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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 중 0.75-2%의 임산부는 분만과 무관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2) 국내에서는 0.2%로 

보고되어 있다..3) 산과마취와 비산과적 수술을 위한 마취의 

다른 점은 산과마취가 신생아 억제 및 자궁수축 억제가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비해 비산과적 수술을 위한 마

취관리는 조기진통 및 자연유산을 방지하고 기형유발을 피

하는 것에 있다. 

  태아는 임산부에게 시행되는 마취의 수동적 수용자로서 

임산부의 저혈압, 자궁혈류 감소, 과환기, 저산소증은 태아

에게 저산소증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중 

비산과적 수술의 마취관리의 목적은 임산부의 안전을 유지

하고, 자궁혈류 감소에 의한 태아 저산소증, 산증을 피하고 

기형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피하며 외과적 조작 및 약

물에 의한 조기진통을 방지하는데 있다.4)

  본 연구는 최근 7년 간 본원에서 임신과 무관한 수술을 

시행받은 임산부의 외과적 수술의 빈도, 진단명, 임신기간, 

마취관리, 태아 감시, 술 후 조기진통 및 분만 상태를 후향

적으로 평가하여 임신 중 비산과적 수술을 위한 마취관리

의 국내 자료를 얻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본원의 분만 환자는 11,772명

으로 같은 기간동안 전신마취 및 부위마취 하에 분만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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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s:  It is estimated that 0.75-2% of parturients undergo surgical procedures unrelated to delivery.  However, there 

are few reports on pregnant surgical patients in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review the clinical information on patients 

who have received surgery during pregnancy.

  Methods:  Of the 11,772 deliveries during the 7-year period 1996-2002, 101 pregnant patients underwent nonobstetric surgery. 

The medical records and anesthesia records were reviwed for the following data:  patient's age, trimester at operation performed, 

type of surgery and anesthesia, fetal monitoring, preterm labor, and for the delivery of pregnant women undergoing nonobstetrical 

surgery, except incompetent cervix. 

  Results:  As many as 0.86% of pregnant women were found to have undergone surgery, the incidence of nonobstetric surgery, 

except incompetent cervix, was 0.43%.  The 84.3% of patients underwent appendectomies.  General anesthesia was administered 

to 68.6%, and regional anesthesia was administered to 31.4%.  The ultrasonographies for fetal monitoring were performed in 96.1% 

of patients.  Of the patients who received abdominal surgery during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 the incidence of preterm labor 

was 25.0%. There was no premature delivery.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nonobstetric surgery for reasons unrelated to pregnancy was 0.43%.  Appendectomy was the 

most common surgical procedure.  I recommend the use of uterine monitoring after abdominal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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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수술을 받은 임산부는 101명이었다. 이 중 임신과 연

관된 부전경관(incompetent cervix) 환자를 제외한 51명의 임

산부를 대상으로 하 다. 대상 환자의 병력기록 및 마취기

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7년 간의 분만수에 대한 비산과

적 수술의 빈도, 연령, 임신기간, 수술 종류, 마취관리, 수술 

전, 후기 태아상태 확인 여부 및 술 후 조기진통을 평가하

다. 마취관리는 마취방법 및 사용 약물, 마취전투약, 척추 

및 경막외 마취 시 지각신경 차단 분절과 저혈압 발생 및 

처치를 조사하 다. 술 후 분만 상태는 본원에서 분만한 환

자의 병력기록과 본원에서 분만하지 않은 환자 중 전화조

사가 가능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 다. 복부수술 환자

에서 임신기간별 조기진통 발생빈도에 대한 비교는 SAS 

system V8를 사용하여 카이제곱 분석 후 Fisher의 정확 검

정을 실시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최근 7년 간 본원의 전체 분만건수에 비하여 분만과 무

관한 수술의 빈도는 0.86% 으며 이 중 임신과 연관된 부

전경관 환자를 제외한 외과적 수술의 빈도는 0.43%이었다. 

  임산부의 평균 연령, 체중, 신장, 임신기간별 분류는 Table 1

과 같으며 임신기간은 제2 삼분기가 많았다. 비산과적 수술

의 진단명, 마취 방법, 수술 및 마취시간, 수술 전, 후의 태

아상태 확인은 Table 2와 같으며 급성 충수염이 84.3%로 대

부분이었으나 악성 종양 환자도 2예 있었다. 96.1%의 임산

부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로 태아상태를 평가하 다.

  마취전투약은 41.2%에서 atopine (대한)이나 glycopyrrolate

(명문)를 근주하 으며 58.8%에서는 마취전투약제를 생략하

다. 부위마취는 31.4%의 임산부에서 시행하 으며 척추마

취 및 경막외마취에는 bupivacaine (아스트라)을 사용하 으

며 감각신경 차단 범위는 T4-T8로 중위값 (meadian)은 T6

다. 상박신경총 차단에는 lidocaine (광명)과 bupivacaine을 사

용하 다. 전신마취 유도제로는 thiopental (중외)이나 propofol 

(아스트라)을 정주하 고, 유지는 50% N2O-50% O2, fentanyl 

(명문), propofol 또는 enflurane (중외) 및 midazolam(로슈)을 

사용하 고 근이완제는 vecuronium (한화) 및 rocuronium (오

가논)을 투여하 다. 술 중 감시장치는 전신마취에는 혈압,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지속적

으로 측정하 고, 부위마취 시에는 혈압, 심박수, 맥박산소

포화도를 감시하 다.

  술 후 조기진통은 제2, 3 삼분기에 충수염과 난소낭종수

술을 받은 8명에서 나타나 제2, 3 삼분기 복부수술 후에는 

25% 빈도를 보 다. 경관확장 자궁 흡입술을 시행한 임산

부를 제외하면 복부수술 후 조기진통의 발생 빈도는 임신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조기진통 환자는 

ritodrine (중외)이나 indomethacin (유한)의 tocolytics를 투여 

받은 후 진통이 소실되었으며 조기분만한 임산부는 없었다.  

51명의 임산부 중 32명에서 술 후 분만상태의 추적조사가 

가능하 으며 14예는 제왕절개술, 12예는 질식분만을 하

으며 출생시 기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6예는 경관확장 자궁

흡입술을 시행하 다(Table 4).

Table 1. Patient and Perioperative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 = 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28 ± 3

Weight (kg)  58 ± 9

Height (cm) 160 ± 4

Gestational period at surgery (No. of patients)

    First trimester 18

    Second trimester  29 

    Third trimester  4 

Emergency operation 47

Elective operation 4

Surgery time (min) 49 ± 21

Anesthesia time (min) 71 ± 26

Ultrasonography (No. of patients) 

    Preoperative period only   6  

    Postoperative period only   9  

    Pre-postoperative period (both) 3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mean ± SD.

Table 2. Reasons for Surgery during Pregnancy and Type of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 = 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rgery 

   Appendecitis 43 (84.3%)

   Ovarian cyst  3 (5.9%)

   Thyroid carcinoma  1 (2%)

   Bladder tumor  1 (2%)

   Intestinal obstruction  1 (2%)

   Crushing injury of hand  1 (2%)  

   Lymph node biopsy of neck  1 (2%)

Anesthesia

   General 35 (68.6%)

   Spinal 14 (27.4%)

   Epidural  1 (2.0%)

   BPB  1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mean ± SD. BPB: brachial plexus block.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6권 제 4호 2004                                                                                            

416

고      찰

  본 연구에서 임신자체와 연관된 부전경관을 제외한 외과

적 수술의 빈도는 0.43%이었으며 이 중 급성 충수염이 84.3%

를 차지하 다. 임신 중 개복술의 2/3를 차지하는 급성 충

수염은 임산부에서 progesterone의 변화로 장운동이 감소하

여 발생하며5) 임신 20주 이후의 충수절제술에서 술 전 호

흡수가 분당 24회 이상, 첫 48시간 내 4 L 이상의 수액을 

정주하고 동시에 tocolytics를 사용하 을 때 18% 임산부에

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 으나6) 본 연구에서 호흡

곤란 환자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비산과적 수술이 시행된 임신기간은 제1, 2

삼분기가 92.2%로 이는 충수절제술을 시행받은 778명의 임

산부의 86.4%가 제1, 2 삼분기인 결과와 유사하 다.7) 사람

에서 기관형성(organogenesis)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수태 후 

15-30일이며, 50일까지 감수성이 점차 감소한다.8) 본 연구

에서 임신 5주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5.9% 으며 임신 7주 

이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13.7% 다. 

  마취방법의 선택은 임산부의 상태, 계획된 수술의 해부학

적 부위, 마취의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환자 및 집도의와 상

의한 후 마취의가 결정한다. 배아형성 시기인 제1 삼분기에

는 기형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위마취를 권장하지만 

제1 삼분기 후에는 산소화의 양호함, 저혈압 빈도 감소, 우

수한 복부이완을 이유로 전신마취를 선호하기도 한다.9) 본 

연구에서는 제1 삼분기 임산부의 38.9%에서 부위마취를 시

행하여 전체 부위마취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많은 산과마

취의사는 부위마취가 약물의 노출이 적어서 기형유발의 가

능성을 감소시키고 태아 심박수 변화를 최소화하므로 부위

마취를 선호하지만 임신 중에 사용하는 마취제의 대부분은 

안전 역이 우수하다.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마취제나 아편

양제제, 진정-최면제 중에서 다른 약물보다 더 안전하거나, 

기형을 더 일으키는 약제는 없다.4) Thiopental은 FDA의 태

아 위험약물 분류상 동물실험의 유해성이 사람에서는 입증

되지 않은 C범주에 해당되지만 오랜 기간동안 임산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Propofol은 동물실험의 무해성이 

사람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B로 분류되고 있으나 제1 삼분

기 이후에는 유해성이 없다고 알려졌으며10) 본 연구에서도 

제2 삼분기 이후에 사용하 다. 사람에서 barbiturate, ketamine 

및 benzodiazepine의 마취유도 용량에서는 기형유발이 입증

되지 않았다.11) Diazepam은 구순열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

었으나12) 다른 연구에서는 입증할 수 없었다.13,14) N2O는 

methionine 합성에 미치는 효과로 임신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 으나15) 70% N2O를 4시간 사용하여도 혈중 met-

hionine 농도에 변화가 없었음이 보고되었다.16) N2O 사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자료는 균형마취의 일부

로서 지속적인 사용을 지지한다.10)

  흡입마취제가 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3) 흡입마취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임산부의 심박출량

과 자궁혈류를 감소시키지 않는 낮은 농도를 사용하여야 한

다. 태아 산소화를 위하여 마취방법의 선택에 무관하게 산소

를 투여하여야 한다. 

   최근 임산부에게 복강경 시술을 시행함에 따라 본 연구

에서도 2예의 골반경하 난소 낭종제거술이 시도되었다. 복

강경하 수술은 자궁의 자극을 제한하고17) 술 후 통증이 적

어 태아가 아편양제제에 노출될 빈도가 적은18) 장점이 있

다. 동물실험에서 복강경하 수술의 이산화탄소 기복은 혈역

학적 변화는 일으키지 않으나 태아에게 호흡성 산증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에서 이산화탄소의 안전성은 입증

되지 않았다.19) 태아 호흡성 산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산

Table 3.  Incidence of Preterm Labor after Surge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eterm
Gestational period Operation (n)

labor (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rst trimester Appendectomy (15) 0

Ovarian cystectomy (1) 0  

Lymph node biopsy of neck (1) 0

Crushing injury of hand (1) 0 

Second trimester Appendectomy (24) 6

Ovarian cystectomy (2) 1

Bladder tumor removal (1) 0

Intestinal surgery (1) 0

Thyroidectomy (1) 0

Third trimester Appendectomy (4)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preterm labor after abdominal 

surgery among the gestational period because six patients who 

underwent dilation and evacuation during the first trimester (5) and 

second trimester (1) were not included in the comparison.

Table 4. Type of Delivery vs Gestational Period at the Time of 
Oper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First Second Third 

trimester trimester trimester 
(n=18) (n=29) (n=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ginal delivery 2  8 2 

 Cesarean section 3 10 1

 Dilation and 
5  1 0

  evacuation

 Unknown 8 10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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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소의 사용이 추천되며 복압을 낮게 유지하면 대정맥 

압박의 가능성도 피할 수 있다.20) Bhavani-Shankar 등은21) 복

강경하 수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32 mmHg로 유지

하는 것이 알맞다고 하 다. 그러나 태아긴박의 증후로 빈

맥, 서맥이 나타나면 모체혈액가스 분석이 필요하다.22) 

  비산과적 수술의 마취목표는 자궁태반 혈류를 유지하고 

태아에게 신경학적 억제 및 호흡 억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으로 자궁내 태아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항상성

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태아 산소화는 임산부의 산

소분압, 산소포화도, 혈색소치, 자궁태반 혈류와 직접 관련

된다. 자궁혈류는 저혈압, 스트레스, 통증, 불안, 저산소증, 

과탄산증, 과환기, 양압환기, 승압제에 의해 감소되므로10) 

유발요인을 교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 중 태

아심박수 감시는 복부 또는 질 초음파탐촉자(transducer)를 

사용하지만 술 중 감시가 불가능하면 최소한 마취유도 전, 

후 및 수술 종료 후에 태아심박수를 평가하여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도 임산부의 84.3%에서 술 후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하 고 모든 환자에서 태아 심박수를 평가하여 술 후 태아

의 안전을 확인하 다.

  임신 중 수술 및 마취를 받은 임산부는 조기진통 및 자

연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며23-26) 제2 삼분기에는 자연유산의 

위험이 5배나 증가하므로27) 술 후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한 

수축이 있다면 자궁감시 및 적극적인 tocolytics 처치가 필요

하다.28) 따라서 술 후 관리로는 조기진통을 평가하기 위한 

자궁수축력 측정 및 태아 안전을 위해 태아심박수 감시가 

필요하다. 조기진통은 자궁경부 원형결찰(cervical cerclage)을 

시행한 임산부의 28-40%에서 나타나지만 정형외과, 신경

외과, 성형외과 수술 후에는 동반되지 않는다.9) Mazze 및 

Kallen은7) 778명의 충수염 임산부 중 22%의 조기진통을 보

고하 으나 본 연구의 충수염 임산부에서는 16.3%에서 조

기진통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신기간과 수술부위를 고

려하면 조기진통은 제2, 3 삼분기에 복부수술을 받은 임산

부의 25%에서 나타났으므로 복부수술 임산부에서는 조기진

통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적 β2-촉진제인 terbutaline이나 ritodrine은 자궁수축을 

억제하며 자궁 태반 혈류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도 

ritodrine 및 indomethacin 치료 후 조기진통은 소실되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폐부종, 부정맥, 저칼륨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 빈맥 및 저혈당증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28,29)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모든 환자에서 분만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점과 부전경관 수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다. 또한 임신 중 분만과 무관한 수술의 

빈도는 다른 보고들과1,2) 유사하 으나 국내3)의 보고보다는 

4배나 많았으므로 타 병원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결론적으로 임산부에서 분만 전에 시행되는 수술의 빈도

는 0.86% 지만 임신과 무관한 외과적 수술은 0.43%이었다. 

외과적 수술은 충수절제술이 대부분이었으며, 제2, 3 삼분

기에 복부수술을 받은 임산부의 25%에서 조기진통이 나타

났으므로 임신기간 및 수술부위에 따라 조기진통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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