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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esthetic Management of Osteogenesis Imperfecta
-Two cases reportsWon Ho Kim, M.D., Hyun Joo Ahn, M.D., and Mi Sook Gwak,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Osteogenesis imperfecta is a rare genetic disorder of connective tissues. It is featured like fragile
bone, the risk of malignant hyperthermia, congenital heart disease, severe restrictive lung disease, cor
pulmonale, and bleeding tendency. There are several points to empathize for anesthesia of osteogenesis
imperfecta. Those are a preoperative cardiopulmonary screening, an appropriate anesthesia, a careful
monitoring for malignant hyperthermia and a gentle handling of the patient to avoid fracture. Two
patients of osteogenesis imperfecta who are a sister and a brother undergone anesthesias and operations
successfully and discharged from our hospital without complications. The sister who received scoliosis
operation was anesthetized with isoflurane, and the brother who undergone osteotomy and intramedullary
nailing of both legs with total intravenous technique. Through the anesthesias, they did not show
malignant hyperthermia related symptoms and other unpredictabl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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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성 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은 뼈, 치아,

가 많고, 흉곽 이상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성심

인대, 공막 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골격 단백인 제

(cor pulmonale)이 발생하며 혈소판 기능 이상이 흔

1형 교원질(collagen)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결합조직

히 동반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마취를 시행해야

질환이다.1)

한다.2)

골조직이 연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쉽고,

그러므로 수술 전 심장과 폐의 해부학적, 기능적

마취 시 악성 고열증(malignant hyperthermia)이 보고

검사를 해야 하고, 모든 조작 중 환자를 조심스럽게

된 바가 있으며, 선천성 심장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

다루어야 하며, 전정맥마취가 선호되고 마취 중과
후에 악성 고열증의 발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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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저자들은 골절단술 후 내고정술과 척추 측만증
교정술을 받는 남매 사이인 골형성 부전증 환자 두
명을 각각 전정맥마취와 흡입 마취로 특별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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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마취하였기에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바이

녀 중 첫 아들은 정상이었고 둘째 아들과 그 아래

다.

딸이 골형성 부전증이었다.
생후 2－3세 즉, 걷기 시작할 나이 즈음부터 골기

증

례

증례 1
체중 30 kg, 신장 108 cm인 17세 남자로 5 percen-

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여러 번의 골절로 수술을
시행 받았다. 1개월 전부터 다리가 더욱 심하게 휘
어 양측 대퇴골과 경골의 골절단술과 내고정술을 받
기로 하였다.

tile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작은 키에 척추측

수술 전 검사상 흉부사진은 심한 흉추 회전을 보

만증(kyphoscoliosis)이 있었으나 내원 1년 전에 Luque

였고 심전도는 좌심 비대를 보였으며 심초음파상 정

sublaminar wiring 방법으로 척추 측만증 교정술을 받

상적 심장 구조였으나 경미한 승모판 부전, 삼첨판

은 상태였다. 이마가 넓고, 뒷머리가 납작하고 역삼

부전, 대동맥판 부전이 있었다. 혈소판은 310×10 /

3

각형의 얼굴에, 상지와 하지가 짧으며 심하게 앞뒤

μl이었고 혈액 응고시간(PT/aPTT: 14.2/44.9초, PT

로 굽어 있었다. 흉곽은 누두흉(pectus excavatum)이

[INR] 1.18)은 정상이었다. 척추 측만증 교정술 전에

었으며, 골반과 관골구(actabuli)가 심하게 돌출되어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심한 제한성 폐질환(FVC 0.87

있었다(Fig. 1). 앉을 수는 있었으나 서거나 걷지는

L [41%], FEV1 0.8 L [42%], FEV1/FVC 92%)을 보였

못하였다. 청색 공막이 있었으나 청력은 정상이었고

으나 수술 후에는 재검하지 않았다.

쉽게 멍드는 병력은 없었다. 충치나 흔들리는 치아

수술장에 도착 시 혈압은 121/66 mmHg, 맥박은

는 없었으며, 특별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알레

분당 120회, 호흡수는 분당 20회, 체온은 37 C였다.

르기도 없었다. 이전의 척추 측만증 교정술시 마취

환아의 지능은 정상이었으며 수술장 도착 시 여러

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번 마취와 수술을 받은 경험으로 매우 불안해하였다.

부모는 외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이들의 세 자

o

환아를 수술 침대로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감시 장
치를 부착하였다. 이때 혈압계와 상박이 접촉하는
부위를 솜으로 싸서 과도한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Fentanyl 50μg과 propofol 60 mg을 정주하고
100% 산소를 투여하며 용수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
한 후 vecuronium 4 mg을 정주하였다. 충분히 근이
완이 된 상태에서 어려움 없이 기관 삽관을 하였고
양측 폐음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14 cm에 기관
내 튜브를 고정하였다. 병동에서 확보하고 내려온
22 G 정맥로 외에 16 G 정맥로를 우측 손에 더 거치
하였다. 우측 요골 동맥에 22 G 도관을 삽입하여 지
속적으로 동맥압을 감시하였고 요도관을 삽입하였다.
마취 유지는 O2：N2O를 1：2로 사용하였으며 140－
170μg/kg/min으로 propofol을 지속 주입하였다. 마취
유도부터 체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으며,
냉각과 가온이 가능한 blanket 2개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수술대 위에 다른 하나는 환자의 상체 위에
o

각각 위치시켰다. 체온은 36.6 C에서 시작하여 점점
o

하강, 마취 유도 4시간 경과 시 34.8 C까지 떨어졌고
이후 점점 상승하여 8시간 30분 경과 시에는 36.7oC
o

로 상승하였으나 마취 종료 시에는 36.1 C로 떨어졌
Fig. 1. Osteogenesis imperfecta.

다. 빈맥과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상승이나 동맥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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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N2O (0.5 L/0.5 L)를 이용한 흡입마취를 시행한

분석상 고탄산혈증, 산증은 없었다.
수술 시간은 8시간 45분, 마취 시간은 10시간 15

이 후에는 혈압 80－95/55－60 mmHg, 심박수 100－

분이었고 총 수액은 정질액 3,400 ml, 농축 적혈구 2

120 bpm 사이로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빈맥이나 호

unit, 소변량은 480 ml, 출혈량은 약 500 ml였다. 수

기말 이산화탄소 증가 소견은 없었고, 수술 중 시행

술 중 혈압과 맥박은 안정적이었다. Glycopyrrolate

한 동맥혈 가스 검사 소견은 정상 범위였고 산증이

0.2 mg, pyridostigmine bromide 7.5 mg을 투여하여

나 과이산화탄소 혈증도 없었다. 체온은 36.1 C에서

o

o

근이완을 길항하였다. 환자는 회복실로 이송되었으

시작하여 수술 시작 30분만에 35.5 C로 감소하였다

며 이후 특별한 부작용 없이 3주일 후에 퇴원하였

가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수술 종료 시에 37.1 C이

다.

었다. Glycopyrrolate 0.2 mg, pyridostigmine bromide 5

o

mg을 투여하여 근이완을 길항하였다. 수술 시간은 8

증례 2

시간, 마취 시간은 9시간 30분이었으며 투여된 정질

상기 증례 1 환자의 동생이며 12세 여자로 신장은

액은 2,400 ml, 교질액은 500 ml, 농축 적혈구는 4

107 cm, 체중은 17.8 kg이었다. 입원 시 혈압은 98/

unit, 추정 실혈량은 1,800 ml, 소변량은 1,150 ml였

o

55 mmHg, 심박수는 80－100 bpm이고 체온은 36.6 C

다. 환아는 중환자실로 후송되었으며 3주 후 특별한

였다. 환아의 모습은 오빠와 아주 비슷하였고 척추

부작용 없이 퇴원하였다.

측만증이 심한 상태였다. 체중 3 kg, 정상분만으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당시의 모습은 정상이었다. 자라

고

찰

면서 골절이 자주 발생하여 수 차례 수술을 받은 병
력이 있었다. 3년 전에 골형성 부전증으로 진단 받

골형성 부전증은 매우 드문 결합조직 질환으로 제1

았고 본원에는 척추 측만증 교정술을 위해 내원하였

형 교원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변형이 원인이다. 제1

다.

형 교원질은 골조직, 치아, 눈의 공막, 인대를 구성하는

수술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심장

기본적인 단백질인데 이 교원질의 생산을 관장하는

의 기형은 검사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심잡음이나 청

COL1A1과 COL1A2 유전자에 150개 이상의 변형

색증, 호흡곤란 등 심기형의 증상은 없었다. 청색 공

(mutation)이 밝혀져 있다. 지능은 대개 정상이다.

막, 난청, 충치, 출혈 성향 등도 없었고 특별한 약물

1)

골형성 부전증의 유형은 출생 시부터 기형이 나타

을 복용하거나 알레르기 병력도 없었다. 과거의 수

나는 osteogenesis imperfecta congenita (fetal type), 출

술 상 특기할 만한 사항도 없었다.

생 후 점진적으로 골절과 기형이 나타나는 osteoge-

Propofol 2 mg/kg, midazolam 3 mg, fentanyl 50μg

nesis imperfecta tarda로 분류하기도 하나,2) 1979년
3)

제창한 분류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

으로 마취 유도하고 vecuronium 4 mg으로 근이완을

Sillence 등이

시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이후 propofol을

는 외견상으로는 정상인과 구분이 어려운 type Ⅰ

100－120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하면서, fentanyl 50

과 출생 시 심한 기형을 보이는 type II, 걷기 시작

μg씩을 간헐적으로 정주하며 마취를 유지하였다. 마

하면서 심한 기형이 나타나는 type III, 그리고 type I

취 유도 후 좌측 요골 동맥에 도관을 거치하여 지속

과 III의 중간 정도인 type IV로 나눈다. 빈도는 약

적 동맥압 감시를 실시하고 16 G 말초정맥 도관, 7

백만 명당 16명이다.1) 본 환자들은 걷기 시작하면서

Fr 중심정맥 도관, 요도관을 확보였다. 수술 시작 후

골절과 심한 기형이 나타나고 부모가 외형상 정상이

혈압은 110－120/80－90 mmHg을 유지하였는데, 수

므로 type III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술시작 30분 경과 후 외과의가 수술 부위의 출혈이

진단은 주로 임상적, 방사선학적 기준에 의하여

많아 시야가 좋지 않다며 저혈압 마취를 요구하였

내려진다. 임상적으로는 잦은 골절, 성장부진, 골격

다. 과거력 상 수 차례의 흡입 마취 시 특별한 문제

기형이 주증상이고 방사선학적 특징은 전반적인 골

가 없었으며, 장시간의 수술로 인한 과량의 opioid

희소증(osteopenia), 다발성 골절과 과도한 가골(callus)

투여에 의한 호흡 억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흡

형성, 이상유합(malunion), 가관절(pseudoarthrosis) 등

입 마취제로 전환하였다. Isoflurane 1.5－2.5 vol%,

이다. 최근에는 피부 생검 후 fibroblast cell cultur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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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분자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1)

berg는13) 다섯 명의 골형성 부전증 환자 중 한 명에

마취상 주의할 점으로는 골절, 악성 고열증의 가

서 근생검상 악성 고열증 발생에 취약하였다고 보고

능성, 선천성 심기형, 척추 및 흉곽기형으로 인한 제

하였다. 그러므로 항상 악성 고열증의 가능성을 염

한성 폐질환, 폐성심, 그리고 혈소판의 응집과 혈병

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체온을 감시하여야 한다. 체

2)

형성 장애 등이다.

온을 낮출 수 있는 cooling blanket을 준비하고 악성

근골격계를 살펴보면 연골내골(endochondral bone)

고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의 사용은 삼가며

의 정상적인 골화(ossification)의 결함으로 골조직이

dantrolene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매우 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빈번한 골절이 발생하고

한다. 술 전 creatinine phosphokinase (CPK) 측정은

성장 부진으로 나이에 비해 키가 몹시 작으며, 척추

악성 고열증의 위험이 특히 높은 환자를 구분해 내

후측만증(kyphoscoliosis), 누두흉(pectus excavatum), 세

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2) Masuda 등은12) 세 명의

잎 모양의 골반(trefoil-shaped pelvis), 관골구(acetabuli)

골형성 부전증환자를 마취하였는데 2세 남아에게

돌출, 일그러진 두개골 등을 보인다. 골절은 가골로

chloral hydrate를 직장으로 투여한 후 ketamine근주로

치유되고 이상유합, 가관절이 된다.1)

마취유도를 하였던 경우 문제가 없었으며 세 번의

그러므로 환자를 옮기거나 뒤집을 때 골절을 피하

수술을 받은 4세 여아는 미추 경막외 마취를 실시한

기 위해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수술 중 늑골 골절

경우는 문제가 없었으나 halothane과 enflurane으로

이 발생, 출혈이 멎지 않아 사망한 경우도 보고되었

마취 시 심한 고열이 발생했고 상완신경총 차단으로

다.

4)

모든 압박지점에 padding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혈압계와 팔 사이에도 padding을 해야 하는데 혈압
계의 압박에 의한 골절도 보고되었다.

5)

말초 정맥로

요골의 골절단술을 받은 14세 여아는 부작용 없이
마취를 받았다고 한다. Furderer 등은

9)

흡입마취 및

전정맥마취로 실시된 osteogenesis imperfecta 환자들

를 개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혈대(tourniquet)도 주

의 45회의 수술을 비교하여 흡입마취에서는 환자의

의를 기울이면서 사용해야 한다. 산소마스크나 후두

체온이 올라가고 전정맥마취에서는 체온이 떨어짐을

경을 사용할 때도 경추, 하악, 안면 골절을 주의하여

보였다. 그러므로 마취 방법으로는 전신마취보다는 부

야 한다. 목을 과도하게 신전하면 약한 경추가 부러

위마취가, 흡입마취보다는 전정맥마취가 선호된다.

2,6)

14)

상악과 하악의 잦은 골절로 인한 기

선천성 심기형으로는 동맥관(ductus arteriosus), 심

형으로 기관 삽관이 어려운 경우도 보고되었다.7) 따

방중격 결손, 심실중격 결손, 승모판 부전, 대동맥판

질 수 있다.

라서 마취 전 기도확보를 위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부전 등이 많고 척추 후측만증, 누두흉 등의 흉곽

한다.

이상으로 심한 제한성 폐기능 장애, 폐성심이 발생

골형성 부전증은 대사항진으로 열 불내성(heat into-

한다.1) 그러므로 수술 전 동반된 폐 혹은 심질환의

lerance), 체온 상승, 발한 증가, 휴식 시 빈맥과 빈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심한 척추 후측만증이나 흉

8-10)

체온 상승과 발한의 원인은 중추

곽 이상이 있을 때는 폐기능 검사를 해야 한다. 다

신경계의 체온조절중추의 이상, 비정상적인 결합 조

른 동반 기형으로 구개열(cleft palate), 수두증(hydro-

직 세포의 생성과 소멸이 빨라 대사 활동이 높기 때

cephlus) 등이 있다.

흡이 나타난다.

1,2)

2)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

혈소판 수는 정상이나 혈소판의 기능 이상으로 쉽

다. 마취 중에도 체온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악성

게 멍들고 출혈이 잘 멎지 않는다고 한다.15,16) 기능

문으로 생각되나

8-12)

따라서 anti-

이상 중 특히 platelet factor III와 platelete adhesive-

cholinergics는 고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ness에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혈소판이 미

것이 좋으며2) 열이 있는 환자는 수술을 연기하는 것

성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2,15) 그러므로 혈액응고 시

이 좋겠다. 보고된 골형성 부전증 환자에게서 나타

간과 출혈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출혈이 계

난 악성 고열증 유사 증상은 고열과 대사성, 호흡성

속될 때는 혈소판을 수혈해야 한다.

고열증 유사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산증이 나타나나 고열은 보존적인 냉각 방법에 잘

결론적으로 골형성 부전증 환자의 마취를 시행하

반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사라지며 근강

는 경우 심폐기능, 출혈성 경향, 기도 유지 등에 대

직 현상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Rosen-

한 자세한 평가와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며, 환

김원호 외 2인：Osteogenesis Imperfecta 환자들의 마취관리

자의 체위를 전환시킬 때뿐만 아니라 마취유도나 구
혈대 사용 등 모든 조작을 시행할 때 골절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심한 준비와 관리를

7.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성 고열증의 발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

8.

하기 위해 가능한 국소 마취나 부위 마취를 시행하
는 것이 권장되며, 전신 마취를 시행해야 할 경우는
마취 방법과 마취제의 신중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

9.

느 방법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술 전 마취
준비와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수술 중과 수술 후에

10.

환자 감시를 철저히 시행하여 고열증의 예방과 신속
한 발견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사료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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