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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 내 고압과 복강구획증후군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임상적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환자실에서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아 반드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복강 

내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주기적으로 복강 내압을 측정하여 이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강 내압이 신체 여러 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며 복강 내 

고압과 복강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경우 예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을 인지해야 한다. 본 

종설에서는 복강 내 고압과 복강구획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문헌의 고찰을 통해 복강 내압의 

정의부터 치료까지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Key words: intra‐abdominal pressure, intra‐abdominal hypertension, 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서   론

  복강 내 고압(intra‐abdominal hyperten-

sion)과 복강구획증후군은 (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은 오래 전부터 인

식되어 왔으나 일부 외상 환자나 대량 복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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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환자에서만 주로 중요성이 인식되었었다

1. 그러나 최근 십 수년간 복강 내압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복강 내압의 상승

은 외상이나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

한 중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4. 또한 복강 내압

의 상승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신체 부위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쁜 예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8. 이러한 중요

￭ 종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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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불구하고 복강 내압에 대한 통일된 정

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에 세계복

강구획증후군 연구회 (World Society of 

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WSACS)는 2004년 복강 내 고압과 복강구획

증후군의 정의와 진단, 치료 방법에 대한 지침

을 마련하였다9‐10.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환자

에서의 복강 내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현실이며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복강 내

압을 모니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복강 내 고압 및 복강구획증후

군의 정의와 측정 방법, 임상적 의미와 치료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문

1. 복강 내 고압과 복강구획증후군의 정의

  복강 내압과 복강 내 고압, 복강 구획증후군

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 정의를 제시하여 통일

된 정의가 없었으나 2004년 세계복강구획증

후군 연구회에서 이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

였으며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연구회에서 

제시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9.

  복강 내압 (intra‐abdominal pressure; 

IAP): 복부 내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안정된 

상태(steady‐state)의 압력을 의미한다. 중환

자에서 정상 IAP은 5‐7mmHg 정도로 알려져 

있다9.

  복부 관류압 (abdominal perfusion 

pressure; APP): 실제 복강 내 장기의 관류 

정도를 의미하며 평균 동맥압과 복강 내압의 

차로 계산한다. APP은 60mmHg 이상 유지되

는 경우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복강 내 고압 (intra‐abdominal hyperten-

sion; IAH):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복

강 내압이 12mmHg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복강구획증후군 (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ACS): 지속적으로 IAP가 

20mmHg 이상 유지되고 새로 발생한 장기 기

능장애나 장기 부전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일차성 복강구획증후군 (primary ACS): 복

부 또는 골반 부위의 손상이나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로 주로 보통 수술적 치료나 중재

적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차성 복강구획증후군 (secondary ACS): 

복부 또는 골반 내 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

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패혈증이나 모세혈

관 유출 증가, 중증 화상, 다량의 수액 치료 등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주로 내과계 중

환자에서 잘 발생한다.

2. 복강 내압의 측정

  과거로부터 복강 내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시 되었다. 대표적으로 복막투

석 시나 복강경 수술 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카테터를 사용하여 방광, 위, 대장, 자궁 등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방광을 통

해 배뇨관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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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이용되고 있다12, 13. 대략적인 측정방법

은 환자를 앙와위로 눕힌 후 배뇨관의 채집 

포트를 소독하고 18게이지 카테터를 삽입한

다. 압력 측정선을 기기와 연결한 후 중앙 겨

드랑선에서 zeroing을 한다. 배뇨관을 잠근 

후 방광 내로 25cc의 식염수를 주입한다. 이 

후 30~60초 정도를 기다려 방광이 이완된 

후 압력을 측정한다. 호흡 주기에 따른 압력

선의 변화나 방광 부위를 누른 후 압력선의 

변화를 보면서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한 

후 호기말 값을 읽으면 된다9. 복부 촉진이나 

검진을 통해서 복강 내압을 예측하는 것은 부

정확하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는다14. 잦은 방

법으로 측정할 경우 비뇨기계 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유의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5. 최근에는 반복적으로 측정해

야 하는 경우를 위한 제품이 출시 되어 배뇨

관과 연결 후 필요 시 수시로 측정하는 방법

이 제시되고 있다. 

3. 복강 내 고압의 원인과 빈도

  과거에는 일부 외상 환자나 대량 출혈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복강 내압이 증가한다고 생

각되었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여러 원인

에 의하여 다양한 중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

며 그 빈도 또한 매우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2‐
4. 복강 내 고압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된다10, 16. 첫째, 복벽의 유순도 감

소로 비만, 기복, 복부 수술 후 단단한 봉합, 

엎드린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위장관내 

내용물의 증가로 장마비, 장폐색 등이 있다. 

셋째, 복강 내 내용물의 증가로 복강 내 종양, 

후복강 혈종, 과도한 복수, 복막염, 복강 내 출

혈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누출의 

증가나 과도한 수액 치료에 의한 경우로 산증

이 심하거나, 저체온, 응고 장애, 대량 수혈, 

패혈증, 중증 화상 등에 의해 잘 발생할 수 있

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복강 내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가 많은 환

자는 반드시 복강 내압을 측정 해야 한다. 

  IAH 또는 ACS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를 살

펴 보면 2004년 Malbrain 등2이 시행한 다기

관 연구에서 최대 IAP가 12mmHg이상 이었

던 환자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54.5%, 외과

계 중환자실에서 65%였으며 평균 IAP가 

12mmHg가 넘었던 경우는 내과계에서 

24.6%, 외과계에서 22.5%였다. ACS 기준인 

평균 IAP가 20mmHg가 넘은 경우도 내과계 

3.5%, 외과계 5%로  내과계, 외과계 중환자실 

모두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함을 보고하

였다. 일반적으로 혼합 중환자실에서 

32~54% 정도의 IAH가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다2, 8. 질환 별로 보았을 때 IAH의 경우 패

혈성 쇼크환자에서 41~85%3, 대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33~41%17‐19, 췌장염 환자에서 

31~40%20‐21, 그리고 간이식 수술 후에서도 

31% 정도의 많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7. 또

한 질환과 관련 없이 수액 균형이 하루 5L 이

상인 경우 IAH가 85%에서, ACS가 25%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어 주입된 수액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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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ophysiologic implications of intra‐abdominal hypertension.

4. 복강 내 고압의 임상적 영향

  이러한 복강 내압의 상승은 신체의 여러 부

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igure 1) 22. 우선

적으로 복강 내의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복강 내의 혈액 순환을 감소 시킴

으로써 복강 내 장기의 관류를 감소시켜 허혈

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복강 내압이 

증가함에 따라 심해지며 20mmHg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복강구획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

다.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복강 내에 있

는 모든 장기로 간기능을 감소시켜 혈중 빌리

루빈, 간효소 증가, 유산(lactate)의 대사를 감

소시키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사구체 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를 떨어뜨리고 소변량 감소와 급성 신손

상을 유발 시킨다. 위장관도 영향을 받아 장마

비나 부종, 비폐색성 장간막 허혈

(nonocclusive mesenteric infarction; 

NOMI) 등이 유발 될 수 있다. 

  복강 내 고압은 호흡기계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 복강 내압의 상승은 횡경막을 두부 쪽으

로 상승시키고 흉곽 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

어 무기폐를 발생 시키고 폐유순도와 기능적 

잔류용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를 감소 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기도압

(airway pressure; Paw) 을 상승시키고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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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불균형을 악화시켜 산소화 장애, 환기 장

애 등 전반적인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 복강 

내 고압과 흉곽 내 압력 상승은 체내 혈액 순

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정맥을 압박

하여 정맥 순환을 감소시킴으로 심박출량을 

떨어뜨려 혈압의 저하와 전신의 관류 장애를 

발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심정맥압

(central venous pressure; CVP)은 오히려 

상승시킴으로 심장 전부하(preload)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혈장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액 주입을 망설이게 만든다. 그 외

에도 두개강 내 압력(intra‐cranial pressure; 

ICP) 상승시키며 복강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

우 하지의 혈액 흐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전신에 걸친 많은 악영향으로 복강 

내 고압이나 복강구획증후군의 발생은 이환률

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5‐7. 
Ivatury 등은5 외상 환자에서 복강 내 고압이 

발생한 군에서 산증이 심해지고 사망률, 다발

성 장기부전 점수(multiple organ 

dysfunction score; MODS)가 유의하게 증가

함을 보고하였고, Jan J De Waele 등도6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복강 내 고압의 발생과 

폐부전, 심혈관계 부전, 신 부전의 발생이 유

의한 관계가 있으며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나 

병원 입원 기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간이

식을 받은 환자에서도 수술 후 복강 내 고압이 

발생한 환자에서 기계환기 적용 기간, 이식편

의 기능 부전, 중환자실 사망률, 신부전의 발

생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7. 

Manu 등의8 보고에서도 질환과 관계 없이 중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서 복강 내 고압이 발

생한 경우 사망률이 38.8%으로 발생하지 않

은 환자에서 사망률인 22.2%보다 낮았다. 또

한 여러 연구에서 복강 내 고압은 사망률과 관

련된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18, 23, 

24.

5. 복강 내 고압의 치료

  복강 내 고압 및 복강구획증후군은 원인 질

환 자체가 다양하여 일정한 치료 과정을 적용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10. 기본적으로 복강 

내 고압만 존재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을 하여 더 증가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법을 적용하여 복강 

내압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복강 

내압이 20mmHG이상 증가할 경우 적극적으

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복강 내압을 낮추도

록 시도하여야 하며 실패할 경우 빠른 수술적 

감압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세계복강구획증후군 연구회에서 제시한 

치료법을 살펴보겠다10.

● 복부 관류압 (abdominal perfusion 
pressure; APP) 유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APP는 실제 복강 

내 장기의 관류 정도를 의미하며 APP의 감소

는 복강 내 장기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로 APP는 생존률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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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복강 내 고압이 발생한 경우 복

강 내압을 낮추어 APP가 50~60 mmHg 이

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낮추는 것이 불가

능할 경우 평균 동맥압의 목표치를 높게 설정

하여 APP를 목표치 이상 유지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 진정(sedation)과 진통(analgesics)

  통증과 초조(agitation), 과도한 호흡과 기

계 환기와의 부조화 등은 복부, 흉부의 근 긴

장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곧 복강 내압을 

상승 시킨다. 이러한 원인으로 복강 내압이 상

승되는 경우 적절한 진통제와 진정제는 근 긴

장도를 낮춤으로 복강 내압을 감소시킨다. 심

한 경우는 근이완제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 체위(body position)

  상체를 올리는 체형의 경우 중환자에서 흡

입성 폐렴을 감소시키며 특히 기계환기를 적

용 받는 환자에서 기계환기관련폐렴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의 발생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계환기

를 받는 중환자의 경우 가능한 상체를 올리는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체를 올리게 되면 복

부 쪽으로 압력을 가해짐에 따라 복강 내압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강 내 고압이 있

는 경우 폐렴의 위험성이 낮다면 가능하면 상

체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수액 치료

  수액치료는 혈장량과 관류를 유지시켜 장기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로 중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

다. 패혈성 쇼크나 외상, 저혈장성 쇼크 등의 

치료에 있어 수액 치료는 가장 초기에 해야 할 

기본적인 치료로 충분하지 않은 수액 치료는 

임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

러 연구에서 과도한 수액 치료는 복강 내압의 

상승과 복강구획증후군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강 

내 고압이나 복강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많은 환자는 과도한 수액 공급을 주의해야 하

며 여러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한 수액 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콜로

이드(colloid)나 고장성 식염수(hypertonic 

saline)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

한 수액이 공급된 경우나 소변량 감소 등으로 

밸런스 조절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이뇨제 치료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복강 내용물의 제거

  장마비나 장패색에 의하여 복강 내압이 상

승하는 경우는 비위관 삽입, 직장관(rectal 

tube) 삽입, 관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드물게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또한 metoclopromide나 erythromycin 

같은 위장운동촉진제을 사용하기도 한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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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내 과도한 량의 혈종이나 복수 등이 있는 

경우는 경피적 배액술을 고려해야 한다. 

● 수술적 감압술 (surgical 
decompression)

  수술적 감압술은 과거부터 복강구획증후군

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었다. 여러 보고

에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다

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복강 내 고압의 경

우 수술적 감압술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복

부 수술 후 복강 내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개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연 봉

합을 해야 한다.  

결    론

  복강 내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됨으로

써 복강 내압의 여러 기전과 원인 그리고 임상

적 영향과 예후와의 관련성 등이 많이 밝혀졌

다. 그러나 아직도 임상에서 복강 내압이 측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

나갈 수 있다는 점과 단순한 복강 내 고압은 

임상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여러 문헌 고찰과 관심을 통해 복강 내

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하며 복강 

내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잘 파악

하여 복강 내압을 반드시 측정해야 하며 복강 

내 고압이나 복강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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