마취 유도 5시간 경과 후 시행한 청 creatinine kinase

는 12,443 IU로 증가되어 있었다. 술 후 2일째에 epin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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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Biochemical Data during Postoperative Period

   POD 1 POD 2 POD 3 POD 4  POD 5 

Hb (g/dl)       

Plt (/μl)

AST (IU/L)

ALT (IU/L)

BUN (mg/dl)

Cr (mg/dl)  

Na
＋

 (mEq/L)

K
＋ 

(mEq/L)

Ca
2＋ 

(mg/dl)

aPTT/PT (sec)

INR

CPK (IU/L)

10.0        

74,000    

 1,750       

 2,024          

38      

1.5      

132           

5.3      

5.4      

102.5/56  

6.68    

49    

7.1       

63,000  

 8,157      

 2,753         

44      

1.9            

132           

5.5       

6.2      

64.1/20.7   

1.85     

117,990  

6.5         

151,000    

 8,314         

 3,285         

21         

1.1             

139             

3.4        

8.8         

66.6/30.8    

3.09        

39    

9.3      

49,000   

 6,800      

 3,403           

13    

0.6              

139             

1.7       

9.1          

53.5/25.6    

2.43   

128,213  

11.9

75,000 

 4,629

 2,590

16 

0.6  

141

2.7 

9.5

42.5/1 8.2 

1.57

93,614 

POD: postoperative day, Hb: hemoglobin, Plt: platelet,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PT: prothromb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CPK: creatine 

phosphokinase.

Fig. 1. Postoperative chest PA view: it shows pneumonia and 

pleural effusion in right upper lung field.

1 μg/kg/min 유지한 상태에서 압 90/60 mmHg, 심박수 130−
140회/분 유지하 으나 요량이 125 ml/day로 감소하 다. 술 

후 3일째에 시행한 요검사에서 myoglobin 1,627 ng/ml가 측

정되고, 청 크 아티닌이 1.9 mg/dl까지 상승하는 성 신

부  소견 보여 액투석을 시작하 다. 청 AST/ALT는 

6,817/2,262 IU/L, K＋ 5.5 mEq/L, myoglobin은 3,000 ng/ml 이

상으로 측정되었다. 한 술 후 5일째에 시행한 응고 검사에

서는 antithrombin III가 75%로 감소하고, D-dimer는 35 μg/ml, 

FDP는 57 μg/ml로 증가하는 범발성 내 응고병증을 나

타내었다. 구강  비강 내 출  보여 후비강 거즈 충 으

로 지 하고 구 농축액 3 pints, 신선 동결 장 6 pints, 

소  농축액 10 pints를 수 하 다. 마취 후 5일까지의 

생화학 검사의 변화는 Table 2에 표시하 다. 

  술 후 9일째에 환아 자가호흡 좋아져 기  내 을 발

하 다. 경구로 식이섭취  우상엽에 흡인성 폐렴 발생하

여(Fig. 1)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 고 이후 호 과 재발을 

반복하 다. 술 후 11일째에 근강직은 거의 완화되었으나 

손가락은 여 히 신 이 되지 않는 소견을 보 다. 술 후 

15일째에 lidocaine으로 국소마취하에 수술 부  감염에 

한 국소  제술 시행하 으며 악성고열증의 재발과 련

된 이상 소견을 보이진 않았다. 술 후 22일째에 환아 입술

이 씰룩거리고 사지를 흔드는 양상의 간질과 같은 행동 보

여 시행한 뇌 자기 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 뇌 피질 뇌구가 명하게 드러나는 경도의 뇌 

축 소견을 보 다(Fig. 2). 술 후 23일째에도 강직성 경련

이 발생하여서 뇌 검사를 시행하 으나 간질 는 찰되

지 않았다. 한 액 투석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신부

은 지속되었는데, BUN/Cr 45/1.8 mg/dl, 요량은 하루에 약 

10−15 ml 정도로 짙은 갈색의 소변을 자가배뇨하 다. 술 

후 25일째에 환아의 산소포화도 94%로 떨어지고 자가호흡

이 좋지 않아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 결과 pH 7.17, PaCO2 

69 mmHg, PaO2 84 mmHg, SaO2 93%, HCO3
− 25.2 mEq/L, 

base excess −4.7 mEq/L로 기 삽 을 시행하고 기계환기를 

실시하 다. 술 후 32일째에 환아의 의식과 호흡 양상이 좋

아지고 압 100/70 mmHg, 심박수 110회/분으로 비교  안

정된 활력징후를 보 으며, 동맥  가스 분석 결과 정상 소

견 보여 기 내 을 발 하 으며 이후 환아 일반병실로 

실되었다. 이 후 다시 우상엽에 폐렴, 압과 간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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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patient’s brain. T1 (A) and T2 

(B) weighted transverse images show 

prominent cerebral cortical sulci. It 

means mild brain atrophy. 

경련 양상을 보 다. 술 후 37일부터 환아 의식이 기면 상

태에서 혼미 상태로 변하 다. 술 후 42일째에 환아 상태가 

악화되어 심부정맥과 서맥까지 동반되며 심정지가 발생하

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다. 5분 경과 후 활력징후는 

압 100/60 mmHg, 심박수 110회/분으로 회복되고, 심 도도 

정상소견을 보 다. 그러나 이후 의식은 혼수상태로 인공호

흡기를 거치한 상태에서 심실 부정맥 소견이 간헐 으로 

발생하다가, 결국 술 후 50일째 심실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로 사망하 다. 

고      찰

  악성고열증의 병태생리에 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

지 않았으나, 감수성을 가진 환자에서 흡입마취제나 탈분극

성 근이완제에 노출되면 ryanodine receptor (RyR1)을 통해 

근형질세망체로부터 칼슘이온의 유리가 지속 으로 일어나

게 된다. 근형질내 칼슘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과 사, 

근강직, 횡문근융해증, 국소 , 신 인 산증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고열을 일으키게 된다[5].

  유병율이 높은 질환으로는 경련, 사시, 탈장, 구개순, 구

개열, 내반족, 척추후측만증, 반복성 슬개골 탈구와 다른 정

형외과  이상을 가진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6]. 본 증례 

역시 척추측만증을 가진 환아로서 악성고열증의 험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악성고열증 감수성여부를 미리 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생검을 통하여 halothane과 caffeine에 한 수축반응을 측

정하여 감수성 여부를 정하는 시험 내 구축 검사가 유

일한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 Girard 등은[7] 악성고

열증 돌연변이로 알려진 가계에서 비침습 인 분자 유 학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악성고열증의 감수성을 확진하는 방

법을 발견했다. 이 분자 유 학 검사법의 음성 측치는 

0.95로 시험 내 구축 검사법의 0.78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마취약제에 노출되기 에는 감수성 여부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서 마취  검사를 시행하기에

는 실 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임상 으로는 

1994년 Larach 등에[8] 의해 개발된 임상 등  척도가 악성

고열증 여부를 확진하는 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이

는 근강직, 근육 괴 정도, 호흡성 산증, 체온 상승, 심장 

부정맥 여부, 가족력의 6개 항목과 기타 항목에 각각의 

수를 부여하여 총 에 따라 악성고열증 여부를 정하는 

방법이다. 본 증례의 경우 청 creatinine kinase가 12,443 

IU, PaCO2 115 mmHg, 체온 41.7oC, 부정맥, 동맥  가스 분

석에서 base excess −8 mEq/L 이하, pH 7.25 이하 감소 등

의 검사 소견 등이 있어 근육 괴 정도 15 , 호흡성 산증 

15 , 체온 상승 10 , 부정맥 3 , 그리고 기타 항목에서 

20 에 해당하여 총 이 63 으로 50  이상의 거의 확실

한(almost certain) 악성고열증이라 정할 수 있었다. 

  본 증례는 악성고열증이 마취유도 후 1시간 35분경 징후

가 발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마취유지에 사용된 흡입마

취제 isoflurane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작

근 강직과 같은 상은 마취 유도시 탈분극성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을 투여하지 않아 기 삽  당시 악성고열증

이 발 되지 않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Mauritz 등은[9] 60분 이상이 소요되는 수술 는 마취에

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고, Britt와 

Kalow는[6] 마취시간이 길면 길수록 심정지와 사망의 빈도

는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이는 투여된 마취제 양과의 상

 계를 알 수 있는데, 본 증례 역시 마취 1시간 35분 후 

징후의 발 은 결국 투여된 흡입마취제 양과 련하여 사

망률 증가에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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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든다. 한 본 증례에서 기에 가장 민감한 징

후인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증가를 늦게 발견하여 기 

치료가 지연되었다. Karane 등은[10] succinylcholine을 투여

하는 경우는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격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분시호흡량을 증가시키면 호

기말 이산화탄소의 증가속도가 느려져 발견이 늦어진다고 

하 다. Rosero 등은[11] 심정지 환자와 사망한 환자들에서 

마취유도 후부터 호기말 이산화탄소 최고치 증가사이의 기

간이 더 길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 

  악성고열증의 치료 원칙은 증상에 따른 증 치료로 우

선 유발 약제인 흡입마취제 투여를 지시키고 100% 산소

로 과환기를 시키며 호흡회로와 soda-lime을 교체하여 이산

화탄소의 재흡수를 방지하며, 고칼륨 증이 있다면 이를 교

정하기 해 sodium bicarbonate 1−2 mg/kg를 투여한다. 

한 징후가 완화될 때까지 dantrolene sodium을 5분 간격으로 

2.5 mg/kg 정주한다. 체온 하강을 해 찬물로  세척  

환자의 체표 냉각법을 시행하고 부정맥 존재시 항부정맥제

를 투여하여 치료한다. 동맥 가스 분석은 지속 으로 시행

하여 산증  해질 이상을 교정한다.  마이오 로빈 

수치와 액응고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교

정한다. 본 증례의 경우에는 인근의 병원에서부터 dantrolene 

sodium을 지원 받기  증 치료로 이미 체온은 37.5oC로 

하강하 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해 dantrolene sodium 20 

mg을 정주하 으며 환자실에서도 8시간 간격으로 3회 추

가 정주하 다.

  악성고열증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는 지속 인 감시와 집

인 치료를 통하여 성기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합

병증인 재발, 범발성 내 응고병증, 마이오 로빈뇨에 

의한 신부 을 고려해야 한다[2]. 재발은 환자의 약 25% 정

도에서, 첫 증상발  후 24−36시간 이내에 잘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증례에서는 dantrolene의 효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범발성 내 응고

병증은 shock, 41oC 이상의 심체온 상승과 세포막 괴에 

의한 세포성분의 방출에 의해 이차 으로 thromboplastin이 

유리되어 발생한다[2]. 본 증례에서도 epinephrine의 지속

인 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shock, 43oC의 체온 상승의 동

반으로 범발성 내 응고병증이 유발되어 구강  비강

내에 출 소견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사망의 험성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Larach 등은 악성고열증의 여러 합병증들 에서도 범발성 

내 응고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심정지의 험성이 50배 

이상 증가되고 사망의 험성은 89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

로 보고하 다[12]. 한 요검사에서 myoglobin 1,627 ng/ml

이 검출되고 요량의 격한 감소로 성신부 이 발생되어 

마취 후 3일부터 액투석을 시행하 다. 이는 압에 의

한 신 류량의 감소와 더불어 과 사과정에서 유리된 my-

oglobin이 신세뇨 에 침착되어 신부 이 발생한 것으로 수

액투여와 이뇨제사용을 좀 더 극 으로 하 다면 후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외에도 후기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 경련, 뇌부종, 간

부 , 패 증, 부정맥 등이 발생 할 수 있는데[2], 본 증례의 

경우에도 모든 합병증들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 다. 이를 통하여 기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증가의 

빠른 발견과 진단, dantrolene 투여가 이루어졌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기 진단과 처치의 요성을 

상기시킨다. 

  결론 으로 악성고열증의 험소인이 있는 질환의 환자

를 마취할 때는 철 하게 감시장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

고, 마취 후 기에 빈맥이나 갑작스런 호흡성 산증 등의 

의심할만한 징후가 나타나면 유사한 징후를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나 임상상황들과의 감별진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 

다른 질환들이 배제된다면 악성고열증의 기 치료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방하고, 환자의 후를 개선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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