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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베타차단제를 복용해 온 환자에서 
Phenylephrine 투여 후 발생한 급성폐부종

—증례보고—
주 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  형  태ㆍ장  인  수ㆍ안  선  경

Acute pulmonary edema due to phenylephrine injection 
in patient receiving long-term β-blocker therapy

− A case report−
Hyung Tae Kim, In Su Jang, and Seon Kyeong A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Korea

  During administration of anesthesia, intraoperative blood pressure control is very important. Sometimes a hypertensive or anti-

hypertensive agent is used in order to maintain blood pressure at an adequate level; α-agonist and β-blocker are drugs frequently 

used. Alpha-agonists are u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ir application together with local anesthetics during an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vasoconstriction, to control systemic absorption of local anesthetics, to extend the duration of action, or to reduce bleeding 

from the surgical site. In addition, α-agonists are used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eta-blockers are used widely as a therapeutic 

agent for hypertension, angina, and arrhythmia, and to lower portal pressure in liver cirrhosis. Here, we are reporting the case of 

acute pulmonary edema that occurred after the administration of phenylephrine, in order to maintain blood pressure in a 52-year-old 

female patient with liver cirrhosis. The patient was underwent emergent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intracranial hemorrhage without 

acknowledging her long-term use of a β-blocker medic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242∼5)

Key Words:  Beta-blocker, Phenylephrine, Pulmonary edema.

  마취 리에 있어서 수술  압 리는 매우 요하다. 

때로는 한 압을 유지할 목 으로 승압제 혹은 압

강하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알 작용제와 베타차단제는 

마취과 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들이다. 알 작용제는 수

술 에 국소마취제와 혼합 사용함으로써  수축을 유

발하여 국소마취제의 신  흡수를 감소시키고 작용 시간

을 연장시키며 수술 부 의 출 을 감소시킬 목 으로 사

용되는 것에서부터 응  심폐소생술 시까지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베타차단제는 고 압이나 심증, 부정맥의 치

료제로 리 사용되고 있고 간경변시 문맥압을 낮출 목

으로도 사용된다.

  자들은 오랜 기간 베타차단제를 복용해 온 사실을 알

지 못하고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 로 응  종제거술을 

시행 받은 간경변의 52세의 여자 환자의 마취 리에 있어

서 마취  압유지를 목 으로 phenylephrine을 투여한 후 

발생한 성폐부종을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2세의 신장 150 cm, 체  43 kg인 여자 환자가 간질 발

작을 일으킨 후 쓰러져 응 실로 내원하 다. 응 실에서 

시행한 뇌 산화단층촬 상 두부 손상에 의한 두개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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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chest AP shows normal finding. Fig. 2. Chest AP taken postoperatively shows pulmonary edema of 

the right perihilar region and entire left lung field.

로 진단받고 종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환자의 

과거 병력 상 간경화로 치료받고 있었으며 응  수술로 진

행되어 투약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액검사상 AST 196 

U/L, ALT 49 U/L, ALP 299 IU/L, albumin 3.6 g/dl, total bi-

lirubin 4.2 mg/dl, direct bilirubin 2.6 mg/dl, prothrombin time 

36.5% (20.0 ),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33.2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74, hemoglobin 11.9 g/dl, hem-

atocrit 34.6%, platelet count 55,000/mm3이었으며 심 도  

흉부 X-선 검사소견은 정상이었다(Fig. 1). 마취 투약은 하

지 않았으며 수술실 입실 직후 압은 129/82 mmHg, 심박

수는 86 beats/min이었으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6%이었다.

  빠른연속마취유도로서 remifentanil을 0.1 μg/kg/min으로 

지속정주하면서 thiopental sodium 125 mg을 정주한 후 O2 5 

L/min으로 용수보조환기하 으며 동시에 succinylcholine 50 

mg을 정주하 다. 60  후 기 내삽 을 시행하고 vecuro-

nium 4 mg을 정주하 으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기계호흡을 용하 고, O2-N2O-sevoflurane

과 remifentanil 지속정주로 마취유지를 하 다. 지속 인 동

맥압 측정을 하여 좌측 요골 동맥에 도 을 설치하고 

심정맥압 측정을 하여 우측 쇄골하정맥에 도 을 설치한 

후 측정된 압은 118/72 mmHg, 심정맥압은 8 mmHg이

었다. 

  수술 시작 5분 후 압이 80/45 mmHg으로 하강하여 dop-

amine을 5 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한 후 압은 115/65 

mmHg, 심박수는 85 beats/min으로 상승하 다. 이후 dop-

amine을 5−10 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해도 압이 70−
80/35−45 mmHg으로 잘 유지되지 않아 phenylephrine을 지

속 정주하기로 하고 일단 30 μg을 수술 시작 35분 후 정

주하 다. 정주 2분 후 압은 115/65 mmHg, 심박수는 83 

beats/min으로 상승하 으나, 5분 후 압이 203/127 mmHg, 

심박수가 101 beats/min로 상승하여 esmolol 10 mg을 정주하

다. 곧이어 최고흡기압이 18 cmH2O에서 30 cmH2O로 상

승하 고, 맥박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 으며, 청

진상 양측 폐에서 거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튜 를 통해 

분홍색을 띤 거품양상의 기도분비물이 배출되어 성폐부

종으로 생각되어 100% O2를 투여하며, furosemide 10 mg을 

정주하 다. 시행한 동맥  가스 검사상 pH 7.278, PaCO2 

45.3 mmHg, PaO2 291.0 mmHg, HCO3
−20.7 mmol/L, SaO2 

99.6%로 측정되었다. 이후 압은 125/75 mmHg, 심박수는 

85 beats/min으로 안정되었다.

  수술 종료 후 기 내 을 통해 량의 기도분비물이 계

속해서 배출되었다. 100% O2를 투여하면서 맥박산소포화도

는 96%로 유지되었고, 성폐부종이 의심되어 발 하지 않

고 환자실로 이송하 다. 마취유도 시부터 환자실 이송

까지 3시간 30분 동안 투여된 수액량은 정질액 2,500 ml, 

교질액 1,000 ml, 농축 구 4 units, 신선동결 장 15 units, 

농축 소  10 units 으며, 상출 량은 1,800 ml, 소변량

은 2,100 ml이었다.

  이송 직후 환자실에서 시행한 흉부 X-ray상 좌측 폐

야에 폐부종 소견을 보 고(Fig. 2) 이에 기계  환기요법 

시행  dopamine 지속정주, furosemide를 투약하 다. 폐부

종 소견은 7일간 지속되다가 호 되었다(Fig. 3). 수술 이후, 

환자가 기존에 propranolol HCl 10 mg을 1일 2회 복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수술 후 기계  환기요법을 10일 간 

시행하고, 수술 12일 후 기 내 을 발 하 으며 수술 28

일 후 퇴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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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st AP taken 7 days after shows near normal finding.

고      찰

  베타차단제란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된 노르에피네

린이나 에피네 린이 작용하는 베타수용체를 차단하는 약

물로 고 압이나 심증, 부정맥의 치료제로 리 사용되어 

왔으며 심부 의 치료  심근 경색 이후 심근의 변형을 

막는 약제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마취과 

역에서도 수술실에서 와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

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흔히 하게 된다. 

  간경변 환자에서, 특히 문맥압항진증과 그 결과들인 식

도 정맥류와 비종 의 환자에 있어서 치료는 보편 으로 

문맥압항진증에 의한 합병증 치료와 문정맥계 압력을 낮추

는데 방향을 맞추게 되는데, propranolol이나 nadolol이 내장

동맥과 문정맥계에 한 확장 효과와 심박출량 감소와 

병행해서 문맥압을 낮춘다. 그러한 치료는 첫 출 을 방

하고, 첫 출  후 재출 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

다[1]. 본 증례에서도 간경변과 식도 정맥류의 치료  출

방지 목 으로 환자는 propranolol을 복용하고 있었다.

  Phenylephrine은 직 인 α1 수용체 작용 효과가 우세한 

비카테콜아민이다. Phenylephrine의 기 효과는 말 수

축으로, 신 항과 동맥압을 상승시킨다. 두부외상 환

자의 마취 리 시에 뇌 류압의 유지  압 교정을 

하여 dopamine과 함께 흔히 사용된다[2]. 본 증례에서도 

dopamine을 사용했음에도 한 압을 유지하기 힘들어 

phenylephrine을 사용하 으나 phenylephrine을 사용한 직후 

고 압과 함께 형 인 폐부종의 증상이 나타났다. Phenyle-

phrine 사용과 련된 고 압  폐부종의 보고가 있었기에 

phenylephrine에 의한 말 항의 증가 때문에 액의 

이동이 수축된 말 으로부터 비교  수축제에 덜 

민감한 폐 으로 일어나서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했다[3]. 한 phenylephrine 투여 후 작스런 고 압을 조

할 목 으로 esmolol을 투여하 기에 알 작용제와 베타

차단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폐부종일 수도 있다고 생각

했다.

  알 작용제와 베타차단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폐부종 

혹은 심정지는 일반 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알 작용제에 의해 래된 고 압이나 빈맥, 부정맥

을 조 하기 해 베타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하

나는 이 에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서 알 작

용제를 사용했을 경우이다. 증가된 신 항은 심박출

에 한 항을 증가시키고 확장기말 용 과 압력을 증가

시켜서 심박출량을 유지하는데 보상기 으로 심박수와 심

근수축력이 증가하는데 비록 소량이긴 하나 베타차단제인 

esmolol의 투여로 이러한 보상기 의 손상이 래되었을 지

도 모른다[4].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장기간 propranolol을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임이 밝 졌고 폐부종과 esmolol 정주 

간의 시간  선후 계가 명확치 않아 후자의 경우로 생각

된다. 그 다면 작스런 고 압과 비교  정상 범 의 심

박수는 phenylephrine의 알  자극 효과로 말 수축은 

심하게 나타나면서 베타 수용체 차단의 효과로 심근 수축

의 증가나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차단되어 나타난 

상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Groudine 등은[3] phenylephrine 사용과 연 되어 고 압이 

발생한 9명의 환자 에 8명이 폐부종이 발생하 으며 6명

에서 베타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다.  Baldwin와 

Morley는[5] 안구내에 사용한 phenylephrine에 의해 폐부종이 

발생했다고 보고하 다. 국내에서도 Lim 등이[6] 신마취 

유도  비강내 분무한 phenylephrine의 신 반응에 의해 

발생한 성폐부종을 보고하 다.

  폐부종은 폐모세 압이 증가되어 발생되는 심인성 폐

부종과 폐모세 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비심인

성 폐부종이 있는데 폐포 모세  내의 수액이 출되어 

폐포 간질과 폐포로 이동하여 폐포 내 가스교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부종의 원인으로는 Starling 법칙에 따

른 폐간질의 수액평형 이상을 유발하는 수액과다, 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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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증, 상기도 폐쇄 등과 폐 모세 의 손상, 임  

배액의 장애, 두부 손상 시 격한 카테콜아민의 증가, 높은 

고도에서 산소증에 의한 폐동맥압 상승 등에 의한다[7]. 

수술  발생하는 폐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액과다로 

알려져 있는데 본 증례에서는 CVP 8 mmHg 정도로 유지하

기 때문에 수액과다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완 히 배

제할 수는 없겠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두부 손상으로 발생한 격한 카테콜아민의 증가로 발생한 

신경성 폐부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일반 으로 신경

성 폐부종은 두부 손상 후 성기에 발생하고 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증례는 폐부종의 회복이 빨

랐고 무엇보다 phenylephrine을 투여한 직 후 발생했다는 

을 미루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후부하가 

증가하면 좌심실 확장기압의 증가가 동반되어 심박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나, phenylephrine의 사용으로 후부하가 증가

된 상태에서 sevoflurane의 농도 의존 인 좌심실 기능의 억

제로 인하여 이에 해 충분히 심기능을 보상하지 못하여 

심박출량이 하되고 폐모세 압의 상승을 래하여 폐

부종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Iwasaki 등의[8] 보

고와 같이 부분 고농도의 sevoflurane 마취 하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증례에서는 sevoflurane에 

의한 폐부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증례는 오랜 기간 비선택  베타차단제인 

propranolol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서 알 작용제인 phenyl-

ephrine 투여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베타차단제는 그 유용성 때문에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간경변 환자에서도 장기간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취  환자에 한 평가를 

철 히 해서 베타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알 작용제

의 사용에 신 을 기해야 하겠다. Phenylephrine은 유용한 

약물이긴 하나 신 히 투여해야 하며, 투여 후 환자를 세심

히 찰해야 하고, 혹시 고 압이 발생했을 경우 베타차단

제를 투여 시 폐부종 혹은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phentolamine 같은 알 차단제나 nitroprusside 등의 직  

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사용하여 즉시 조 해야 하겠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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