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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of Cesarean Section in Parturient with Guillain-Barre Syndrome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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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lain-Barre syndrome (GBS) is an acute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associated with symmetrical muscle weakness, 

areflexia, and ascending paralysis.  Although it has been reported during all the three trimesters of pregnancy and in the post-partum 

period, the occurrence of GBS in the third trimester presents a high maternal risk because of respiratory complications and the 

risk of premature delivery.  We report the successful anesthetic management of a parturient with GBS.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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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lain-Barre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GBS)은 양측

성 근력약화와 상행성 마비를 특징으로 하는 성 탈수

다발성신경병증으로1) 인구 십만 명당 매년 0.75-2명의 유

병율을 보이며,2) 임산부와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율 차이는 

없으나,3) 비임산부에서는 사망률이 5%이고 16%에서 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반면 임산부에서는 사망률이 13%이고 35%

에서 호흡기처치가 필요하다.4) 세 분기  어느 분기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임신 3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합병

증이 은 1기와 2기에 비해, 3기에는 호흡기계 합병증 등

의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5) 자들은 GBS를 동

반한 임산부의 제왕 개술 마취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

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임신 38주, 키 168 cm, 체  62 kg의 23세 환자가 분만을 

해 외래를 통해 내원하 다. 환자는 임신 28주경 상기도 

감염의 증상과 설사가 있었고 29주 경에는 양측 손끝이 

린 증상이 있으며 30주경에 얼굴 부 에 양측마비가 있어 

GBS 의심 하에 추  찰하던 에 31주경 사지에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본원 신경과로 입원하 다. 환자는 

신경과 입원 당시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sum score

가6) 53 (60  만 )이었고 지지요법 외에 immunoglobulin 

(IV GLOBULIN-STM, 녹십자, 용인, 한민국)을 5일간 투여

받고, 증상이 호 되어 퇴원한 과거력이 있었다. 환자는 

번 내원 후 시행한 신경학  검사에서 두경부  구강 근육

에 이상은 없었고, 양쪽 팔꿈치 근력이 4/4, 양쪽 손목이 4/5, 

양쪽 엉덩이가 4/4로 감소되어 있었고, 입원시 시행한 MRC 

sum score는 55.5  이었다. 수술  시행한 일반 액 검사에

서 색소 10.4 g/dl, 헤마토크리트 31%, 백 구 7,630/μl, 

소  240,000/μl 고, BUN 7.3 mg/dl, creatinine 0.8 mg/dl, 

그 외 액응고검사, 요 검사, 심 도  간기능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2년  제왕 개술

의 기왕력이 있었고, 번 수술시 양측난 결찰술을 원하여 

제왕 개술을 시행하기로 하 다.

  환자는 수술실 도착 당시 압 125/75 mmHg, 심박수 100

회/분, 산소포화도는 100% 다. 하트만 용액 500 ml를 빠르

게 정주하 고, 마스크를 통해서 지속 으로 산소를 투여하

면서 환자를 좌측와 로하고 피부소독을 한 후 제3, 4요추

간 정 선에서 18 G Weiss 바늘(BD Perisafe, BD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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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witzerland)을 사용하여 항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한 후 20 G 카테터를 두부쪽으로 3 cm 거치하 다. 1：

200,000 epinephrine이 첨가된 2% lidocaine 3 ml를 시험 주입

한 후 카테터가 지주막하강이나  내 삽입되지 않았음

을 확인한 다음 5분 간격으로 2% lidocaine 5 ml씩 총 20 

ml를 투여하 다. 5분 후 환자의 감각차단 범 가 pinprick

검사에서 흉추 6번 피부분  높이가 된 것을 확인하고 수

술을 진행하도록 하 다. 수술 시작 후 4분만에 2.81 kg의 

여아를 출산하 으며, Apgar score 7 (1분), 8 (5분)으로 측

정되었다. 경막외마취 10분 후 환자의 심박수는 100회/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압이 60/30 mmHg까지 감소하 고, 이

때 확인한 감각차단 높이는 흉추 4번 피부분 이었다. 즉시 

ephedrine 8 mg을 정맥주사하 고, 이후 압은 110/65 mmHg

로 회복되었다. 총수술시간은 44분, 마취시간은 1시간 15분

이었으며 수술  활력징후는 안정 이었고, 수술은 특별한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신경학  검사를 

하여 경막외 진통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 6시간 후 경막외 

차단으로부터 완 히 회복되었고, 신경학 인 상태는 수술 

과 변화가 없었다. 환자는 수술 7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

하 고, 이후 신경과에서 추 찰 이다.

고      찰

  GBS란 감각이상을 동반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는 근력 약

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발성신경병증으로1) 세계 으로 비

슷한 유병율을 보이고, 임산부와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율 

차이도 없으나, 분만 후 첫 30일 이내에 유병율이 증가하

고,3) 일반인에 비해 높은 모성사망율을 보인다.4)

  진 인 근력약화와 무반사를 보이는 모든 환자들에서 

GBS를 의심할 수 있지만,6) 이상감각에서부터 뇌신경 침범

(안면 마비가 가장 흔하다), 자율신경계 기능이상, 그리고 

주요 사망원인인 호흡부 까지 임상증상은 다양하다.7) 이 

질환의 원인은 면역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3정도

의 환자들에서 발병 1-3주 에 호흡기계(40%)나 장 계

(20%)에 감염성 질환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고,8) 분만 후 첫 

2주안에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가면역반응이 

GBS의 발병기 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3) 환

자의 1/3에서 호흡기처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달 이상 호흡

기를 사용하거나 50세 이상, 치료 시작시기의 MRC sum 

score가 40  이하, 최근 cytomegalovirus 감염, 빠르게 증상

이 악화된 환자에서 후가 좋지 않다.8) 진단은 유사한 임

상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요하며,9) 개 

임상증상과 뇌척수액에서 정상 인 단핵구 수와 단백질의 

증가 소견 등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 외에 신경 도 검사

를 할 수도 있다.7)

치료는 호흡보조나, 물리치료 등의 지지요법 외에 장분리

교환술(plasmapheresis, PP)과 immunoglobulin의 정맥주사(in-

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10) 

PP의 경우 임산부에서도 안 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비임

산부와 유사하게 압, 수액과부하, 패 증, 응고장애 등

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11) IVIG 역시 임산부와 태아에서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10) 합병증의 빈도가 기 때문

에 PP에 비해 선호된다.12) 이러한 직 인 치료법 이외에 

GBS 환자들은 폐렴(25%)이나 요로감염증(30%) 등의 합병증

이 흔하며2) 임산부의 경우 개 증 감염이 되기 쉬우므

로 이에 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요하다. 한, 임신 자

체가 색 증의 강한 험인자이므로 근력약화 등으로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방  항응고 요법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13)

  GBS 임산부의 무통분만과 제왕 개술시 마취방법의 선택

은 부 마취와 신마취 모두 추가 인 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증례의 경우 환자가 제

왕 개술의 기왕력이 있고, 임신 을 해 양측난 결찰

술을 원했기 때문에 제왕 개술을 시행하 으나, GBS로 인

한 신경학 인 장애가 있더라도 자궁 수축에는 문제가 없

으므로 GBS 자체가 제왕 개를 하는 응증은 아니다.13) 

신마취시 가장 큰 문제 은 석시닐콜린으로 인한 고칼륨

증인데 이로 인한 심정지가 보고되어 있다.14) 한, GBS

의 병태생리학 인 특성이 탈수 성다발성신경병증이므로 

이러한 환자들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민감하고, 만약 사

용하 다면 수술후 호흡기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9) 이외

에도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2) 수술시 심 계의 

변동이 클 수 있다. 부 마취가 기는 아니지만, GBS와 같

은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부 마취를 시행 하는 

것에 한 명확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아직은 논쟁의 여

지가 있다.9) 척추마취와 경막외마취를 병용한 경우나 비임

신환자에서 경막외마취를 한 후에 성이나 재발성 GBS의 

증례가 보고되어 있고,15) GBS 임산부에서 경막외마취후 신

경학 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16) 많은 경우 

신경학 인 증상의 악화나 재발의 부작용 없이 안 하게 

부 마취가 사용되고 있다.13) 따라서, GBS 임산부에서 부

마취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르는 이론 인 험성과 부

마취의 장 에 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법의학 인 측면과 추후 신경학 인 감시를 해 술  

신경학  결함에 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할 것이다.13) 

본 증례의 환자는 추  찰을 해 MRC sum score 방법

을 사용하 는데 이는 팔과 다리의 칭되는 근육의 강도

를 측정하여 60 (정상 근육 강도)에서 0 (사지마비)까지 분

류하는 방법으로 치료시기의 수가 후를 결정할 수 있

고, 검사자 간 차이가 다는 장 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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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이다.6)

  마지막으로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국소마취제에 민감

하기 때문에 한 압이나 서맥이 심 계 허탈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17)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국소마취제

를 여러 번에 걸쳐 나 어 투여하 음에도 불구하고 감각

차단 높이에 비해 심한 압이 발생하 다. Lidocaine의 

경우 감각차단의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평균 10분 이상 

소요되므로18) 시간 간격을 더 길게 하거나, 은 양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여 경막외마취가 시행된 증례도 있으므로19)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경막외마취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압이 발생하면 개 ephedrine을 정주하

는데 본 증례에서처럼 임산부의 서맥이 동반되지 않은 경

우에는 태아의 산-염기 상태를 개선시키는 phenylephrine이20)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되며, 특히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승압제에 한 반응을 측할 수 

없으므로 간 으로 작용하는 교감신경작용약물보다는 직

인 아드 날린성 작용약물의 사용이 추천된다.1)

  결론 으로, 임신  immunoglobulin으로 치료받고 경미한 

증상을 보인 GBS 임산부에서 제왕 개술을 한 경막외마

취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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