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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for a cesarean section under regional anesthesia 
in a parturient with tuberous sclerosis

− A case report−
Min Soo Kim, Sang Hyun Lee, Jong Yun Hwang*, and Seong Sik Kang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uncheon, Korea

  Tuberous sclerosis is an autosomal dominantly transmitted genetic disorder that has characteristic dermatologic and neurologic 

features.  There are few informations about anesthetic management for this disorder, particularly pregnant women.  We report the 

anesthetic experience for a cesarean section under regional anesthesia in a parturient with tuberous sclerosis.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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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은 상염색체 우성의 유

질환으로 특징 인 피부  신경학  양상을 보인다. 정신

지체, 경련 그리고 안면의 섬유종이 세 가지 주요 증상

이지만 환자에 따라 일부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

고,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도해서 경증(mild form)

의 경우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1].

  본 질환에 한 보고로는 신장의 근지방종(angiomy-

olipoma)의 열로 인한 후복막 출 과 련된 것이 있고

[2], 그 외에 결 성 경화증 환자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마

취에 한 것은 아직 많지 않다. 특히 부 마취에 해서는 

아직 국내에 보고 된 바가 없다. 자들은 제왕 개 수술을 

받는 결 성 경화증 산모의 부 마취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42세 59.4 kg의 산모로 임신 38주 2일에 반복  

제왕 개술을 해 입원하 다. 과거력 상 11년과 13년  

개인병원에서 본 질환에 한 진단과 평가 없이 신마취

로 두 차례의 제왕 개술을 받았다. 환자의 가족력 상 어머

니, 오빠, 딸에게서 본인과 유사한 피부 병변이 있는 것으

로 미루어 유 질환이 있음을 짐작하 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지내왔다. 그 후 6년  타 학병원에서 결 성 경화

증을 진단받았고, 한 근지방종으로 국소마취 하에 신

동맥 색 술을 시행 받았다. 산 진찰 시 시행한 태아정

음 검사에서 태아 심장의 횡문근종이 발견되었다. 환자

의 병력 상 지능 하와 경련은 없었고, 이학  검사 상 양

쪽 뺨과 코에 특징 인 안면 섬유종, 손톱 발톱 주 의 

섬유종, 몸통의 Ash-lesf spot이 찰되었다(Fig. 1).

  수술  검사 소견으로는 헤마토크리트 33%, 알부민 2.8 

g/dl로 약간 낮은 것 외엔 액검사, 응고검사, 면역 청검

사, 화학검사, 소변검사는 정상이었다. 환자의 심 도와 흉

부 X-선 검사는 정상이었고 심 음 검사 결과도 이상소견

은 없었다. 뇌 자기공명 상(MRI)에서는 피질성 결 (c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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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giofibroma is found out on the patient's face.

cal tuber)과 상의하 결 (subependymal nodule)이 발견되었으

나 뇌실 변형이나 심선 이동 소견은 없었고 두통, 구토 

같은 임상증세나 안 검사 상 유두부종 등 두개내압 항진

의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기도(airway)평가를 한 이학

 검사에서 구강 내 종괴나 결 은 없었고 간 후두경 검

사에서도 결 은 찰되지 않았다. MRI 검사 상 산모의 양

측 신장에 다수의 근지방종이 찰되었으나 신기능은 

정상이었고, 산모의 척수에도 결  등의 이상소견은 찰되

지 않았다.

  마취 투약은 metoclopramide, ranitidine을 정맥내로 투여

하 다. 수술실에 도착하여 측정한 압은 100/80 mmHg, 

심박수는 65회/분, SpO2는 100%이었다. 안면마스크로 O2를 

4 L/min으로 공 하고, 척추-경막외 병용마취(Combined spi-

nal-epidural anesthesia, CSE)를 하여 환자를 좌측 측와 로 

눕힌 후 정 선 근법으로 18 G 경막외바늘을 환자의 요

추 3번과 4번 사이에 천자하 다. 항소실법으로 경막외강

을 확인한 뒤 경막외바늘을 통하여 27 G 척추바늘로 경막

을 천자하 다. 0.5% 고비  bupivacaine 7 mg을 지주막하강

에 주입한 후 경막외 카테타를 경막외 공간에 3 cm 삽입하

다. 마취 유도 후 감각차단은 흉추 8분 까지 고, 2% li-

docaine 8 ml를 경막외 카테타를 통하여 추가로 주입, 감각

차단을 흉추 4분 까지 올린 후 수술을 시작하 다. 압이 

80/50 mmHg까지 하강하여 ephedrine 5 mg을 정맥내로 투여

하 고 이후 수술  수축기 압 90−110 mmHg, 이완기 

압 55−65 mmHg, 심박수 75−90회/분으로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분만 후 midazolam을 투여하 고, 수술 종

료 직 에 fentanyl 300 μg, 0.75% ropivaciane 30 ml, normal 

saline 100 ml를 혼합, 경막외 카테터에 연결하여 경막외 통

증자가조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을 시행

하 다.

  태아의 심장 횡문근종으로 인한 좌심실 유출로 막힘 등 

응 상황에 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수술 시 기하

으나, 수술 후 환자와 신생아의 상태는 양호하여 5일째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하 다. 이후 6개월간의 추 검사에서 

아의 심 음  상 횡문근종의 크기가 감소했고 그에 따

른 임상증상은 없었다.

고      찰

  결 성 경화증의 병명은 뇌에 발생하는 특징  변화인 

결 (tubers)에서 유래하 으며, 유병율은 50,000에서 300,000

명당 1명 정도이다[3]. 이 질환은 분자생물학 으로 hamartin

과 tuberin을 부호화(encoding)하는 9번과 16번 염색체의 TSC1, 

TSC2 유 자의 돌연변이에 의하며[4], 부분의 경우는 산

발 (sporadic)으로 발생한다. 질환의 부분형(partial form)을 

포함하는 가계내 표 형 변이(intra-familial phenotype varia-

tion)는 유  섞임증(mosaicism)으로 설명된다[5]. 결 성 

경화증 환자의 기 여명은 일반인에 비해 감소되어있다. 20

세 이 의 사망은 동맥류나 뇌동맥류의 열, 횡문근종과 

연 된 심부  혹은 뇌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다. 좀 더 나

이가 든 환자의 경우 이 질환의 신장 침범이나 폐 lymphan-

giomyomatosis (LAM)로 사망 할 수 있다[6]. 이런 이유로 결

성 경화증 환자의 임신에 한 증례는 흔하지 않다.

  결 성 경화증은 다양한 장기를 침범하는 양성 과오종성

종양(benign hamartomaous tumor)이 특징으로, 주로 신경학

으로는 간질과 정신 지체가, 피부과 으로는 섬유종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7]. 결 성 경화증환자에서 마취 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는 심장과 신장 종양, 간질을 동반한 두

개내 결 이나 척수 결 , 인두 종양, 폐 침범 등이 있다[8].

  심 계에서는 심장 횡문근종이 결 성 경화증과 련

되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장 종양이다[9]. 강내종양(in-

tracavitary tumor)의 경우 심장의 4개 방(four-chamber) 어디

에나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좌측에 호발 하며, 종양으로 인

한 좌심실 유출로의 막힘은 심부 을 유발할 수 있다. 벽속

종양(intramural tumor)의 경우 빈맥이나 완 심장차단(com-

plete heart block), 심실세동, Wolff-Parkinson-White 증후군 등

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7]. 결 성 경화증 환자의 심장 

종양 유무를 확인하기 해 심 음 나 MRI 같은 비침습

인 검사가 추천 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흉부 X-선, 심 도, 

심 음  검사 등에서 결 성 경화증과 연 되어 나타나는 

심장 질환은 없었다. 아에서는 횡문근종이 심장종양  

가장 흔하며 약 반수는 결 성 경화증과 연 되어 있다. 횡

문근종은 자연 으로 퇴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4세 이 에 

발견된 것  70%가 퇴화되며 특히 아기 때 크기가 가장 

많이 감소한다. 자연 으로 퇴화하는 경향, 그리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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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이거나 잘 부서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횡문근종으

로 인한 갑작스러운 막힘이나 색 은 드물다. 따라서 무증

상이거나 경한 증상의 환자의 경우 거의 수술  치료의 

상이 되지 않는다[10]. 본 증례의 환아에서도 심 음  추

검사 상 횡문근종의 크기가 감소했고 그로 인한 증상도 나

타나지 않았다.

  결 성 경화증의 폐 침범은 낭종성 변화나 LAM의 형태

로 나타난다[7]. LAM는 기 지, 폐동맥, 폐림  평활근의 

과오종으로서 유병율은 1：1,000,000이며, 진 인 폐 조직

의 괴와 낭종성 폐질환을 유발하고,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은 기흉과 호흡 곤란이다[11]. McLoughlin 등은[12] 반복

인 기흉의 병력이 있는 LAM 산모의 경막외 마취를 보고하

는데, 경막외 마취가 자궁수축  과도한 흉강내 압력변

화와 과호흡을 인다고 하 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는 이

학  검사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추가

인 흉부 상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결 성 경화증 환자에서 기도 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

는데, 약 11%의 환자에서 섬유종, 유두종이 와 구개 때로

는 인두와 후두를 침범하기 때문이다[13]. 이러한 환자에게

는 직 후두경 외에 다른 삽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종괴의 크기나 질환의 폐 침범 등을 고려한 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수술  기도 평

가에서 구강, 인후두의 결 이나 종괴가 발견되지 않았고, 

흉부 X-선 검사에서 기 의 나 좁아짐 등의 이상 소견

도 없었다. 한 과거 신마취 경험에서 기도 리와 련

된 문제가 없었던 을 고려하 을 때, 만약 신마취로 

환하여 기 내 삽 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상하 다.

  결 성 경화증이 신장을 침범한 경우에는 근지방종

이나 낭종, 혹은 신세포암(renal cell carcinoma)의 형태를 보

이며[14]. 신장 질환은 성인 결 성 경화증 환자의 주된 사

망원이다[6]. 근지방종은 생후 1년부터 발생하고 여성에

서 더 흔하다. 결 성 경화증 환자의 47%에서 발생하며 

형 으로 양측성 다발성이다[15]. 형 인 근지방종은 

평활근, 지방, 그리고 이 혼합되어 있고 그 비율은 다

양하다. 임상양상은 통증과 압통, 출  합병증이 생기는 것

이고, 이는 종괴의 크기가 8 cm 이상이거나 임신 에 더 흔

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복압 증가, 자궁에 의한 정맥의 압

박 등으로 생각된다[8]. 근지방종 자체는 신부 의 원인

이 되진 않지만 근지방종의 이상 이 미세동맥류(mic-

roaneurysm), 동맥류(macroaneurysm)를 만들며 이 동맥류의 

열과 출 이 통증, 신 실질의 감소, 그리고 그로인한 신

부 과 사망까지도 래하게 된다[16]. 따라서 근지방종

으로 인한 성 출 의 방과 치료 목 으로 선택  신동

맥 색 술을 시행하기도 한다[17]. 본 증례의 경우에는 

근지방종으로 신동맥 색 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었고, 

MRI 검사상 양측 신장에 다발성, 양측성의 근지방종이 

찰되었으나 신기능 이상은 없었고, 크기가 크지 않아 이

에 한 추가 인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제왕 개 수술 

 후로도 신동맥 색 술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뇌 MRI에서 피질성 결 과 상의하 결

이 발견되었으나 경련의 병력이 없고 지능도 정상이었다. 

Roach 등은[18] 결 성 경화증의 신경계 증상은 형 으로 

소아에서 경련과 지능 하로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그러

나 결 성 경화증의 진단 기 을 만족하는 환자  50%는 

지능 하가 없고 15%는 경련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8]. 일반 으로 경련이 있는 결 성 경화증 환자에

서는 주술기 동안 지속 으로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며, 

마취약제  경련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제의 사

용을 지양해야 한다. 한 통증, 불안과 흥분 같은 경련 유

발 인자를 감소시키는 처치가 필요하다. carbamazepine, phe-

nytoin 등의 항경련제를 만성 으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는 

vecuronium, rocuronium 같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사용에 

해 항을 갖게 된다[19]. 이런 경우 신경근차단에 필요한 

근이완제의 요구량이 증가하고 회복도 빠를 수 있기 때문

에 신경자극기를 사용하여 근이완 정도를 감시하는 것이 

마취 리에 도움을  수 있다.

  제왕 개 수술 시 마취방법의 선택은 수술의 이유, 긴박

성(urgency)의 정도, 환자의 요구, 그리고 마취과 의사의 

단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 으로 산모에서 

기도 리에 따른 험성으로 인해 부 마취가 선호되는 추

세이다[20]. 부 마취는 산모가 깨어있을 수 있고, 기  삽

 실패나 흡인 등 기도 리와 련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신마취 약제로 인한 태아의 억제를 일 수 

있다. 반면 신마취는 빠른 마취 유도가 가능하고, 척추 

마취에 비해 압이나 심 계 불안정성이 덜하고, 호흡

을 더 잘 조  할 수 있다. 응고병증이나 감염 등 부 마취

의 기가 있는 경우, 등에 바늘을 꽂는 행 나 각성 상태

에서 복부 수술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신마취가 

선택 된다. 결 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 근지방종의 

열로 출 쇼크 등 역학  불안정성이 있어 극 인 

처가 필요하다면 신마취가 더 유용하겠다. 본 증례의 환

자는 양측 신장의 근지방종이 찰되었으나 크기가 크

지 않았고, 이미 출  험이 있는 종괴에 한 신동맥 색

술을 시행 받았기 때문에 근지방종의 열로 인한 

량출 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단하 다. 한 태아에

게서 결 성 경화증과 련된 상기도 종괴로 기도 폐쇄가 

상되거나, 좌심실 유출로 막힘으로 응  개심술이 필요하

다면 즉각 인 기도확보  배꼽동맥, 정맥 삽입술을 

해 분만  자궁외 치료(ex-utero intrapartum treatment,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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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충분한 자궁이완을 해 

신마취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의 태아에서

는 응 상황에 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수술 시 

기하 으나, 횡문근종의 크기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즉각

인 응  개심술의 필요성은 을 것으로 생각하 다.

  결 성 경화증 환자의 뇌병변은 70% 이상에서 보고 되는 

반면 척수의 병변은 비교  드물다[13]. 따라서 척추 병변으

로 인해 척추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큰 상의

하 결 과 같은 뇌의 병변으로 뇌실 폐쇄가 유발되어 두개

내압이 증가된 경우나 조 되지 않는 간질발작이 있는 경

우 척추 마취는 기가 될 수 있다. 부 마취 과정 에 의

도 이건 실수이건 경막의 천자가 갑작스런 뇌척수액 유출

의 원인이 되고, 이는 뇌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한 경

막외 공간으로의 약물 주입은 갑작스런 두개내압 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 마취 시행 시 주의를 요한

다. 본 증례의 경우 뇌 MRI에서 피질성 결 과 상의하 결

이 발견되었으나 뇌실 변형이나 심선 이동 소견은 없

었고 두통, 구토 같은 임상증세나 안 검사 상 유두부종 등 

두개내압 항진의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척수에도 결  

등의 이상소견은 찰되지 않았고 간질의 병력 한 없었

기 때문에 본원에서 제왕 개 수술에서 일반 으로 시행하

는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분만  흔히 동반되는 통증, 불안, 흥분이나 수술 후 통

증이 간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결 성 경화증 산모에

게서 분만이나 제왕 개술을 상으로 한 통증 조 이 필

요하다. 특히 간질이 있는 환자에게서 분만통증에 한 경

막외 진통요법이 효과 인데 이는 고통스러운 자궁수축에 

동반되는 과호흡이 탄산 증을 유발시키고 이는 간질의 

역치를 낮추기 때문에 피해야하며,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

기  두개내압 항진과 척수의 결  유무를 확인하고 항경

련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8].

  결론 으로 결 성 경화증 환자의 마취 리 시에는 뇌, 

심장, 신장, 폐와 기도 등 주요 장기에 한 세심한 수술 

 평가와 주의 깊은 환자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산모의 

경우 주요 장기 침범 여부와 동반된 증상을 잘 평가하고, 

뇌나 척수의 MRI 검사로 두개내압 항진이나 척수 결  등

의 특별한 기가 없는 것을 확인 후 부 마취도 안 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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