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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실세동(atrial fibrillation)은 심부전, 뇌경색, 심근경색 및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키며1) 특히 수술 후 

발생하는 심방세동은 환자의 이환율 및 사망률 증가의 요

인이 되고 있다.2) 이러한 심방세동은 점차 만성화 되어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3) 적절한 치료는 심기능의 개선 뿐 

아니라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4)

  저자들은 수술 전 고열이 동반되었던 환자에서 전신마취

의 회복 중 심방세동의 발생을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키 159 cm, 몸무게 68.3 kg의 69세 여자 환자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이 계획되었다. 과거력 상 환자는 고혈압으로 약

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입원 시 검사한 심전도는 정상소견

이었고, 흉부방사선소견은 경도의 대동맥 사행성(mild tortuosity 

of aorta) 이외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수술 1주일 전

부터 복통과 구토, 발열, 황달이 발생하여 입원 후 수술 시

까지 5일 간 항생체를 투여 받았고 수술 전날과 수술 당일 

새벽에 38.8oC까지 이르는 고열이 발생하여 해열제와 얼음

찜질로 체온을 조절하 다. 수술 전날 심전도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Fig. 1) 당일 혈액검사 상에서 

백혈구 수 23.98 109/L, 분엽핵호중구(seg neutrophil) 96.5%, 

SGOT/SGPT 182/278 IU/L, r-GTP 220 I.U/L로 증가된 소견

을 보 다.

  수술 당일 아침 체온은 36.7oC, 수술실 도착 시 활력상태는 

115/75 mmHg, 70회/분, 94%이었으며 전산소화 후 thiopental 

sodium 250 mg과 rocuronium 40 mg을 정주하고 tube #7.0로 

기관내삽관을 실시하 다. N2O 2 L/min, O2 1.5 L/min, sevo-

flurane 1.0-2%으로 마취를 유지를 하 으며, 수술 중 혈압

은 90-125/45-80 mmHg, 심박수 85-105회/분 경피산소포

화도 95-99%로 유지되었고 심전도 감시상 정상리듬으로 

부정맥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시야에서는 감염된 담즙과 

염증성 액체들이 고여있고 담낭은 주위 조직과 유착되어 

있었으며, 담낭 체부에 약 0.5 cm 크기의 천공이 있고 여러 

개의 담석을 함유한 급성 괴저성 쓸개염(acute gangrenous 

cholecystitis)의 소견을 보 다.

  수술 종료 후 100% 산소를 투여한 상태에서 수기환기로 

호흡을 보조하 으며 근이완제의 길항을 위하여 pyridostigmine 

10 mg을 glycopyrrolate 0.4 mg과 함께 정주한 후 환자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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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함을 확인하고 발관을 실시하 다. 또한 오심 및 구

토의 예방을 위하여 ondansetron 4 mg 정주 후, 시간 당 2 

ml가 지속 주입되고 추가로 8분당 0.5 ml를 투여할 수 있는 

Meperidine 400 mg과 ondansetron 12 mg이 함유된 100 ml의 

자가조절진통(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기구를 정맥로에 

부착한 후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하 다. 수술 시간은 115

분, 마취시간은 120분, Ringer씨 용액 1,200 ml가 투여되었

고 소변량은 50 ml이었다.

  회복실 도착 직후 마스크로 O2 5 L/min을 투여하 고 심

전도 감시를 실시하 으며 당시 혈압은 115/60 mmHg, 맥박 

108회/분, 경피산소포화도 95%이었다. 회복실 도착 20분 경

에 심박수 120-140회/분에 이르는 불규칙한 심실상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이 발생하여 esmolol을 생리식염

수에 1 mg/ml로 희석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관찰하면서 정

Fig. 1. Electrocardiographic finding 

a day before surgery. Regular sinus 

rhythm without arrhythmia can be 

observed.

Fig. 2. Electrocardiographic finding 

at the recovery room. Atrial fibril-

lation with irregular ventricular re-

sponse can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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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으로 주입하 으나 부정맥과 빈맥은 지속되었고 혈압은 

80-130/40-90 mmHg로 변화하 다. 회복실 도착 4 시간 

경과 후 심장내과에 자문하고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심

방세동을 진단하 고(Fig. 2) 당시 검사한 심초음파에서는 

약간 확장된 좌심방, 석회화된 대동맥 밸브와 경도의 대동

맥역류, 그리고 박출계수(ejection fraction)는 57%이고 좌심

실 기능은 정상이었다. Digoxin 0.25 mg을 투여하고 계속 

esmolol을 주입하여 심박수를 조절하려고 하 으며, 회복실 

도착 4시간 30분 경 esmolol의 투여를 중지하고 환자를 관

찰하 으나 심방세동과 빈맥은 지속되었고 혈압은 90-

100/50-55 mmHg, 맥박은 130-140회/분, 체온은 36.1oC, 투

여된 esmolol의 양은 200 mg이었으며 회복실 도착 5시간째 

병실로 이송하 다.

  병실 도착 후 마스크로 O2 6-7 L/min을 투여하면서 심

전도와 경피산소포화도를 감시하 고, 심박수는 서서히 감

소하여, 수술 다음날 아침 혈압은 100-130/60-90 mmHg, 

심박수 78-90회/분으로 안정되고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

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 다(Fig. 3). 그 후 자가조절진통기

구를 제거하 고 추가적인 심전도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환자는 수술 5병일에 퇴원하 다.

고      찰

  수술 후 심방세동은 심장 및 흉부수술을 제외한 경우 그 

빈도는 0.37%로 드물게 발생하며 주로 수술 다음날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자들은 수술 

전 고혈압과 같은 심장의 위험요인, 수술 후 수액과다, 전

해질 및 동맥혈 산소포화도 이상이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사망률도 12%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16%의 환자들은 퇴원 

시까지 심방세동이 지속되며, 새로운 심장약을 투여받으면

서 퇴원하는 환자들도 약 66%에 달한다.2)

  이 증례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한 원인으로 몇 가지 가능

성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염증과의 관련성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로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자들에서 염증반응이 증가되어 있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이는 심방세동 발생의 독립변수로 

간주가 되고 있다.5) 이 환자의 경우 수술 전날과 수술 당일 

새벽까지 고열이 지속되었고 수술 중의 소견에서도 담낭이 

천공되어있는 심한 급성 괴저쓸개염의 소견을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수술 후 심방세동의 발생에 

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에 의한 향을 고려할 수 

있다. 심방세동의 발생에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계가 모

두 관여하지만 Acetylcholine의 증가에 의한 부교감신경계 

자극이 심방세동 발생에 주된 인자로 작용하며 교감신경계

의 활성 증가는 이러한 심방세동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유

지시키는 작용을 한다.6) 이러한 사실은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는 환자에서 흉부 경막외마취를 실시하는 경우 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감소시키지만 심방세동의 발생을 감소시

키지 못하며7) 이는 수술 후 발생하는 심방세동에서 교감신

경계의 작용이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증례의 경우 수술 종료 전 근이완제

Fig. 3. Electrocardiographic finding 

a day after surgery. Regular sinus 

rhythm without atrial fibrillation can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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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길항을 위해 투여한 pyridostigmine에 의한 acetylcholine

의 증가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에 향을 주

어 회복실에서 발생한 심방세동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수술 종료 시 오심과 구토의 예

방을 위하여 투여한 hydroxytryptamine의 길항제인 ondansetron

이다. Hydroxytryptamine은 그 자체가 심방세동의 유발제로 추

정이 되고 있으며 이런 hydroxytryptamine의 길항제가 심방세

동의 예방과 그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8) 그러나 Kasinath 등은9) 수술 종료 시 ondansetron 4 

mg을 투여하고 35분 후 회복실에서 오심과 구토가 발생하여 

ondansetron 4 mg을 추가로 투여한 후 15 분내에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 는데 이들은 이 원인을 ondansetron과 

관련된 Bezold-Zarisch 심반사와 관상동맥수축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 다. 본 증례의 경우 수술 종료와 동시에 ondansetron 4 

mg을 투여하 고 자가조절진통기구 100 ml에 12 mg을 혼합

하여 시간당 0.24 mg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상태이었으며 회

복실 도착 20분내에 심방세동이 발생하 으므로 심방세동 발

생 시까지 투여 된 ondansetron의 용량 및 시간적인 차이는 

발견되나 ondansetron이 본 증례에서의 심방세동 발생의 원

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를 간과하여 

ondansetron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것이 심방세동이 회복실에

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이 환자에서 고혈압의 기왕력이 심방세동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는 있다. 고혈압은 심방

세동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며5) 수술 후 심방세동 발생을 미

치는 심장의 위험인자 중 가장 많은 요인이다.2) 그러나 이 

증례에서는 입원과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고혈압의 증상

은 발견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고혈압이 이 환자에서 심방

세동의 발생에 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발견되

지 않은 심혈관질환, 수술 후 통증이나 불안 등의 요인들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심방세동에서 치료의 목적은 심박수의 조절, 동리듬(sinus 

rhythm)의 유지, 그리고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이다.10) 

이러한 치료방법 중 심박수 조절은 리듬 조절에 비하여 예

후가 더 좋으며,11) 심박수 조절에 사용되는 약제들로서는 

β-차단제, calcium-channel 차단제 그리고 digoxin이 있다.10) 

저자들은 본 증례에서 환자의 심박수 조절을 위하여 esmolol

을 지속 투여하 다. β-차단제인 esmolol은 verapamil에 비

하여 심방세동 중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안정성은 

유사하며 동리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빈도는 더 높다.12) 그

러나 저자들은 esmolol의 투여 시 환자의 혈압이 저하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여 이로 인한 esmolol의 투여용량 증가

에 제한을 받았으며 이러한 것들이 만족할 만한 심박수 조

절을 이루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들은 심방세동의 조절을 위하여 digoxin을 추가로 투

여하 다. Digoxin은 저렴하고 소량을 사용한 경우 환자가 

잘 견디며 심기능을 향상시키고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자에

서 심부전이 있는 환자와 심부전이 없는 환자 모두에게 사

용될 수 있다.13) 또한 digoxin과 esmolol의 병용사용은 심방

세동에서 심박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다.14) 그러나 digoxin

의 작용발현은 30분까지 지연될 수 있고 최고효과가 나타

나는 데는 1-4시간이 소요되며13) 심방세동에서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적극적인 용량이 필요하 을 가

능성도 있다.15)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도 회복실에서 만족할 

만한 심박수 조절을 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환자에서 수술 다음 날 아침에 검사한 심전도에서 심

실세동이 없어지고 활력상태도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 이유로 회복실에서 투여한 digoxin이 병실에서 효

과를 나타내어 심박수의 조절이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digoxin의 투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증례에서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염

증반응이 수술 후 개선되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회복하고 

ondansetron의 향이 감소한 것들이 정상 동리듬으로 전환

하는데 기여하 을 것이다.

  저자들은 전신마취의 회복과정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

자를 경험하 다. 수술 후 발생한 심방세동은 환자의 예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

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처치, 그리고 심방세

동 발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이를 조절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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