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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홍반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는 

자가항체와 면역 복합체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임

기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며,1) 수정률을 저하시키지 않기 때

문에 임신 중 가장 흔한 결체조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 

SLE 환자에서 호흡기계의 침범은 흔하며 절반 이상의 환자

에서 질환의 이환 기간 중 호흡기계의 장애를 경험한다.3) 

하지만, 기흉의 경우 호흡기 합병증으로는 증례보고 형태로 

극히 드물게 보고되어 있고, 대부분 그 예후는 불량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4,5) 저자들은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에서 재

발성 기흉을 동반한 산모의 마취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임신 30주, 키 165 cm, 체중 62 kg의 35세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과 흉막성 흉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 다. 환

자는 18세에 SLE를 진단 받았으나 증상이 있을 때만 간헐

적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내원 2년 전부터는 

본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

다. 2명의 남자아이를 자연 분만한 과거력과 내원 2주 전과 

1주 전에 각각 오른쪽 기흉으로 흉관삽관술을 시행받고 호

전되어 퇴원한 병력이 있었다. 내원 후 시행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Fig. 1)에서 오른쪽 기흉이 재발된 것을 확인하

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 으나 4주가 지나도록 폐가 재팽

창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응급 제왕절개술이 결정되었다. 류마

티스 내과 진찰 기록상 anti-ds-DNA가 14.07 IU/ml로 증가되

어 있었고, C3, C4는 정상이었으며 항카디오리핀항체(anti-

cardiolipin antibody) 및 루푸스항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 

LA)는 음성이었다. SLE 산모에서 볼 수 있는 전자간증이나 

루푸스 신염 등의 합병증은 동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

약은 임신 후 중단하 으나 아스피린(바이엘 아스피린TM, 

Bayer Vital GmbH, Germany)과 스테로이드(Solondo TabⓇ, 

유한메디카, 대한민국)를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마지

막 투약은 대략 1개월 전이었다. 수술 전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상 혈색소 8.1 g/dl, 헤마토크릿 26.0%, 백혈구 3,220/μl, 

혈소판 265,000/μl 고, BUN 12.3 mg/dl, Creatinine 0.8 

mg/dl, 그 외 혈액응고검사, 혈청 전해질 검사, 요 검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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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및 간기능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상 3E에 해당하는 

상태로 마취전투약은 하지 않았다. 내원 시 시행한 동맥혈 

가스 분석상 pH 7.459, pCO2 25.2 mmHg, pO2 64.5 mmHg, 

HCO3
- 17.5 mM, BE -6.4 mM, O2 Sat 94.0% 소견을 보여 

nasal cannula를 통해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는 상태

고, 수술실 도착 시에는 혈압 115/75 mmHg, 심박수 100회/

분, 말초 산소포화도 98% 다. 마스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면서 환자를 좌측와위로 눕게 하고 피부 소

독 후 제 4, 5 요추간의 정중선에서 25 G Quincke 천자 침

(25 G Spinal needle, Hakko Co., Ltd. Japan)을 이용하여 지

주막을 천자하 다. 맑은 척수액이 자유롭게 유출되고, 이

상 감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0.5% 고비중 bupivacaine 

(Marcaine Spinal 0.5% Heavy, Astra Zeneca AB, Sweden) 9 

mg을 서서히 주입하 다. 척추 마취 5분 후 감각 차단 범

위가 pinprick 검사에서 흉추 5번 피부분절 높이가 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 다. 수술 시작 5분만에 체

중 2.0 kg의 남아를 출산하 으며, Apgar score는 8점(1분)과 

9점(5분)으로 측정되었다. 총 수술 시간은 45분, 마취 시간

은 1시간 5분이었으며 수술 중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은 특별한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수술 후 호흡곤란 증

상도 호전되어 수술 5일째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상(Fig. 2) 

오른쪽 폐의 완전한 재팽창을 확인한 후 흉관을 제거하

고, 이후 회복과정을 거쳐 수술 7일째 퇴원하 다. 환자는 

입원 중 실시한 고해상 전산화단층촬 술상 오른쪽 폐 상

부에 다발성의 큰공기집(bulla)이 있어 추후 흉부외과 외래

에서 추적조사하기로 하 으나 퇴원 1주 뒤 오른쪽 기흉이 

다시 재발하여 전신마취하에 흉강경을 이용한 쐐기절제술

을 시행 받고 수술 5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이후 류

마티스 내과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전신 홍반 루푸스는 가임기의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자가항체의 생성

을 특징으로 한다.1) 일반적으로 SLE 환자의 임신율은 정상

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지는 않지만2) 질환의 악화, 태아 사

망, 신생아 루푸스의 위험성과 임신성 고혈압, 저혈소판혈

증 같은 산과적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6) 특히, 항인지질 항

체가 양성인 환자는 조기 유산의 위험성이 있고, 임신이 유

지된다고 하더라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요인이 되어 조산, 

저출생 체중아, 자궁내 성장 부전, 사산 등의 태아 이상이 

더 흔히 나타난다.7) 주 장기를 침범한 경우에는 강력한 치

료가 필요한데 치료로는 항인지질 항체가 있을 때 heparin

의 도입으로 태아 생존율이 30%에서 70% 내외로 증가하

고,8) 최근에 대두된 저용량 아스피린, 스테로이드, 면역 로

불린 치료 등으로 인하여 치료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보고

가 있다.6,9)

  질환의 경과와 예후는 환자들마다 매우 다르지만 과거의 

임상적 연구보다 최근에 임신에 따른 산과적 문제가 적어

진 것은 류마티스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여러 

과의 협진과 산모와 태아의 감시가 발달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좋은 치료 결과로 인해 산과 마

취과의사들이 임신한 SLE 환자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증가

Fig. 1. Chest AP at admission shows pneumothorax in right hemithorax 

and mild mediastinal shifting to left side.

Fig. 2. Chest PA taken 5 days after cesarean section shows complete 

expansion of right lung compared with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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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0) 또한, SLE 환자는 다양한 장기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SLE와 관련되거나 또는 치료를 위한 약물에 의해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가 많고 이에 따르는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

다.11)

  SLE 환자의 마취는 모든 종류의 마취 방법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장기를 침범하는 질환 자체의 성질과 침범된 장기

의 심각한 정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제 등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게다가 임신한 환자를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

항도 제고하여야 한다.10) 마취와 접하게 연관되는 증상으

로는 빈혈(70%), 혈소판 감소증(15%), 다발신경병증(15%), 

심낭염 및 심삼출(30-50%), 폐렴(10%), 신증후군(25%) 및 

신부전(5-10%), 단백뇨(30-50%), 혈전증(1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2) 따라서, 질환에 의해 손상된 장기를 확인하기 

위한 계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수술 전 평가와 수술 중 

감시는 환자의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처럼 기흉을 동반한 SLE의 경우 산모의 폐기

능 예비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산모와 태아의 저산소혈

증을 초래할 수 있고 마취 방법과 연관된 사망률과 유병률

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호흡기계의 침범 이

외에 SLE 환자는 감염 등의 이차적인 호흡기계 합병증의 

위험이 높고, 특히 면역억제가 동반된 경우 지속적인 흉관 

배액은 이차적인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5) 산모와 태

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SLE 환자는 몇 가지 응고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수

술 전 모든 SLE 환자는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활성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

boplatin time, aPTT), 혈소판 수, 응고시간을 포함한 응고선

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10) PT 또는 aPTT가 증가되어 있다

면 이것은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 때문으로 factor VIII에 대

한 항체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다.13) 이러한 특이 항

체들은 응고인자분석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항체가 있

다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위마취는 금기가 된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루푸스항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 LA)

에 대한 이차적인 aPTT 상승은 특이적인 응고인자가 없을 

때 확진할 수 있는데14,15) 출혈 경향과 연관이 없으므로 부

위마취의 금기는 아니다.

  LA는 응고검사에 미치는 향 때문에 특히, 마취과 의사

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것은 음이온의 인지질(anionic phos-

pholipid)과 친화력이 있는 IgG 또는 때때로 IgM의 자가항체

로 SLE 환자의 10-34%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는데14) 혈소판 대용물인 인지질 성분과 칼슘을 첨가하여 측

정하는 인지질 의존적인 응고 검사(aPTT)와 간섭현상(inter-

fere)을 보이므로 aPTT의 연장과 매우 드물지만 PT의 연장

을 보이게 되며 정상 혈장을 첨가하여도 교정되지 않는

다.15) 하지만, 이것은 생체외(in vitro) 현상으로 LA 단독으

로 존재하는 경우 출혈 경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발성

의 동맥 또는 정맥의 혈전색전증 현상을 보인다.14-16) 또한, 

LA는 검사상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므로17) 정확한 

진단에는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하나 이상의 확진 검사를 

필요로 한다. 분만이 진행될수록 부위마취를 고려하기 전에 

LA와 응고인자 이상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환자는 무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항혈소

판항체와 비장비대로 인한 저혈소판증과 혈소판무력증(throm-

boasthaenia) 모두 보고되어 있으므로10) 혈소판 수와 출혈시

간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SLE는 대체로 출혈보다는 혈전증과 좀 더 접한 관련이 

있으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들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약물들로 인해 SLE 산모를 위한 산과마취

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임신 중 아스피린으로 치료받는 산모의 경우 좀 더 복잡

한 문제를 야기한다.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서 600 mg의 고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한 경우 혈소판 응집

양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걸리

고 출혈시간의 경우에는 3일째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에 대해 Williams 등은19) 75 mg의 아스피

린을 경구 투여할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임신부

와 비교하여 출혈시간을 연장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일반적으로 정상 출혈시간을 재차 확인하여야 하지만 아스

피린 치료를 받는 정상 출혈시간을 보인 환자에서도 혈종

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으므로,20)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산모의 경우 부위마취의 이점과 부위마취로 인한 경막외 

출혈의 위험을16) 충분히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에 따라 적절

한 평가를 해야 하며 부위마취를 고려하고 있다면 환자와 

위험성과 이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LE 산모는 혈청에 존재하는 불규칙 항체로 

인해 교차적합검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분만이 진행될

수록 동일한 혈액형의 교차적합 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21)

  본 증례에서 환자는 루푸스항응고인자가 음성이었으며 

간헐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 으나 출혈시간을 비롯한 

응고 선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나타내지 않았고, 기흉으

로 인한 호흡기계 증상을 고려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 으

며, 특별한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SLE 환자의 임신은 질환의 악화, 태아사망의 

증가, 신생아 루푸스, 임신성 고혈압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태아나 산모 모두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최근 산

과 마취과 의사들이 임신한 SLE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마취 전 환자평가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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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수기의 선택이 산모와 태아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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