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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Chiari syndrome 산모의 제왕절개술을 위한 마취

—증례보고—
차의과학 학교 분당차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송지은ㆍ양 정ㆍ박성철ㆍ 덕희ㆍ정 희ㆍ이종연

Anesthetic management for cesarean section in a patient with Budd-Chiari syndrome

− A case report−
Ji-Eun Song, Hyeon Jeong Yang, Seong-Cheol Park, Duk-Hee Chun, Kum-Hee Chung, and Jong-Yeon Le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Budd-Chiari syndrome (BCS) represents a spectrum of disease states resulting in hepatic venous outflow occlusion.  Prothrombotic 

disorders, such as protein S deficiency may cause thrombosis of the portal and hepatic veins.  We report the management of a 

30-year-old BCS primigravida with protein S deficiency and destroyed lung by the pulmonary tuberculosis scheduled for Cesarean 

section.  Moreover, patient’s lungs were destroyed by the pulmonary tuberculosis.  Spinal anesthesia was selected for the anesthetic 

management.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any complication and discharged from hospital on the fifth postoperative da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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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Chiari syndrome (BCS)는 간정맥 는 하 정맥의 간

정맥 기시부 폐쇄로 인해 문맥압 항진증  이로 인한 합

병증이 일어나는 희귀한 질환이며, S 단백 결핍과 같은 

 색 을 유발하는 질환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1,2]. 과

응고상태로 인한 BCS 환자가 임신  분만으로 인해 과응

고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이를 방하기 하여 항응고제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 BCS로 인한 간기능 

이상과 련된 액응고장애, 동반된 식도 정맥류 열 가

능성 등이 BCS 환자에서 크기 때문에 마취의 선택  시술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 결핵으로 인해 괴된 폐

를 가진 환자의 경우 술 후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험

성이 높아진다. 본 증례는 기 질환으로 BCS가 있으면서 

결핵으로 인해 폐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 제왕 개술을 척

추 마취로 합병증 없이 시행하 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30세의 임신 38주의 산모로 2년  BCS 진단받

고 정맥  치료를 해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치료를 받고 있던 에 분만을 해 내원하 다. 

응고장애 검사상 S 단백이 27%로 감소 되어있고 이로 인한 

과응고상태가 BCS를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추 검

사상 d-dimer가 793.6 ng/ml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BCS 진단 

당시에 비장이 비 되어 있었고, 식도 정맥류 열로 내시

경  결찰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한 환자는 10년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간헐 으로 결핵치료제를 복용하

으며 휴식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었고, 흉부 방사선 검사에

서 좌측 폐의 용 이 감소되어 있었으며(Fig. 1) 폐기능 검

사상 1  강제호기량 1.06 L (34%), 노력성 폐활량 1.58 L 

(43%), 강제호기량/노력성폐기량 67%로 혼합형 폐기능 하 

소견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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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chest posteroanterior view showing decreased left 

lung volume: probably due to firbrothorax by post-tuberculosis se-

quale on RUL.

  산부인과에서는 자연 분만을 시도했을 때 식도 정맥류 

열의 험성이 있다고 단하여 제왕 개술을 시행하기

로 하 다. 신장 160 cm, 체  58 kg이었으며 신체 검진상 

만성 병색을 띠고 있었으나 부종, 황달 등의 소견은 없었

다. 압 120/80 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활력징후는 비교  안정 이었다.

  수술  검사상 색소는 8.8 g/dl, 헤마토크릿 28.2%, 

소  63,000/mm3으로 감소된 소견 있어 농축 구 2단

와 농축 소  14단 를 투여 후 검사한 소 은 64,000/ 

mm3으로 상승이 없어 농축 소  8단 를 추가 투여하

더니 85,000/mm3으로 상승하 다. LMWH을 수술 6일 부

터 단시켰고 활성화 부분 트롬빈 시간은 30.5 로 정상이

었으나 로트롬빈 시간은 13.6 (69%)로 지연되어 있어 신

선냉동 장 3단 를 투여하 고 이후 로트롬빈 시간은 

13.0 (78%)로 정상화되었다. 청 생화학 검사는 총단백 

7.0 g/dl, 알부민 4.5 g/dl, 총빌리루빈 0.53 g/L, AST 17 IU/L, 

ALT 12 IU/L, BUN 15.1 mg/dl, 크 아티닌 0.7 mg/dl이었다.

  병실에서 salbutamol 1.25 mg, ipratropium 250 μg을 흡입 

후 수술실로 이송하 고 심 도, 맥박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를 부착한 후 왼쪽 요골동맥을 천자하여 지속 으로 동맥

압을 감시하 다. 맥박산소포화도 100%, 압 140/90 mmHg, 

맥박 75회/분, 호흡수 30회/분으로 호흡이 증가되어 있었다. 

환자의 감소된 폐기능으로 인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합병증을 고려하여 척추 마취를 선택하 다.

  척추 마취 시행  30분에 걸쳐 균형 해질 용액 500 

ml를 정주하 으며 분당 5 L의 산소를 안면 마스크를 통해 

공 하면서 우측와 를 취한 후 제 3−4 요추 간에 26게이

지 필첨 척추천자바늘을 사용하여 정 선 근법으로 경막

을 천자하 다. 뇌척수액이 잘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0.5% 고비  bupivacaine 10 mg, fentanyl 10 μg을 당 0.1 

ml의 속도로 주입하 다. 약물 주입 직후 앙와 를 취하고 

앙와  압 증후군을 방하기 해 자궁을 좌측으로 

시켰다. 마취 범 는 알코올 스펀지를 이용한 냉감의 

소실로 T6 지각 분 까지 차단되었음을 확인하 다. 압은 

105/55 mmHg까지 감소하 고, 맥박은 85회/분으로 증가하

으나 오심, 구토, 흉통 등의 증상은 없었다. 수술  균형 

해질 용액은 1,400 ml 가량 투여되었으며 더 이상의 압 

하는 없었다. 수술  맥박산소포화도는 100%로 유지되

었고 호흡 하 등의 증상도 없었으며 동맥  검사에서 산

소분압 217.2 mmHg, 이산화탄소분압 33.2 mmHg, pH 7.438

로 정상 소견이었다. 신생아 분만 직후 자궁 수축이 충분하

지 않아 옥시토신 20단 와 methylergometrine maleate 0.2 

mg을 정맥으로 투여한 후 자궁 수축이 회복 되었으며 신생

아는 1분 Apgar 수 8 , 5분 Apgar 수 9 으로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건강하 다. 수술 부 에 출 경향이 찰

되어 신선동결 장 3단 를 추가로 투여하 고 총 투여된 

수액은 1,940 ml, 출 량은 약 500 ml, 요량은 100 ml이었

고, 수술은 약 5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

다. 수술 후 환자실에서 2일간 집  감시하 는데 신 

상태는 비교  양호하 고 하지의 감각 둔화나 마비, 통증

과 같은 척수 압박 증상은 없었다. 수술 후 시행한 말

액검사에서 색소는 10.7 g/dl, 헤마토크릿 32.2%, 소  

60,000/mm3이었고 로트롬빈 시간은 14.5 (62%)로 지연되

어 있었으나 활성화 부분 트롬빈 시간은 34.3 로 정상이었

다. 흉부 방사선 검사도 수술 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

었다. 수술 후 2일째부터 LMWH으로 항응고요법을 다시 시

작하 고 수술 후 5일째 별다른 합병증이 없어 퇴원하 다.

고      찰

  BCS는 간정맥 는 하 정맥의 간정맥 기시부 폐쇄로 인

해 문맥압 항진증  이로 인한 합병증이 일어나는 희귀한 

질환이다. 진 으로 간의 형태 , 기능  손상이 진행됨

에 따라 문맥 고 압, 간비 , 간경화, 복수, 하지부종, 정맥

류 등이 진행되고 히 치료하지 않으면 간부 증이나 

식도정맥류 열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BCS는 진성

구증다증과 같은 골수증식질환이나 발작성야간 색소

뇨증, 항트롬빈, C 단백, S 단백의 결핍 등이 원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 한 경구 피임약 복용이나 임신도 BCS의 원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본 환자는 응고장애 검사상 S 단

백이 27%로 감소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과응고상태가 BCS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과응고 상태가 원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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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임신에 의해 과응고 상태가 더욱 항진되어[3] BCS가 

악화될 수 있고 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합병

증의 험이 높은 성 질환이 있는 산모에서는 LMWH 

치료가 필요하다[4,5]. 본 환자는 BCS로 진행된 정맥 이 

있어서 임신 부터 분만 이후까지 지속 으로 LMWH으로 

치료하 다.  다른 문제 은 BCS가 진행되어 간기능이 

하됨으로써 액응고장애가 발생하거나 비장 비 에 의

한 소  감소 등이 일어나 출 성 경향이 나타날 수 있

다[1,2]. 본 환자는 간효소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비장 비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소  감소가 있어 소  투여

가 필요하 다.

  BCS가 악화되어 간경화로 진행한 경우에는 차이는 있으

나 임신에 의해 최  41.4% 간기능이 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한 자연 유산, 자궁내 태아 사망, 조산의 빈도가 높

고, 식도 정맥류 출 의 험성이 높아 임신 허용과 지속 

여부에 한 일 된 원칙이 없다고 하며[6] 본 환자도 처음 

임신을 진단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단을 권유했었다

고 하 다.

  BCS 환자의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식도 정맥류의 열

이다. 임신한 간경변 환자는 경과에 따라 식도 정맥류 열

이 일어날 확률이 20−27%에 이르며, 정맥류가 있는 것으

로 이미 확인된 환자에서는 출  험도가 62−78% 증가한

다고 한다[7]. 본 환자는 이미 식도 정맥류 열에 의한 결

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고, 질식 분만 시 발생할 수 있

는 순환계의 스트 스로 인해 정맥류 열에 의한 출 의 

험도가 높다고 단되어 제왕 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

정 하 다. 질식 분만 시 발생하는 순환계 스트 스를 감소

시키기 해 경막외진통 방법을 사용하여 만족할만한 질식

분만을 시행한 보고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환자가 질식분

만을 원하 고, 액응고장애가 없어 경막외진통을 시행하

는데 종의 험이 낮았다[8]. 한 소모성 응고 장애가 있

는 산모에서, 종의 험이 없지는 않았으나 척추마취로 

성공 인 제왕 개 수술을 시행한 보고도 있다[9]. 본 환자

는 LMWH 치료를 단하고 신선 냉동 장을 투여한 후 

로트롬빈  부분 활성화 트롬빈 시간 등 액응고 검사는 

정상화 되었으나, 비장 비 로 인하여 소 이 감소되어 

있어서 경막외마취 보다는 종의 험성이 더 은 척추 

마취를 선택하 다.

  폐기능 검사상 1  강제호기량 50% 이하, 노력성 폐활량 

75% 이하 등은 신 마취 후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험요소인데[10] 본 환자는 1  강제호기량 1.06 L (34%), 

노력성 폐활량 1.58 L (43%)이어서 신 마취를 하는 경우 

호흡기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 마

취보다는 부 마취를 선택하 다.

  척추 마취는 마취의 시술이 간단하고 조직 손상이 으

며 성공률이 높고 마취의 발 시간이 빠르고 차단이 확실

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마취의 범 가 지나치게 높아 

늑간근이 차단되거나 경추 범 까지 차단될 경우에는 횡격

막 신경까지 마비되어 호흡억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환자

와 같이 호흡 비력이 감소된 경우 치명 인 합병증이 될 

수 있다. 반면 차단의 높이가 불충분할 경우 수술  심

계 스트 스의 증가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11] 한 마취범 를 획득하는 것이 요하다. 제왕 개

술시 한 척추 마취의 범 는 제4흉추 신경 피부 분

까지인데 본 증례의 경우 냉감 검사상 차단의 높이가 제6

흉추 신경분 로 약간 낮은 듯 하 으나 수술  특별한 

불편함이나 심 계 자극 징후는 찰되지 않았다.

  본 증례는 BCS에 의한 비장 비 로 인한 소  감소, 

식도 정맥류, 결핵으로 인한 폐기능 감소가 복합 으로 동

반된 산모에서 척추 마취를 선택하여 제왕 개술을 안 하

게 시행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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