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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

dia, PSVT)은 회귀성 빈맥(reentrant tachycardia)을 나타내는 

부정맥군을 말하며 방실결절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VNRT)과 부회로를 통한 방실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AVRT)이 여

기에 해당된다.1,2) PSVT의 일반적인 심전도상 진단기준은 

빈맥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정상적인 QRS파 혹은 기존 각

차단(bundle branch block)이 있으면서 RR 간격이 40 ms 이

하이고 심실 심박수가 분당 120회 이상이며 QRS 파를 앞서

는 P파가 없을 경우이다.2-5)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급

격한 두근거림, 어지러움, 흉부의 조임, 호흡곤란 등이 나타

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빈맥으로 인한 심실로의 용적 충만 

소실로 저혈압, 의식소실과 좌심방압의 상승으로 인한 급성 

폐부종 등이 동반될 수 있다.6,7) 마취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전체 부정맥 중 PSVT는 약 2.5%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마취 중 자율신경계의 변화, 약물효과, 정맥 

내 용적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8) 저자 등은 수

술 전 심전도 검사 및 기타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에서 마취 유도 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PSVT를 베타 차단제

인 esmolol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하 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중 75 kg, 신장 160 cm인 61세 여자 환자가 위암과 간 

분절 종괴 진단 하에 위 전절제술 및 간 4분절 절제술 예

정으로 입원하 다. 과거력 및 가족력 상 6개월 전 고혈압

과 당뇨 진단을 받았으며,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 수

술 전 이학적 검사 상 혈압 140/80 mmHg, 심박수 분당 68

-74회, 체온 36.6oC, 혈당 수치 150-250 mg/dl로 유지되었

고, 혈액 검사, 흉부방사선 사진, 혈장 전해질 검사 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간기능 검사 상 AST/ALT는 123/79 

IU이었다. 전투약제로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근주하 다. 낮 12시경 수술실에 입실한 후 환자

논문접수일：2004년 6월 23일

책임저자：노운석, 대구시 남구 대명 4동 3056-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705-718

Tel: 053-650-4504, Fax: 053-650-4517

E-mail: usno@cu.ac.kr

마취유도전 Esmolol로 치유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증례보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박찬홍․길태 ․정진용․노운석․김봉일․조성경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Treated with Esmolol before Anesthesia Induction
-A case report-

Chan Hong Park, M.D., Tae Young Kil, M.D., Jin Yong Chung, M.D., Woon Seok Roh, M.D., Bong Il Kim, M.D., and Soung Kyung Cho,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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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escribe the case of a 61-year-old woman who manifested with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PSVT).  She was scheduled 

with gastrectomy and partial hepatectomy because of stomach cancer metastasis.  EKG findings were normal in the preoperative period 

but she had symptoms of palpitation, restlessness, and a high systolic blood pressure (180 mmHg) in the operating room before anesthesia 

induction.  On her EKGs, we recognized a PSVT characterized by a high pulse rate of 180 beats per minute, a narrow QRS complex 

of 40 msec, and no P wave.  These findings were not terminated by carotid massage or antiarrhythmics (verapamil and lidocaine), but 

were completely treated by the beta-blocker, esmolol.  We consider that esmolol is a good choice for the treatment of PSVT with a 

narrow QRS complex combined with a high blood pressure in case with known hypertension or that have experienced preoperative anxiety 

or stress.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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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증상을 갑작스럽게 호소하여 곧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계, 맥박산소포화도를 부착하 으며 

심전도상 심박수 분당 180회, QRS파 간격 40 ms 이하, P파

는 관찰되지 않는 PSVT가 관찰되었다(Fig. 1A). 이때 환자

의 혈압은 170/100 mmHg, 맥박 산소포화도는 100%이었으

며 의식상태는 명료하 다. 즉시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동맥

도관을 거치하 으며 마스크로 산소 2 L/min를 투여하면서 

수차례의 경동맥 마사지를 시행하 으나 심박수는 감소되

지 않았다. Lidocaine 30 mg을 정주한 후 1분 동안 관찰하

으나 반응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lidocaine 40 mg 그리고 

30 mg을 정주한 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PSVT 치료를 위해 

verapamil 2.5 mg을 1분에 걸쳐서 정주한 뒤 10분 정도 관

찰하 지만 심박수는 분당 170회로 여전히 빈맥을 보 다. 

심박수 감소 목적으로 esmolol 10 mg을 정주하 더니 30초 

후 심박수는 분당 160회로 감소되었다. Esmolol에 대한 반

응이 있다고 판단되어 1분 후 esmolol 20 mg을 추가로 투여

하 으며 환자의 심박수가 분당 140회, 혈압이 150/85 mmHg

로 감소되었다. 10분 후 esmolol 30 mg을 추가 정주한 뒤에

는 심박수가 분당 80회인 동율동으로 전환되었다. 이 때 환

자의 혈압이 130/70 mmHg, 산소포화도는 100% 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사라졌다. 수술실 도착 35분 후 심장상

태 검사를 위해 심장순환기 내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

하 고 경 흉부 심초음파를 시행하 다. 심초음파 시행 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심장상태에 대한 추적검사

를 위해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고 입실 1시간 5분 후 환자

를 회복실로 이송하 다. 30분간 회복실에서 혈압과 맥박산

소포화도를 관찰한 후 병실로 환자를 이송하 고, 병실에서 

측정한 활력징후와 심전도, 동맥혈 가스검사, 혈장 전해질 

검사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다음날 시행한 경 흉부 심

초음파 상 좌심실 박출 계수 57.3%, 약간의 좌심실 기능 감

소 외에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24시간 Holter 심전

도상 1차례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심실상성 빈맥이 나타

나서 수십 분 지속되다가 사라졌으며 심방 조기 수축 (pre-

mature atrial contraction, PAC)이 자주 나타났다(Fig. 1B, C). 

그 후 베타 차단제인 atenolol 25 mg을 1주일간 경구 복용

한 뒤 다시 예정된 수술을 시행하 다. 술 전, 중, 후의 심

전도, 심박수, 혈압은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수술 1

주일 후 환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하 다. 

고      찰

  PSVT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정도 발생빈도가 높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발생 위험이 5배 높다.5) 기존의 

심질환, 전신질환, 갑상선 중독증, digitalis 중독, 폐색 전, 임

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8) 젊고 건강한 사람에서 운동

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2) Lee 등은9) 

PSVT의 발생빈도는 하루주기리듬(circadian rhythm)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하루 중 오전 8-9시, 12-1시, 그리고 오후 

5-6시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고 하 다. Chen 등은10) 과환

기나 isoproterenol과 같은 교감신경작용약물(sympathomime-

tics)이나 atropine과 같은 부교감 신경 억제제(parasympath-

olytics)도 PSVT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 다. 본 증례는 수

술 전 검사 상 PSVT와 관련 있는 상기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 마취 유도 전 갑작스럽게 PSVT가 나타난 경

우로 PSVT의 자세한 유도원인은 알 수 없으나 환자가 하루 

중 PSVT의 발생빈도가 높은 낮 12시경에 수술실에 입실한 

점, 위 전절제술 및 간 4분절 절제술과 같은 큰 수술을 앞

둔 환자가 느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 전 전투약제

로 투여한 부교감 신경 억제제인 glycopyrrolate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PSVT가 유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PSVT은 그 발생 기전으로 보면 방실 결절내의 회귀 기전

에 따라 생성되는 AVNRT와 우회 경로를 따라 발생하는 

AVRT로 크게 구분된다.1,2,5,11) PSVT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 AVNRT는 PAC로 시작되어 β경로가 차단되면

서 느린 α경로를 통해 심실에 전향적으로 파를 전달한 후 

빠른 전도 경로인 β경로를 통해 심방으로 회귀한다.1) 이 

Fig. 1. The tracing shows paroxysmal supraventricular (probably ar-

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PSVT, rate: 180 beats/min, 

narrow QRS complex with 40 msec and no P wave) before an-

esthesia (A). There was another PSVT (B) and frequent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in the Holter monitoring in post-event 1 day (C). 

A

C

25 mm/se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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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심전도상 심박수는 분당 150-250회이고, QRS파는 좁

고, P파는 심방과 심실의 동시수축으로 일반적으로 관찰되

지 않으며, P파가 보이는 경우에도 R-P간격은 70 ms 이하

로 매우 짧다.2) 본 증례의 경우 P파가 관찰되지 않았고 QRS

파 간격이 40 ms 이내이므로 PSVT의 발생기전은 AVNRT로 

판단된다. 수술실 입실 당시 이미 AVNRT가 발생한 후 심

전도로 AVNRT를 확인하 으므로 AVNRT유도 전 PAC가 

선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24시간 Holter 심전도상 한

번의 PSVT와 몇 차례의 PAC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로 흔한 PSVT의 형태인 AVRT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하나 

이상의 부가적 전도로를 가짐으로서 정상율동동안 방실 결

절을 통하지 않고 부가적 전도로를 통해 심실로 들어가므

로 심실의 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탈분극 된 후 부

전도로를 통해 역으로 심방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빈맥이 

초래된다. 이 경우 심전도상 QRS파 형태는 규칙적이고 120 

ms 이상이며 delta파가 보일 수 있고, 많은 경우 P파는 QRS

파가 나타난 후에 역으로 나타나므로 비교적 AVNRT와 감

별이 쉽다.2,6,7)

  PSVT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

는 미주 신경 자극법은2,6,8,11,12) 경동맥 마사지와 Valsalva법, 

두부하강 체위, 깊은 흡입, 안면의 얼음 마사지 등이 있으

며11) AVNRT보다 AVRT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11) 본 

증례에서도 경동맥 마사지를 몇 차례 시행하 지만 효과가 

없었다. 미주 신경 자극법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adenosine

이 첫 번째 선택 약물이다.1,2,4,8,13) 일반적으로 adenosine은 

좁은 QRS파 빈맥일 때 효과적이나 우회로가 있을 때는 잘 

반응하지 않으며 부작용으로 홍조, 흉통, 호흡 곤란, 일시적 

저혈압, 기관지 경련, 짧은 시간의 무수축이나 과도한 서맥

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기흥분이나 심방 조동이 있을 경우 

효과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것도 사용의 제약조건이 된

다.2,13) 본 증례의 경우 수술실에서 adenosine이 비치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PSVT가 발생하 기 때문에 

adenosine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은 verapamil, diltiazem과 

같은 칼슘 통로 억제제로 방실 결절의 전도를 느리게 한

다.2,6,8) 이 중 verapamil은 adenosine과 마찬가지로 제세동 효

과가 있다고 하나 부가적 회로의 전도를 촉진시키고, 좌심

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1,2) 심

실 세동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허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2) Verapamil의 반감기는 15-30분 정도로 길

기 때문에 PSVT의 치료제로는 adenosine보다 우선순위가 떨

어지며 QRS파가 넓은 빈맥의 경우는 금기가 된다.2,6) 그러

나 adenosine의 짧은 반감기와 비교해서 비교적 장기간 효

과를 보일 수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

다.2) 본 증례의 경우 verapamil을 사용했으나 빈맥이 조절 

되지 않았다. 

  PSVT의 세 번째 치료 약물로는 esmolol, atenolol, pro-

pranolol과 같은 베타 차단제로6,9) 그 중 esmolol은 선택적 

베타-1 차단제로서 ester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적혈구 estrase

에 의해 빨리 가수 분해되므로 반감기가 8분정도로 짧고 

최고 효과는 투약 후 6-8분에 나타나고 투여 중단 후 20

분 이내 작용이 약화되기 때문에 불안정성 협심증, 심근경

색, 심방세동, 심방조동 및 PSVT의 경우 esmolol의 효율성

과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다.14)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에서 고혈압이나 빈맥 혹은 부정맥의 응급처치에서 

esmolol은 교감신경흥분이나 내인성 카테콜라민의 유리로 

인한 혈역학적인 반응을 약화시키는데 이점이 있다고 한

다.14) Balser 등은15) 비심장수술 후 adenosine에 반응하지 않은 

심방세동군에서 esmolol은 diltiazem보다 동율동으로 전환을 

촉진한다고 하 고, Philippon 등은16) AVNRT의 치료측면에서 

esmolol은 후향성 빠른 경로보다 전향성 느린 경로의 전도 

간격을 더욱 짧게 한다고 하 다. Kirton 등은17) 중환자실에 

입원한 수술 환자 27명에서 발생한 AVNRT의 치료에 있어서 

adenosine은 44%에서 동율동으로 전환시켰고 동율동으로 전

환된 환자에서 재발한 AVNRT의 경우 adenosine은 단지 34%

에서만 효과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esmolol이나 verapamil의 

병용이 필요하 고 AVNRT 발생 초기에 adenosine 뿐만 아니

라 esmolol이나 verapamil의 조기사용을 추천하 다. 본 증례

의 경우 PSVT가 나타났지만 저혈압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오

히려 환자가 갖고 있는 고혈압으로 인해 PSVT와 더불어 혈

압이 높게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의 esmolol 사용

에도 과도한 혈압하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PSVT의 또 다른 치료 약제로 ouabain이나 digoxin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발현시간이 늦어 급성 치료에는 

유용하지 않으며6) lidocaine은 QRS파가 넓은 경우 정주하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7) 약물적 치료로 빈맥의 조절에 실패할 

경우 동시적 전기적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는데 빈맥에 의

한 심한 허혈이나 저혈압 발생 시 즉시 고려되어야 한다.2,6)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마취 유도 전 과도한 스트레스나 마취전투약제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마취유도 전이라도 PSVT가 초래될 수 있

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빈맥은 esmolol에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이 명료하고 심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저혈압을 동반하지 않는 PSVT의 경우 수술실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타 차단제인 

esmolol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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