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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심근병증은 임신 마지막 달이나 분만 후 5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1)
미국의 경우 3,000－15,000 분만당 한 명

정도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2)
증상은 심부전의 일반적

인 증상과 비슷하나 심실 빈맥이나 전신 혈전색전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다리 부종은 임신

후기에도 흔한 증상이어서 임신 중의 초기 심부전은 진단

이 어렵다. 다태 임신, 전자간증, 고령의 산모, 비만 등이

주산기 심근병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3)

본 저자들은 재발된 주산기 심근병증의 31세 경산부에서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위하여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시행

하 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임신 35주인 31세 경산부가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위해

내원하 다. 산모는 2년 전 첫 번째 임신 말기에 주산기 심

근병증을 진단받았으며 당시 심박출계수는 43% 다. 산모

는 당시 주산기 심근병증과 함께 비지속적 심실빈맥(non-

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이 동반되어 제왕절개술을 시

행 받았다. 수술 3개월 후의 심초음파 소견은 심박출계수가

48%로 좌심실 기능이 다소 호전된 양상을 보 고 이후 내

과에서 추적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금번 임신 10주째에 심

초음파 검사상 좌심실의 확장 및 수축 기능의 저하를 보

으며 심박출계수는 41%로 측정되었다.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한 상태여서 임신을 유지하기에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되어 치료적 유산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임신을 지속하 다. 금번 임신 중 NYHA functional status는

II－III이었고 임신 27주부터 digoxin과 furosemide를 복용하

다.

수술 전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장의 전 운동감소증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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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artum cardiomyopathy (PPCM) is a rare form of cardiomyopathy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morbidity and mortality.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a Cesarean section in patients with PPCM has not been well defined. Herein, our experience

of a 31-year-old multipara, with recurrent PPCM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who presented for an elective cesarean section,

is reported.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was successfully employed as the anesthetic technique for the procedure. The

intra-arterial blood pressure and central venous pressure were monitored throughout the procedure. In addition, the patient’s

postoperative pain was markedly reduced with the use of epidural PCA.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is suggested to be

a reliable technique, which provides minimal hemodynamic changes, and a lower failure rate than epidural anesthesia only, and

is also highly effective with a low dose of local anesthetic drug.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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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수축기 기능 이상과 좌심실 확장 소견을 보 고 심박

출계수는 24%로 측정되었다. 심전도상에서는 잦은 빈도의

비지속적 심실빈맥이 보 고 다른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

다(Fig. 1).

마취 전 투약 없이 수술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산소포화

도 감시를 시작하고 안면 마스크로 분당 5 L의 산소를 투

여하면서 우측 요골동맥과 우측 내경 정맥에 도관을 각각

거치하 다. 마취유도 전 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은 120/56

mmHg, 심박수는 75회/분, 산소포화도는 98%, 중심정맥압은

14 mmHg 고 동맥혈 가스분석소견은 pH 7.48, 산소분압

255 mmHg, 이산화탄소분압 29 mmHg이었다. 마취유도 전

경흉부심초음파를 통해 좌심실 운동기능이 전반적으로 저

하되어 있었으며 심박출계수는 34% 정도임을 관찰하 다.

환자를 좌측와위로 하여 제3－4요추 간에 국소마취제를 침

윤한 후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kit (Espocan
Ⓡ
, B.

Braun Melsungen AG, USA)를 사용, 저항소실법을 이용하여

경막외강을 확인하 고 19 G Tuohy 경막외 바늘을 통해 27

G 척추천자침을 삽입하여 맑은 뇌척수액의 유출을 확인한

후 0.5% levobupivacaine (chirocaine
Ⓡ
) 5 mg과 fentanyl 15μg

을 혼합 주입하 다. 척추천자침을 뺀 뒤 경막외 바늘을 통

해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하고 앙와위로 자세를 변경하 다.

약제 주입 10분 후 pinprick 검사로 측정한 통각차단 정도

는 제10흉추피판이었다. 이후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0.5%

levobupivacaine 5 ml를 추가로 주입하 으며 경막외 약제

주입 5분 후 통각차단 부위는 제7흉추 피판, 10분 후에는

제4흉추피판으로 측정되었다. 이 때 경흉부심초음파의 소견

은 심근 운동 기능 등은 마취유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

었으나 심박출계수는 42%로 다소 호전된 양상을 보 다.

수술 중 심전도 소견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

고, 혈압은 100－130/50－70 mmHg (Fig. 2), 심박수는 75－90

회/분을 유지하 으며 산소 포화도는 98－100%, 중심정맥압

은 초기에 14－15 mmHg, 마취유도 20분 후까지 점점 감소하

여 4－5 mmHg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수술 종료 시까

지 7－8 mmHg로 유지하 다. 수술 종료 전 경흉부심초음파

소견은 이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며 심박출계수는

40% 다. 수술 중 총실혈량은 500 ml, 소변량은 50 ml 으며

하트만 용액 800 ml가 투여되었다. 수술 종료 시 통각 차단

정도는 제8흉추피판이었고 경막외 자가통증 조절을 시행하

Fig. 1. Preoperative ECG is showing

frequent 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

cardia.

Fig. 2. Intraoperative ECG and arterial

blood pressure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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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vobupivacaine 0.0625% + fentanyl 2μg/ml, flow rate 4

ml/h, bolus 2 ml, lock out time 20분).

수술 종료 후 환자는 심혈관계 중환자실에서 captopril, furo-

semide, digoxin을 투여 받았으며 혈압 110－130/54－66 mmHg,

심박수는 108－136회/분, 산소 포화도는 비강 캐뉼라로 산

소를 3 L/min으로 투여하면서 96－99%로 유지되었다. 중환

자실에서 하루 동안 집중 감시 후 병동으로 이송되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수술 후 7일째 퇴원하 다.

고 찰

주산기 심근병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

이러스성 심근염, 면역 매개 손상, 셀레니움 결핍, 임신에 의

한 혈역학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4)

주산기 심근병증 환자의 13%가 다태임신인데, 이는 건강한

임산부의 1－2%에서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

이다.
5)
주산기 심근병증은 어느 연령에서도 나타나나 대개는

30세 이상의 산모에서 나타나며 임신성 고혈압과도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또한 자궁수축완화제 치료

와도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환자들이

조숙산통의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6)

주산기 심근병증은 대개 심부전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임

신 중에는 혈액량 증가, 신진대사의 증가, 빈혈, 혈관저항의

변화로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맥박수나 좌심실 이완말기압

이 높아진다. 이로 인하여 임신 말기에는 건강한 임산부도

경증의 심부전과 구별이 어려운 증상을 종종 호소하므로 주

산기 심근병증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진단은 심

부전의 다른 원인이 없고 이전에 다른 심장 질환이 없었던

경우에 내려진다.
7)
심초음파상 좌심방과 좌심실이 확장된

소견과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소견을 보이고 심전도에서는

비특이적인 ST, T파의 변화나 좌심실 비대, PR, QRS 간격

의 증가, 심방 혹은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기도 한다.
8)

주산기 심근병증의 예후는 매우 다양하다. 주산기 심근병

증을 진단받은 환자 중 50% 이상이 진단 6개월 이내에 심

박출계수가 정상화되며, 처음 진단 시 심박출계수가 30% 이

상이었던 환자들은 심박출계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박출계수가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은 예후가 나빠서 5년 내 사망률이 85%에 이른다.
1)

좌심실 기능이 완전히 돌아온 환자에서 다음 임신의 계획에

대한 의견은 논란이 많으나, 좌심실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환자에서도 다음 임신에서 대부분 좌심실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9)
좌심실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

자에서는 다음 임신을 계획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3)

주산기 심근병증 산모들의 제왕절개 시 마취과적 관리의

원칙은 심근을 억제하는 마취약제는 피하고 침습적 감시를

통해 수액을 조심스럽게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

른 심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성 리듬을

유지하고 혈압과 맥박수를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유지하

여야 한다.

주산기 심근병증 환자들의 제왕절개 시 마취방법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다. 전신마취는 기도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

시 경식도 초음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흡입 마취제의 심장 억제 효과는 이미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주산기 심근병증 환자에게 더욱

안 좋은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맥마취제는 태반을 통해

태아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주산기 심근병증 환자

에서 전신 마취 후 심정지가 일어났다는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
10,11)

또한 주산기 심근병증 환자에서 전신마취로 제왕절

개를 시행하 을 때 혈전성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있

는데 이는 전신마취가 혈전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

이라고 추측된다.
12)
이러한 이유 외에도 본 저자들은 심기능

이 저하된 환자에서 급속 마취유도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혈역학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환자의 심실 부정맥을 악

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위마취를 시행하기로 하 다.

경막외 마취나 척추 마취는 교감신경절제의 효과로 인해

전부하, 후부하, 심박수가 모두 감소한다. 과도한 전부하의

감소는 심박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후부하의 감소는

대개 좌심실 기능을 호전시킨다. 어떤 환자들에서는 후부하

의 감소가 관상동맥 관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7)
경막외 마

취는 척추 마취에 비해 이러한 혈역학적 변화의 속도가 완

만하여 보다 안정적인 혈역학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많은 저자들이 이러한 환자들의 마취에 있어 폐동맥압 측

정과 함께 경막외강으로 마취약제를 점진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13)

그러나 경막외 마취는 감각차단 정도가 부위별로 균등하

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patchy” block) 마취가 충분하

지 않아 전신마취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저자들은 이 환자의 마취 방법에 있어 척추-경막외 병용 마

취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단독 척추마취에 의한 급격한 혈압 저하를 피하고, 둘

째, 경막외 마취에 비해 실패율이 낮으며, 셋째, 지주막하강

으로 소량의 마취약제를 투여한 후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서 점진적으로 마취약제를 주입할 수 있어 경막외 마취보

다 소량의 약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넷째,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수술 후 통증조절을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

이다.

어떤 저자들은 척추-경막외 마취가 경막외 마취보다 저혈

압의 빈도가 더 낮다고 보고하 다.
14)
소량의 약물을 사용하

므로 제대혈액과 산모의 혈액에서 국소마취제의 농도가 더

낮은 것도 척추-경막외 마취의 또 다른 장점이다.
14)
본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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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척추마취 후 제10흉추피판의 차단 높이에서 추가로

경막외 약제를 주입하여 수술에 적절한 차단 높이를 얻었는

데, 저혈압이나 서맥 등의 부작용 없이 점진적인 마취를 이

룰 수 있었다. 그러나 척추-경막외 마취는 경막외 카테터가

지주막하강으로 우발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국소마취제

나 아편양 제제의 지주막하강 내로의 다량 주입으로 인해

심한 저혈압이나 호흡정지를 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15,16)

본 증례에서는 수액 관리의 지표로 중심정맥압을 측정하

다. 폐동맥압의 측정이 환자의 체액량을 더 정확히 반

하겠으나 폐동맥압 측정을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은

깨어있는 환자에서 상당히 침습적인 시술이고 이 환자에서

와 같이 심실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부정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폐동맥 카테터는 삽입하지 않았다. 본 저자

들은 침습적 폐동맥압 감시 대신 수술 중 경흉부 심초음파

를 실시하여 심박출계수를 측정하고 심장 운동 기능을 관찰

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경흉부 심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환자에게 부담이 적으며, 심박출계수 측정

을 통해 전부하 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의 운

동기능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증례의 경우에서

는 폐동맥압 측정보다 더 좋은 감시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환자에서는 마취유도 후 14－15 mmHg 던 중심정맥

압이 4－5 mmHg정도로 감소하 으나 혈압이 비교적 잘 유

지되고 심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액의 급

속 주입은 삼가하 다. 이때 심초음파상 심박출계수가 약간

상승하는 소견을 보 는데 이는 척추-경막외 마취로 인하여

전부하와 후부하가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산

모에서는 분만 후 자궁수축에 의한 자가수혈 효과로 수술

후 심실 충만압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척추 마취법은 분

만 전 미리 심실 충만압을 낮춤으로써 분만 후의 심장 부

하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Velickovic과 Leicht은
17)
기

술하 다. 본 산모에서도 분만 후 중심정맥압이 7－8 mmHg

로 증가한 소견을 보 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분만 후

자궁수축에 의한 자가수혈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저자들은 재발된 주산기 심근병증 산모에서 제왕절개

수술 시 척추-경막외 병용 마취로 수술 중 안정된 혈역학적

지표를 유지하고 별다른 부작용 없이 수술을 마쳤기에 이를

보고하며 척추-경막외 병용 마취가 주산기 심근병증 환자의

마취에 있어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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