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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증과 갑상샘기능저하증을 가진 환자에서 
응급제왕절개술 후 발생한 호흡부전

—증례보고—
울산 학교 의과 학 강릉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김  성  수ㆍ강  명  수ㆍ정  화  성

Respiratory insufficiency in a patient with preeclamsia and hypothyroidism developed 
after general anesthesia for emergency cesarean section

− A case report−
Seong Su Kim, Myong-Soo Kang, and Hwa Sung Jung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Gangneung Asan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Gangneung, Korea

  Anesthesia and surgery in a patients with undiagnosed or untreated hypothyroidism can carries the risk of potential complications 

such as prolonged unconsciousness, respiratory insufficiency, hypotension, hyponatremia,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even coma.  

A 33-year-old gravida was admitted at 36 weeks gestation with hypertension, proteinuria, generalized edema, and intrauterine fetal 

growth retardation.  She had thyroidectomy for thyroid mass six years ago.  Because of doubt of uterine abruption, emergency cesarean 

section was performed without result of thyroid function test.  Preeclamsia and mild hypothyroidism show similar symptoms and it 

can make difficult to diagnose hypothyroidism.  We experienced delayed recovery and respiratory insufficiency in a patient with pre-

eclamsia and undetected hypothyroidism during emergence from general anesthesia. She was fully recovered after ventilatory care in 

intensive care unit.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398∼402)

Key Words:  General anesthesia, Hypothyroidism, Preeclamsia, Respiratory insufficiency, Ventilatory care.

  갑상샘기능 하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갑상샘 호

르몬인 청내 T3와 T4 농도의 감소로 인한 질환이다. 0.4−
1.7%의 유병률을 보이고, 여자와 노인에서 많다. 경증의 경

우 세포 사와 산소소모의 감소에 의한 피로, 탈모, 변비 

등 비특이 인 증상이 나타나고, 성에 이르면 액부종혼

수(myxedema coma), 기면, 서맥, 산소증, 환기, 나트륨

증, 당, 심근수축력 감소, 심낭삼출, 울 성 심부 , 

순환계 스트 스에 한 심근과 압수용체반사의 장애, 심비

, 늑막삼출, 내용물 배출지연, 간신장 장애로 약물배설

지연, 의 비 , 갑상샘종, 후두부종과 쉰소리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1]. 이는 주술기 마취 리에 있어 안정 인 

활력징후 유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을 증

가 시킬 수 있다.

  갑상샘기능 하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특이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정도도 심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가 이

지기 까지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증

상들 의 일부는 정상임신의 기에 보이는 증상들과 유

사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에서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갑상샘기능 하증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고, 특히 임신

말기에 압상승, 부종 등의 증상을 보는 자간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서는 더욱 그 다. 한 갑상샘기능 하증을 

가진 여자는 임신율도 낮고, 임신이 되어도 유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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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AP. Chest X-ray show mild cardiomegaly and hazi-

ness of left cardiac space suggesting probability of atelectasis or 

consolidation in left lower lobe.

가 많기 때문에 체 인 수태율이 낮아 산모에 있어 갑상

샘기능 하증의 진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2]. 그러나 갑상샘

기능 하증은 심한 경우 심근수축력의 감소와 서맥으로 심

박출량 감소를 일으킬 수 있고, 심낭삼출로 인하여 심기능

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늑막삼출과 호흡근기능의 약화, 

호흡유발동기감소, 수면무호흡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2]. 이는 주술기 산모의 안 한 마취 리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술  철 한 환자상태

의 평가와 세심한 마취 리가 이 져야 할 것이다.

  자들은 자간증과 자궁내 태아발육부 으로 입원한 

임신 36주 산모에서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갑상샘기능

하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응 제왕 개술을 해 신마

취를 시행하 고, 술 후 회복지연과 호흡부 이 발생하여 

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한 환기보조 후 특별한 합병

증이 없이 회복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임신 36주, 체  67 kg, 신장 146 cm의 33세 산모가 자

간증과 자궁내 태아발육부 을 이유로 내원하여 찰  

40−60회/분의 서맥을 보이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응

제왕 개술을 통한 분만이 결정되었다. 마취  면담에서 

환자는 과거력상 6년 에 타병원에서 종양으로 범 를 모

르는 갑상선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고, 수술 후 갑상

선 호르몬을 복용하며 추 찰을 받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을 단하 고, 이후에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했다. 내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는 압 141/102 mmHg, 

맥박 6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oC이었다. 이학  검

사에서 사지에 부종이 찰되었고, 두통이나 시야장애 등은 

호소하지 않았다. 술  시행한 액검사에서 해질과 

액응고는 정상이었고, 총단백(5.6 g/dl)과 알부민(2.6 g/dl)의 

감소를 보 으며 콜 스테롤이 676 mg/dl로 증가되어 있었

다. 소변은 혼탁하 으며 비 이 1.057로 증가되어 있었고, 

알부민은 4(＋)로 심한 단백뇨를 보 다. 검사시간을 이유로 

갑상선기능 검사는 결과를 보고받을 수 없었다. 심 도는 

정상리듬을 보이고 있었고, 흉부방사선촬 (Fig. 1)에서는 

경도의 심비 와 좌측폐 하엽의 음 이 증가되어 있었지만 

청진상 이상음은 들을 수 없었다. 

  환자가 수술실에 입실 후 100% 산소를 투여하며 측정한 

활력징후는 압 155/105 mmHg, 심박수 70회/분, 맥박산소

포화도 100%를 보 다. 경막외마취를 시행키로 하고 좌측

와 에서 2-3번 요추간에 항소실법을 이용하여 카테터를 

삽입하고 1% lidocaine 3 ml로 테스트를 거친 후 2% lidocaine 

14 ml와 fentanyl 100 μg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하 다. 20분

후 차가운 알콜솜을 이용한 검사에서 감각차단 정도가 T8 

분 로 불충분하여 추가로 2% lidocaine 5 ml을 경막외 카

테터를 통하여 주입하고 10분 후 T6 분 까지 감각차단을 

보여 수술을 시작하 다. 하복부 피부 개 시 환자가 통증

을 호소해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태아의 상태를 

염려하여 가능한 조속한 분만을 해 신마취로 환하 다. 

마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275 mg으로 하 고, rocuronium 

50 mg을 정주하여 근이완을 이룬 후 기 내삽 을 시행하

고 수술을 재개하 다. 마취유지는 O2 2 L/min, N2O 2 L/min, 

sevoflurane 1.2 vol%로 하 다. 수술시작 5분후 체  2,260 g

의 여아를 분만하 고, 1분과 5분 Apgar 수치는 각각 6 과 

8 을 보여 신생아 환자실로 입실시켜 찰하기로 하

다. 분만 후 oxytocin 10 unit를 수액에 혼합하고 fentanyl 

100 μg을 정주하 다. 총수술시간은 45분, 투여된 수액량은 

하트만액 1,050 ml, 소변량은 30 ml이었고, 수술 에 특별

한 사항은 없었다. 수술이 종료되어 sevoflurane과 N2O의 투

여를 지하고, 환자가 의식과 자발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

여 근이완의 역 을 해 glycopyrrolate 0.4 mg과 pyridosti-

gmine 15 mg을 정주하 다. 환자가 수술부 의 통증을 호

소하고 명령에 반응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된 후에도 호흡

수 40회/분, 일회호기량 150−200 ml 정도의 호흡부 을 보

이고, 손을 들어 올리거나 주먹을 쥐지 못하는 등 근이완의 

역 이 완 치 않은 양상을 보여 glycopyrrolate 0.2 mg과 

pyridostigmine 10 mg을 추가로 정주하 다. 이후에도 환자

가 여 히 빈호흡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차례로 midazolam 

3 mg, 2 mg을 투여하여 진정시키고, 100% 산소로 용수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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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를 시행하며 찰하 다. 호흡 추의 자극을 해 dox-

apram 50 mg을 정주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40−
45 mmHg로 높게 유지하는 시도를 하 다. 이때 압은 

120−160/90−110 mmHg, 심박수는 80−100회/분을 보 고, 

용수보조를 단 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상승과 맥박

산소포화도의 하강을 보 다. 80분 동안의 용수보조환기에

도 여 히 호흡부 이 개선되지 않아 기 내삽  상태로 

환자실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를 거치하고 호기말 양압 

5 mmHg와 50% 산소로 동시간간헐강제환기(SIMV)와 압력

보조환기(PSV)를 병행하 다. 인공호흡기 거치 후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은 pH 7.405, PaCO2 32.5 mmHg, PaO2 92.9 

mmHg, SaO2 97.4%를 보 고, Na＋ 136 mEq/L로 해질 불

균형은 없었다. 소 수와 액응고검사는 정상이었고, 

청내 크 아티닌이 1.3−1.9 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흉부

방사선 사진상 수술 과 비교하여 특이한 변화는 없었으며, 

청진상에서도 깨끗한 호흡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인공호흡기

를 거치하고 있는 동안은 환자의 안정을 하여 midazolam

을 지속 으로 정주하여 환자를 진정시켰다.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호흡의 성을 평가

하면서 찰하 다.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거치한지 약 3시

간후 자발호흡 시 호흡수 14−16회/분, 일회호기량 400−
500 ml 정도와 정상 인 사지의 근력을 보여 midazolam 투

여를 지하고 환기보조 빈도를 이면서 찰하 다.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20여분간 찰결과, 추가로 산소를 공

하지않은 상태에서도 정상 인 산소포화도와 호기말이산화

탄소분압을 보 다. 환자의 의식이 완 히 돌아온 후 호흡

곤란이 없고 사지근력이 충분함을 확인되어 기 내튜 를 

발 하 다. 부종치료를 해 lasix를 투여하 고, 흉부방사

선 촬 과 동맥 가스분석, 액검사를 추 검사하 다. 이

후에도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

되어 수술 2일째에 병실로 이송되었다. 수술 후 보고된 갑

상선기능검사에서 TSH ＞70 uU/ml, 자유 T4 0.28 ng/dl로 갑

상선기능 하증 소견을 보여 갑상선호르몬제(levothyroxine)의 

복용을 시작하 고, 상승되었던 청내 콜 스테롤, 크 아

티닌의 감소와 정상 나트륨 수치를 보여 술후 6일째에 퇴

원하 다.

고      찰

  제왕 개술을 한 신마취에서의 회복 시 의식은 회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과 사지근력의 회복이 불충분 하

을 때 먼  근이완의 역 이 불충분하거나 자간증 환

자에서 술  마그네슘의 사용, 사용한 마취약물의 잔류, 

해질 불균형 등 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증례

의 환자는 자발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여 근이완의 역 을 

한 약물을 투여하 고, 추가 인 역 에도 호 을 보이지 

않았다. 임신에 의한 장 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도 감소로 

근이완의 역 이 지연될 수 있지만 근이완제 투여 후 환

자실에서 완 한 회복을 보이는데 까지 6시간 정도가 소요

되어 근이완제만의 원인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수술 종료 

직후 근이완의 정도를 평가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

이긴하나 rocuronium의 투여 후 두 시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근이완 감시장치의 사용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 다. 만약 근이완 감시장치를 사용했었더라도 갑상

샘기능 하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근 반응 이상으로 

정확한 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 술  

마그네슘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해질 불균형도 없었다. 

호흡부 이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여 마취

제의 잔류효과도 배제하 다. 처음 시행한 경막외 마취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술  고 차단으로 의심될 만

한 압변화가 없었고 수술 후 상하지의 움직임이 비슷했

으며 수술부 의 통증을 호소하여 원인으로 생각되지 않았

다. 따라서 자들은 갑상샘기능 하증에 의한 호흡근의 약

화, 환기반응의 감소, 그리고 이외의 마취와 련된 일반

인 원인들의 복합 인 상승작용에 의한 호흡부 을 의심하

고 갑상샘 기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 다. 환자는 호흡

추의 자극을 해 doxapram 50 mg을 정주하고 고탄산 증

을 유도하려는 시도도 하 지만 100% 산소 투여에도 불구

하고 호흡보조 없이는 한 맥박산소포화도와 정상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액부종 혼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

의를 기울여야한다.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 불안과 빈호흡으로 인한 

산소소모량의 증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한 진정이 필요하다. 증례의 환자는 수술실에서는 mid-

azolam의 간헐  정주와 50% N2O의 흡입을 통하여, 환자

실에서는 midazolam을 지속 으로 정주하여 환자를 진정시

켰다.

  증례의 환자는 갑상샘 제로 인한 의인성이며, 경도 혹

은 성 갑상샘기능 하증으로 생각되어진다. 갑상샘 호르

몬은 간, 신장, 골격근과 심근, 뇌, 뇌하수체, 태반 등에서 

신경계 발달, 칼로리 생성, 근육 활동, 간 사, 되먹이 조

 등 내분비 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며, 갑상샘 자극호

르몬(TSH), 갑상샘 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TRH), 갑상샘 단

백질, 알부민, 그리고 요오드의 공 에 의해 합성과 분비가 

조 된다. 갑상선 부분 제술 후에는 남아있는 갑상샘 조직

이 보상하기 때문에 호르몬보충요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남

아있는 조직의 자극을 해 투여하더라도 용량을 일시

으로 투여한다. 하지만 제술을 시행한 경우 보상할 갑

상선 조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 으로 보충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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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환자는 마취  면담에서 6년  갑상샘 제술

을 받았으며 이후 잠시 호르몬제를 복용하다가 의사의 지

시로 단하 고, 이후 임신하 다고 했다. 그래서 마취  

자들은 환자가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 않고, 수술 

직후 단기간만의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기 로 제술 

보다는 부분 제술을 받은 것으로 단하 다. 이에는 갑상

샘기능 하증 환자의 경우 무배란, 고 로락틴 증, 월경

이상 등으로 임신율이 히 감소하고, 임신이 되더라도 

임신 기 태아사망률이 높아 체 인 수태율이 매우 낮다

는[2,3] 사실도 단에 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환자가 

제공한 거짓정보로 인한 잘못된 단이었음이 환자의 회복 

후 다시 시행한 면담과 갑상샘 기능검사에서 밝 졌다. 수

술 후 재면담에서 환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받고 갑상샘

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수차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았고 5년간 갑상샘 호르몬을 지속 으로 복용하며 추

검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환자는 임신 확인 직후 호르몬제

가 태아에게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오인하여 자의로 복용

을 단하 고 추 검사도 받지 않았으며, 의료진에게는 거

짓정보를 주었다. 이 의 치료과정에서 가임여성인 환자에

게 임신과 련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의료진

은 환자의 질환과 치료, 향후 향 등에 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하며, 한 환자에게서 정확한 병력을 알아내

는 것이 치료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다. 

  갑상샘 기능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수술  검사

를 통하여 정상임을 확인하고 마취에 임해야했지만 태반조

기박리가 의심되는 응 상황이었고, 태아는 자궁내 발육부

이 있어 결과보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 다. 

증례의 환자는 마취  면담에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는 않았지만 경부의 수술상처와 갑상샘 제술의 과거력, 술 

 40−60회/분의 서맥을 보 던 , 액검사에서 콜 스

테롤 수치가 비정상 으로 높았던 소견은 갑상샘기능 하

증을 의심했어야할 상황이었다. 술  면담과 이학  검사

에서 갑상샘기능 하가 의심되면 수술  갑상샘 기능검사

와 호르몬제 복용상태를 정확히 악하여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 될 때까지 수술을 연기해야 하지만, 응 으로 수술

을 진행할 경우는 여러 가지 이환율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임신  갑상샘기능 하증의 발생은 0.3%이지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다. 이는 산모에 있어서 정

상임신의 경우 HCG는 일부 구조  유사성으로 약간의 갑

상샘자극호르몬 유사효과를 가지며, 청 티록신결합 로불

린(TBG)과 T3, T4의 농도가 같이 증가하여 임신  청내 

자유 T3, T4는 정상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2]. 갑상샘기

능 하증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

을 수도 있고, 자가면역성의 경우 임신 에는 산모의 면역

억제 상으로 경과가 호 되어 미처 진단을 하지 못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취  환자방문과 이학  검

사에서 경부 방사선조사와 방사성요오드치료, litium, amio-

darone, 요오드, 항갑상선약제의 복용 병력이나 갑상선 부

의 수술상처가 있으면 갑상샘기능 하증을 의심해볼 수 있

다.

  자간증을 가진 산모의 마취방법의 선택에 있어 기도의 

부종에 의한 기 내삽 의 어려움이 상되거나 기 내 삽

시의 자극에 의한 압상승으로 뇌출 , 뇌수종, 폐부종

의 발생이 염려되어 부 마취를 선택하기도 하고, 마취의의 

단이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마취를 선택하기도 

한다. 신마취를 선택했다면 마취  기도평가와 이학  

검사를 철 히 시행하고, 압상승을 방할 수 있는 비

를 한 후 기 내삽 을 시행하는 것이 합병증 발생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 마취로 경막외마취가 선호되

는데 기 내삽 에 의한 압상승을 피할 수 있고, 술 후 

통증조 이 용이한 장 이 있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도 

수술실에서 마취  측정한 압이 높아 경막외마취를 선

택하 는데 부 한 차단으로 인하여 신마취로 환하

다. 알콜솜을 이용한 감각차단의 검사에서는 충분한 차단

정도를 보 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통증과 운동 차단이 완

치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수

술을 시작했어야 했다. 

  갑상샘기능 하증 환자에서 마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체온, 산소 증과 고탄산 증, 심근허 과 

심부 , 감각이상, 말 유해자극 역치의 증가와 체성유발

의 심성 도지연, 나트륨 증, 빈 , 비정상 액응

고인자  소 , 감소된 루코코르티코이드 비력 등이 

있다[1,4-6]. 한 수면  무호흡 등으로 인한 산소증과 

고탄산 증에 한 환기반응이 감소되어 있고, 진정제, 아

편양제제, 신마취제 등은 환기반응 감소를 더 강화시키므

로 투약은 최소화 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내용물의 배출이 지연되어 흡인의 험이 증가하고, 

강력한 마취제의 경우 량증과 압수용체반사가 약화되

어 있는 환자에서 격한 압하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마취유도와 유지는 심 계를 보조할 수 있

거나 작용시간이 짧은 ketamine, thiopental sodium, 아편양제

제, 벤죠디아제핀, ketamine과 N2O 등을 사용한다. 압시 

알 작용제는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없는 심근에 신

항을 증가시키고, 베타작용제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소량의 ephedrine과 조심스러운 수액의 투여가 추천된다. 골

격근의 약화로 근이완제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추

가로 항콜린에스터라아제를 투여해도 역 시킬 수 없고, 말

신경자극에 한 비정상 인 반응 때문에 근이완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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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경자극기의 사용에 제한이 따른

다[2]. 마취약제의 진정효과와 회복지연으로 수술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인 감시가 필요하고 호흡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공호흡기로 부터의 이탈이나 기 내튜 의 발 은 

환자가 히 반응하고 체온이 정상화 되었을 때 시행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술 후 환기부 은 늑막삼출과 호흡근

기능의 약화, 호흡유발동기감소, 수면무호흡 등으로 인하며, 

갑상샘기능 하증 환자 59례의 후향  조사에서도 조군

에 비해서 술 후 삽 을 유지해야 했거나 해질 불균형, 

출 의 합병증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7].

  갑상선기능 하증이 심한 경우 폐수종이나 심박출량 

하, 심비 , 말 항 증가에 의한 고 압 등이 올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자간증과 갑상샘기능 하증을 가진 

산모에서 신마취에서 각성 시 발생한 폐부종과[8] 심장탐

폰으로 심막천자술을 시행 후 신마취 하에 제왕 개술을 

시행한 보고가 있었다[9]. 증례의 환자에서도 흉부방사선촬

에서 청진상 이상음은 들을 수 없었지만 좌측폐 하엽의 

음 이 증가되어 있었고, 심낭삼출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

지만 경도의 심비 가 있었고 서맥 이외에, 압, 편평한 

T , PR과 QT 간격의 연장 등 심낭삼출의 특징 인 심 도 

소견은 없었다. 자간증이나 갑상샘기능 하증 모두 압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압상승의 명확한 원인을 구분하

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갑상샘기능 하증의 경우 이완기 압

의 증가로 맥압이 감소할 수 있다. 

  갑상샘기능 하증 환자가 하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수술과 마취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10]. 아직까지 산모에서든 정상여자에서든 갑상샘기능 하

증을 가진 환자에서 어떤 마취가 합한지에 한 비교연

구는 없었다. 내 용 이 잘 유지되고 있고 가능하다면 

부 마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액

응고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 마취 시에도 병력청취와 

이학  검사, 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액응고 상

태를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 부 마취시 사와 배출의 

감소로 진정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용량도 여야 한다. 

사와 배출의 지연은 국소마취제에 의한 신 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갑상샘기능 하증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산모에서 자간증과 동반 시 유사한 증상

과 태아발육지연 때문에 진단이 늦어 질수 있다. 더불어 태

반조기박리 등 산과  합병증으로 응  제왕 개술을 시행

할 가능성이 높아 수술  진단과 평가가 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가 이 질 수도 있다. 갑상샘기능 하증 환자

의 마취시 수술  갑상선 기능 검사와 호르몬제 복용 상

태를 정확히 악하여 되도록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될 때

까지 수술을 연기하여야 하지만, 응 으로 수술을 진행할 

경우 회복지연, 심폐기능 억제, 혼수 등 여러 가지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하기 하여 마취  면

담과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환자상태를 악해야 하며, 수

술 후 갑상샘 호르몬제의 투여를 계속하면서 심폐기능, 수

액과 해질 균형, 체온유지에 을 둔 세심한 마취 리

가 이 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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