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e-kmj.org

2021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
erly cited.

52

Introduction

심장 질환과 신장 질환은 생리적으로 연관성이 높아 두 장기의 질환이 동반되는 경

우가 흔하며, 말기의 심장 질환과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하나 

혹은 두 장기의 이식 대기자 명단도 늘어가는 추세이다[1]. 심장-신장 동시 이식은 

1978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고[2], 이식을 받는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3]. 미국의 장기이식관리센터(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의 분석에 따르

면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혜자의 5년 생존율이 신부전을 동반한 심장 이식 수혜자의 

5년 생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식 전의 투석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하

게 나타났다[4]. 심장-신장 동시 이식은 심부전과 신장 기능 이상이 동반된 환자들에

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생각된다[5]. 이처럼 심장-신장 동시 이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취 관리를 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은 심부전과 신부전의 병태생리학과 수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증례는 

55세 성인 남자에서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의 마취 관리의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하였다.

Cardiac and renal diseases are related physiologically and often co-exist in patients 
with either one disease. The population of patients with end-stage cardiac and renal 
diseases is growing, and the waiting lists for one or both organ transplantation con-
tinue to grow. Here, we describe the case of performing general anesthesia for com-
bined heart and kidney transplantation. A 55-year-old male who has underlying di-
abetes mellitus, chronic kidney failure and heart failure was referred for combined 
heart and kidney transplantation. After the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heart 
transplantation was done. Norepinephrine, epinephrine, and dobutamine infusions 
were initiated for the weaning from cardiopulmonary bypass. After heart transplan-
tatio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was used in operation room. Kidney 
transplantation was done and the patient was sent to intensive care unit without ex-
tubation. The patient was discharged to general ward on postoperative day 6 after 
extubation. Since more patients require multi-organ transplantation, it is important 
for anesthesiologist to understand the physiology of underlying disease and the pro-
cess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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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환자는 55세, 신장 174 cm, 체중 81 kg의 남성으로 2009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이며, 심실빈맥으로 삽입형 제세

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를 삽입 받은 상태였다. 

6년 전에는 간경화와 당뇨형 신부전을 진단받았고, 당시 시행한 경

흉부 심초음파검사 결과에서 좌심실 심박출계수(cardiac index) 
52%, 좌심실 수축기능에서 전반적인 경도 감소,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 2단계의 소견이 있었다. 이후 조절되지 않는 전신부종으로 입

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1년 전에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검사에

서 좌심실 심박출계수 23%, 좌심실과 우심실 수축기능이 전반적인 

감소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 3단계로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이후 

혈액검사 상 혈중 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와 크레아티닌(cre-
atinine)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furosemide의 지속적인 사

용에도 소변량이 유지되지 않았으며 고질소혈증이 발생하여 펌카

테타(permanent catheter) 삽입 후 투석을 시행하였고 dobutamine 
정주 및 펌카테타를 통한 혈액투석을 시행하면서 이식 대기 상태를 

지속하였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기증받아 심장-신장 동시 이식을 받

는 수술 당일, 환자에게 5 mcg/kg/min dobutamine을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정주하면서 수술실로 이송하였다. 수술실 입실 후, 5유도 심전

도와 비침습적 혈압 감시장치를 부착하였고, Rainbow® 맥박산소

포화도 측정장치(Masimo Corporation, Irvine, CA, USA)를 오른

쪽 집게손가락에 거치하여 산소포화도, 관류지수, 경피적 헤모글로

빈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마취유도 전에 측정한 혈역학 

수치는 혈압 140/67 mmHg, 심박수 6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5%였다. 이마에 SEDLine™, O3® 국소 산소계측센서(Masimo 
Corporation, Irvine, CA, USA)를 부착하여 마취 심도와 대뇌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 감시하였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1% 리도

카인을 피하주사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우측 요골동맥에 20G 

혈관카테타를 거치하여 침습적인 지속적 동맥압감시장치에 연결

하였다. 안면마스크로 분당 6 L의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midaz-
olam 8 mg을 정주하였고 remifentanil을 목표농도조절 주입기(tar-
get controlled infusion)을 사용하여 목표치 농도 5.0 ng/mL로 설

정하여 투약하였다. 의식 소실을 확인한 후 안면마스크를 통한 용

수환기를 시작하였고 rocuronium 100 mg 정주 1분 뒤 내경 7.5 
mm 기관내튜브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기관 내 삽관 후에

는 용적 조절환기 모드를 통해 일회호흡량 450 mL, 호흡수 분당 

12회의 기계환기로 전환하였다. 좌측 상완동맥에 20G 혈관카테타

를 거치하여 지속적 동맥압감시를 시행하였고, 우측 내경정맥을 통

하여 폐동맥카테타(pulmonary artery catheter)를 거치하였다. 우측 

요골동맥에 거치되었던 카테타에는 FloTrac/Vigileo 시스템™ (Ed-
wards Lifesciences LLC, Irvine, CA, USA)을 연결하여 동맥파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수술 중 심박출량, 말초혈관저항, 심박출계

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수술 중에는 경식도 심초음파감시를 

시행하였고, 마취 후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심박

출계수 25%로 감소된 심기능을 보였다. 마취 유지는 흡입마취제 

sevoflurane 1.5-2 vol%를 유지하여 이루어졌고, 목표농도조절 주

입기를 이용하여 remifentanil을 1.0-3.0 ng/mL 범위에서 지속적

으로 정주하였다. 수술 중에는 cisatracurium 6-10 mg/hr을 지속 

주입하여 근이완 상태를 유지하였다. 

심장이식 수술을 먼저 시행하였는데, 정중 흉골절개술 시행 후 

전신 헤파린화를 위해 헤파린 24330 IU를 투여하였고 활성화 응고

시간(activated clotting time)이 450초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상행

대동맥에 동맥도관을,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에 정맥도관을 거치하

여 심폐순환기를 통해 순환을 유지하였다. 대동맥 겸자 후 기존 심

장을 적출하고 폐동맥, 하대정맥, 상행대동맥을 문합하였고 대동맥 

겸자를 풀고 상대정맥을 문합하였다. 총 대동맥 겸자 시간 56분, 

총 체외순환 시간 112분 동안 목표농도조절 주입기를 사용하여 2% 

propofol, remifentanil을 각각 목표치 농도 1.0-2.0 mcg/mL, 1.0-
2.5 ng/mL로 설정하여 마취를 유지하였고 SEDLine™ 수치 상 35-
43 정도로 마취 심도는 적절하게 유지되었다. 체외순환 동안 평균 

동맥압은 약 60 mmHg로 유지되었고, O3® 센서를 통한 경피적 대

뇌 산소포화도는 환자의 기저수치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심

장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폐동맥카테타는 견인하여 상대정

맥 원위부에 거치하였고 수술이 끝난 후 폐동맥 내로 자리하였다. 

심폐순환기 이탈 전에 체위를 두부하위로 두었고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 내 공기가 충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심

폐순환기 이탈을 위하여 dobutamine 5 mcg/kg/min, norepineph-
rine 0.05 mcg/kg/min, epinephrine 0.05 mcg/kg/min을 지속적으

로 정주하였고, 심폐순환기 이탈 이후 protamine 243 mg을 투약하

여 전신 헤파린화를 역전하여 활성화 응고시간 125초를 회복하였

다. 체외순환이 종료된 후 다시 흡입마취제 sevoflurane을 이용하여 

마취를 유지하였다. 심장이식 후 심장은 좌심실 심박출계수 55% 

가량 유지되었고 투약 유지 하에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 심장

이식 수술 동안에는 심폐순환기를 통해 농축적혈구 3팩을 수혈하

였고, 심폐순환기 이탈 이후에는 농축적혈구 1팩, 혈소판 6팩, 동

결침전제제 7팩, 신선동결혈장 3팩을 수혈하였다(Table 1). 
심장이식 수술을 종료한 이후, 수술실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을 시행하였다. 전

신마취를 지속하며 SEDLine™ 수치를 41-47 정도로 유지하였고 

마취 유지를 위해 흡입마취제 sevoflurane 1.5 vol%로 흡입을 지속

하고, 목표농도조절주입기를 이용해 remifentanil 1.0-1.5 ng/mL 

지속 정주하며, 근이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Cisatracurium을 

6-10 mg/hr로 지속 주입하였다. 심장이식 시 사용하던 환자감시장

치를 유지하여 동맥압,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심박출량 등의 감시

를 지속하였고, 경식도 초음파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식 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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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체액량을 평가하였다. 농축적혈구 1팩, 신선동결혈장 1.5
팩, 5% 알부민 250 mL를 추가로 투여하며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

로 동맥혈가스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 심장이식 수술 종료시점

부터 신장이식 수술 시작시점까지 5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활력징후를 유지하였다(Table 2).
이후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였고, 동맥압, 중심정맥압, 심박출

량, 경피적 헤모글로빈농도 등의 감시를 지속하였다. 마취 유지를 

위해 흡입마취제 sevoflurane을 2.0 vol% 정도로 유지하였고 목표

농도조절 주입기를 이용하여 remifentanil 2.0-3.0 ng/mL을 정주

하고 cisatracurium 6-10 mL/hr로 지속적으로 정주하였다. 이식 신

장은 우측 엉덩뼈오목에 이식하였으며, 바깥 장골동맥과 장골정맥

에 각각 신동맥과 신정맥을 연결한 후 요관과 방광을 연결하였고, 

신장이식 수술에는 총 205분이 소요되었다. 지속적으로 dobuta-
mine 5 mcg/kg/min, epinephrine 0.05 mcg/kg/min을 투약하여 

활력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Table 3). 수술 종료 후 기관 내 

튜브가 삽관된 상태로 환자를 심장계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이송 

직후에는 혈압 120/80 mmHg, 심박수 8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5%였다. 수술 종료 후 환자를 중환자실에 재원하여 norepineph-
rine 0.08 mcg/kg/min, epinephrine 0.08 mcg/kg/min, dobuta-
mine 6 mcg/kg/min, dopamine 3 mcg/kg/min을 지속적으로 정주

하였고, 수술 후 1일째 기관내튜브를 발관하고 norepinephrine과 

dobutamine 투여는 중단하였다. 수술 후 2일째 epinephrine 주입

을 중지하고 dopamine 3mcg/kg/min, furosemide 2-6 g/hr 지속적

인 정주로 소변량은 유지되었으며, 수술 후 6일째 일반병실로 전송

하였고,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수술 후 21일
째 퇴원하였다.

Discussion

심부전은 긴 시간 동안 신장이식에는 금기로 여겨졌으나, 심부

Table 1. Serial laboratory results

Pre-OP Pre-CPB Post-CPB After HT During CRRT After CRRT Post-OP POD #1 POD #3 POD #5
WBC 2.87 11.86 19.02 18.16 16.62 12.56 9.2 7.47
RBC 2.51 2.5 2.66 2.84 2.82 2.22 2.62 2.67
Hb 7.6 8.3 8.5 7.9 8.3 8.8 8.7 6.9 8.2 8.2
Hct 23.5 25.4 26 23.2 25 26.3 25.4 19.5 23.5 24.3
PLT 151.0 130.0 140.0 122.0 103.0 112.0 99.0 126.0
Na+ 140 140 141 140 141 139 138 139 137 137
K+ 3.2 3.1 2.6 3.1 2.8 3.4 3.7 3.4 3.5 3.9
Cl- 106 106 104 101 110 105 100 100 96 101
BUN 30 20 24 37 40 30
Cr 2.48 1.97 1.87 2.28 1.47 0.81
pH 7.46 7.41 7.35 7.29 7.33 7.37 7.45 7.44 7.47
BE 3.3 -0.3 -2.6 -7.1 -4.5 -2.8 2.5 2.5 3.2
Lactate 3.2 4.9 5.7 3.8 1.1 1 0.8

OP, operation; CPB, cardiopulmonary bypass; HT, heart transplantation;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POD, post-operation day; WBC, 
white blood cell (10×3/μL) ; RBC, red blood cell (10×6/μL); Hb, hemoglobin (g/dL); Hct, hematocrit (%); PLT, platelets (10×3/μL); Na+, sodium (mmol/L); K+, 
potassium (mmol/L); Cl-, chloride (mmol/L); BUN, blood urea nitrogen (mg/dL); Cr, creatinine (mg/dL); BE, base excess (mEq/L); lactate, lactic acid (mg/dL).

Table 2. Circulatory parameters during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Operation time (min)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sBP 108 100 98 98 100 101 108 98 105 109 118
dBP 58 55 54 55 54 56 60 60 59 60 84
mBP 75 70 68 69 69 71 76 72 74 76 95
HR 78 75 75 76 73 74 73 68 74 72 72
SpO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O 4.9 4.8 4.8 4.7 4.9 4.9 4.9 5.4 5.2 5.1 5.6
CVP 11 10 11 12 11 10 11 14 14 13 12
SvO2 76 77 77 78 82 80 82 84 83 82 81
SpHb 8.5 8.7 8.9 8.9 9 8.9 8.8 8.6 8.6 8.5 8.6

sBP,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mBP,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mHg); HR, heart rate; SpO2,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 C.O, cardiac output (L/min); CVP, central venous pressure (mmHg); SvO2,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 SpHb, 
percutaneous hemoblobin (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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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이차적으로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신부전이 요독성 심근병증

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하며 심장과 신장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미국에서는 심장이식 대기 기준을 만족하는 환

자의 약 20%에서 1년 후에 신부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수술 술기, 술후 관리, 면역억제제 등의 발전으로 심부전, 신부

전을 동시에 가진 환자에게서 심장-신장 동시 이식이 가능하게 되

었다[7].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에서 심폐순환기 이탈 이후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는 단계적인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경

우 심장이식 수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단계를 거치고 

다시 수술실로 입실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이 방식

은 수술 중 환자의 회복과 중환자실에서 혈역학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단계적 수술은 심폐순환기를 이용한 순환 동안 염

증성 연쇄반응(inflammatory cascade)의 활성화, 높은 용량으로 사

용되는 혈관수축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등이 신장 허혈시

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될 

때 시행한다[8]. 본 증례에서는 심장이식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실

에서 전신마취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

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투석을 시행함으

로써 이송 중 생길 수 있는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었고, 

수술실과 중환자실 간의 이동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장 허혈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심장이식 수술 이후 

신장이식 수술 시작 시점까지 5시간 가량 흡입 마취제 sevoflurane
과 remifentanil, cisatracurium를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유지하였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투석을 진행하였을 경우 특수한 장치

가 있어야만 흡입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정맥마취제

와 아편양제제 등을 사용해 진정요법을 시행한다. 본 증례에서는 

중환자실이 아닌 수술실에 계속 머물며 투석을 진행하였기에 정맥

마취제가 아닌 흡입마취제 sevoflurane을 사용해 진정을 지속하였

다. 심장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evoflurane을 중

환자실에서 진정을 위해 사용 시 정맥마취제에 비하여 심근 보호효

과를 보였다[9]. 따라서 수술실에서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 

하 투석을 진행함으로써 정맥마취제에 비하여 이식심장의 보호효

과를 보였고 이에 따라 강심제 및 혈관수축제의 사용을 조절하여 

안정된 투석을 진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을 대신하여 심장이식 수술 이후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환자에게는 뇌사자 신장이식뿐만 아

니라 생체 신장이식의 선택 기회가 추가될 수 있다. 생체 신장이식

은 뇌사자 신장이식에 비해 생존율이 향상됨이 증명되어 있고 이식

장기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10]. 반면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의 경우 심장이식 수술만 받

는 경우와 비교하여 T세포 관련된 이식거부반응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또한, 심장과 신장 기능이 감소된 환자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혈역학적, 대사적 변화를 동시에 교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술에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식팀 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리가 요구된다.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 사이에서 신대체 요법의 적용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액 및 

전해질 균형을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근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전신 사이토카인의 제거를 통한 폐실질의 보존을 보여 이식된 심장

의 보호효과 및 신장이식을 위한 전신 상태를 형성시킨다[11-13]. 
한편 sevoflurane은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무기 플루오르이온이 

신독성과 연관이 있어 이식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14], 역
시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합물A가 저유량으로 사용할 경우 동

물실험에서 신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5]. 그러

나 신장이식 수술에서 isoflurane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수술 

후 크레아티닌 수치, 수술 후 투석 여부, 이식거부반응 빈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16], desflurane으로 

마취를 유지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도 이식 신기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17]. 
수술 중 이식 신으로 충분한 관류압을 유지해주는 것은 신장이

식 수술 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관류 

이후에 저혈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몇몇 연구에서는 충분한 

관류압 유지와 신기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수축기동맥압 120 
mmHg과 평균 동맥압 95 mmHg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18]. 혈관수축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혈관 수축

의 위험이 있어 논란이 있어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신혈관 수축

의 가능성보다 저혈압이 지속되는 것의 해로운 효과가 더 클 것으

로 보여진다[19]. 심장이식 후 환자는 혈역학적 변화를 가지게 되

는데 심폐순환기를 통한 순환 시 전신염증반응으로 인해 전신혈관

저항은 감소하고 심박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심장이식 후 

신장이식 시 적절한 관류를 위해 혈관수축제의 사용은 필요하였으

며 신장이식 수술 중의 혈관수축성 약물사용에 대해 명확한 권고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20] 본 증례에서는 수축기동맥압을 120 

Table 3. Circulatory parameters during renal transplantation

Operation time (min)
0 30 60 90 12 150 180 210

sBP 120 121 125 130 136 118 130 128
dBP 65 68 68 69 71 59 68 66
mBP 83 85 87 89 92 78 88 86
HR 70 78 76 78 74 82 74 74
SpO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O 5.6 5.6 5.3 5.1 4.4 5.6 5.2 5.2
CVP 13 14 12 10 12 10 11 11
SvO2 82 84 85 85 84 83 81 82
SpHb 8.6 8.6 8.7 9.1 9 9.3 9 9.1

sBP,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mBP, mean arterial blood pressure(mmHg); HR, heart rate; 
SpO2,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 C.O, cardiac output (L/min); CVP, 
central venous pressure (mmHg); SvO2,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 SpHb, percutaneous hemoblobin (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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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혈관수축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

용하였다. 수술 중 수축기동맥압, 심박출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고(Table 3), 수술 후 소변량과 혈액검사 수치 상에서도 이식신장의 

기능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Table 1).

Summary

심장과 신장 동시 이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는 심부

전에서 좌심실 보조장치 등의 기계적 보조장치가 발달함에 따라 심

장과 신장 동시 이식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마취과

의사는 심부전과 신부전의 병리, 수술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단계적 수술을 시행할 경우 신장 허혈시간은 증가하지

만 중환자실이 아닌 수술실에서 투석을 적용하여 허혈시간을 최소

화할 수 있고 혈역학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맥마취제 대비 

상대적으로 심기능에 유리한 흡입마취제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

다. 심폐순환기 이탈 이후의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이식 장기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혈관 내 용적 조절과 혈관수축

제 등의 약물주입을 통해 적절한 신장이식 수술 중 관리를 시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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