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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관리 과정에서 수술이 시작되기 전, 마취유도 중이나 

마취유도 직후에 예상치 못한 심한 저혈압이나 부정맥이 

발생할 경우 마취과 의사는 매우 당황할 수 있으며 이때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

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

  Wolff-Parkinson-White (WPW) 증후군은 심장전도기능에 이

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Kent bundle로 알려진 방실부전

도로(atrioventricular accessory pathway)에 의한 심실 내막의 

조기흥분(preexcitation)을 보이는 심전도 소견과 부전도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AV reentrant tachycardia)으로 정의

되고 심방조동이나 심방세동 등의 심실상성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이 잘 동반되며 그 발생기전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3) 이 증후군을 가진 환

자는 흉통, 저혈압, 울혈성 심부전, 실신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적 치료

방법과 전극도자 절제술 등이 있다. 이러한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마취과정에서 마취약제, 산증, 저산소증, 과탄산증, 

마취와 수술조작에 따른 심한 자극, catecholamine 분비, 전

해질 불균형 등에 의해 다양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마취관리 시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가 있다.4-6)

  그러나 WPW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적절한 마취관리 하

에 생체활력징후와 혈액가스검사 소견이 정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간단한 수술적 조작에 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한 저혈압과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수술 전에는 심전도상의 WPW 증후군 소견 이

외에는 일반적 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이나 증상이 없었고 

2주 전에 시행 받은 고관절 치환술 시에도 마취와 수술의 

과정에서 특이상황이 없었던 환자에서 좌측 폐하엽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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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유도 후 좌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

맥 도관을 거치하는 도중 두 차례에 걸쳐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심한 저혈압 및 심실상성빈맥의 발생을 경

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체중 52 kg의 59세 남자로 일상적으로 시행 받은 

신체검사에서 흉부 단순 촬 상 좌측 폐하엽에 종양 소견

을 보여 정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본원 호흡기 내과에 입원

하 다. 입원 후 시행한 흉부 단층 촬 과 기관지경 검사, 

경피적 세침 흡인검사(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상 좌측 

폐하엽에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이 발견되

어 흉부외과에서 좌측 폐하엽 절제술을 시행 받게 되었다.

  과거력상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심계항진의 증상이 있

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곧 증상이 사라져 이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2주 전 시행한 고

관절 치환술에서도 수술이나 마취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고, 혈

액, 요, 혈청 전해질, 간기능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 고, 심전도에서는 짧은 P-R 간격과 Delta 파를 보이는 

WPW 증후군으로 의심되었으나 임상적 증상이 없어 더 이

상의 검사를 하지 않고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 다.

  마취전처치로 술 전 30분에 glycopyrrolate 0.2 mg과 mida-

zolam 2.5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 도착 직후 환자의 활력 

징후는 비침습적 자동 혈압계로 잰 혈압이 120/70 mmHg, 

심박수 85회/분이었고, 심전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

정기 및 맥박 산소계측기를 통해 환자 상태를 감시하면서 

thiopental sodium 5 mg/kg과 succinylcholine 1 mg/kg을 정주

하고 산소와 enflurane으로 2분 정도 용수 환기한 후 단일공 

기관지 폐쇄구 튜브(Univent tube®)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고 이때의 활력징후는 혈압이 140/90 mmHg, 심박수는 95

회/분, 맥박 산소 포화도는 99%,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3 mmHg이었다. 기관내 삽관 직후에는 vecuronium 0.1 mg/ 

kg을 정주하고 마취유지를 위하여 O2 (2 L/min)-N2O (2 

L/min)-enflurane (1 Vol%)을 투여하 으며 굴곡성 기관지 내

시경으로 기관지 폐쇄구의 위치를 확인하 다. 지속적인 동

맥압 측정과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위해 우측 요골동맥

에 18 gauze 도관을 거치하 고 동맥혈 가스분석 소견은 

pH 7.432, PaCO2 34.8 mmHg, PO2 376.4 mmHg, SaO2 99.9%

로 정상범위 내 고 활력징후는 혈압이 120-110/80-70 

mmHg, 심박수는 85회/분, 맥박 산소 포화도는 99-100%,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3 mmHg로 안정적이었고 심전

도상에도 이상이 없었다.

  중심정맥압을 감시하기 위하여 좌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

정맥 도관을 거치하는 도중 갑자기 심전도상에 발작성 심

실상성빈맥 소견이 보 고 심박수가 220-240회/분으로 증

가되었으며 우측 요골동맥에 거치한 도관을 통한 동맥압이 

40/20 mmHg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중심정맥 도관의 끝

이 우심방에 위치한 부전도로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심정맥 도관을 제거하자 심전도상의 발작성 심실상성빈

맥이 사라지고 활력징후는 혈압이 120/80 mmHg, 심박수 95

회/분으로 안정되었다. 잠시 후 다시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

하니 심전도상에서 전과 같이 심박수가 220-240회/분 정도

의 심실상성빈맥이 나타나고 동맥압이 40/20 mmHg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이번에는 중심정맥 도관을 제거하여도 심실

상성빈맥과 저혈압이 지속되어 adenosine 6 mg을 두 차례 

정주하자 심전도상에서 심실상성빈맥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심율동으로 바뀌고 혈압이 110/70 mmHg, 심박수 85회/분으

로 안정되었다.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적 조작으로 인해 이와 같은 심실

상성빈맥과 심한 저혈압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WPW 증후군의 재평가를 위

해서 수술을 연기하 다. 3일 후 환자는 심장내과에서 심전

기생리학적 검사(electrophysiologic study)를 시행하여 관상정

맥동(coronary sinus) 부근에 위치한 부전도로를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로 제거하 다.

  6일 후 환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좌측 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 고 2주 후 퇴원하 다.

고      찰

  WPW 증후군은 1930년에 Wolff 등에1) 의해 처음 보고되

었으며 1967년 Durrer와 Ross 등이2) 심장전기생리학적 검사

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실 결절과 더불어 부전도로를 통한 

방실 전도와 심실 내막의 조기흥분의 기전을 확인하 다.

  정상적으로 태아기에 심방과 심실은 섬유륜이 형성될 때

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WPW 증후군에서의 부전도로는 방

실 내막의 섬유대가 분리 과정의 장애로 남아 있는 것으로7) 

종종 Ebstein기형, 심방중격결손, 특발성 비대성 대동맥하 

협착증(idiopathic hypertrophic subaortic stenosis) 같은 심장 

기형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8)

  WPW 증후군은 대체로 단일 부전도로를 갖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고주파 도자 절제술이 부전도로에 의한 빈맥의 

치료에 효과적인 시술로 인정되고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발

달로 인해 다발성 부전도로를 갖는 환자의 보고가 늘고 있

다.3) 부전도로의 분포는 좌심실 유리벽이 가장 많고, 우심

실 유리벽, 후중격벽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3,9)

  치료로는 초기에는 WPW 증후군 환자의 빈맥을 치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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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방법이 약제 으나,10) Borggrefe 등이11)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을 처음 시행한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높은 성공률과 낮은 부작용률을 

가짐을 보고하 다.12,13)

  WPW 증후군에서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이 잘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이 심방, 방실 결절, 심실로 이어지는 정상 전

도계로 전달된 자극파동(impulse)이 심실수축 후 소멸되지 

않고, 다시 비정상적 부전도로를 거쳐 역으로 심방에 전달

되고, 다시 정상 전도계를 통해 심실로 순환되는 방실재귀

성 빈맥(AV reciprocating tachycardia)에 의한다.14) WPW 증

후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할 점은 심방조동이나 심방세동 

등의 심실상성빈맥이 흔히 동반되며, 정상에서는 심실상성

빈맥의 빠른 심방의 리듬이 방실 결절의 생리적 전도지연

(physiologic AV delay)으로 심실의 반응이 매우 빨라지지 않

으나, 비정상적인 부전도로를 갖는 경우 부전도로를 통해 

빠른 심방의 빈맥이 심실로 전달됨으로 심실의 박동이 매

우 빨라져 심박출량의 감소 및 저혈압에 의한 전신적 순환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10) 심실상성빈맥에 많이 사용되는 

digitalis나 verapamil 등은 부전도로의 불응기를 짧게 하여 

전도를 증가시킴으로 부전도로를 통한 심방빈맥의 전달이 

증가되어 빠른 심실박동을 야기하여 심실세동과 같은 위험

한 부정맥을 유도할 수 있다.9,15,16)

  따라서 빠른 빈맥에 의해 임상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일

차적 치료로 전기 심율동전환(electric cardioversion)이 우선

적이고, 비정상적 부전도로를 통한 빈맥으로 진단된 경우 

비정상 부전도로의 불응기를 증가시켜주는 class I (flecai-

nide) 또는 class III (amiodarone, sotalol) 항부정맥제의 사용

이 바람직하다.

  Adenosine은 수 초간의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진 내인성 

nucleoside로 WPW 증후군에서 혈역학적 장애가 있는 발작

성 심실상성빈맥이 나타날 경우 방실 결절 전도를 차단시

키는데 유용하다.17)

  마취 중에는 다양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

으로 각각의 약물 작용 뿐 아니라 산증, 저산소증, 이산화

탄소 축적, catecholamine 분비, 기관내삽관, 얕은 마취에 의

한 자극 반사, 수술적 조작, 전해질 불균형 등이 있다.4-6)

  WPW 증후군 환자에서 마취관리는 빈맥 및 부정맥의 유

발을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마취 전의 안정이 필

요하고, 심근 수축력을 악화시키는 음성변력효과를 갖는 약

물, 순환성 또는 심장성 catecholamine 분비를 항진시키거나, 

미주신경차단 효과가 있는 약물을 피해야 한다.18,19) Keta-

mine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므로 피해야 하고, 항콜린성제

제로는 atropine보다 glycopyrrolate가, 근이완제로는 심장순환

계에 향이 적은 vecuronium이 선택적이다. 기관내삽관은 

마취심도가 충분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얕은 마취심도, 

산증, 저산소증, 이산화탄소 축적을 피해야 하고 술 후 통

증조절로 빈맥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전기생리학적 검사로 흡입마취제와 정맥마취제가 WPW 

증후군 환자의 정상적인 방실전도와 부전도로에 미치는 

향이 보고되었다.20-23) 흡입마취제의 경우 enflurane, isoflur-

ane, halothane 순으로 부전도로의 불응기를 증가시켜 이를 

통한 전도를 억제하여 부정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Isoflurane과 halothane은 부전도로를 통한 기외수축으로 빈맥

이 유발되기 쉬운 기간인 연결간격(coupling interval)을 증가

시키는 반면, enflurane은 연결간격에 향을 주지 않아 WPW 

증후군에서 부정맥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약제이다. 

정맥마취제로 sufentanil, alfentanil, lorazepam, midazolam, pro-

pofol은 부전도로의 전기생리학적 검사나 절제술 시 부전도

로에 전기생리학적 향을 주지 않아 절제술 후 성공여부

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마취약제이다. 

  과거에 WPW 증후군의 마취관리 보고사례들은 국내에서

도 여러 건이 있었으며,5,6,18,19) 본 저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마취전처치로 환자에게 midazolam과 glycopyrrolate을 투여하

고 흡입마취제로 enflurane을 사용하고 근이완제로 vecuro-

nium을 사용하여 빈맥과 부정맥의 유발을 피하 다. 그러나 

수술전에 심전도상의 WPW 증후군 소견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2주 전 수술에서도 수술과 마취에 따른 별

다른 문제없이 수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마취와 관련 없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 도관을 거치하는 단순한 수기에 

의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한 저혈압과 심실상성

빈맥이 발생하여 수술을 연기한 경험을 하 다. WPW 증후

군을 가진 환자는 적절한 마취관리 하에 생체활력징후와 

혈액가스검사 소견이 정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심장의 

부전도로를 자극하는 간단한 수술적 조작에 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한 저혈압과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환자는 심장내과에서 최근 추세인 심전

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한 전극도자 절제술로 부전도로를 차

단하여 다음번 수술에서는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이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 먼저 심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하여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으나 

과거력상 간헐적인 심계항진의 증상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

이 없는 환자에서 심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시행여부는 검사

에 따른 위험성과 비용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WPW 증후군 환자에서 빈맥과 부정맥을 피하

는 전반적인 마취관리와 빈맥 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은 

필수적이며 마취와 관련 없이 중심정맥 도관을 주입하는 

수기로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한 저혈압과 심실상성빈맥

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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