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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for a pediatric patient with joubert syndrome
− A case report−

Yoon-Sook Lee, Woon Young Kim, Kyoung-gun Kim, Moon-seok Chang, Jae Hwan Kim, and Young Cheol Park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san, Korea

  Joubert syndrome is a rare autosomal recessive condition in which there is complete or partial agenesis of the cerebellar vermis. 

The clinical features are hypotonia, ataxia, mental retardation, abnormal ocular movements, typical facial features and episodic tachypnea 

with alternating apnea.  The abnormal respiratory pattern and hypotonia may be exacerbated by anesthetics, and especially, the apneic 

episodes may be prolonged by administering opioids.  Joubert syndrome has been associated with various airway abnormalities such 

as a high and arched palate, a large or protruding tongue, laryngomalacia, a variable epiglottis and micrognathia.  These abnormalities 

may cause difficulty with tracheal intubation.  In this present case, direct laryngoscope-assisted, fiberscopic guided intubation was 

performed.  This case is the first report of anesthetic management in a patient with Joubert syndrome and who underwent palatoplasty 

in Korea.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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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bert 증후군은 소뇌 충부(cerebellar vermis)의 부분 혹은 

완 한 결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교 로 나타나는 

발작 인 빈호흡과 무호흡, 비정상 인 안구운동, 운동 실

조, 정신 운동 발달 지연 등의 임상 양상을 보이며 상염색

체 열성으로 유 된다고 알려져 있다. 1969년 Joubert 등[1]

이 상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처음으로 보고한 이후 망

막 이형성, 맥락망막 결손, 후두부 수막 뇌류, 낭종성 신질

환, 다지증, 의 종양, 십이지장 폐쇄, 간 섬유증, 선천성 

심질환, 구개열 등 여러 가지 동반 기형들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연 성은 밝 지지 않았다[2-4]. 한 

Joubert 증후군은 높고 둥근 입천장, 크고 앞으로 나온 , 

후두 연화증, 후두개의 변이, 소하악증과 련이 있어 기

내 삽 이 어렵고[1,4,5], 반복 인 빈호흡과 무호흡, 근긴장 

하 등으로 마취 리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5년 생존

율이 50% 정도로 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6] 수술과 마취

에 한 보고는[7-11] 매우 드물다. 자들은 Joubert 증후군 

환아에서 어려운 기 내 삽 으로 직  후두경 보조하에 

굴곡성 기 지경을 사용하여 기 내 삽 을 하여 구개성형

술의 마취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생후 37개월 된 남아가 구개성형술을 받기로 정되었다. 

환아는 재태 연령 38주에 2.26 kg으로 질식 분만에 의해 태

어났으며 출생 후 과호흡증과 우는 소리가 쉰 목소리여서 

종합병원으로 원되었다. 좌측 성  마비, 구개열, 사시가 

찰되었으며, 뇌 자기 공명 상에서 소뇌 충부의 형성, 

복부 음 상 수신증이 있었고, 심 음 상 상동맥동 확



 Lee et al：Joubert 증후군의 마취 리

97

장을 동반한 지속성 좌 상 정맥(persistent left superior vena 

cava with dilated coronary sinus)외 심장 이상은 찰되지 않

았다. 식도 조형술상 기 식도 공이 찰되어 생후 23일

에 교정술을 시행 받았다. 이 후 추  찰은 본원에서 이

루어졌으며, 좌측 성  마비와 윤상인두 근육 이완 장애가 

지속 으로 찰되어, 흡인 험성 때문에 경비  식이를 

지속하 다. 생후 26개월부터 젖병으로 유동식은 잘 넘기나 

고형식은 잘 못 삼키고,  공간의 하마종(ranula)이 커지

는 양상을 보여 구개성형술과 하마종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계획되었다.

  마취  평가에서 환아는 신장 72.5 cm, 체  9.6 kg으로 

동일연령군의 3 percentile 미만의 성장 지체 상태 고, 혼자

서 앉거나 을 맞추지 못하는 등 발달 장애 소견을 보이

고 있었다. 환아는 짧은 목, 소하악증 그리고 큰 가 찰

되었다. 수술  이학  검사에서 활력 징후는 압 90/60 

mmHg, 심박수는 분당 100회, 체온은 36.8oC, 호흡수는 분당 

35회 정도 으나 간헐 으로 분당 60회 이상의 빈호흡을 

보 다. 심 도상 동성 부정맥이 있었고, 흉부 X선상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액 검사와  소변검사 소견은 정상

이었다.

  수술 당일 병실에서 정맥주사로의 확보가 이루어 졌으며 

마취  투약으로 수술실 도착 30분 에 glycopyrrolate 

0.05 mg이 근주되었다. 수술실 입실 후 압 108/65 mmHg, 

심박수는 분당 132회, 산소포화도는 99%, 호흡수는 평균 분

당 30회 정도 으나 간헐 으로 60회 이상을 보이고 있었

다. Propofol 30 mg을 서서히 정주하며 sevoflurane 4 vol%와 

100% 산소로 원할한 마스크 환기를 확인 한 후 rocuronium 

10 mg을 정주하 다. 근이완이 충분히 이루어 진 뒤 직  

후두경으로 기 내 삽 을 시도하 으나 실패하 다. 이때

의 후두경 시야는 성  부 를 후상방으로 러 성문의 노

출을 최 한 도모하 음에도 불구하고 후두개의 끝부분만 

보이는 Cormack Lehane 분류상 등  III이었다. 이후 두 번 

더 삽 을 시도하 으나 실패하 다.

  자들은 비록 어려운 기 내 삽 이 으나 근이완 상태

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Lee와 Han의[12] 방법처럼 근이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  

후두경 보조하 굴곡성 기 지경(Olympus LF-GPⓇ, Olympus, 

Japan)을 이용한 기 내 삽 을 시도하기로 하 다. 마스크

를 통해 sevoflurane 2.5 vol%와 산소를 함께 투여하면서 

propofol 10 mg, rocuronium 2 mg을 추가로 정주한 뒤, 한 

명의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머리맡 좌측에서 후두경을 조

작하여 성문을 최 한 노출시키려 노력하 고,  다른 마

취과 의사는 환자의 머리맡 우측에서 굴곡성 기 지경을 

조작하여 내경 4.5 mm 크기의 기 내 튜 를 경구 기 내 

삽 에 성공하 다.

  수술  아산화질소 1.5 L/min, 산소 1.5 L/min, sevo-

flurane 2∼3 vol%로 마취 유지하면서, 일회 호흡량 100 ml, 

분당호흡수 20−25회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35−40 mmHg을 

유지하 다. 수술시작 후 2시간 30분 동안 환아의 활력 징

후는 안정 이었으며, 수술  특이사항은 없었고 수술 종

료 후 sevoflurane과 아산화질소의 투여를 지하고 산소를 

공 하는 상태로 glycopyrrolate 0.1 mg, pyridostigmine 2.5 

mg을 정주하 다. 환아의 의식과 호흡이 완 히 회복되었

다고 단한 시 에서 기 내 튜 를 발 하 는데 기도폐

쇄, 호흡부  등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으나 간헐 인 과호

흡을 보 다. 환아의 면 한 찰을 하여 환자실로 이

송하 고, 찰 기간 동안 분당호흡수가 간헐 으로 60회 

이상을 보 으나 심각한 무호흡은 찰되지 않았고 산소포

화도는 98−100%로 유지되었다. 그 외, 별다른 문제가 없어 

수술 후 1일째에 일반 병실로 이동하 으며 수술 후 16일

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Joubert 증후군은 1969년 Joubert 등에 의해, 근친결혼을 

했던 부모에서 태어난 4명의 아이에서 신생아 시기의 산발

인 빈호흡과 무호흡의 호흡이상, 안구운동 이상, 운동 실

조, 발달 지연의 임상증상과 함께 부검을 통해 소뇌 충부의 

무형성 는 형성을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기술되었다[1]. 

유 양상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생각되나 명확히 밝 지진 

않았고, 가족력이 없는 산발 인 증례도 보고되고 있다. 

Joubert 증후군의 발생 가능한 유 자로서 소뇌 발달에 여

하는 것으로 알려진 WNT1 유 자는 실제 환자에서 돌연변

이가 찰되지 않았으며[13], 가족력이 있는 가계에서 다양

한 유 자와의 련성을 밝혔다[14,15]. 이러한 사실은 유

인 이질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모든 환자에서 근긴장도의 하가 찰되며, 신생아기와 

아기에 두드러진다. 이는 소뇌의 기능부 에 의해 생기는

데 소뇌 충부의 이형성과 함께 심재성 핵인 꼭지핵(fastigial 

nucleus)과 삽입핵(interposed nucleus)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따라서, Joubert 증후군 환아의 마취 리

에서는 각성지연과 호흡근 약화에 따른 수술후 호흡기계 

합병증에 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10,11].

  이외에 동반되는 기형으로는 선천성 망막 이형성, 맥락망

막 결손, 사시, 선천성 낭종성 신질환, 선천성 간 섬유증, 

후두부 수막뇌류, 다지증, 의 종양, 구개열, 선천성 심장 

질환 등이 있다[4,5]. 본 증례의 환아에서는 사시, 의 하

마종, 구개열 외에도 수신증과 방 요  역류, 식도기 루, 

지속성 좌상 정맥, 성 마비 등의 선천 기형이 찰 되었

다. Joubert 증후군의 진단은 임상 증상과 뇌 자기공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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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여 소뇌 충부의 무형성 는 형성을 확인함으

로서 가능하다[4,5,16]. 소뇌 충부의 무형성은 산  질식 

음 를 통해 재태 연령 21주 이후에 발견이 가능하기도 하

지만, 질식 음 에서 소뇌 충부의 이상만으로는 Joubert 

증후군을 진단하기는 힘들다고 한다[17].

  Joubert 증후군은 높고 둥근 입천장, 크고 앞으로 나온 , 

후두 연화증, 후두개의 변이, 소하악증 등이 동반될 수 있

기 때문에 기 내 삽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1,4,5,18]. 그

래서 자들은 sevoflurane과 소량의 propofol을 투여하면서 

마스크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짐을 확인한 후 근이완제를 

정주하 고, 어려운 기 내 삽 이여서 굴곡성 기 지경을 

이용하여 기 내 삽 에 성공하 다.

  Joubert 증후군이 처음 보고된지 38년이 지났지만, 아기

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Joubert 증후군 환자의 마취 리에 

한 보고는 매우 드물어 재까지 5 에 불과하며, 마취에 

따른 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atthewes는

[7] 서혜부 탈장 수술시에 thiopentone, nitrous oxide, iso-

flurane으로 신 마취 후 수술 시작 에 장골서혜, 장골하

복 신경차단을 시행하 고, 수술 후에 빈번한 무호흡을 보

고하 다. Habre 등[8]도 신마취 후 비정상 인 호흡양상

을 보 으며 이는 아편양제제가 연 성이 있음을 시사하

다. Vodopich와 Gordon은[9] 7개월 환아의 서혜부 탈장 수술

을 척추 마취하에 propofol 진정으로 자발호흡을 유지시키면

서 수술하 다. 이들은 한 아편양제제 사용을 피하고 무호

흡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하여 caffeine 투여를 추천하 다. 

Maria 등[10]은 19세 환자의 만성신부 으로 Permacath 삽입

을 한 신마취시 propofol 1.7 mg/kg, fentanyl 1 μg/kg, at-

racurium 0.5 mg/kg 투여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고  iso-

flurane 1 vol%, nitrous oxide에 50% 산소로 마취를 유지하

으며, 수술 후에 무호흡과 빈호흡이 악화되었음을 보고하기

도 하 다. Christina와 Steven은[11] 신마취에 의해 비정상

인 호흡양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편양제제와 근

이완제의 사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 다.

  특징 인 호흡이상은 소뇌 유합 부 의 결과 뇌간에 있

는 호흡 추에 향을 미쳐 발생한다고 추정된다[19]. 호흡

이상은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지는 않고, 신생아기에 특징

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면서 호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빈호흡의 경우 개가 헐떡거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자

극을 받거나 깨어 있을때 더욱 흔하며,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 심한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임상 인 징후는 보이지 않

는다. 무호흡은 길게는 90  이상도 지속될 수 있으나 청색

증이나 서맥이 개 동반되지 않는다[5]. 그러나 아편양제제

나  마취제 등을 사용하 을 때는 무호흡이 심하게 연장되

고 악화될 수도 있다[7,8].

  희귀한 유  질환으로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Joubert 증후군은 증상과 련하여 철 한 마취  평가  

마취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비정상 인 기도, 근긴

장도의 하와 독특한 호흡양상은 마취 유도시 기도 확보

에 주의를 요하며 술 후 각성의 지연과 호흡근 약화에 따

른 호흡기계 합병증에 한 고려  비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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