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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lff-Parkinson-White (WPW) 증후군은 조기흥분 증후군

의 가장 흔한 형태로 1,500명 중 1.5명의 빈도로 발생한다.1) 

이 증후군은 갑작스런 빠른부정맥(tachyarrhythmia)에 의해 

심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마취과의사에게는 

중요하다.2) WPW 증후군은 Kent bundle로 알려진 방실부전

도로(atrioventricular accessory pathway)에 의한 심실 내막의 

조기흥분을 보이는 심전도 소견과 부전도로를 통한 방실회

귀성빠른맥(AV reentry tachycardia)으로 정의되고 심방조동

이나 심방세동 등의 심실위부정맥(supraventricular arrhythmias)

이 잘 동반된다.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무증상에서부터 

심장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마

취관리 과정에서 부전도로를 통한 심장 전도의 증가를 피

하는 것이 빠른부정맥(tachyarrhythmia)을 예방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이다.3,4) 그러나 WPW 증후군을 가진 환자는 활력

징후와 혈액가스검사 소견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적절한 마

취상태에서도 간단한 수술적 조작에 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한 저혈압과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5)

  저자들은 증상이 없는 WPW 증후군 환자에서 중심정맥 

도관과 수술 중에 심한 혈역학적 변화를 보인 발작성심실

위빠른맥 환자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61 cm, 체중 60 kg,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I에 해당하는 62세 여자 환자로 급성 복통으로 본원 응급실

에 내원하여 범발성복막염의 진단을 받고 응급으로 진단개

복술을 시행하기로 하 다. 과거력상 5년 전부터 속쓰림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3년 전부터 흥분이나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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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 후에는 심계항진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수술 전에 검사한 심전도에서 짧은 P-R 간

격, 넓은 QRS, delta 파가 특징적인 WPW 증후군을 보 다. 

백혈구 수가 12 × 103/μl으로 증가한 소견을 제외하고는 

혈청 전해질, 요, 간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 다.

  수술실에 도착하여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심전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기 및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하 다. 이

때 심전도에서 짧은 P-R 간격, 넓은 QRS, delta 파 소견을 

보 고 동맥 혈압은 110/80 mmHg, 심박수는 110회/분, 동맥

혈 산소포화도는 97%로 측정되었다. Modified Allen's test를 

실시한 후 lidocaine 0.5 cc를 요골동맥 부위에 침윤하고 동

맥 도관을 거치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을 감시하면서 propofol 

120 mg, rocuronium 50 mg을 정주 후 기관내삽관을 실시하

다. 이때의 활력징후는 동맥혈압이 140-160/90-100 mm 

Hg, 심박수는 120-135회/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은 35 

mmHg,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99%이었으며, 이 때 심전도상

에서 짧은 P-R 간격, 넓은 QRS, delta 파가 없어지고 정상소

견을 보 다. 마취유지는 O2 2 L/min, N2O 2 L/min, sevo-

flurane 2 vol%를 혼합 사용하여 조절호흡을 시행하 다. 

Propofol을 투여한지 5-10분 후에 심전도에서 짧은 P-R 간

격, 넓은 QRS, delta 파가 다시 나타났으나 안정된 활력징후

를 보 다. 마취유도 직후 중심 정맥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측 쇄골하 정맥에 도관을 거치하는 도중 심전도상에 발

작성심실위빠른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이 

보이면서 동맥 혈압은 60/40 mmHg, 심박수는 200-230회/

분으로 증가하 다. 중심정맥 도관을 제거하자 발작성심실

위빠른맥이 사라지면서 동맥혈압은 100/60 mmHg, 심박수는 

115회/분으로 중심정맥 도관 이전과 비슷한 활력징후를 보

다. 우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 도관 하는 것을 포기하

고 좌측 외경정맥에 16 G 바늘을 도관 하 다. 수술을 시행

하면 수술적 조작으로 인해 이와 같은 심실위빠른맥이 다

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adenosine과 제세동기를 준비한 

후에 수술을 시작하 다. 수술 시작 2시간 후에 심전도에서 

다시 심실위빠른맥이 발생하면서 동맥혈압이 50/30 mmHg, 

심박수는 220-230회/분으로 심한 혈역학적 불안정을 보

다. Adenosine 6 mg을 즉시 3초에 걸쳐 정주하 으나 반응

이 없어 추가로 12 mg을 투여한 후 동맥혈압이 100-110/50

-60 mmHg, 심박수는 100-110회/분으로 혈역학적 안정을 

보 다. 보다 마취를 깊게 하기 위해 fentanyl을 100μg/시간

으로 지속 정주하 고 sevoflurane의 흡입농도를 3.0 vol%으

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르는 동맥혈압 감소를 예방하기 위

해 dopamine을 5-10μg/kg/min의 속도로 투여하 다. 이후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으며 중환자실과 병실 입원기간

동안 빠른부정맥은 발생하지 않았고 WPW 증후군 치료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권유하 으나 환자 본인이 

거절하 으며 특별한 후유증 없이 술 후 2주에 퇴원하 다.

고      찰

  WPW 증후군은 심전도에서 짧은 P-R 간격, 넓은 QRS, 

delta 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빠른부정맥이 흔하거나 잘 

견디지 못하는 환자들은 특히 빠른부정맥 동안 넓은 QRS로 

진행되거나 WPW 증후군이 있으면서 급사(sudden death)한 

가족력 있는 경우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6) 특징적인 심전도는 Kent bundle로 알려진 방실부전도

로(atrioventricular accessory pathway)에 의한 심실 내막의 조

기흥분과 부전도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빠른맥(AV reentry 

tachycardia)으로 이 bundle은 방실 내막의 섬유대가 분리 과

정의 장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론되며 콜라젠 결합조직

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있다.7) 부전도로의 분포는 좌심실 유

리벽이 가장 많고 기타 우심실 유리벽, 후중격벽 순이고 더 

자세한 해부학적 위치로는 좌심실 좌측벽과 좌심실 후벽에

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WPW 증후군 환자의 

임상 증상은 무증상 부터, 흉통, 저혈압, 울혈성 심부전, 실

신, 심장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유의할 점은 심방세동이나 심장조동 등의 심실

위빠른맥이 흔히 동반된다는 것이다. 정상에서는 심실위빠

른맥의 빠른 심방의 리듬이 방실 결절의 생리적 전도지연

으로 심실의 반응이 매우 빨라지지 않으나, 비정상적인 부

전도로를 갖는 경우 부전도로를 통해 빠른 심방의 빈맥이 

심실로 전달됨으로 심실의 박동이 매우 빨라져 심박출량의 

감소 및 저혈압에 의한 전신적 순환 장애를 야기할 수 있

다. 심실위빠른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igitalis나 verapamil

등은 부전도로의 불응기를 짧게 하여 전도를 증가시킴으로 

부전도로를 통한 심방빈맥의 전달이 증가되어 빠른 심실박

동을 야기하여 심실세동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을 유도할 

수 있다.9) WPW 증후군 환자에서 발작성심실위부정맥은 

atropine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WPW 증후군 

환자에게 atropine과 같은 약제의 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흡입마취제의 경우 WPW 증후군 환자의 정상적인 

방실전도와 부전도로에 미치는 향에 있어 isoflurane과 

halothane은 부전도로를 통한 기외수축으로 빈맥이 유발하기 

쉬운 기간인 연결간격(coupling interval)을 증가시키는 반면, 

enflurane은 연결간격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불응기를 증

가시키기 때문에 WPW 증후군 환자에서 수술 중 빠른부정

맥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약제라고 할 수 있다.10) 본 

증례에서 sevoflurane을 이용하여 마취를 유지하 는데 이 

환자에서 실제적으로 sevoflurane이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Sharpe 등은11) sevoflurane

은 정상적 생리적인 범위내에서 굴심방 전도시간(sinoa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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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on time)과 심방-방실다발(atrial-His bundle) 간격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부전도로의 절

제술을 받는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sevoflurane이 WPW 증후군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전기

생리학적 향이 없다고 하나 표본 크기가 작아 통계 분석

력이 부적절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은 enflurane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Propofol, benzodiazepines, opioids와 같은 정맥마취

제는 부전도로의 전기생리학적 검사나 절제술 시 부전도로

에 전기생리학적 향을 주지 않아 절제술 후 성공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마취약제이나 부전도로의 절제술이 아

닌 다른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부전도로를 가

진 환자의 경우 부전도로의 불응기를 연장시키는 약물이 

우선 선택되어져야 한다.10) Propofol이 WPW 증후군에서 정

상 방실 전도계와 부전도로에 전기생리학적으로 어떤 중요

한 향을 주지 않을지라도 Seki 등은12) propofol 주입동안 

delta 파가 사라졌던 WPW 증후군 환자를 보고하면서 간헐

적으로 delta 파가 소실되는 환자는 부전도로에서 불응기가 

보다 길며 일정한 조기흥분(preexcitation)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전도로에서 전도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 다. 

본 증례 환자에서도 propofol 주입동안 delta 파가 사라졌지

만 5-10분 후에 다시 나타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취 중에는 다양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

으로 각각의 약물 작용뿐 아니라 산증, 저산소증, 이산화탄

소 축적, catecholamine 분비, 기관내삽관, 얕은 마취에 의한 

자극 반사, 수술적 조작, 전해질 불균형 등이 있다.12) 그러

므로 WPW 증후군 환자의 효과적인 마취관리를 위해서는 

빠른맥 및 부정맥의 유발을 피하며, 또한 항부정맥약물은 

수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충분한 마취 

전의 안정과 심근 수축력을 저하시키는 약물, 순환성 또는 

심장성 catecholamine분비를 항진시키거나 미주신경 억제효

과가 있는 약물을 피함으로써 빠른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

다.14) 본 증례에서 흡입 마취제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opi-

oids인 fentanyl을 투여하여 마취를 깊게 함으로써 수술적 조

작이나 자극 반사를 최소화하여 빠른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WPW 증후군 환자에서는 간단한 수술적 조작

에 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한 혈역학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심실위빠른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마취과 의사들은 

이를 숙지하여 마취관리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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