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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 환자의 관상동맥우회술 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 경험
-증례 보고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이해광․유병훈․우승훈․염재광*

Abstract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in End-stage
Renal Disease fo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Surgery
-A case reportHae Kwang Lee, M.D., Byung Hoon Yoo, M.D., Seoung Hoon Woo, M.D., and Jae Kwang Yum,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Clinic, *Orthopedic Surgery, Sanggy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Chronic kidney disease or end-stage renal disease has high prevalence in morbidity and mortality.
Cardiovascular disease accounts for over 50% of death in patients with end-stage renal disease. A
58-year-old patient who was receiving hemodialysis because of end-stage renal disease developed
unstable angina pectoris with three vessel disease. We performed successful anesthesia fo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surgery, using remifenanil and propofol and achieved a stabilized
hemodynam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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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 신질환이나 말기 신부전은 중

3,4)

많은 임상의들은 심장 수술시

요한 보건학적 문제이다. 이는 이런 환자에서 동반

유해한 자극에 대한 혈역학적 변동들을 막고 흡입

되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기

마취제로부터의 심근 억제를 피하기 위해 아편유사제

때문이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사망 원인의 44-

를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편유사제는 많은 양이

50% 정도가 심장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

요구되고 이에 따라 수술 후 오랜 시간 기계 호흡을

경색이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일반 환자

필요로 하는 호흡 억제가 나타난다. Remifentanil은 혈

1,2)

보다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10-30배 높다.

요즘

액과 조직의 비특이성 esterase에 의해 빠른 ester hy-

은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증가된 위험성을

drolysis로 분해되는 강력한 mu(μ)-수용체 아편유사

감소시키기 위해 관상동맥우회술 같은 외과적 술기

제이다. 따라서 심장 수술 후 연장된 기도 삽관이나
기계 호흡과 관련된 이환율의 감소와 중환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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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빠른 퇴원을 가능케 한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remifentanil과 propofol을 사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 마
취 시 안정적인 혈역학적 변동과 만족스런 마취를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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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propofol TCI 목표 농도

증

1.5-2.0μg/ml, remifentanil TCI 목표 농도 6-12 ng/

례

ml로 사용하였고, 수술 중 활력 징후는 수축기 혈압
환자는 신장 150 cm에 체중 52 kg인 58세 여자로

100-150 mmHg, 이완기 혈압 50-70 mmHg, 심박수

20년 전 고혈압을 진단 받고 불규칙하게 nifedipine

65-80회/분 정도였고 근 이완은 atracurium으로 지

Ⓡ

(adalat )을 복용해 오다가 8년 전에 말기 신부전

속하였다.

(end-stage renal disease)을 진단받고 왼쪽 요골 동정

마취 유도 3시간 후 심폐관류순환(cardiopulmonary

맥루로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 오고 있었

bypass circuits)을 시작하여 5시간 30분 동안 지속되

다. 환자는 내원 4개월 전부터 혈액 투석 시나 운동

었고 이때 propofol 1.5μg/ml, remifentanil 6 ng/ml로

시에 앞쪽 가슴으로 짜내는 듯한 흉통이 10분 정도

마취를 유지하였다. 총 수술 시간은 9시간 15분이었

씩 발생하였고 흉통은 휴식을 하거나 nitroglycerin을

으며 마취 유지에 사용된 약물의 총 용량은 propofol

복용하면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내원 당일 혈액 투

1,800 mg, remifentanil 10 mg, atracurium 170 mg이었

석 시 흉통이 심해져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다. 수술이 끝나기 30분 전에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심전도 상 lead V4-6에서 ‘ST 분절 하강’이 관찰되어

위해 fentanyl 300μg을 투여하였으며 피부 봉합 시

경식도초음파심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심박출계수

에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투여를 중지하였다. 수

59%, 경도의 승모판과 대동맥판 역류 등이 있었고

술 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송 30분 후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에서 3개의 주요 관상동맥에서

부터 중환자실에서 투석을 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

50% 이상의 협착이 있어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lysis (PRIMA , Gam-

받고 관상동맥우회술을 하기로 하였다. 수술 전 환

bro, France)]으로 하였다. 수축기 혈압이 150 mmHg

자의 수축기 혈압은 90-130 mmHg, 이완기 혈압은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입원 4시간 경과쯤에 morphine

60-90 mmHg 정도였으며 혈액 검사상 혈액요소질

5 mg을 정맥 내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수축기 혈

소(blood urea nitrogen, BUN) 24 mg/dl, 크레아틴
+

+

+

(creatine, Cr) 6.3 mg/dl, Na /K /Cl

140/4.9/102 mEq/

L이었으며 소변량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전 투약 없이 수술실로 도착하여 수술 중 감시를

®

압이 120 mmHg 정도로 유지되었다. 수술 13시간 후
에 환자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으며 수술 17시간
후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시행
한 혈액 검사 상 BUN 16 mg/dl, Cr 3.6 mg/dl, Na+/
+

+

위해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맥박 산소포화도계측기,

K /Cl

심전도, bispectral index (BIS)를 부착하였고 이때 측정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수술 28일 후

142/4.6/107 mEq/L이었다. 환자는 7일 후에

한 혈압은 200/100 mmHg, 심박수 80회/분, 동맥혈산

에 퇴원하였다.

소포화도는 97%였다. 환자의 진정을 도우기 위해
midazolam 3 mg을 투여하였다. 오른쪽 손에 Allen's

고

찰

test를 실시한 후 1% lidocaine 5 mg을 요골동맥 부
위에 피하 침윤하고 동맥 도관을 거치하여 지속적으

만성신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네프론의 계

로 혈압을 감시하였다. Propofol 목표농도조절주입

속적인 손실로 지속적인 신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어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목표 농도 1.5μg/ml,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비가역적으

remifentanil TCI 목표 농도 6 ng/ml, atracurium 30

로 감소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사구체여과율은

mg으로 마취 유도를 하였으며 기관 삽관 전 혈압은

정상의 30%까지 감소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신기능

100/60 mmHg, 심박수는 70회/분이었으며 삽관 한

이 유지되나 그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혈중에 질소

후의 혈압은 140/80 mmHg, 심박수 90회/분이었다.

대사산물인 BUN, Cr 등이 축적되는 질소혈증과 단

BIS는 기관 삽관 전과 후 모두 36이었다. 오른쪽 내

백질과 아미노산의 대사산물인 요소가 축적되는 요

경정맥에 Swan-Ganz 카테터를 거치하고 오른쪽 쇄

독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 점차 사구체 여과율이

골하정맥에 중심정맥 도관을 거치 후 폐동맥압과 중

감소하여 신장대치 요법인 투석이나 신이식을 필요

심정맥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마취는 BIS 40-

로 하게 된다.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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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질환이다.4) 증가된

33

한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중환자실에서의 입원기간을

심혈관계질환의 발생 기전은 지질 대사 이상으로 인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작용시간으로 인

한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증가로 인한 죽상동맥경화

해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와 과지방혈증이 발생하게 되고 나트륨과 체내 수분

에 주로 fentanyl 0.5-3.0μg/kg이나

5,6)

이런 환

의 축적으로 인한 고혈압에 의한 것이다.

0.12 mg/kg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morphine

0.08-

12)

자들의 심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관상동맥우회술과

만성신부전 환자의 근 이완을 위한 근이완제의 선

경피경관혈관성형술 같은 외과적 술기가 증가되고

택은 약제의 제거 기전에 영향을 받는다. 신 질환은

있다. 하지만 경피경관혈관성형술은 높은 급성 합병

vecuronium과 rocuronium의 제거율을 느리게 하는 반

증과 낮은 장기 예후 때문에 관상동맥우회술이 더

면 혈장에서의 mivacurium, atracurium과 cisatracurium

3,4)

의 제거율은 신 기능에 비의존적이다.

선호되고 있다.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관상동맥우회술

이번 증례에서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말기신부전

동안 사망률은 대략 7-10%로 만성신부전이 아닌

을 가진 환자의 심장수술 시에는 저용량의 propofol

사람에 비해 3-4배정도 높다. 그리고 술 후 5년 사

과 remifentanil, cisatracurium 또는 atracurium이 혈역

7,8)

망률도 일반 환자의 15%보다 48%로 높다.
9)

Owen

13)

학적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추천되고 있다.

게다

투석을 받는 21명의 신부전 환자에서 관상동

가 이는 환자의 빠른 기도 발관을 예측 가능케 하였

맥우회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는 2명으로 9% 정

다. 아직 저용량의 propofol을 이용한 정맥마취 시에

도이고 나머지 19명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였으

적정한 목표혈장농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시되고

등은

10)

며 Kaul 등은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사망률이 11%라고 보고하였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마취 시 흡입마취제는 수술 중

14)

있지 않으나 Vuyk 등에

따르면 적정 목표혈장농도

는 propofol과 함께 사용하는 아편유사제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한다. Hogue 등은

15)

remifentanil과 조

고혈압을 조절하고 적절한 근이완을 위한 근 이완제

합해서 propofol을 사용할 때는 다른 아편유사제와

의 요구량을 줄이기 위해 유용하기도 하지만 만성신

병용 시에 비해서 더 적은 농도의 지속 주입으로 마

부전과 흔히 동반되는 간 질환 시 간 독성을 나타내

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기도

거나 과도한 심근 억제로 심박출량을 감소시켜 조직

발관 평균 시간이 3.45-5.5시간 정도라 하더라도 환

의 산소 운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

자에 따라 1-12시간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16)

11)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의 마취에 있

본 증례의 환자는 수술 17시간 후에 기도 발관을 하

어서 중요한 목표는 주술기동안 혈역학적 변화를 안

였는데 이는 수술이 끝나기 전에 fentanyl 300μg을

한되고 있다.

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도 삽관이나 흉골 절

투여하고 중환자실 이송 후 수축기 혈압 상승으로

개, 대동맥삽관술 같은 반응 시에 강력하게 혈압을

인하여 morphine을 추가로 투여함에 따른 것으로 생

억제하는 것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최소화해야 하

각된다.

는 심질환 환자에서 중요하다. 많은 방법들이 이를

결론적으로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관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편

상동맥우회술 시에 저용량의 propofol과 remifentanil

유사제를 다량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편유사제

을 사용하여 수술 중 혈역학적으로 안정되게 마취를

는 수술 중 고혈압의 확실한 치료제가 아니고 수술

할 수 있었지만 중환자실에서 수축기 혈압 상승에

중 다량을 사용 시 수술 후 오랜 시간 진정과 호흡

따른 morphine의 투여로 인해 호흡이 과도하게 억제

억제를 유발해 12-24시간 정도의 기계호흡을 하게

되고 중추신경이 저하되어 빠른 기도 발관을 하지

한다.

못한 아쉬움이 남는 증례임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Remifentanil은 혈액과 조직에서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해 신속히 대사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약효 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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