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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의 전신 마취 경험
-증례 보고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박상일․고영권․윤희석․김윤희

Abstract
General Anesthesia in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 case reportSang Il Park, M.D., Young Kwon Ko, M.D., Hee Suk Yoon, M.D., and Yoon Hee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is a disease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degeneration of the lower motor
neurons, motor nuclei of the brainstem, and the descending pathway of the upper motor neurons. As
the disease progresses, atrophy and weakness involve most of the skeletal muscles including those of
tongue, pharynx, larynx, and respiratory system. General anesthesia with succinylcholine should be
avoided and non 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might prolong the periods of postoperative ventilatory
care and increase the risk of respiratory failure. We successfully performed general anesthesia without
postoperative respiratory complication in a 52-year-old male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by using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2% propofol, alfentanil and atracu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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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esthetic complication, motor neuron disease,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하며,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은 하부 또는 상부 운동신경원을 침범하여 생기는

보이며 진행성인 호흡근의 약화 때문에 호흡기계 합

근육의 약화, 위축, 강직성 마비를 초래하는 운동신

병증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한다.1)

경원 질환으로서 0.002-0.004%의 발생률을 보인다.

저자들은 아직까지 국내 문헌에는 보고된 적이 없

보통 루게릭(Lou Gehrig)병이라 잘 알려져 있으며,

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의 전신 마취를 경험

인지기능과 감각신경에는 이상이 없고 피질, 뇌간,

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척수의 운동신경의 퇴행이 특징인 질환이다.
이 질환은 succinylcholine을 투여할 경우 과칼륨혈증

증

례

(hyperkalemia)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52세, 65 kg, 170 cm의 남자가 급성 담낭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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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기 위해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내원
8개월 전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riluzole 50 mg을 복용하고 있었다. 과거력상 당뇨와
폐결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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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평가 등급 상 상완은 양측이 중력에 반하여

여되었고, 항 cholinesterase는 pyridostigmine 15 mg을

운동이 가능한 3등급이었고, 하지는 양측이 약간의

glycopyrrolate 0.4 mg과 함께 투여하였다. 수술실에

저항에 대하여 운동이 가능한 4등급이었다.

서 발관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으며, 회복실에서 특

수술 전 시행한 혈액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

이 소견 없이 90여분 후에 병실로 이송되었다. 환자

며, 폐기능 검사상 강제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는 수술 후 12일 만에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

FVC)은 2.83 L로 예상 치의 65%, 1초간 강제 호기

다.

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은
2.00 L로 예상 치의 63%였다. 심초음파 상 좌심실

고

찰

구출률이 40%로 중등 도의 좌심실 부전을 보였다.
전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이송되었

주요한 하부 운동신경원 질환에는 근위축성 측삭

으며, 환자의 좌측 요골동맥에 동맥 혈압 감시를 위

경화증을 비롯하여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해 동맥 도관을 하였고, TOF response 감시를 위해

atrophy), 척수연수성 근위축증(spinobulbar muscular

우측 척골신경 부위에 말초신경 자극기(TOF-watch,

atrophy; Kennedy's disease)이 있다. 이 중 근위축성

Organo Teknika, Netherlands)를 부착하였다. 마취제는

측삭 경화증은 상염색체 우성 형질로 발현이 되며

TM

2%, Fresenius Kabi, UK)와

가족 중 환자가 있을 경우 다른 가족이 이환이 될

alfentanil (Alfenil , 대원제약, 대한민국)을 목표 농도

확률은 5-10% 정도이다.2)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주입기(Orchestra base primea, Fresenius vial, France)를

있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

이용하여 주입하였고 근이완제는 atracurium (아트라

으로 생각되고 있다.

2% propofol (Fresofol
TM

TM

주 , 하나제약, 대한민국)을 사용하였다. 마취 심도
TM

3)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침범 부위에 따라서 하부

monitor

운동신경원 질환과 상부 운동신경원 질환의 증상을

model A-2000, Aspect medical system Inc, USA)를 측

보일 수 있다. 주로 발병은 40-60대에 일어나며 증

를 감시하기 위해서 bispectral index (BIS

정하였다. Propofol은 목표 혈중 농도를 4μg/ml로 마

상은 사지근육의 위축, 약화, 속상수축이 나타나며,

취유도를 하였고 유도 후 20여분이 지난 후부터 농

위축은 혀, 인 후부 그리고 흉곽의 근육에까지 나타

도를 3.5μg/ml로 수술 종료 시까지 투여하였다. Al-

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가 호흡근의 약화에 따른

fentanil은 마취유도시 500μg을 부하량으로 주입하고

호흡 부전으로 발병 후 6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3)

개복 전까지 0.4μg/kg/min의 속도로 주입하다가 개

신경근 질환은 병소 부위에 따라서 탈신경 상태(de-

복 후부터는 0.6μg/kg/min의 속도로 주입하였고 복

nervation states), 신경근 전도의 장애, 그리고 세포

막과 근육층 봉합 후에 주입을 중지하였다. 약물 주

내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Succinylcholine은 탈신

입 후 BIS값이 60 이하일 때를 TOF 자극에 반응하

경 상태의 경우 골격근의 신경근 접합부 이외의 부

지 않을 정도의 깊은 최면상태라고 판단하고 5 mg

위에 acetylcholine 수용체가 증가하여 있어

씩 근이완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투여할 때마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칼륨혈증을 일

다 TOF response를 측정하였다. 20분에 걸쳐 총 35

으키기 때문에 투여해서는 안 되며,

mg의 atracurium이 주입되고 난 후에야 TOF response

경화증과 같은 2차 운동신경원 질환의 경우 비탈분

가 1개로 나타나 기관 내 삽관을 하였다. 그 후 20

극성 근이완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증가되어 있으며

분 간격으로 TOF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근이완

뇌졸중과 같은 1차 운동신경원 질환의 경우에는 증

제를 투여하였다.

가된 저항성을 보인다.

수술은 복강경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복강 내 유착
이 심하고 복강경 소견상 담낭 농양으로 판명되어

4)

5)

6)

투여 시

근위축성 측삭

근이완제를 사용해서 전신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수술 후 호흡 곤란이 발생하
7)

여 기관 절개를 하고 호흡 보조를 했거나,
8)

지속적

수술 후 호흡 곤란으로 1년 이상 기계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개복 후 90여분 후에

인 무호흡,

종료되었으며, 전체 마취 시간은 180분이었다. Pro-

호흡을 지속한 경우,9) Takotsub 심근병증 등10) 주로

pofol은 약 1,630 mg이 투여됐으며 alfentanil은 약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높은 농도의

3,700μg이 투여되었다. 근이완제는 총 65 mg이 투

sevoflurane을 사용하여 근이완제의 사용량을 줄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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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을 예방한 경우도 있고,11)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별다른 합병증 없이 rocuronium을
12)

사용하여 전신 마취를 시행한 경우도 있다.

부위 마취의 경우는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 때문에
3)

피해졌으나,

일부 문헌에서는 하부 신경원 질환이
13,14)

있는 환자에게서 경막외 마취나

척수 마취를 합

15)

병증 없이 시행한 경우도 있다.

이전의 일부 증례에서는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고
propofol을 사용하여 진정을 시행하였으나

16)

본 증례

에서처럼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alfentanil과
propofol만을 사용한 전 정맥 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최근에는 remifentanil이 사용되고 있지만 충분한 임상적 데이터가
없고 본 환자를 마취할 당시에는 국내에는 아직 소
개가 되어있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alfentanil
이 다른 아편양제제에 비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호
흡 반응에 대한 억제나 무호흡을 일으키는 혈중 약
물의 농도에 대한 혈중 치료용량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17) 반감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마취 회복에도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 사료된다.
위에서 보듯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의 경우
호흡기계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술 전에 근력 평가와 심
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폐기능 검사를 포함한 충
분한 검사를 시행하고, succinylcholine은 사용하지 말
아야 하며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작용 시간이 긴
약물보다는 작용 시간이 짧은 약제를 신경근 감시를
통해서 적은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수술 후 호흡
기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짧
은 반감기를 가진 아편양제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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