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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출생 직후 신생아 청색증은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나 심장질환 혹은 혈역학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초

래될 수 있으나 선천성질환과 호흡기계통의 질환으

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청색증의 원인을 감별

하는 것은 환아의 치료방향과 예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후 1년 이내에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는 단락(shunt)을 형성하는 

질환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는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과같은 흔한 원인이외에도 

드물게는 선천성 횡격막탈장증(congenital diaphrag-

matic hernia, CHD), 우측 폐기형(right lung malforma-

tion), 비정상적인 폐혈관 등이 복합되어 발병될 수 

있는데 Cairns 등은
1)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아를 hy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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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is a life threatening condition.  It causes pulmonary hypertension 

with right to left shunting that contributes to severe hypoxemia in neonates.  A particulary poor prognosis 

is predicted if a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is associated with cardiac deformities and pulmonary 

hypoplasia.  We experienced a case of a 3,500 gm female infant with a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and a single ventricle with left pulmonary atresia.  Of prime concern was the maintenance of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and this was achieved by altering ventilation, inspired oxygen concentration and blood 

pH.  Also postoperative management of pulmonary hypertension is as important as surgical correction 

of the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We performed general anesthesia with O2-fentanyl-isoflurane 

for correction of diaphragmatic hernia.  The fentanyl infusion continued after the operation for blunting 

of stress responses in the pulmonary circulation.  The patient was given a Blalock-Taussig shunt at 

postoperative day 12.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3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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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c lung syndrome으로 분류하 고 이들 환아의 25%

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이 동반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선천성 횡격막탈장증은 드문 질환이지만 이들 환

아의 약 58%정도에서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므

로
2)
 이러한 경우의 마취관리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자들은 단심실(single ventricle)과 좌측 폐동맥 협

착증(left pulmonary artery atresia)을 동반한 생후 6개

월 된 아에서의 선천성 횡격막탈장복원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성공적으로 실시하 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임신 36주 4일째에 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생후 6개

월 된 환아로써 출생 시 몸무게는 2,200 gm이었으

며, Apgar 점수는 1분이 7점, 5분이 8점이었고 청색증 

소견을 보여 비캐뉼라(nasal cannula)를 통하여 분당 

5 L의 산소를 공급하 으나, 산소포화도가 89-90%

로 계속 낮았으며, 청진상 Grade 2의 수축기 심잡음

이 들려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심잡음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 

및 심장카테터삽입법(cardiac catheterization) 상 단심

실과 동맥관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us, PDA), 좌

측 폐동맥협착(left pulmonary atresia)이 발견되었으

며,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Bochdalek hernia가 의심되

었다. 또한 흉부 X-선 사진에서 우측 심막에 탈장된 

장기로 의심되는 연부조직 도(soft tissue density)가 

관찰되었다(Fig. 1). 입원 19일째 단심실과 좌측 폐동

맥협착으로 흉부외과에서 Blalock-Taussig shunt를 실

시하려 하 으나 보호자의 수술거부로 자진 퇴원한 

후 생후 6개월 째 추적검사를 위해 재입원하 으며 

입원 7일째에 빈호흡과 수유 시 심해지는 청색증이 

지속되어 횡격막 탈장복원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 다.

  술 전 혈액검사 상 혈색소는 17.3 gm%, 적혈구용

적은 52% 고 분당 4 L의 산소를 마스크를 통하여 

공급하 을 때 산소포화도는 70% 으며 동맥혈 가

스소견은 pH 7.26, PaO2 42 mmHg, PaCO2 53 mmHg, 

base excess - 3.7 mEq/L로 측정되었다. 수술실 도

착시 환아의 체중은 3.5 kg이 으며 활력징후는 수

축기 혈압이 80 mmHg, 맥박수는 분당 130회 고 호

흡수는 분당 40회 정도 으며 폐혈관저항의 조절을 

위하여 prostaglandin E1이 0.005μg/kg/min로 지속적

으로 투여되고 있었다. 회복실에서 midazolam 0.3 mg 

(0.1 mg/kg)을 정주하고 수술방으로 이동한 후, 감시

장치로 심전도, 전흉부청진기(precordial stethoscope), 

좌측 대퇴동맥에 동맥관,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

관, 좌측 손바닥에 맥박산소측정기를 거치하 으며 

뇨도관(foley catheter)을 거치하여 시간당 소변량을 측

정하 다. Pentothal sodium 6 mg (2 mg/kg)과 fen-

tanyl 6μg (2μg/kg), vecuronium 0.3 mg을 정주한 후 

신속히 경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장관 감압을 실시하

다. 자발호흡소실과 충분한 근이완을 확인한 후 

기낭이 없는 내경 3.0 mm 기관내튜브를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 다.

  마취 유지는 fentanyl 18μg/kg/hr과 100% 산소로 하

다. 수술 전에 측정된 중심정맥압은 7 cmH2O 으

며, 수액보충은 수분유지량으로 1：3 식염수-포도당

액(4 ml/kg/hr)과 하트만씨액을 투여하 다. 용적 조

절식 기계환기로 호흡수는 분당 28회, 최대흡기압력

(peak inspiratory pressure, PIP)은 20 cmH2O 이하로 

유지하 으며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20분 후 측

정한 동맥혈 가스소견은 pH 7.31, PaO2 53 mmHg, 

PaCO2 42 mmHg, base excess - 9.8 mEq/L로 측정

Fig. 1. Herniated stomach portion in right pericardiac area 

is seen and biventricular enlargement pattern of cardio-

megaly is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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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을 80-100 mmHg 정

도로 유지하 다. 

  수술은 우측 늑골하로 접근하 으며, 복부장기 소

견은 내장역위증이 있었고 비장이 없었으며, 위장이 

식도를 따라 우측 흉곽내로 올라가 있었다. 탈장된 

장기를 복원시킨 후 횡격막결손을 처치하 으며 수

술이 끝나감에 따라 PIP가 23 mmHg까지 증가하

고 100% 산소공급 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pH 

7.25, PaO2 32 mmHg, PaCO2 43 mmHg, base excess 

- 9.7 mEq/L로 측정되어 호흡수를 분당 36회로 조

절하 다. 중심정맥압은 4 cmH2O까지 감소되고, 수

축기 혈압이 50 mmHg로 감소되며 뇨량이 3 ml/hr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2 ml/hr 이하로 감소되어 하트

만씨액을 6 ml/kg/hr로 증가시켜 정주하 으며, dopa-

mine 5μg/kg/min을 정주하 다.

  탈장 복원 후 양쪽 흉부청진상 정상적인 호흡음이 

들렸고 흉부 X-선 사진상 기흉은 없었으며, 종격동

이 정상위치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Fig. 2).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pH 7.25, PaO2 33 

mmHg, PaCO2 36 mmHg, base excess - 12.3 mEq/L

로 측정되어 중탄산나트륨 5 mEq를 정주한 후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내 삽관된 상태로 중환자

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후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실시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pH 7.45, 

PaO2 34 mmHg, PaCO2 35 mmHg, base excess - 2.1 

mEq/L이었다.

  환아는 중환자실에서 술후 9일째까지 PaCO2의 조

절과 pH의 조절을 위해 용적 조절식 기계환기와 중

탄산나트륨의 투여가 필요하 으며 또한 혈압의 유지

를 위해 dopamine의 지속적인 정주가 필요하 다. 술 

후 10일째 환아는 충분한 자발호흡과 안정된 혈압의 

유지를 보여 기관내 튜브를 발관한 후 병실로 옮겨졌

고 술 후 12일째 단심실과 좌측 폐동맥협착으로 인해 

좌측 Blalock-Taussig shunt 수술을 시행하 다.

고      찰

  출생 후 신생아에서 호흡부전과 청색증, 주상복

(scaphoid abdomen), 만곡형 흉부(bulging chest), 환측 

흉곽에서 장음청취가 되는 경우에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으며, 방사선비투과성색소(radio-

paque dye)를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통해 주입한 

후 흉부에 나타나는 위나 기타 장기의 음 을 봄으

로써 선천성 횡격막탈장의 확진이 가능하다. 평균적

으로 5,000명의 출생 중 1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되

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 발생률이 높으며 좌측 

횡격막이 우측 횡격막 보다 5배정도 발생률이 높

다.
3) 
본 증례에서는 선천성 횡격막탈장 중 약 15-

20%를 차지하는 방식도탈장(paraesopageal hernia)이

었다.

  선천성 횡격막탈장은 폐발육에 향을 미치며, 폐

형성저하증(pulmonary hypoplasia)의 정도는 탈장이 

일어난 시기와 흉곽내로 탈출된 위장관의 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폐형성저하증에 동반되어 폐동맥 고혈

압이 생기며,
4) 
이로 인해 심장 내에서나 동맥관을 통

한 우-좌 단락이 생겨 저산소증이 초래된다. Harring-

ton 등은
5) 
선천성 횡격막탈장환아에서 탈장 복원 후 

100% O2를 투여하 을 때의 폐포-동맥혈액간 산소분

압차(A-aDO2)를 계산하여 폐형성저하증의 정도와 예

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값이 500 mmHg 이상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된다고 보고하 다.

  과거에는 선천성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심한 저산

소혈증이 있는 경우, 응급으로 탈장 복원술을 실시

하 으나 Charlton 등은
6) 
수술 전에 폐혈관확장제의 

투여나 심한 경우 체외막산소화(extracorporeal mem-

brane oxygenation, ECMO)를 통해 폐동맥 고혈압을 

조절하여 가스교환을 개선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

Fig. 2. No suspicious herniated organ in right pericardiac 

area is seen. Also pneumothorax is not observed and 

mediastinum returned to norm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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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예후가 좋다고 보고하 다.

  선천성 횡격막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계기형

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단심실과 동맥관개존증이 동

반된 경우에서 폐혈관저항의 증가시 폐혈류량의 감

소와 우-좌 단락의 증가로 저산소증이 발생되어 심

근수축력과 심박출량이 감소되며, 반면 폐혈관저항

이 감소되면 우-좌 단락의 감소와 폐혈류량 증가로 

저산소혈증이 개선되지만, 전신혈류량의 감소로 저

혈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관상동맥 혈류량이 감소

되어 심혈관계 허탈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

취관리에 있어서 전신혈관저항과 폐혈관저항의 적절

한 조절이 중요하다.

  선천성 횡격막탈장이 좌측 폐동맥협착과 동반된 

경우에는 적절한 폐혈관저항의 조절이 특히 중요하며 

일회호흡량의 증가가 폐혈관저항의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횡격막탈장의 경우에는 PIP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일회호흡량을 높이지 않고 중등도의 과호흡으로 

PaCO2를 30 mmHg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천성 횡격막탈장환아에서 기관내 삽관전 마스크

를 통한 양압환기 시 환측 흉곽내로 탈출된 위장관

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하여 환측 폐의 가스교환과 

폐혈류량이 감소되어 우-좌 단락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내 삽관전 비위관을 통해 위장관 감압

을 실시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통한 폐환기 시 지나

친 양압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탈장된 장기의 복원 

후 환측 폐의 환기를 위하여 PIP를 증가시키는 경우

에는 정상적인 반대편 폐의 압력상해로 인해 긴장성 

기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정맥마취제인 pentothal sodium은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켜 심박출량과 전신혈관저항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마취유도 시 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회복실에서 midazolam의 정주와 마취

유도 시 fentanyl을 병용함으로써 pentothal sodium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다. 

  흡입마취제로 isoflurane이나 desflurane과 같은 용

해도가 낮은 흡입마취제는 마취유도가 빠르다는 장

점이 있으나, 고농도의 흡입마취제가 투여되는 경우

에는 전신혈관저항의 감소로 인한 저혈압과 우-좌 

단락으로 인해 저산소혈증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증

례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흡입마취제로 인한 이러한 

합병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fentanyl 18μg/kg/hr를 

지속 정주하 으며 isoflurane 투여량은 최소화하 다.

  폐혈관저항을 조절하기 위하여 Drummond 등은7)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을 조절하여 pH를 7.6으로 증

가시킴으로써 폐혈관저항의 증가를 줄일 수가 있다

고 보고하 고, Lyrene 등은8) 동맥혈 이산화탄소분

압이 40 mmHg인 상태에서도 중탄산나트륨을 투여

하여 pH를 7.5에서 7.6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폐혈관

저항의 조절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 또한 Hammon 등은
9)
 3 mmHg나 5 mmHg 정도의 

호기말양압 역시 폐모세혈관의 협착을 방지하여 폐

혈관저항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의 경

우에는 기계적 환기조절로 PaCO2를 조절함으로써 

pH를 7.5 이상으로 유지하려 하 으나 pH가 7.4 이

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조직의 저산소

증으로 인한 산증으로 생각되었으나 pH가 7.2 이상

에서의 중탄산나트륨투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

여 경과를 관찰하 다.

  폐혈관저항의 조절을 위하여 많은 혈관확장약물이 

연구되었는데, 이들 중 prostaglandin E1과 I2가 대표

적인 약물이다. Bush 등은10)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

진 환아에서 폐동맥 고혈압의 조절을 위하여 prosta-

glandin I2 20 ng/kg/min를 100% O2와 함께 사용했을 

때 용량에 비례하여 폐혈관저항이 감소됨을 보고하

다. 그러나 prostaglandin I2는 폐 발육부전에 의한 

폐혈관저항의 증가에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11)
 prosta-

glandin I2의 사용시 전신적 저혈압과 폐혈관의 투과

성이 증가되어 폐부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하다.
10) 
그외 폐혈관저항을 조

절하기 위한 다른 폐혈관확장약물로써 nitric oxide 

(NO)가 있다. NO는 혈관내피세포층에서 추출된 혈

관확장제로서 가스상태에서 투여할 수 있으나 hemo-

globin에 노출되는 즉시 비활성화되므로 전신적 순환

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는다.
12)
 Kinsella 등은

13)
 

NO는 환기가 유지되는 폐포의 폐혈관저항을 선택적

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우-좌 단락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증을 개선시킨다고 보고하 다. 본 증

례에서는 폐혈관저항의 조절을 위하여 생후 3일째 

부터 prostaglandin E1 0.005μg/kg/min을 정주하 으

며, 산소포화도가 80-85%로 유지되어 생후 6일째 

투여를 중지하 으나 중지 후 산소포화도의 변화가 

심하 기 때문에 산소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

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정주하 다. 그리고 생후 6개

월 후 재입원한 후에도 산소포화도의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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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정주하 다.

  선천성 횡격막탈장과 단심실이 동반된 환아에서 

폐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심실수축력감소로 심박출

량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승압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나 승압제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폐혈관저항에 

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승압제 중 

amrinone과 isoproterenol은 후부하를 감소시키고 심실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는 약물이지만 아

와 소아에서 isoproterenol이 폐혈관저항에 미치는 

향에 대한 임상연구는 부족하며 부적절한 용량조절

시 빈맥이 유발되어 심근산소소모량이 증가되고 이

로 인하여 관상동맥 혈류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심근

허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 외의 승압제로는 dopamine이 있는데 동물실험에

서 dopamine이 폐혈관 수축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

으나14) 아에서 dopamine이 폐혈관에 미치는 향

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증례에

서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dopamine 5μg/kg/min을 

지속정주하여 혈압 및 요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술 후 폐순환이 정상이고 전신적인 산소공급이 

호전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honeymoon 

period”15) 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기관내 흡

인이나 통증과 같은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요

인들이 가해진다면 폐혈관저항에 향을 주어 동맥

관을 통한 우-좌 단락을 증가시켜 술 후 경과에 좋

지 않은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술 후 통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단심실과 폐동맥협착증을 동반한 선천성 

횡격막탈장환아의 마취관리 시 우-좌 단락을 방지하

기 위해 fentanyl과 가능한 한 저농도의 isoflurane으

로 마취유지를 하 고, PaCO2를 조절함으로써 폐혈

관저항의 증가를 피하고자 하 다. 동맥혈 산소분압

은 수술 전 수준과 비슷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탈장 복원 후에도 동맥혈 산소분압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는데 이러한 저산소증의 원인으로써 환측 폐의 

발육부전에 의한 환기/관류 불균형과 좌측 폐의 폐동

맥협착, 단심실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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