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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Grade Atrioventricular Block during Cesarean Sec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in a Parturient with 
Mobitz Type I Atrioventricular Block - A case report -

Hae Jin Lee, M.D., Jin Young Chon, M.D., Yong Seog Oh, M.D.*, and Na Hyun Kim,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nd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This report is presented in which an asymptomatic parturient with Mobitz I second degree heart block developed high grade 

heart block during cesarean sec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enflurane.  Progression of the block might be associated with 

vagal reflex.  The event in this case suggests that the patients with pre-existing heart block may be a risk factor for development 

of high grade atrioventricular block during general anesthesia and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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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에 특이 소견이 없었던 산모에서 신마취로 제

왕 개를 시행하던 , 고도 방실 차단의 부정맥이 발생되었

다. 산모는 수술 후 검사에서 Mobitz 1형 방실 차단이 내재

됨이 명되었다. 자들은 자각 증세가 없고 내재된 Mobitz 

1형 방실 차단이 발견되지 않았던 산모에서 신마취로 제

왕 개를 시행하는 도  고도 방실 차단이라는 험한 부

정맥의 발생을 경험하 기에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제태 기간이 38주 6일인 34세의 산모가 아두골반 불균

형으로 계획된 제왕 개술을 해 입원하 다. 환자는 특별

한 문제없이 본원에서 산  진찰을 받아 왔으며 과거력과 

이학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액 검사는 색소 10.5 g/dl, 헤마토크리트 30.3%, 소  수 

284,000/mm3이었으며, 청 해질 검사, 간기능 검사, 요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심 도 검사(Fig. 1)는 모두 정

상 소견을 보 다. 투약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마취유도 

에 마스크를 이용하여 100% 산소로 5분간 탈질소화를 실

시하 다. 이때 활력징후는 압 118/79 mmHg, 맥박수 98회, 

산소 포화도는 99% 으며 심 도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마

취유도를 해 thiopental sodium 250 mg과 succinylcholine 70 

mg을 투여하고 마스크로 조 호흡을 실시한 다음 6.5번 튜

로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N2O, O2를 각각 

2 L/min, 호기말 enflurane 농도를 1%로 유지시키며, ve-

curonium 4 mg을 투여한 후에 수술을 진행시켰다. 당시의 

활력징후는 압 140/98 mmHg, 맥박수 115회, 산소포화도 

99%,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8 mmHg이었다. 피부 개 

시작 후에 간헐 으로 2도 방실 차단의 소견이 나타났다. 

수술이 진행되면서 2도 방실 차단의 빈도가 증가하던 , 

태아의 만출 직 에 고도 방실 차단이 발생하 다(Fig. 2). 

이때의 압은 90/60 mmHg 이었고, 산소 포화도는 98%로 

유지되고 있었다. 곧이어 만출된 태아는 몸무게 2.86 kg, 

Apgar score 1분과 5분에 8/9로 건강하 다. 자궁의 합 시

에 다시 한차례 3  가량의 심정지를 보이는 고도 방실 차

단이 발생되어(Fig. 3),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이 원인으로 

추정되어 glycopyrrolate를 투여한 후에 심 도가 정상 소견

을 보 다(Fig. 4). 이후 고도 방실 차단 소견은 보이지 않

았으나 간헐 인 방실 차단의 소견은 다시 지속되었다. 

  병실에 올라간 후 24시간 Holter monitoring에서 환자는 

Mobitz 1형 2：1 방실 차단으로 진단되었다(Fig. 5).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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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KG during fetal delivery shows 

high grade AV block.

Fig. 1. Preoperative EKG shows nor-

mal sinus rhythm.

Fig. 3. EKG at the time of uterine manip-

ulation shows high grade AV block.

Fig. 4. EKG after administration of gly-

copyrrolate shows normal sinus rhythm.

Fig. 5. Mobitz type I AV block during 

a Holter recording is shown.

산모는 병실에서 이상 증세 없이 안정 인 활력징후를 보

여 외래에서 추  찰하기로 하고 퇴원하 다. 

고      찰

  임신 에 부정맥의 빈도가 증가하나, 부분의 부정맥은 

심방에서 유래하며 역학 으로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는 않는다.1) 그러나 본 와 같이 고도 방실 차단이 지속되

어 심실 박수가 느릴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방실 결 은 기생리학 으로 1) 방 결 , 2) 결 , 3) 

히스속 결  3부분으로 구분한다. 결 부 의 도는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해 동등하게 향을 받으며,2) 

교감신경계나 부교감 신경계는 방 결 이나 히스속 결 에 

향을 주지 못한다.3) 방실 차단의 종류는 1) 히스속 상부, 

2) 히스속 내, 3) 히스속 하부로 구분된다. Mobitz 1형 방실 

차단 부 는 주로 히스속 상부인 방실 결 이며, 심박조율이 

필요한3,4) 히스속 내 는 히스속 하부인 경우도 드물게 있

다. 정확한 방실 차단 부 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히스속 

기곡선도(His bundle electrogram)가 있다. 이는 험이 따르는 

침습  검사이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5)

  Mobitz 1형 방실 차단은 성 심근경색, 만성 심허 , 심

막질환 등과 강심배당제(cardiac glycoside), β-차단제 약물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고도로 훈련된 운동가나 심방 

박수가 빠른 경우에 찰되기도 한다.4,6) Mobitz 1형 방실 

차단은 일반 으로 심실 박수가 하여 자각증상을 일으

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방  인공 심박조율기의 거

치는 추천되지 않는다.4,6) 그러나 심실 박수가 느려 환자가 

자각 증상이 생길 경우는 미주신경억제제를 사용하여야 하

며, 미주신경억제가 효과 이지 못할 경우에는 심박조율을 

시행하여야 한다.7)

  본 와 같이 2：1 2도 방실 차단의 환자에서 Mobitz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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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형의 구분이 어렵다. Mobitz 2형은 심장 도의 이상 

부 가 방실 결  이후 보통 히스속 하부에 존재하기 때문

에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완  방실 차단으로 진행될 험

성이 있어 인공 심박조율기를 미리 거치시켜야 한다. 일반

으로 QRS 복합체가 보다 넓고, 방실 차단이 격하게 진

행되며, 부 한 심실 박수일 경우에는 Mobitz 1형보다는 

2형일 가능성이 높다.7) 이런 환자들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

화되면 여러 가지 방실 차단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작성

(paroxysmal) 방실 차단이나 심한 서맥으로 인해 의식 소실

을 일으킬 수 있다.8,9) 격하게 미주신경이 항진되면, 동결

의 흥분  방실 결 의 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방실 

도에 향이 없이 동결  심박수가 감소하거나 동결  

심박수에 향을 주지 않고 방실 도가 연장될 수 있다.3) 

본 에서는 태아 만출과 자궁 합 시의 자궁 견인으로 

인해 미주 신경이 항진되어 Mobitz 1형 방실 차단에서 고도 

방실 차단으로 방실 도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드물지만 Mobitz 1형 방실 차단 부   하나인 히스속 이

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만일, 심한 심실 박수 서

맥이 지속된다면 이때는 미주신경억제제에 반응하지 않고 

경피  심박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Enflurane은 약용량과 비례해 방실 도 시간의 지연과 불

응성을 유발하지만,10) 심장 도와 불응성 심장의 도장애 

질환이나 방실 도 시간에 향을 미치는 약제가 없다면 

흡입마취제 향만으로 2도나 3도 방실 차단을 일으키지는 

않는다.11) 따라서 기  방실 도 장애가 없는 환자에서 

enflurane이 방실 차단의 직 인 원인은 될 수 없다고 

단되나, 기  방실 차단을 가진 본 에서는 enflurane이 방

실 차단의 심화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아

만출 후에 fentanyl과 midazolam 등을 이용한 정맥 마취나 

최소한 흡입마취제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succinylcholine 투여 후에도 격한 방실 

차단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12) 그러나 본 에서는 마

취 유도 후 자궁 합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도 방실 차단이 다시 발생하 기에 succinylcholine이 고도 

방실 차단의 직 인 원인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결론 으로 본 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던 산모의 제왕

개를 해 신마취를 시행하는 도  발생한 고도 방실 

차단을 미주신경억제제로 심실 박수를 성공 으로 회복시

켰으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 하게 신마취를 시행하 다. 

수술 에 특이 소견이 없는 환자에서 수술  고도 방실 

차단이 발생되면 그 원인으로 마취  투여된 약제보다 환

자의 심 도 이상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 심한 심실 박수 

서맥이 나타나면 미주신경억제제로 심실 박수를 히 유

지해야 하며, 미주신경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심박조

율기를 거치시켜 심실 박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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