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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Postpartum HELLP Syndrome  −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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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olysis, elevated liver enzymes, and low platelet counts (HELLP) syndrome is one of the serious obstetric complications.  

The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have not yet yet completely defined.  HELLP syndrome usually develops during 

pregnancy and is associated with pregnancy-induced hypertension.  In this case, a healthy multiparous woman having a normal 

gestational period and vaginal delivery developed massive postpartum bleeding with the suddenly progressive symptoms; hemor-

rhage, hemolysis, severely elevated liver enzymes, thrombocytopenia, acute renal failure, and pulmonary edemas.  We report the 

case of anesthetic care for the patient with severe postpartum HELLP syndrome.  The patient discharged without any severe 

complications 26 days after the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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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간과 산욕기동안 산모에서 발생할 수 있는 HELLP 

증후군은 용 (hemolysis), 간효소 수치의 증가(elevated liver 

enzymes), 그리고 소  수의 감소(low platelets)를 특징으

로 하는 질환이며 아직 병태생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이다.1) 부분의 경우 출산  임신성 고 압(pregnan-

cy-induced hypertension)과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고 압이나 

부종없이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며,2) 간기능부 , 신기능

부 , 종 내응고, 뇌출  등 여러 장기에 심각한 합병

증을 래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3) 자들은 임

신기간  별다른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질분만 

이후 출 과 함께 격히 발병한 HELLP 증후군으로 간부

, 신부 , 폐부종 등이 발생한 산모에서 지   종제

거를 한 수술  마취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1세 경산부가 개인 의원에서 질분만 후 지속된 자궁출

로 자궁 제술을 받은 후 심한 색소 감소 소견을 보여 

응 실 통해 내원하 다. 

  과거력상 산모는 첫 번째 출산  경미한 고 압 증세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두 명의 아이를 질분만하 으며, 

이번 임신 때도 고 압이나 부종 등의 이상소견 없이 임신

기간을 보냈다. 출산 1달 에 시행한 기본 검사에서도 이

상소견이 없었고, 분만 당일 아침 실시한 액검사에서도 

색소 11.6 g/dl, 소 수 225,000/mm3, 청 크 아티닌 

0.7 mg/dl로 이상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임신 40주 2일째 

유도분만으로 3.26 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한 직후 출 이 

지속되어 자궁 제술을 실시하 고 농축 구 8단 를 수

하 다. 수술 직후 시행한 검사상 색소는 9.5 g/dl, as-

partate transaminase/alanine transaminase (AST/ALT) 13/4 IU/L

로 정상범 으나, 청 크 아티닌이 1.7 mg/dl 다. 수술 

1일째 아침 시행한 액검사에서 색소가 5.5 g/dl로 측정

되어 자궁 제술 후 조 되지 않는 출  의심하에 농축

구 2단 를 투여하면서 본원으로 이송되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색소 5.13 g/dl, 소 수 39,000/mm3,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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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1.5 g/dl로 감소되어 있었고, 로트롬빈시간(prothrom-

bin time, PT) INR 2.4, 활성화부분트롬보 라스틴 시간(ac-

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47.6 , fibrin de-

gradation products (FDP) 20μg/ml 이상, d-dimer 6,462 ng/ml, 

AST/ALT 3,802/3,618 IU/L, 총 빌리루빈 1.24 mg/dl, lactic de-

hydrogenase (LDH) 2,512 IU/L로 증가되어 있었다. Na+ 133 

mmol/L, K+ 4.7 mmol/L, blood nitrogen urea (BUN) 34.4 mg/ 

dl, 청 크 아티닌 4.16 mg/dl, 크 아티닌 청소율은 7.66 

ml/min 고, 소변분석상 잠 (occult blood) 4+ 으나 단백뇨

는 없었다. 복부 단층촬 상 7.7 × 7.2 cm 크기의 하복강 

내 종, 액복막, 흉막삼출, 경한 폐부종 소견이 찰되었

고, 간피막하출 이나 열 등의 이상은 찰되지 않았다. 

농축 구 2단 와 신선동결 장 1단 를 수 하 다. 환

자는 빈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산소 5 L/min 투여하면서 검

사한 동맥  가스 분석에서 pH 7.403, PaCO2 28 mmHg, 

PaO2 95.7 mmHg, HCO3

 16.6 mmol/L, base excess 7.3 

mmol/L, SaO2 97.9% 다. 임신성 고 압의 기왕력은 없었지

만, HELLP 증후군의 징후들이 다수 나타나 산후 발생한, 

성신부 을 동반한 HELLP 증후군으로 생각하고 응 수

술을 한 마취를 비하 다. 

  마취유도  환자 압은 110/70 mmHg, 심박수 120회/분, 

호흡수 40회/분 정도로 찰되었고, 우측 요골동맥에 동맥

을 확보한 후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동

맥  가스분석상 pH 7.3, PaCO2 28 mmHg, PaO2 62 mmHg, 

HCO3
 13.8 mmol/L, base excess 11.2 mmol/L, SaO2 89%, 

구용 률 20% 다. 마취  산소 투여 후 midazolam 2 

mg, etomidate 20 mg, remifentanil을 효과처 농도 2 ng/ml로 

주입하면서 마취유도하 으며 atracurium 40 mg으로 근이완

시킨 후 반지연골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 내경 6.5 mm 기

내 을 삽 하 다. 삽  직후 양쪽 폐 청진상 수포음이 들

렸으며, 기  내 튜 를 통해 간헐 으로 다량의 분비물이 

흡인되었다. 수액을 투여하고 연속 으로 심정맥압을 측

정하기 해 오른쪽 내경정맥에 심정맥 을 확보하 다. 

기 심정맥압은 22 mmHg이었으며 체온은 36.5oC 다. 

마취유지는 O2－공기－isoflurane 1.5－3.0 vol%로 하 고, 

근이완 조 을 해 TOF가 1정도로 유지되도록 atracurium

을 5－6μg/kg/min로 지속주입하 다. 압력조 환기를 시행

하여 FiO2 1.0, 기도압 23 mmHg, 일회호흡량 350－400 ml, 

호흡수 13회/분으로 동맥  가스분석상 PaO2 140－160 

mmHg, PaCO2 36－46 mmHg로 유지하 다. 수술  심한 

출 은 없었으며, 농축 구 4단 와 신선동결 장 2단

를 수 하고 교질액 500 ml를 투여하 다. 수술  평균

압 60－80 mmHg 정도로 유지되었고, 맥박수는 90회/분 정

도로 감소하 고, 심정맥압도 15－17 mmHg 정도로 안정

화되었다. 수액투여와 간헐  이뇨제 투여로 소변 배출량을 

120－200 ml/hr 정도로 유지하 으나,  K+ 농도가 차 

상승하여 수술 시작 2시간 경에 5.9 mmol/L까지 증가하 으

며, 심 도에 tall T  보여 regular insulin (RI) 10 units 와 

50% dextrose water 50 ml를 투여한 후  K+ 농도는 4.5

－5.0 mmol/L로 조 되었다. 수술이 종료된 후 자발 호흡을 

회복시킨 후 기 내 삽  상태로 환자실로 이송하 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포함되지 않은 정맥 자가 통

증 조 기를 연결하고 마취를 종료하 다. 수술시간은 3시

간 10분, 마취시간은 3시간 50분이었다. 

  환자실 이송 후 100% 산소하에서도 자발호흡으로는 호

흡수 30－40회/분, SpO2 83%까지 감소되었고, 실시한 동맥

 가스분석에서 PaO2 57.5 mmHg, PaCO2 36.9 mmHg, SaO2 

85.8%로 측정되어 다시 조 환기를 시작하 다. 수술 후 농

축 구 2단 와 소  8단 를 수 하 다. 수술 다음

날 지속  양압기도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을 거쳐 호흡기를 이탈하 고, 수술 2일째 발 하

다. 술 후 1일째 말 도말 검사에서 분열 구증다증(schi-

stocytosis)은 보이지 않았다. 술 후 4일째 검사에서 색소 

11.2 g/dl, 소 수 99,000/mm3, AST/ALT 311/300 IU/L, INR 

1.28로 안정화되었으나, 청 크 아티닌은 5.54 mg/dl로 여

히 증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변량과  해질이 정

상범 에 속하여 일반병실로 이송하 고, 이후 투석 등의 

특별한 치료없이 청 크 아티닌 수치도 차 감소하여 

술 후 24일째 청 크 아티닌을 포함한 모든 검사소견이 

정상 범 로 회복되었고, 술 후 26일째 무사히 퇴원하 다. 

고      찰

  1982년 Weinstein 등이1) 용 (hemolysis, H), 증가된 간효

소수치(elevated liver enzyme, EL)  낮은 소 수(low 

platelet, LP) 등의 임상양상을 보이는 임신 독증 산모들을 

HELLP 증후군으로 명명한 이래로 여러 가지 보고와 찰,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 발병기 , 임상양상의 범  

 치료법이 명백히 정립되지 않았다.  

  산  검사 등으로 인해 임신기간  진단되는 HELLP 증

후군의 경우 계획  제왕 개술 등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안 을 꾀하는 등 여러 방 , 치료  시술을 취할 수 있

다. 그러나, 일반 인 질분만은 다음날 최소한의 검사결과 

확인 후 퇴원하기 때문에 본 증례에서처럼 합병증이 없는 

단순 정상분만 후 발생하는 HELLP 증후군의 경우 생명을 

하는 심각한 병의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HELLP 증후군은 1－6/1,000 정도로 발생률이 낮지만,4) 갑

자기 발병하고 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

료가 요하다. HELLP 증후군의 70－80%는 산 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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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5) 부분 27－37주에 발병하 지만,5) 드물게 27주 이

에 발병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3) 국외의 보고에 따르면 

15－25%의 환자에서 출산 후에 발병하 는데, 부분 출산 

직후, 늦어도 48시간 내에 발병한다고 하 다.3,5) 국내에서 

임신성 고 압 증상없이 출산 후 단독으로 심각한 합병증

과 함께 보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 등이6) 출산 후 

HELLP 증후군의 발생률은 6% 정도로 보고하 으나 보고하

는 증례의 수가 많지 않아 국내 산모의 정확한 유병률을 

평가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상당수의 환자에서 고 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이 동

반되므로 기에는 HELLP 증후군이 임신성 고 압의 한 

변형으로 생각하 다.1) 그러나, 발병 시 고 압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가 15－50%,2,7)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도 4

－14%이나 되며8) 고 압과 단백뇨의 정도가 HELLP 증후

군의 병의 증도와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다른 질병

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다.3)
 하지만 최근에는 병태생리

에 있어서 증 자간 증의 원인인 내피이상 외에도 

HELLP 증후군에서 병의 증도의 핵심이 되는 간손상을 

설명하는 CD95-매개성 간세포 세포자멸사(CD95-mediated apop-

tosis of hepatocytes) 등의 다른 기 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9) 즉, 태반에서 분비되는 체액 단백질인 CD95 리간드들

이 산모의 순환계로 유입되어 간손상을 비롯한 성 염증

성 상태와 변형된 면역반응을 보여 신성 염증 반응 증후

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과 비슷한 임상 

증상과 검사결과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9,10) 즉, 기존의 PIH 

의 병태생리에 이런 기 이 첨가되거나 변형되어 HELLP 

증후군의 특징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실험  증거들이 제

시되고 있다.10,11) 

  HELLP 증후군의 진단은 용 , 간효소 수치 증가, 그리고 

소  감소증 등 3가지 검사결과와 련 임상징후들로 이

루어진다. 소 감소증은 HELLP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가

장 요하며 다른 검사와 달리 기부터 이상이 나타나므

로 조기 진단에 요한 검사소견  하나이다.7) 특별한 문

제가 없는 질분만 환자의 경우 간단히 구계산(complete 

blood count, CBC) 정도만 확인하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산후에 발생하는 HELLP 증후군의 경우 소 수 감

소를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 간효소 수치도 간기능 이상

을 측하는 요한 검사 의 하나이며, Sibai 등은8) 정상

범 의 두 배가 되는 AST 70 IU/L 이상을 간효소 수치 증

가로 정의한 바 있다. 세번째 진단  검사 소견인 용 은 

말  도말검사에서 분열 구증다증, burr 세포 등이 

찰되거나, 색소 감소나 간  혹은 총 빌리루빈 수치가 증

가하기 에 특징 으로 LDH가 증가하고 haptoglobin이 감

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세 성(microangio-

pathic) 용 성 빈 의 지표인 분열 구증다증은 항상 나

타나는 것은 아니며, 본 증례에서처럼  빌리루빈 수치

도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가 아니면 정상범 인 환자도 있

으므로, LDH 증가, haptoglobin 감소가 조기 진단에 요한 

검사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7) 한, 병이 진행되면서 PT, 

aPTT가 증가하며 섬유소원(fibrinogen)도 감소할 수 있다. 

  HELLP 증후군에 속한 환자들의 병의 정도에 따른 이환

율과 사망률을 미리 측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방을 해 

주기 해 1980년 부터 증도에 따른 분류를 해 왔는데 

2가지 분류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5) 먼  Tennessee 분류법

은12) LDH ＞ 600 IU/L, 소 수 ＜ 100,000/ul, AST ＞ 70 

IU/L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를 완 (true, com-

plete) HELLP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  한 두 개의 이상소

견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부분(partial, incomplete) HELLP 

증후군으로 명명하 다. ELLP, EL, 그리고 LP 증후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3가지 임상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

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더 크다는 

제 하에서 좀 더 엄격한 진단기 을 용하는 것이 향후 

합병증 발생에 한 처에 효과 이라고 하 다. 다른 하

나인 Missisippi 분류법은5,13) 병의 진행  가장 낮은 소

수에 따라 환자를 세 군으로 나 다. Class I은 심한 소

감소증( 소 수 ≤ 50,000/ul), 간기능부 (AST/ALT ≥ 

70 IU/L), 그리고 용 (LDH ≥ 600 IU/L)가 있을 때, class 

II는 같은 상황에서 등도 소 감소증(50,000/ul ＜ 소

수 ≤ 100,000/ul), class III는 같은 상황에서 경한 소

감소증(100,000/ul ＜ 소 수 ≤ 150,000/ul)일 경우로 분류

하 다. 

  HELLP 증후군의 모성 사망률은 1.1%로 낮으나, 심각한 

모성 유병률이 1－25%나 된다.3) 본 증례에서처럼 신장기능

의 감소와 심하면 성신부 도 올 수 있는데, 성 세뇨  

괴사의 형태로 오며 산후에 발병한 경우 심각한 투석치료

나 만성신부  등으로 진행 없이 양성의 후를 보이는 경

우가 많다.14,15) 비가역  신기능장애가 남는 경우는 드물지

만, 태반조기박리, 기존의 성 혹은 기질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6)

  한, 간피막하출 이나 간 열 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간의 굴모양 (sinusoid) 내에 섬유소(fibrin)가 침착되어 문

맥주  괴사를 일으켜 심하면 간막의 열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8,17) 따라서 우상복부통증이 있는 산모의 경우 

HELLP 증후군에 의한 간 열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 외 폐부종, 종  내 응고, 태반조기박리 등이 증 

합병증으로 잘 발생할 수 있다. 

  산후에 발생하는 HELLP 증후군은 분만 에 발생하는 

HELLP 증후군에 비해 매우 격 으로 작스럽게 나타나

며 부분 분만 후 48시간 내에 발생한다. 성신부 을 동

반한 폐부종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치료는 항경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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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분만  발생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미 분만을 한 상태이므로 태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압 리를 좀 더 엄격히 하도록 권장하

고 있다.   

  HELLP 증후군 산모의 산후 출 성 질환의 마취에 있어

서 주의해야 은 응고이상으로 인해 출 량도 많지만 용

로 인해 실제 출 량보다 훨씬 더 낮은 색소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한, 동반된 응고 장애로 인해 기

내 삽 , 수술  역학  불균형 등의 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출 은 모성사망의 원인이 되므로 산모의 압

을 히 조 해야 한다. 일부 환자에서 본 증례에서처럼 

간기능부 과 함께 성신부 이 동반된 경우 해질 이상, 

약제 사율 감소, 제거율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런 약동학  변화를 잘 고려하여 마취약제(특히, 근이완제)

등의 선택에 신 해야 하며 본 증례에서처럼 근이완 정도

를 연속 으로 감시하여 과도한 근이완을 피하는 것이 

요하다. 한, 신장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약제(비스

테로이드성 진통제, enflurane, sevoflurane 등)의 사용을 이

거나 피해야 한다.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는 자간 증 혹은 자간증을 동반

하는 임신성 성 지방간(acute fatty liver of pregnancy, 

AFLP), 성 소 성 자색반(thrombotic thrombocytope-

nic purpura, TTP), 용 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

drome, HUS) 등이 있고 그 외 드물게 면역 소 감소 자

색반(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악화된 신성 

홍반성 낭창(exacerb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등

이 있다.5) 임신성 성 지방간은 형 으로 높은 빌리루빈 

수치와 황달, 당 그리고 심한 응고시간(PT/PTT)연장 소

견을 보이지만, HELLP 증후군에 비해 훨씬 경한 소  감

소증(100,000－150,000)을 보인다.7) 한, AST/ALT 수치의 

증가도 HELLP 증후군이 훨씬 심하다고 한다.2) 이에 비해 

TTP는 다른 임상증상은 신부 을 동반한 HELLP 증후군과 

비슷하지만 부분 간기능 침범이나 고 압이 없다는 것이 

요한 감별요소이며 발생후 HELLP 증후군보다 오래 지속

되는 임상양상을 보이고 사망률 한 매우 높다.7) HUS 

한 용 , 단백뇨, 고 압, 신기능이상 등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 한 간기능 이상이나 소  감소증이 심하

지 않다는 것이 요한 감별 이 될 수 있다.7) 이 듯이 

기에는 특징 인 검사소견으로 감별이 가능하지만 병의 말

기가 되면 임상양상들이 심화되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띄

게 되어 감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7) 한, 실제 산과마취

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출 과다와 압, 수액과

다투여 등으로 인한 간허 , 신부 , 폐부종 등을 동반한 

종 내응고 등도 감별해야 할 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용 이 명백하지 않으며, 직  간 손

상이 없고 기존의 우심부 으로 인한 간울 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간효소 수치가 HELLP 증후군에서처럼 크게 증가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18) 

  통 으로 HELLP 증후군의 치료로는 이런 모든 임상 

상황의 종결이 분만이므로 빨리 분만을 하는데 집 하 으

나, 조산으로 인한 주산기 사망률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잘 단하여 용량

의 스테로이드 요법, 한 증요법 등으로 분만을 유지

하면서 태아의 폐성숙을 유도하고 한 분만시 을 결정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5,7) 본 증례에서는 분만 후에 발생

한 HELLP 증후군이었고 증치료만으로 환자가 회복되었

으나, 많은 연구에서 용량 dexamethasone을 정주할 경우 

간, 신장 합병증의 발생을 이며, 고 압 조 과 스테로이

드 정주로 주된 모성사망의 원인인 뇌출  등 신경계 합병

증을 여 입원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19)
 한, 산 부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경우 응고장애를 최소화시켜 부  마취를 가능

 하여 정상 질식 분만을 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5) 

  자들은 본 증례를 보고하면서 분만 후 지 되지 않는 

출 로 응  수술을 할 때 마취의는 임신성 고 압 증세를 

동반하지 않은 미처 진단되지 않은 산후 HELLP 증후군일 

수도 있으므로, 산모의 검사소견에 좀 더 세 한 확인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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