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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신경 자극(vagus nerve stimulation)은 수술이 어려운 난

치성 간질(refractory epilepsy) 환자에 중요한 치료 중의 하나

이다.1) 이러한 미주신경 자극의 치료 기전은 확실하지 않으

나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확립 되

어 있다.2-4) 미주신경 자극과 관련된 부작용은 경하거나 일시

적인 것으로, 목소리의 변화, 기침, 인후부 감각이상, 감염 

등이 있으나,1) 심혈관계의 부작용은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난치성 간질의 치료를 위해 미주신경 자극 장

치의 삽입이 예정된 환자에서, 전신 마취 하에 좌측 미주신

경의 시험 자극 중 우발적인 과다 전류로 인해 심실성 정지

(ventricular asystole)를 동반한 완전 방실결절 차단(complete 

atrioventricular nodal block)이 발생하 으나 자극을 멈춘 후 

혈압과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증례를 경험하 다. 

이 증례는 좌측 미주신경 자극이 심각한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혈압과 심전도의 기록으로 보여주는 국

내 최초의 보고라고 판단된다.

증      례

  체중 72 kg, 신장 172 cm의 28세 남자가 난치성 간질 치료

를 위해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삽입하기 위해 내원하 다. 환

자는 1세에 간질 진단을 받고 여러 약물 치료를 하 다. 환자

의 발작은 대부분 전신 긴장성이며 발작 기간은 약 10분에서 

3시간 정도이고, 1년에 3-4회 정도 발작을 일으키며 피곤할 

때 악화된다고 하 다. 계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큰 

호전이 없어서 미주신경 자극장치를 삽입하기로 결정하 다.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은 tegretol, hydantoin, orfill, rivotrill, 

topamax이며, 뇌 자기 공명 상 촬  소견은 정상이었다. 수

술 전 평가에서 심장이나 폐 기능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마취 전투약으로 midazolam 7.5 mg을 수술 90분 전에 경

구 투여하 다. 수술실 입실 후,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혈압

계, 맥박 산소 계측기를 설치하여 심박수 및 심장 리듬, 혈

압,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다. 마취는 

thiopental sodium 300 mg, fentanyl 100μg 정주 후 안검 반

사 소실을 확인하고 vecuronium 10 mg을 정주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지속적 혈압 감시와 동맥혈 가스 분석

을 위해 좌측 요골 동맥에 카테터를 거치하 다. 수술 중 

마취는 O2와 N2O 각각 2 L/min와 sevoflurane (2-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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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 다. 마취 유지 중 근이완제는 vecuronium을 사용하

고, 일회 호흡량은 10 ml/kg, 호흡수는 10-14회/분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35 mmHg가 유지되도록 조

절호흡을 하 다. 수술 중 환자의 혈압과 심장 리듬은 정상

소견이 다.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좌측 목 부위의 경

동맥(carotid artery)과 경정맥(jugular vein)을 찾은 후, 두개의 

나선형 양극성 자극 전극(helical bipolar stimulating electrode)

을 미주신경에 거치하 다(Fig. 1). 미주신경에 대한 시험 

자극은 1.0 mA, 0.5 ms, 20 Hz, 20 s로 계획되었으나, 실수

로 3.0 mA로 자극을 주었다. 환자는 갑자기 완전 방실결절 

차단과 심한 저혈압을 보여(Fig. 2A) 즉시 자극을 중지하

다. 환자의 혈압과 심장 리듬이 7-8초 후에 정상으로 돌아

왔고, 5분 후 다시 1.0 mA, 0.5 ms, 20 Hz, 20 s의 정상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혈압과 심전도는 정상소견을 보여(Fig. 

2B)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삽입하 다. 환자는 수술 후 합

병증이 없었고 수술 후 심장 평가에서 정상 소견을 보 다. 

고      찰

  미주신경 자극은 항간질 약물에 의한 부작용 없이 효과

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5) 국

내에서는 아직 많은 보고가 없으며 본원에서도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적다. 이러한 미주신경 자극은 기전이 확실하

지 않으나 중추 신경계를 통한 미주신경의 구심성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6) 미주 신경 자극 장치의 삽

입을 위한 수술은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나 전신 마취 하에

서 시행되는데 본원에서는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고 있

으며 수술은 약 2-3시간이 소요된다. 

  목 부위에서 미주신경은 경동맥과 경정맥 사이의 경동맥

초(carotid sheath) 안에 놓여 있으며 좌우의 미주신경은 심장

에 대한 신경조절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측 

미주신경은 동방결절(sinoatrial node)을 자극하고 좌측 미주

신경은 방실결절을 자극하는데, 좌측 미주 신경이 우측 미

주신경보다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7) 이러한 이유로 미주신경 자극은 우측보다는 좌측 미주

신경을 선호한다.

  미주신경 자극의 안정성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

다.2-4) 미주신경 자극과 관련된 부작용은 미미하거나 일시적

이고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andall과 Ardell은8) 개에서 우측 미주신경 자

Fig. 1. Surgical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ion device. The 

star indicates the left vagus nerve. 1: anchor tether, 2: positive 

electrode, 3: negativ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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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imultaneous recording of electrocardiogram (ECG) and 

blood pressure (BP) during left vagus nerve stimulation (VNS) with 

3.0 mA (A) and 0.1 mA (B) current intensity. Notice that VNS with 

3.0 mA, but not 0.1 mA current intensity, results in complete atrioven-

tricular nodal block and severe hypo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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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심각한 서맥을 유발하는 반면, 좌측 미주신경 자극은 

서맥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나 심각한 방실 차단이 유발된

다고 보고하 다. Tatum 등은9) 난치성 간질을 위한 미주 신

경 자극 장치를 삽입하기 전 시행한 좌측 미주신경 실험 

자극에서 심실성 정지를 4명의 환자에서 경험했다고 보고 

하 다. Asconape 등도10) 난치성 간질, 정신지체, 우측 편마

비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환자에서 미주신경 시험 자극에

서 심한 서맥과 일시적 심정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 다. 

또한 최근에는 Ali 등도11) 3명의 간질 환자에서 좌측 미주

신경 자극 시 심실성 정지를 동반한 완전 심장 차단(complete 

heart block)을 경험하 다고 보고하 다. 그들은 이러한 좌

측 미주신경 자극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원인

을 두 가지로 추론하고 있다. 첫째로, 좌측 미주신경 자극

이 부교감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방실결절이 과

도하게 향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둘째로, 좌측 미주

신경 자극 시 미주신경의 구심성 경로의 활성화가 여러 기

관이나 경로에 향을 주어서 심장 리듬에 향을 주는 다

른 많은 시냅스 경로(synaptic pathway)에 활성화를 유발했다

고 가정하고 있다. 상기 네 가지의 보고는 좌측 미주신경 

자극이 심각한 심혈관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

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번 저자들이 경

험한 증례도 좌측 미주신경 자극 후 방실결절에 향을 주

어 심혈관계 부작용이 유발된 국내 최초의 보고라고 판단

된다.

  좌측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 전극(electrode)이 비정상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다. 

Pulse generator와 전극이 부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경우, 임

피던스(impedance)의 변화를 초래하여 강한 자극이 유발될 

수 있다 둘째로, 미주신경의 분지인 경부 심장 신경(cervical 

cardiac nerve)이 간접적으로 자극되었을 경우이다. 전극은 

미주신경의 경부 심장 신경의 원위부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경부 심장 신경 부위에 설치하여 자극하는 경우 서

맥이나 심 정지가 발생될 수 있다. 셋째로, 미주신경 자극 

장치의 기술적인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이다. 넷째로, 집

도의의 실수로 인한 전극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다. 

전극을 미주신경에 배치 시 음극이 머리쪽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전극의 극성(polarity)이 바뀌는 경우 서맥이 발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이상반응(idiosyncratic reaction)

을 보 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다섯 가지의 원인은 3 

mA 자극 5분 후에 다시 시행된 1 mA의 자극에 심혈관계

의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미주신경 자극 장치 삽입은 최근에 국내에서 

난치성 간질 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극히 소

수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증가될 수술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난치성 간질 환자에서 미주신경의 시험 자극 시 

우발적인 과다 전류로 인해 발생된 완전 방실차단과 심한 

저혈압을 경험하 고, 좌측 미주신경 자극이 심방에서 심실

로의 전도를 조절하는 방실결절에 향을 주어 심각한 심

혈관계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

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취과 의사는 난치성 간질 환자

의 치료를 위한 미주신경 자극 장치 삽입 시 좌측 미주신

경 자극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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