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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다한증은 교감신경계 기능의 과도한 항진과 복합

적인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인해 생리적인 요구보다 땀

을 더 많이 흘리는 상태로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체 인구의 0.6-1.0%가 다한증에 이환되어 있다고 추정되

고 있고,
1)
주된 호발 부위는 수족장부와 액와부이며 일부의

경우에는 안면부에서도 생길 수 있다.
2)
다한증이 생기는 원

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한증은 이환된 환자에게 사

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된다.
3)

다한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요법, 국소도포

요법, 이온 치료, 국소주사 요법 등이 있으나 그 효과와 시

술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
3,4)
최근에는 흉강경 및 부속

기구의 발달과 더불어 상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이를 이용

한 내시경적 흉부 교감신경분지차단술이 보편화되었다. 수

술적 치료로 흉강경을 이용할 경우에는 흉강 내에 교감신

경분지에 대한 전기 소작을 시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술 시

야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술하는 쪽의 폐를

허탈시키고 반대쪽 폐만으로 환기를 시키는 일측폐환기가

유리하다.

저자들은 일차성 다한증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하 일측폐

환기 상태에서 내시경적 흉부 교감신경분지차단술을 시행

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증례 2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22세 남자 환자가 수장부 및 액와부의 다한증을 주소로

본원 흉부외과를 내원하 다. 환자의 신장은 158 cm, 체중

은 81 kg이었다. 환자는 약 10년 전부터 일상생활 중에도

양측 수부 및 액와부에 다한증이 있었으나 불편한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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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hyperhidrosis has been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activity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Conventional nonsurgical

therapies are inconvenient and only temporarily effective. Endoscopic thoracic sympathicotomy (ETS) is a minimal invasive

procedure of thoracic sympathetic block and has been used successfully and safely in the treatment of primary palmar and axillary

hyperhidrosis. Sympathicotomy results in an initial sympathovagal imbalance with a parasympathetic predominance,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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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증상이 없어 별다른 치료 없이 지냈다. 하지만 내

원 전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내원하 고 흉부외과에

서 외과적 시술을 시행받기로 하 다. 환자는 과거력상 특

이 병력은 없었다. 입원 전 시행한 심전도에서 좌후방 반차

단(left posterior hemiblock)을 나타냈고, 흉부방사선검사, 일

반혈액학검사, 소변검사 등 일련의 수술 전 검사에서 모두

참고치 내의 결과를 보 다. 간기능검사상 AST/ALT 수치가

44/60 U/L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고 기타 생화학검사 결과는

모두 참고치 내에 있었다. 이에 환자는 ETS의 계획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 전일 입원하 다.

마취 30분 전에 전처치 약제로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2.0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한 후 마취

유도 전에 심전도, 맥박산소측정기 및 비침습적 혈압계를

부착하고 환자 상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환자의 활력징후

는 심박수 71회/분, 혈압 158/97 mmHg을 나타냈고, 맥박산

소포화도는 98% 다. 마취유도를 위해 pentothal sodium 375

mg을 정주하 고 환자의 의식이 소실된 것을 확인한 후 기

관내삽관을 위해 근이완제로 rocuronium bromide 60 mg을

정주하 다. 삽관 시 자극으로 인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esmolol 40 mg을 정주하 으며 산소를 4

L/min으로 공급하며 용수환기를 시행하 다. 환자의 근이완

이 충분히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중기관지내관(Broncho-Cath
TM

Left, Mallinckrodt Medical, Athlone, Ireland)으로 삽관을 시행

하 으며, 삽관 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삽관 직후 측

정한 혈압은 160/110 mmHg, 심박수는 86회/분이었고 맥박

산소포화도는 98% 다. 마취 유지를 위해 isoflurane을 1－2

vol%로,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2 L/min으로 공급하

고, 환자의 일회호흡량은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이

32－35 mmHg로 유지되도록 조절하면서 기계적환기로 전환

하 다. 이후 침습적인 동맥혈압 측정을 위해 20 G 도관으

로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여 평균동맥압을 측정하 고 16

G 도관으로 추가 정주로를 확보하 다. 이때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은 pH 7.51, PaO2 489.5 mmHg, PaCO2 31.3 mmHg,

HCO3
-
24.6 mM/L, base excess 1.7 mM/L, SaO2 99.9%의 소

견을 보 다. 환자의 수술 중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뇨

관을 삽입하고 배뇨 여부를 확인하 다.

수술을 위해 환자의 체위를 좌위로 변경한 후 아산화질

소는 끄고 산소만 4 L/min으로 공급하면서 좌폐 허탈을 시

행하 다. 특별한 문제없이 좌측 ETS를 시행하 고 이때

환자의 심박수는 82회/분, 평균동맥압은 93 mmHg이었고 맥

박산소포화도는 98% 다. 좌측 흉강에 흉관을 대신하여 중

심정맥도관을 투관침 부위를 통하여 거치하고 환자를 앙와

위로 변경한 후 양측폐환기를 충분히 시행하 다. 이후 우

측 ETS를 위해 환자를 다시 좌위로 변경한 후 우폐 허탈을

시행하 고, 수술을 시작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심박수 45

회/분, 평균동맥압 45 mmHg의 급작스런 서맥과 저혈압이

발생하여 isoflurane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만 공급하면서

ephedrine 40 mg과 phenylephrine 50μg을 투여하 으나 반응

이 없었다.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를 앙와위로 바꾸면서

epinephrine 1 mg과 atropine 1 mg, phenylephrine 25μg을 추가

투여한 후 심박수는 100회/분으로 상승하 으나 혈압은 반응

이 없었다. 이때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는 pH 7.17,

PaO2 100.5 mmHg, PaCO2 61.0 mmHg, HCO3
-
21.9 mM/L,

base excess -6.6 mM/L, SaO2 95.8% 다. 심장마사지를 하

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 고 epinephrine 1 mg을 2회 더 투

여하고 atropine 1 mg을 추가로 투여하여 혈압 하강 10분

만에 환자의 심박수는 132회/분, 평균동맥압은 140 mmHg로

상승하 고 이때 맥박산소포화도는 98%를 나타냈다. 이후

환자가 폐부종 소견을 보여 furosemide를 총 60 mg 투여하

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3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33, PaO2 106.5 mmHg, PaCO2 57.2

mmHg, HCO3
-
29.1 mM/L, base excess 3.1 mM/L, SaO2 97.4%

를 나타냈고,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심박수 140회/분,

평균동맥압 80 mmHg, 맥박산소포화도 97%를 나타냈으며

구두 반응 및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확인되어 기관삽

관 상태로 중환자실로 전원하 다. 중환자실에서 심초음파

시행을 권유하 으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 으며, 이

후 환자는 4일간의 집중치료를 받고 병실로 전원된 후 합

병증 없이 퇴원하 다.

증례 2

41세 여자 환자가 양측 수장부 및 액와부의 다한증을 주

소로 본원 흉부외과를 내원하 다. 환자의 신장은 158 cm,

체중은 59 kg이었다. 환자는 수년 전부터 일상생활 중에도

양측 수부의 다한증으로 불편해 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참고 지내다가 내원 전 그 정도가 심해져서 내원하게 되었

다. 환자는 흉부외과 외래 진료를 보고 외과적 시술을 받기

로 결정했다. 환자는 2005년 다한증으로 타 병원에서 계획

수술하 마취유도 과정에서 어려운 기관내삽관으로 판명되

어 수술이 취소된 과거력이 있었고 다른 기존 질환이나 문

제는 없었다. 본원 입원 전 시행한 심전도, 흉부방사선검사,

일반혈액학검사, 소변검사 등 일련의 수술전검사에서 모두

참고치 내의 결과를 보 고 생화학검사상 AST 수치가 51

U/L로 약간 상승되어 있었다. 이에 환자는 양측 ETS의 계

획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 전일 입원하 다.

마취 30분 전에 전처치 약제로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2.0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한 후 마취

유도 전에 심전도, 맥박산소측정기 및 비침습적 혈압계를

부착하고 환자 상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환자의 활력징후

는 심박수 80회/분, 혈압 102/71 mmHg를 나타냈고, 맥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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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화도는 98% 다. 마취유도를 위해 pentothal sodium 300

mg을 정주하 고 환자의 의식이 소실된 것을 확인한 후 기

관내삽관을 위해 근이완제로 rocuronium bromide 50 mg을

정주하 다. 삽관 시 자극으로 인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esmolol 20 mg을 정주하 으며 산소를 4

L/min으로 공급하며 용수환기를 시행하 다. 환자의 근이완

이 충분히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중기관지내관으로 삽관을

시행하 으며, 삽관 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삽관 직후

측정한 혈압은 140/100 mmHg 으며 심박수는 83회/분, 맥

박산소포화도는 98% 다. 마취 유지를 위해 isoflurane을 1－

2 vol%로,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2 L/min으로 공급하

고, 환자의 일회호흡량은 ETCO2가 32-35 mmHg으로 유지

되도록 조절하면서 기계적환기로 전환하 다. 이후 침습적

인 동맥혈압 측정을 위해 20 G 도관으로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여 평균동맥압을 측정하 으며, 16 G 도관으로 추가

정주로를 확보하 다. 이때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는 pH 7.43,

PaO2 376.3 mmHg, PaCO2 39.1 mmHg, HCO3
-
25.3 mM/L,

base excess 0.9 mM/L, SaO2 99.5% 다. 환자의 수술 중 소

변량 측정을 위해 도뇨관을 삽입하고 배뇨 여부를 확인하

다.

수술을 위해 환자의 체위를 좌위로 변경한 후 아산화질

소는 끄고 산소만 4 L/min으로 공급하면서 좌폐 허탈을 시

행하 다. 특별한 문제 없이 좌측 ETS를 시행하 고 이때

환자의 심박수는 86회/분, 평균동맥압은 102 mmHg 고 맥

박산소포화도는 98% 다. 좌측 흉강에 흉관을 대신하여 중

심정맥도관을 투관침 부위를 통하여 거치하고 환자를 앙와

위로 변경한 후 양측폐환기를 충분히 시행하 다. 이후 우

측 ETS를 위해 환자를 다시 좌위로 변경한 후 우폐 허탈을

시행하 고, 우측 ETS를 시작하고 몇 분 후 20 mmHg 미만

의 급격한 ETCO2 감소를 보 고, 심전도의 변화 없이 동맥

파형이 편평해졌다. 이어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으로 급

격히 감소하여 수술을 중단하고 atropine 0.5 mg을 투여한

후 환자를 앙와위로 변경하 다. 반응이 없어 추가로 atropine

0.5 mg을 2회 더 투여하고 epinephrine을 1 mg씩 3회 투여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 고 이때 환자의 심박수는 46회/

분이었고 평균동맥압은 53 mmHg 다. 이때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pH 7.53, PaO2 391.1 mmHg, PaCO2 24.5

mmHg, HCO3
-
20.0 mM/L, base excess -1.5 mM/L, SaO2

99.3% 다. 심폐소생술 5분 후에 환자의 활력징후는 안정되

기 시작하 으나 140회/분 이상의 동성빈맥 및 ST 분절 상

승이 관찰되어 nitroglycerin을 0.5μg/kg/min으로 투여하기 시

작하 고 이후 심전도 소견도 차츰 정상이 되었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조금 더 안정되어 심박수 131회/분,

평균동맥압 109 mmHg, 맥박산소포화도 98%를 나타낸 이후

수술실 내에서 심초음파를 시행하 다. 심초음파상 좌심실

에 소량의 공기와 심첨부에 경도의 운동저하증이 관찰되었

고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의증하에 환자를 각성하기로 하

다.

이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고 호흡이 양호하여 발관을

하 고 이때 환자의 심박수는 126회/분, 평균동맥압 86

mmHg, 맥박산소포화도는 99%를 나타냈다. 이때 시행한 동

맥혈가스분석 결과는 pH 7.27, PaO2 206.2 mmHg, PaCO2

53.1 mmHg, HCO3
-
23.9 mM/L, base excess -3.3 mM/L,

SaO2 99.0% 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폐부종 소견

이 관찰되어 3일간의 집중치료를 받은 후 일반 병실로 전

원되어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고 찰

일차성 다한증의 전통적인 비수술적 치료로는 항콜린성

약물이나 염화알루미늄의 국소도포요법, 이온 동법, 또는

보툴리눔 A 독소(Botulinum A toxin)의 국소주사 요법 등이

있다.
3,4)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은 불편하고 결과가 불만족

스럽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다. 1951년 Kux에 의

해 내시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이 처음 보고된

이후,
5)
최근에는 흉강경 및 부속 기구의 발달과 상 기술

의 진보로 인해 이를 이용한 양측 ETS는 수부 다한증 치료

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87-98%로 높은 성공률이 보고되

고 있다.
6)
개흉에 의한 교감신경절제술보다 덜 침습적이고

짧은 수술 시간, 입원기간 단축, 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

과
7)
장기 치료 효과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족하고 있다.

4)

하지만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후에도 상당수의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때로는 일시적인 폐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고 알려져 있다.
8)
ETS의 일부 합병증으로는 소량의 기흉

(minor pneumothorax), 피하 기종, 출혈 등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적절한 처치 후 치료되었다고

한다.
9)

다한증 환자들은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항진뿐만 아니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부교감신경계 기능 또한 증가되어 있

다. ETS 후 초기에는 교감미주신경 불균형(sympathovagal

imbalance)과 부교감신경계 우세를 나타내게 되고 이는 복원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

ETS는 상흉부 교감신경절이나 교감신경줄기(sympathetic

trunk)를 절제 또는 전기소작하거나 흉부 교감신경절을 연결

하는 교감신경사슬(sympathetic chain)을 소작하거나 clipping

하는 것으로,
11)
이에 따라 상지로 가는 교감신경의 흐름이

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술로 인해 심장의 교감신

경지배 일부 또한 파괴되는데 이 향을 받는 신경지배는

좌상부를 제외한 모든 경부 분지들과 T2-T4의 흉부 교감

신경줄기의 심장 분지들에서 나오는 후신경절 신경(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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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lionic nerve)들을 받는 심장 신경총에 의해 전도된다.
10)

ETS 후에 심장의 자율신경계 활동성은 미주신경 우세를

나타내고 특히 교감신경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더욱 억

제되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시적인 서맥이나 저혈압을

나타낼 수 있다.
4)
감소된 혈압에 대한 반응은 교감신경계에

의해 전달되고, 증가된 혈압에 대한 반응은 미주신경의 보

상이 현저하게 관여된다.
12)
교감신경계 억제와 부교감신경

계 우세, 그리고 마취 약제의 효과, 수술 자세 등으로 인해

저혈압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압반사로 인해 맥박의 증가를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경흉부와 상흉부 신경절에 존재하는

세포체들에서 시작하는 후신경절 교감신경섬유들이 심장의

압반사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ETS로 인해 심박수의 압반

사 조절이 억제되는 것이 가능하다.
4)
또 ETS의 교감신경

억제는 가파른 두부상경 자세(head-up tilt position)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3)
위의 두 증례에서 환자들은 교감신

경계 항진으로 인해 수년간 다한증을 겪으면서 부교감신경

계 또한 보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부교감신경계 우세로 인한 심혈관계 반응이 나

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증례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기전에 대한 두 가지 중요

한 가설이 동물 실험으로 입증되었는데, 첫째는 어떤 심장

들은 전기적으로 불안정하고, 일부 특이한 신경 경로를 통

한 자극으로 인해 반복적인 전기적 활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경인자들이 심장의 흥분성을 변화시켜 이

소성 활동(ectopic activity)을 유발할 수 있고 전기적으로 불

안정한 심장에서는 심실세동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14)

성상신경절(stellate ganglion)들은 심실세동과 심정지의 발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성상신경절들이 뇌와 상흉

부 교감신경들(T2-T5)에서 나와 심장으로 가는 교감신경의

수출신경자극전도(sympathetic outflow)의 주요 경로이기 때

문이다.
9)
심근 허혈이나 격렬한 운동, 스트레스 또는 전류

까지도 교감신경절들을 자극할 수 있고, 이어 심실세동의

역치를 낮추고 심실불응성(ventricular refractoriness)을 감소시

켜 완전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심실부정맥을 발생시

키게 된다.
9)

동물 실험에서 교감신경줄기의 완전한 절단 전의 조작들

은 T2와 T3의 구심성 자극(afferent impulse)에 의해 성상신

경절에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켰다. Lown과 Verrier는
14)
심장

에 세동이 발생하기 쉬울 정도로 성상신경절을 자극하는

데 2분 정도 걸렸다고 했다.

본 증례들에서 ETS로 전기 소작을 하면서 심장의 교감신

경의 신경분포가 일부 파괴되고 성상신경절이 자극을 받으

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시간을 정

확히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약 5분 정도 걸렸고 교감신경줄

기의 완전한 절단 전에 성상신경절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

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두 증례의 환자들 중 첫 번째 증례의 남자 환자는 입원

전 시행한 심전도상 좌후방 반차단이 있었고 두 번째 증례

의 여자 환자는 심전도상 정상이었다. 내과 협진진료상 남

자 환자의 심전도 이상은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는 평상시의 상태이고 전신마취와 수술 중에는 심정지의

발생에 좋지 않은 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일측 또는 양측 폐나 흉강 내의 구조물들에 대한 수술을

할 때 폐의 환기로 인하여 수술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일측폐환기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수술부위의 특성상 흉부

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측폐환

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관내삽관 시 Univent
Ⓡ
튜브(Fuji

Systems, Japan)나 이중기관지내관 같은 특수한 튜브를 거치

하여 일측 폐만 환기시키게 된다. 수술하는 쪽의 비의존폐

는 환기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허탈시키고 반대쪽의 의존

폐만으로 환기시키는 것이다. 일측폐환기 시 저산소증을 예

방하기 위하여 흡입 산소 농도를 100%로 유지하고 의존폐

의 일회호흡량은 8-10 ml/kg으로 약간 줄이고 호흡수는

20% 정도 더 늘려서 조절하게 된다.
15)
호흡수는 ETCO2가

35 ± 3 mmHg가 되도록 조절한다.
16)
의존폐의 일회호흡량

을 8 ml/kg 이하로 낮추게 되면 기능성잔기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의존폐의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회호흡량이

15 ml/kg 이상일 때는 의존폐의 혈관 저항을 증가시켜 비의

존폐로 혈류를 우회시켜
15)
수술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중기관지내관 삽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도 중

한 합병증은 기관지 분지의 파열로 기관지 벽에 이상이 있

는 환자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7)
또 일측폐환기를

시행할 때 폐의 환기-관류 불균형이 일어나 저산소혈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중기관지내관의 기능 부전과 위치 이

상, 의존폐의 저환기 등에 의해서도 저산소혈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의존폐에 잔류된 산소가

재흡수되면서 션트가 증가하여 저산소혈증이 심화될 수 있

다.
17)

두 증례의 환자들 모두 좌측 ETS를 시행한 후 앙와위에

서 충분한 양측폐환기 후 우측 ETS를 시작한 후에 심정지

가 발생하 다. 좌측 ETS를 할 때 허탈시켰던 우측 폐가

폐포들까지 완전히 펴지지 못하고 또한 저산소성 폐혈관수

축(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이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여 일측폐환기 시 저산소증을 나타냈을 수도 있다. 또

한 좌측 ETS 후 교감신경계가 어느 정도 차단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우세한 상태에서 다시 좌위를 취하고, 이에 iso-

flurane의 심혈관계 억제 효과까지 더해져 환자는 저혈압과

서맥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은 심근에 더 악 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두 증례 이후 우리는 ETS 중에 환자 감시에 더욱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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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항상 흉강경을 통해 심장 박동을 관찰한다. 수술

시 항상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며 환자 감시를

하고 ephedrine이나 phenylephrine, atropine 같은 약제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 술 중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을 정상범위 내

에서 약간 높게 유지하고 서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예

방적으로 atropine을 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체

위를 좌위로 변경하기 전이나 양측 폐환기에서 일측폐환기

로 변경하기 전에 수액을 보충하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측폐환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교감신경절에 대한 전기 소작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로 시행하는 T2와 T3 교감신경분지차단술 시에도 T2를

먼저 차단하고 이후에 T3를 차단하는 것이 성상신경절로의

구심성 전기적 자극 시간을 감소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현

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발생한

다면 즉각 구조요청을 하고 수술을 중단한 뒤 환자를 앙와

위로 변경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ETS는 일차성 다한증의 치료로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라고 생각되어 왔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인 심정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술 중의 심정지는 흔하지 않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한증의 치료

를 위해 ETS를 시행할 때 심정지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취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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