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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 종양 환자의 전신마취 시 발생한 심각한 저산소혈증 및 저혈압

—증례보고—
남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박   상   진ㆍ허   민   정

Severe hypoxemia and hypotension during general anesthesia of a patient 
with an anterior mediastinal mass

− A case report−
Sang-Jin Park, and Min-Jung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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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stinal masses may cause compression of vital structures such as major airways, the superior vena cava and, rarely, the pulmo-

nary artery.  The latter could cause cardiorespiratory compromise during or after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We observed a 

case of a 45-year-old woman with an anterior mediastinal mass that caused severe hypoxemia and hypotension during sternotomy 

for mass resection, probably by pulmonary artery compression.  Immediately upon opening the chest to relieve pulmonary artery com-

pression, oxygen saturation and blood pressure returned to normal.  Therefore, we suggest that unexpected hypoxemia and hypotension 

in a patient with a mediastinal mass can be due to pulmonary artery compression.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754∼7)

Key Words:  Anterior mediastinal mass, Hypotension, Hypoxemia, Pulmonary artery compression.

  종격동은 해부학 으로 흉골, 흉추의 추체, 흉곽 입구, 횡

격막, 벽측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이곳에 생긴 종양

은 종격동의 요 구조물인 기 , 기 지, 폐동맥, 상 정맥

과 심장 등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종격동내 구조물의 

압박은 종양의 발생 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에서도 기   기 지 압박에 의한 기도 폐쇄가 가장 흔

히 보고되고 있다. 그에 비해 폐동맥은 기 지 분기부와 

동맥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서 종격동 종양에 의해 압박될 

가능성이 낮으며[1], 실제로 보고된 증례 역시 매우 드물다. 

더욱이 임상증상이 폐색 증과 아주 유사하여 감별진단이 

힘들기 때문에[2], 실제 마취 에 환자에게 종양에 의한 폐

동맥 압박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단하고 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3]. 이에 자들은 종격동 종양 

제술 에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 때문에 유발된 것으

로 보이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과 맥박산소포화도  

압의 심한 감소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 이와 같

은 종격동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의 발생 시 신속하고 

한 진단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해 고

려해야할 사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증      례

  신장 153 cm, 체  42 kg인 45세 여자 환자가 3주 부터 

지속된 흉통으로 내원하 다. 흉부 산화 단층 촬  상 종

격동내 종양이 발견되어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해서 입

원하게 되었다. 환자는 과거력 상 특별한 병을 앓은 이 

없었고, 흉통 이외에 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다. 이학  검

사 상 부종이나 경정맥 팽  소견은 없었고 두경부에서 특

별히 지되는 림 도 존재하지 않았다. 청진 상 호흡음

은 양쪽 폐에서 고르게 잘 들렸고, 심음도 잡음 없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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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X-ray shows well defined mass on the left cardiac 

border (arrow).

Fig. 2. Chest computerized tomography shows that about 7 × 4 

cm sized anterior mediastinal mass (arrow M) with inner calcifica-

tion, fatty component, and cystic portion compress the right pul-

monary artery (arrow PA).

이었다. 입원  환자의 활력 징후는 압 110−120/60−
80 mmHg, 심박수 70−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
37.5oC이었으며 운동 시나 앙와  시 호흡곤란의 소견은 보

이지 않았다. 흉부 방사선 촬  상 종격동 좌상방에 종괴

로 생각되는 음  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Fig. 

1), 흉부 산화 단층 촬  상에서는 동맥과 폐동맥 앞

쪽으로 7 × 4 cm 크기의 종양이 찰되었으며, 종양과 종

양에 의해 려난 동맥에 의해 우측 폐동맥이 다소간 

리는 것 이외에 다른 종격동내 구조물이 압박되거나 침윤

된 소견은 없었다(Fig. 2). 폐기능 검사와 동맥  가스분석

을 포함한 다른 수술  검사 소견은 모두 정상 범  내

으며, 종격동의 기형종 추정 하에 흉골 정  개술을 통

한 종격동 종양 제술이 계획되었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뒤 측정

한 압은 110/70 mmHg, 심박수 82회/분, 맥박산소포화도는 

98% 다. 마취 유도  환자는 앙와 에서 별다른 호흡곤

란 증상이 없었고 이학  검사에서도 종양에 의한 종격동

내 구조물의 압박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마

취 시작  안면 마스크로 분당 6 L의 산소를 약 3분간 투

여하 다. Etomidate 8 mg을 사용하여 마취유도를 하 으며, 

의식 소실 후 마스크 환기가 히 됨을 확인한 후 rocuro-

nium 50 mg을 정주하 다. 내경 7.0 mm의 용수철 강화튜

(anode tube)로 기  내 삽 을 시행하 고 O2와 N2O 각 1.5 

L/min, sevoflurane 1.5−2.5 vol%, 일회 환기량 400 ml, 분당 

호흡수 12회의 조  호흡을 통해 마취를 유지하 다. 기

내 삽  후 활력 징후는 안정 이었고 맥박산소포화도 

100%, 최고 흡기압력 16 mmHg,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29 mmHg로 유지되었다.

  지속 인 압 측정과 동맥  가스분석을 해 좌측 요

골 동맥에 22 gauge 카테터를 거치하 으며 우측 쇄골하 정

맥으로 심정맥도 을 삽 하 다. 시술을 용이하게 하기 

해 어깨 아래에 5 cm 높이의 베개를 넣고 두부하향 체

를 취하여 우측 쇄골하 정맥으로 심정맥도 을 삽 하던 

 맥박산소포화도가 100%에서 87%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0 mmHg에서 19 mmHg로 감소하 다. 이때 압, 

심박수, 일회 환기량과 최고 흡기압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청진 상 양쪽 폐의 호흡음도 잘 들렸다. 이에 체  

변화로 인한 종양의 종격동내 구조물 압박이 원인이라 생

각되어 심정맥도 을 신속하게 삽 한 후에 환자의 체

를 바로하고 베개를 제거하 으며 100% 산소를 공 하

다. 이후 맥박산소포화도는 99%,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0 mmHg으로 회복되었으며 심정맥압은 15 mmHg로 측

정되었다. 흉골 정  개를 용이하게 하기 해 환자의 어

깨 에 다시 베개를 넣어야 하 다. 이에 먼  수술 비

를 한 뒤 맥박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포

함한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찰하면서 어깨 에 베개를 

치시켰으며,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피부 개 뒤 흉골을 노출시키기 해 피하 조직을 제

거하던 에 다시 맥박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

압이 각각 81%와 13 mmHg까지 감소하 다. 이때 활력징후

는 압 147/90 mmHg, 심박수 85회/분이었고 심정맥압은 

23 mmHg까지 증가하 다. 즉각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베개를 제거하 으나 10여  뒤 압은 60/39 mmHg, 심박

수는 47회/분, 맥박산소포화도는 39%,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9 mmHg까지 감소하 다. 이 때 시행한 동맥  가

스 분석 소견은 pH 7.30, 산소분압 29 mmHg,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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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압 59 mmHg이었다.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이 의심되

어 흉골을 신속히 개하여 들어 올리도록 하고 epinephrine 

1 mg을 생리식염수 주사액 10 ml로 희석하여 비하 다. 

흉부외과 문의가 압 발생 수 만에 개된 양쪽 흉

골을 상방으로 견인하여 벌리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 mmHg로 증가하 다. 맥박산소포화도와 압 역시 차 

정상화되어 20여  뒤에는 압 126/77 mmHg, 심박수 74회

/분, 맥박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었으며 심정맥압도 20 

mmHg 이하로 감소하 다. 이후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 

소견은(흡입 산소 농도 50%) pH 7.40, 산소분압 129 mmHg, 

이산화탄소 분압 38 mmHg를 나타내었다. 이에 epinephrine

은 투여하지 않았으며 맥박산소포화도의 감소에서부터 정

상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략 1분 30  정도 다. 이후 

종격동 종양의 제거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며 종

양은 단단한 다엽구조로 쪽으로는 무명정맥, 아래로는 심

장, 양측은 종격동 늑막을 경계로 하여 치하고 있었으며 

종양의 뒤쪽으로 폐동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거된 종양

의 병리학  검사 결과 크기 8 × 5 × 5 cm, 무게 158 g인 

기형종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종료 후 호흡과 의식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발

하 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뒤 의식 상태 등 마취 회복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술 후 활력징후와 액

검사, 심 도, 단순 흉부 방사선 촬 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순조롭게 회복되어 수

술 8일째 퇴원하 다.

고      찰

  본 증례에서는 종격동 종양 제술을 한 심정맥도

의 삽 과 흉골 의 피하조직을 개하는 과정 에 종양

에 의한 폐동맥 압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갑작스

러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와 산소 증  

압이 발생하 다.

  상행 동맥의 좌측에 치하고 있는 폐동맥의 경우 

벽이 얇고  내압이 낮기 때문에 종격동 종양의 물리

 압박에 의해 쉽게 폐쇄될 수 있으며, 폐쇄 시에는 환기

에 별다른 문제없이 산소 증과 서맥, 심정지 등이 발생

할 수 있다[1,3]. 이러한 종양에 의한 압박 증상은 특히 

신마취 시에 근이완제 사용에 따른 흉벽 근긴장도 상실과 

양압 환기로 인한 흉곽내압의 증가[4], 그리고 술  장시간 

식과 마취제 투여에 따른 정맥 환류  심박출량, 폐동맥

압의 감소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1]. 본 증례에서는 

수술  흉부 산화 단층 촬  상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

박 소견이 있었으며, 신마취 후 환자의 어깨 에 베개를 

치시키자 환기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의 감소와 산소 증  압이 발생하 다. 

이는 신마취로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이 가 된 상황

에서 베개를 이용한 체  변화가 척추 추체와 흉골 사이 

간격을 좁아지게 함으로써 종격동내 다른 구조물에 비해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폐동맥이 종양에 의해 더욱 압박되

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압의 발생 이

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심한 감소(13 mmHg)에도 불

구하고 압이 정상 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문

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폐동맥 압박에 의한 심박출량의 

감소가 catecholamine이나 renin-angiotensin 등의 증가로 보상

되어졌다면 정상 압의 유지가 가능하 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본 증례에서처럼 심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12 mmHg)에도 압은 110/60 mmHg로 유지되

었다는 증례 역시 보고된 바 있다[5].

  주술기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를 포함한 산

소 증과 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격동 종

양에 의한 폐동맥의 물리  폐쇄 이외에도 폐색 증, 섬유

성 종격동염(fibrous mediastinitis), 폐육종(pulmonary sarcoido-

sis), 성 심근경색이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한 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6-8]. 하지만 

본 증례의 환자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술 과 술 후 검

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 다. 흉부 산화 단층 촬 에서

도 기형종으로 의심되는 종격동의 종양을 제외하고는 다

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과 맥박산

소포화도의 감소 시 심 도나 일회 환기량, 최  흡기압력

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증상 발생  약물

을 투여했거나 피부의 홍반, 홍조와 같은 아나필락시스 반

응을 의심할 만한 소견 역시 없었고 마취 과 회복 후 환

자의 증상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사실들과 체  교정  흉골 견인으로 호기말 이

산화탄소 분압, 맥박산소포화도와 압이 정상화된 을 고

려해 볼 때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 이외에 다른 질환을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종격동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은 그 보고가 매우 드물

고 증상 한 폐색 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Levin 등은[3] 종격동 종양 

수술 에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산소

증과 서맥, 심정지가 발생하 고 사망 후 부검을 통해서야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이 원인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폐동맥 압박을 폐색 증으로 오인하여 항응고제로 치료

하던 에 환자가 사망한 도 있다[2]. 이와 같이 마취 

에 발생할 수 있는 종격동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을 원활

히 진단하기 해서는 술  흉부 산화 단층 촬 으로 종

양의 해부학  치와 주  기 에 한 압박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 된 증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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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흉부 산화 단층 촬 을 하지 않았으나, 본 증례에서

는 흉부 산화 단층 촬 으로 폐동맥이 종양에 의해 려 

있음을 마취 부터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와 산소 증  압의 

발생 시에도 신속한 진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종격동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

발 호흡의 회복  측와 와 같은 압박을 일 수 있는 자

세로의 체  변화를 우선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9]. 하지

만 종격동 종양의 압박으로 발생한 심폐 허탈이 심폐 소생

술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개흉으로 압박을 해소한 후에야 

회복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1,3]. 자들 역시 체  변화 

후 생긴 심한 산소 증과 압이 체 를 바로한 뒤에

도 교정되지 않다가 흉골을 개하여 들어 올린 후에야 정

상화된 경험을 하 다. 따라서 수술 에 종양에 의한 폐동

맥 압박이 체  교정이나 자발 호흡의 회복 등 여러 가지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히 흉골을 개하여 

흉곽을 벌린 후 압박을 여 주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종양에 의한 압박을 미

리 방하는 것도 매우 요한데, 이를 해서는 우선 압박

을 가 시킬 수 있는 신마취보다는 국소마취 하에 수술

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 하며, 신마취 하에 수술을 진

행할 경우에는 가능한 자발 호흡을 유지하고[10,11] 충분한 

수액 공 을 통해 정맥 환류와 심박출량, 폐동맥압을 유지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1]. 만일 종양이 주요  

가까이에 치한다면 출 에 비하여 구경이 큰 정맥로를 

확보해 두는 것도 명한 처일 수 있는데[12], 자들의 

경우 종양이 크지 않고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서 우측 쇄골

하 정맥에 심정맥도 을 삽 하 으나, 이는 기치 못한 

종양의 천공과 출 의 험성 때문에 가  퇴 정맥을 

통해 심정맥도 을 삽 하는 것이 보다 안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요약하면 본 증례에서는 종격동 종양 제술 에 환

자의 어깨 에 베개를 넣은 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와 산소 증  압이 체 를 

바로하고 개된 흉골을 상방으로 견인한 뒤에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아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이 원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종격동 종양에 의한 폐동맥 압박은 수술 

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마취 에 갑자기 발생하여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하기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폐동맥 압박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미리 숙지하여 마취 에 신속하고 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REFERENCES

1. Kim DH, Gwak MS, Kim SD. Cardiac arrest on induction of anes-

thesia of a child with posterior mediastinal mass. Korean J Anes-

thesiol 1995; 29: 433-7.

2. Shields JJ, Cho KJ, Geisinger KR. Pulmonary artery constriction 

by mediastinal lymphoma simulating pulmonary embolus. Am J 

Roentgenol 1980; 135: 147-50.

3. Levin H, Bursztein S, Heifetz M. Cardiac arrest in a child with 

an anterior mediastinal mass. Anesth Analg 1985; 64: 1129-30.

4. Froese AB, Bryan AC. Effects of anesthesia and paralysis on dia-

phragmatic mechanics in man. Anesthesiology 1974; 41: 242-55.

5. Kim SI, Park HB, Lee SY, Hyon MS. Treatment of massive pul-

monary embolism with urokinase during surgery for femur 

fracture. Korean J Anesthesiol 2000; 39: 447-52. 

6. Nelson WP, Lundberg GD, Dickerson RB. Pulmonary artery ob-

struction and cor pulmonale due to chronic fibrous mediastinitis. 

Am J Med 1965; 38: 279-85.

7. Westcott JL, DeGraff AC Jr. Sarcoidosis, hilar adenopathy, and 

pulmonary artery narrowing. Radiology 1973; 108: 585-6.

8. Lee HM, Song SO. Anaphylaxis after injection of rocuronium.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101-4. 

9. Lee JH, Lim HS, Nam KH, Lee KN, Moon JI. Superior vena caval 

and airway obstruction on induction of anesthesia in a patient with 

anterior mediastinal mass. Korean J Anesthesiol 1999; 37: 153-8.

10. Mackie AM, Watson CB. Anaesthesia and mediastinal masses: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naesthesia 1984; 39: 

899-903.

11. Ferrari LR, Bedford RF. Anterior mediastinal mass in a pregnant 

patient: anesthetic management and considerations. J Clin Anesth 

1989; 1: 460-3.

12. Gothard JW. Anesthetic considerations for patients with anterior 

mediastinal masses. Anesthesiol Clin 2008; 26: 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