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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마티스성 심질환으로 인한 승모판 협착증은 임산부에서 

가장 흔한 판막 질환이다. 임신시 수반되는 심혈관계의 생

리적 변화는 임산부가 승모판 협착증에 이환되어 있는 경

우 산모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1-2) 따라서 적절한 내과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

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요법인 승모판막의 

교련절개술(mitral commissurotomy) 및 인공판막 대치술(mitral 

valve replacement)로 치료 가능하다. 그러나 수술 요법을 시

행하게 되는 경우 태아의 이환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최근 

승모판 협착증의 치료에 있어 수술 요법을 대치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percutaneous mitral 

balloon valvuloplasty, PMV)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3)

  저자들은 중증 승모판 협착증을 지닌 산모에서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 시술 시 감시하 마취(monitored anesthetic 

care, MAC)의 시행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증을 가진 임신 33주의 28세 여

자 환자가 임신 중 지속되는 오심과 운동시 호흡곤란을 주

소로 본원 내과에 내원하 다. 혈압은 114/65 mmHg, 맥박

은 분당 99회 고 흉부 청진 소견상 정상 호흡음과 심첨부

에서 이완기 심잡음이 들렸으며 호흡곤란은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II 정도 다. 정상 흉부방사선 소

견, 심전도에서는 정상 동조율을 보 다.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의 크기는 정상이었으나 좌심방은 확장되어 있었으며 

승모판막은 중증의 석회침착을 보 고, 이완시 dome형을 이

루었다. 승모판막의 평균 압력차는 14 mmHg이고 면적은 

0.9 cm2 으며, 심박출계수는 65% 다. 혈액 검사상 적혈구

용적률은 33.4%, 혈소판수는 231,000/mm3, 정상 전해질 조

성, BUN/Cr 8.2/0.62 mg/dl, SGOT/SGPT는 16/10 U/L 다. 태

아는 초음파 검사상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심초음

파는 정상이었다. 

  산모는 정상분만을 원하 으나 이뇨제 투여에도 불구하

고 NYHA class II-III 정도의 호흡곤란과 오심이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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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만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

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술 전 경식도 초음파(transeesophageal 

echocardiography)를 시도했으나 오심으로 인해 실패하고, 심

초음파 소견만을 가지고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자를 

침대에 앙와위로 눕히자 불안, 오심, 발한을 호소하여 시술

을 진행할 수 없어 마취과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을 시행할 당시 환자는 임신 

34주 4일로 신장 150 cm, 체중 50 kg이었다. 앙와위를 취하

는 동시에 자궁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앙와위 저혈압 증후

군을 예방하고 산소를 공급하 다.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

도 부착 후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03/62 mmHg, 맥박은 분

당 80회 고 산소포화도는 100% 다. Lidocaine 40 mg을 정주

한 후, propofol은 Master TCI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

용하여 목표농도를 1μg/ml 설정하여 주입하 고, alfentanil은 

0.1μg/kg/min로 지속 정주하 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 눈

을 뜰 정도의 진정을 유지하면서 시술을 진행하 다. 풍선

확장도자를 확장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심실 빈맥이 발생

하여 혈압이 60/40 mmHg로 감소하면서 심한 발한을 보여 

ephedrine 5 mg을 정주하고, 6% 하이드록시 에칠전분 용액

(voluvenⓇ, 프레지니우스카비 코리아, 한국) 500 ml 주입하

면서 활력 징후가 90/60 mmHg로 안정화되었다. 이후 특별

한 문제없이 시술이 종료되었고, 총 시술시간은 35분, 마취

시간은 50분이었다. 시술 후 측정한 승모판막의 평균 압력

차는 5.8 mmHg로 감소하고, 면적은 1.3 cm2로 증가하 다.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 후 그 다음날 퇴원하 다. 시술 후 

호흡곤란은 감소되었으며 임신 38주 6일에 2.4 kg의 남아를 

정상질식 분만하 고 분만 후 특별한 합병증 및 증상의 재

발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임신 중 심장질환이 합병되는 빈도는 약 0.5-1.5%이며 

이 중 류마티스성 심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75% 이상

에서 주병변이 승모판에 위치한다.4) 임신 중 승모판협착증

이 있으면 심박출량 감소 및 폐동맥압 증가를 일으켜 폐부

종 및 심부전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혈역학적 

변화들은 임신중기 이후에 더욱 현저하다. 승모판협착증의 

모성 사망률은 약 1%이며 심한 경우는 7%에 이르고, 주산

기 사망률은 15-20%에 이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

하다.5) 활동 제한, 저염식이, 이뇨제, digoxin, 베타 차단제의 

사용과 같은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

료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승모판막 교련절개술의 태아 

사망률이 1.2-8%, 유산율이 5-15%이고 심폐우회술을 시

행하는 경우 태아 사망률이 15-30%로 증가되는 위험성이 

따른다.6,7) 1984년 Inoue에 의해 풍선판막성형술이 도입된 

후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비수술적 요법으

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시술 후 승모판구 압력차는 시술 

전 값보다 33-50% 감소하며 승모판구 면적은 대체로 2배

가 증가한다.8) 폐동맥 쐐기압은 즉시 감소하게 되며 폐동맥

압은 판막성형술 후 약 1주경에 감소된다.9) 따라서 이러한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이 시술이 심한 승모판 협착증

이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시도되고 있

다.10) Abouzied 등이11) 16명의 승모판 협착증 산모를 대상으

로 시행한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의 결과를 보면 모든 

산모가 시술 2일째에 퇴원하 고, NYHA class III-IV에서 

I-II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14명의 산모는 만삭 분만하 고 

2명의 산모는 산과적 이유로 조산하 으며 유산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이 내과적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산모에게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태

아에게도 수술적 치료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산모를 대상으로 경피적 승모판 풍선 성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많은 보고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국

소마취 하에 이루어졌으며 전신적으로 약물이 투여된 경우

는 거의 없었다. 이번 증례의 산모는 시술을 위해 침대에 

앙와위로 눕히자 불안, 오심, 심한 발한을 호소하여 국소마

취로 시술을 진행하기 어려워 감시하 마취를 계획하게 되

었다. 산모에 대한 수술과 마취관리의 목표에는 산모의 안

전성 확보, 기형 유발 물질의 회피, 자궁내 태아질식 방지, 

조산과 유산 방지가 포함된다.12) 산모에서 수술 후 조기진

통의 발생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한 마취제나 시술이 조산의 발생률을 높이거나 낮추느

냐 여부는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13) 최근 제왕절개술의 

전신마취 유도약제로 흔히 사용되는 propofol은 thiopental에 

비해 태아의 활동력에 미치는 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산모의 혈압 상승을 덜 일으킨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취 

유도 용량에서 자궁 혈류량과 태반의 가스교환에도 나쁜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14,15) 다른 아편양제제처럼 

alfentanil 역시 태반을 통과하지만 혈중 농도가 산모와 태아

에 약 3：1 정도로 소량만이 태아에 향을 미친다는 장점

이 있다.16) Alfentanil의 특성을 살펴보면 α1-acid glycoprotein

에 92%가 결합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이 비이온화 형태로 존

재하며 수분분배계수가 37oC에서 2.5로서 분포반감기가 짧고 

분포용적이 작다.17) 따라서 alfentanil은 작용발현이 빠르고 작

용시간이 짧은 특징을 가진다. 또한 alfentanil은 naloxone에 의

해 쉽게 길항되므로 태아가 alfentanil의 향으로 활동력이 

떨어진 경우 효과적으로 길항시킬 수 있다. 

  Propofol을 마취유도제로 사용할 경우 마취유도 용량으로 

Cummings 등은18) 2.0-2.5 mg/kg, McCollum 등은19) 1.5-

2.25 mg/kg이라고 하 는데 저자들이 사용한 propofol 총량

은 87.16 mg으로 1.74 mg/kg가 사용되어 마취유도 용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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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사용되었다. Alfentanil이 신생아에 미친 향을 평가한 

연구에서 10μg/kg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신생

아 활동력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며20) 저자

들이 사용한 alfentanil 총량은 150μg으로 3μg/kg가 사용되

었다.

  드물지만 산모에서 감시하 마취로 시술을 시행할 때 산

모에 대한 향과 태아에 대한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

제의 선택과 용량조절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중증 승모판

협착증을 가진 산모에서 경피적 승모판 풍선성형술 시 특

별한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감시하 마취의 시행을 경험

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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