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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전기경련요법을 위한 마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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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sia for electroconvulsive therapy during pregnancy − A case report−
Sung Ho Moon, M.D., Se Hun Lim, M.D., Sang Eun Lee, M.D., Young Hwan Kim, M.D., Jeong Han Lee, M.D., Kun Moo Lee, 
M.D., Soon Ho Cheong, M.D., Young Kyun Choi, M.D., Young Jae Kim, M.D., and Chee Mahn Shi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is sometimes indicated for the treat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during pregnancy.  We describe 

a patient at 17−26 weeks gestation who took twelve ECT treatments for her bipolar disorder.  At third ECT, we changed the 

induction agent from thiopental sodium to propofol due to her post-ECT delirium.  At ninth ECT, there was a brief fetal heart 

rate deceleration associated with maternal ECT.  The patient gradually improved and was discharged in remission after twelve 

ECT treatments.  A healthy boy was born by cesarean section at 38 weeks of gestation.  We report this case with a brief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2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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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을 가진 산모를 치료하는 의사는 정신질환의 치

료방법 선택에 많은 고민을 한다. 임신으로 인한 생리  변

화와 동시에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 을 때 태아에게 생길 

수 있는 기형유발 험성도 고려해야 한다.1) 기경련요법

은 기분장애를 가진 산모에서 효과가 빠르고 안 한 치료

법으로 보고되었고,2) 미국정신의학회 표 진료지침에서 주

요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산모에서 기경련요법

을 일차 인 치료로 제시하고 있다.3) 자들은 양극성 장애

를 가진 산모의 기경련요법을 한 마취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체  50 kg, 신장 159 cm, 31세의 임신 17주 산모가 기

경련요법을 받기 해 내원하 다. 환자는 내원 8년  빠

른 속도로 혼잣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발 으로 소

리를 지르며 폭력  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몸에 무언가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며 울다가 웃는 등의 모습을 보여 타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 하에 1개월간 입원 치료하 다. 

내원 7년 , 6년 에도 같은 진단명으로 다시 입원 치료

를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마지막 입원 치료 이후 증상이 

호 되어 4년 부터는 집 주변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약

물 치료(valproic acid 450 mg, risperidone 1 mg)를 받으며 안

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환자는 내원 5개월  결혼하

고, 임신이 확인된 후부터 16주 동안 약물 복용을 단하고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추 조사하며 지냈다. 내원 1주일 

부터 환자는 참을 수 없는 불안함을 호소하 고 주변 사람

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  행동을 하 으며 혼자 있

을 때는 벽을 치고 있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약물 치료

를 다시 시작하 다. 환자  보호자는 약물 치료에 따른 

태아기형의 험성에 한 우려로 본원 외래를 방문하여 

정신과 문의와 상담 후 양극성 장애 진단 하에 기경련

요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기경련요법 시행 일 마취  평가를 해 방문하 을 

때, 다소 창백한 외모 외에는 이학  검사상 특이소견이나 

신경학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질문이나 검사에 

해 공격 인 태도를 보 다. 입원 직후 시행한 흉부 엑스

선, 심 도, 액검사는 정상소견을 보 고, 음  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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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etal heart rate and maternal uterine contraction imme-

diately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ninth electrical stimulus (arrow) 

are shown. There is a brief deceleration of fetal heart rate which 

recovers the baseline value over 1 minute. 

태아에서 이상 소견이 찰되지 않았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에 마취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성 압측정기, 맥박산소계

측기를 거치하 고, 태아감시를 해 태아 심장박동-자궁수

축기록장치(Corometrics 174Ⓡ, General Electric Co. Ltd., 

USA)를 산모 복부에 부착했으며, 이마에는 기경련요법자

극기(Spectrum 4,000QⓇ, MECTA Co. Ltd., USA)를 부착했다. 

근이완제의 효과를 배제하여 환자의 근육 경련지속시간을 

측정하기 해 우측상박에 압박 를 감았다. Thiopental 150 

mg 정주로 마취를 유도하 고 의식이 소실된 후 우측 상박

의 압박 를 팽창시킨 후 succinylcholine 50 mg을 정주하

다. 환기는 안면 마스크를 통해 인공환기를 시행하여 호기

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5−40 mmHg가 되도록 유지하

다. Succinylcholine을 정주하고 1분 뒤 미리 정해진 14.1 

joule의 기  자극을 양측성으로 주었다. 기  자극을 

 직후부터 압박 를 부착한 쪽의 팔에서 근육경련이 끝

날 때까지를 근육경련지속시간으로 측정하 다. 두 차례의 

기경련요법에서 근육경련지속시간은 각각 74 , 56 를 

기록하 다. 시술 후 침 에서 뛰어내리고, 다른 사람의 물

잔을 뺏어서 담당의사에게 물을 뿌리며,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등의 기경련요법 후 섬

망이 심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평가가 있어서 세번째 ECT 

부터는 마취유도를 해 thiopental 신 propofol 75 mg을 

사용하 다. Propofol을 사용한 세 번째 기경련요법에서는 

14.1 joule의 기  자극으로 충분한 근육경련지속시간을 

얻지 못해 기 자극을 22.5 joule로 증량한 후에 45 의 근

육경련지속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이 후의 기경련요법에

서는 22.5 joule을 사용하 다. 아홉 번째 실시한 기경련

요법에서 한차례 태아 심박수가 분당 100회로 순간 감소하

다가 1분에 걸쳐 분당 120−130회로 회복되었다. 산부인

과 자문에 의하면 그 당시 자궁수축은 동반되지 않았다(Fig. 

1). 산모의 평균 동맥압은 thiopental을 사용하 을 때 경련

직  80−90 mmHg에서 경련 종료 후 100−110 mmHg, 

propofol을 사용하 을 때 경련직  65−85 mmHg에서 경련 

종료 후 71−93 mmHg로 증가하 다. 산모의 심박수는 thio-

pental을 사용하 을 때 경련직  60−90회/분에서 경련 종

료 후 80−120회/분, propofol을 사용하 을 때 경련직  60

−80회/분에서 68−92회/분으로 증가하 다. 기경련요법은 

일주일에 3회 시행하 고, 열한 번째 기경련요법 후 조증

의 증상이 없어졌으며 매우 안정 인 모습이었다. 열두 번

째 기경련요법 후에도 환자는 안정 인 모습을 보 고 

정신과에서 실시한 조증평가척도 결과 역시 내원 당시에 

비해 호 된 결과를 보 다. 열두 번의 기경련요법 후 환

자의 요구로 퇴원하 다. 기경련요법 에도 환자는 ris-

peridone 1 mg을 계속 복용하여 증상의 재발을 방하고 있

었다. 산모는 임신 38주에 신마취로 제왕 개를 실시하여 

3.32 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 으며 산모도 안 하게 마

취에서 회복되었다.

고      찰

  미국정신의학회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임

신을 계획성 있게 할 것과 의사는 환자에게 피임을 권유하

고 임신  상담을 시행하며, 양극성 장애와 연 된 유  

험요인 때문에 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임신기간 

동안은 항콜린성, 항히스타민성 그리고 압의 부작용이 

은 고역가의 항정신병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 

본 증례의 경우 환자가 임신을 지속하기를 원했으며 

Viguera 등에 의하면 배우자, 부모, 동료 등의 설득에도 불

구하고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산모의 63%는 임신을 지속한다

고 한다.4) 아기를 해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약물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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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경련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5) 

통상 으로 기경련요법은 기에 주 3회로 해서 6회 내

지 12회를 시행하게 된다. 

  정신질환을 가진 산모에서 기경련요법은 산모나 태아

에게 비교  안 한 치료법이나 기경련요법으로 유발된 

경련의 태아에 한 향에 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DeBattista 등에6) 의하면 기경련요법  태아 심박수가 5

 동안 60회/분까지 감소하 으나 곧 본래의 심박수를 회

복했으며 태아 심박수 감소의 임상  의미는 미미하다고 

보고했다. 본 증례의 경우도 태아 심박수의 감소가 있었지

만 1분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되었고 태어난 아기도 건강

하 다. 기경련요법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험을 최소

화 한다는 보고도 있으나 기경련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

로 태아 심부정맥, 질출 , 자궁수축, 조기진통 등도 보고되

고 있다.2) 한 기경련요법 후 간질지속상태로 태아가 사

망한 보고도 있다.7)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기경련요법을 시행하는 산

모를 리하는 표 지침에는 첫째, 치료  산부인과 문의

와 상담을 받을 것, 둘째, 응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즉시 

산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시행할 것, 셋째, 치료 

, 후 태아 심박수를 감시할 것, 넷째, 자궁을 좌측으로 기

울이기, 충분한 산소투여, 수액공 , 근육이완, 입자가 없는 

제산제 사용, 임신 3기에는 기 내 삽 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마취 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8)

  기경련요법을 한 마취의 핵심은 빠른 의식소실, 기

자극에 한 과역동 반응의 경감, 육안  움직임 방, 경

련활동의 최소한 억제, 자발호흡과 의식의 빠른 회복이다.9) 

빠른 의식소실을 해서 다양한 정맥마취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성 간헐성 포르피리아 환자와 같이 barbiturates에 

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methohexital이 선택약제이

다.10) 하지만 본원에서는 같은 barbiturates지만 methohexital

보다 경련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11) thiopental을 

사용한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처음에는 thiopental을 사용

하 으나 기경련요법 후 환자의 섬망이 심하다는 담당 

주치의의 평가로 3회째 기경련요법부터 마취유도는 pro-

pofol을 사용하 다. Propofol은 마취유도제로 는 경련 

에 사용했을 때 기경련요법 후 섬망의 방에 효과 이

라는 보고가 있다.12) Propofol로 바꾼 뒤 환자의 기경련요

법 후 섬망이 매우 좋아져서 이후 기경련요법의 마취유

도는 propofol을 사용하 다. Propofol을 사용한 뒤 환자의 

기경련요법 후 섬망이 개선된 원인에 해선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ropofol은 산모에서도 비교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맥마취제이다.10) Propofol은 다른 정맥마취제에 비해서 

기경련요법  항경련활동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13) 

용량을 여서 사용하면 methohexital을 사용할 때와 유사한 

경련기간을 만든다는 보고와14) 1.5 mg/kg의 용량으로도 뇌

검사상 임상 으로 의미 있는 경련활동을 보 다는 보고

도 있다.13) Kang 등은 propofol 사용시 마취유도용량의 약 

50%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경련지속시간을 30−50  사이

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Propofol은 정주시

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해 

병용 투여하는 lidocaine은 경련지속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

다.16) Thiopental은 비교  마취유도가 빠르며 값이 싸고 정

주시 통증이 없지만 ECT 직후 뇌동맥의 류 속도가 

propofol에 비해 증가하는 단 이 있다.17) Lee와 Kong은18) 

propofol 투여 시 경련지속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eto-

midate와 같은 경련억제가 은 제재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

지만 제왕 개를 한 마취유도제로 사용했을 때 신생아의 

장 cortisol 농도가 일시 으로 감소했다는 보고가19) 있어

서 사용하지 않았다. 마취유도제로 propofol 1.5 mg/kg 정맥

투여는 thiopental 3 mg/kg에 비해 경련지속시간을 단축시키

지 않으면서 압과 심박수의 상승폭이 었다는 보고가 

있다.20) 본 증례의 경우 경련지속시간은 propofol을 사용하

을 때 조  단축되었지만 임상 으로 유효한 범 에 속하

고 압과 심박수에서 유사한 변화를 찰 할 수 있었다.

  기경련요법에 의한 심 계 반응으로 고 압, 빈맥, 

심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방하기 해 베타

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용할 수 있

으나 환자가 산모이고 이러한 약제의 경련지속시간에 한 

향이 명확하지 않아서9) 자들은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

지 않았다. 

  결론 으로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산모의 기경련요법을 

한 마취유도에 thiopental을 사용하 으나 기경련요법 

후 섬망의 발생으로 thiopental 신 propofol을 사용하여 섬

망을 해결할 수 있었고 경련기간 동안 발생한 일시 인 태

아 심박수의 감소는 본 증례의 경우 임상 인 의미는 없었

다. 기경련요법은 산모와 태아에게 비교  안 한 치료법

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래할 수도 있으므로 산모뿐만 아

니라 태아에 한 감시도 병행해야 안 한 마취 리가 이

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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