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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내번증은 분만 제3기에 자궁 기저부(fundus)가 자궁내

막강(endometrial cavity)으로 이탈되는 드문 합병증 중의 하

나이다. 자궁내번 시 자궁이 복귀되지 않으면 출혈, 통증, 

숔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처

치가 요구된다. 자궁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궁 이완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저자

들은 용수 조작이 어려웠던 자궁내번증 환자에서 전신마취 

유도 후 자발적으로 자궁이 복귀된 경우를 경험하 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      례

  임신 41주의 경산부(27세, 76 kg, PARA 2-0-1-2)가 유도분

만을 위해 입원하 다. 산모는 임신 36주에 조기 진통으로 

1일 입원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5년 전과 3년 전 각각 

첫 아이, 둘째 아이를 모두 유도분만으로 분만하 다.

  환자는 oxytocin 주입 5시간 20분만에 분만 제2기를 시작

하여 3700 g 여아(Apgar 9,9)를 분만하 다. 태아의 분만 후 

집도의가 태반을 제거하기 위해 태반을 견인하 으며, 이후 

약 10분만에 태반이 떨어져 나오면서 동시에 자궁이 내번

되어(Fig. 1), 즉시 ritodrine 200 mg을 수액 1 L에 혼합하여 

급속 주입하며 midazolam 3 mg을 정주한 후 용수정복을 시

도하 으나 자궁 경부가 수축되어 용수정복이 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혈압이 102/70 mmHg에서 83/39 mmHg으로 하

강하고 심박수가 76회/분에서 145회/분으로 상승하며 의식

이 불명료해져 ritodrine 주입을 중단하고 전신마취하에 개복 

정복을 하기로 하고 환자를 수술장으로 이송하 다. 태아 

분만 후 수술장에 옮겨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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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ltrasonographic image of acute uterine inversion. Uterine 

fundus is collapsed into the endometrial cavity, and endometrial 

cavity is not seen because it is filled with inverted uterine fu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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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수술장 도착 직후의 활력징후는 혈압 104/43 mmHg, 

심박수 133회/분, 혈색소치는 9.0 g/dl이었으며 이때까지 약 

800 ml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Thiopental 225 mg, succinyl-

choline 75 mg을 정주한 후 기관 내 삽관하 고 산소-아산

화질소-enflurane으로 마취유지하 다. 전신 마취 후 집도의

가 개복 전 자궁검진을 시행하 는데, 이때 이미 자궁이 정

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Fig. 2), 더 이상의 조작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음절개부위를 복원하는 것으로 수

술을 마치기로 하 다. 총 마취시간은 35분, 마취 중  교질

액 100 ml, 생리식염수 500 ml, 농축적혈구 1 단위가 주입

되었고 소변량은 200 ml 다. 수술실에서의 출혈은 거의 없

었으며 회복실 도착 시 활력징후는 혈압 112/53 mmHg, 심

박수 129회/분이었다. 회복실에서 환자는 농축적혈구 1 단

위를 수혈 받았고 혈색소치는 9.4 g/dl이었다. 환자는 수술 

이틀 후 별 문제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자궁내번증은 드물지만 산모의 사망률이 15%까지 이르는 

심각한 분만 후 합병증이며,1-4) 질식분만 시 발생빈도는 1/550 

-1/100,000로 다양하고1-9) 제왕절개술 후의 빈도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10) 초산부, 기침이나 긴장에 

의한 갑작스런 복압 증가, 자궁 기저부에 위치한 태반, 짧

은 탯줄, 자궁기형 등에 의해 자궁내번이 일어날 수 있으

며, 분만전 MgSO4나 oxytocin을 오래 사용하거나 자궁 기저

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거나 탯줄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분만 중 처치에 의해 자궁내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8,11) 특히 제왕절개술 후 자궁내번

의 대부분은 태반을 제거하기 위해 탯줄을 견인한 것과 관

련이 깊다고 한다.5) 본 증례에서의 산모는 경산부 으며 탯

줄 길이는 55 cm이었고 태반의 위치는 우측위로 위에서 언

급한 자궁내번의 위험 인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

다. 그러나 유도분만 시 oxytocin을 장시간 사용하 고 집도

의의 경험 부족으로 분만 제3기에 탯줄을 견인하는 과정에

서 과도한 힘이 주어진 것이 본 증례에서의 자궁내번의 주

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제왕절개술 후 자궁내번은 증상이 

거의 없으나, 질식 분만 후 자궁내번 시 출혈, 통증, 숔 등

의 증상을 보이는데,5,10) 이때 수반되는 숔은 내번된 자궁내

로 부속기와 골반 내 복막이 심하게 견인되면서 생기는 저

혈압, 빈맥을 동반한 신경성 숔이기 때문에,6-8,10) 눈에 보이

는 출혈량과 숔의 정도가 일치하지는 않는 특징을 보인

다.5,8) 자궁내번이 자궁 무력증, 태반 분리와 관련되었을 때

는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8) 내번된 상태의 자궁

은 자궁 혈관에 외부적 압박을 가하면서 수축되어 있기 때

문에 보통 출혈량은 그리 많지는 않다.7) 본 증례에서는 자

궁내번 시 약 800 ml 정도의 출혈을 보 는데, 이는 통상적

인 질식 분만에서의 출혈량에 비해 그다지 많은 양의 출혈

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증례의 환자에서 나

타난 숔 증상은 출혈보다는 자궁내번에 따르는 신경성 숔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궁내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과 즉각적인 치

료이다.1,3-5,7,10,11) 진단이 내려지면 용수조작, 자궁이완, 수술

적 교정 등의 방법으로 자궁 복귀를 시도할 수 있다.
7,8,11) 

이때 자궁을 이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ritodrine이나 terbu-

taline과 같은 베타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촉진제, 강력한 흡입

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 nitroglycerine 정주 혹은 MgSO4

를 사용할 수 있다.8,9,11,12) Terbutaline은 발현이 빠르고 작용 

지속 시간이 짧으며, 간단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으

나,2,8) 심한 저혈압이나 숔이 있을 땐 사용하기 어려우며 이

런 경우에는 MgSO4가 추천된다.
11) 그러나 MgSO4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2) 자

궁내번의 약 10∼15%는 전신마취가 필요한데,9) 전신 마취

는 저혈압이나 폐흡인의 위험성을 높이는 등 산모의 이환

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자궁경부가 수축되어 있거나 다

른 치료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8,11) Abouleish 등은2) 18건의 자궁내번에 대한 후향적 연

구에서 자궁이완을 위해 전신마취보다는 terbutaline이 먼저 

시도된 환자가 더 많았으며 terbutaline에 의한 자궁정복의 

성공률은 약 63%라고 보고하고 이 약제가 자궁내번시 가장 

적절한 약제라고 추천하 다. 또한 이들은 이 보고에서 

terbutaline 실패 후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단독으로 전신마취

나 terbutaline을 시행한 군에 비해 자궁 정복에 걸린 시간과 

출혈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terbutaline 시도 후 전신마취

Fig. 2. Ultrasonographic image after induction of general anesthe-

sia in patient with uterine inversion. Uterine inversion is corrected 

and endometrial cavity is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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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하 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nitroglycerine이 발현이 빠르고 지속 시

간도 짧아 자궁 내번증에 많이 추천되고 있다.5,9) 그러나 이 

약제들은 세 번까지만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효

과가 없으면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7) 

또한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자궁을 조작하는 것은 환자의 

불안과 통증을 증가시켜 자궁을 더욱 수축하게 할 수 있으

므로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자궁조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13) 본 증례는 ritodrine과 진정제의 투여로도 자

궁이 이완되지 않아 전신마취가 필요했던 산모 으며, 유도

분만을 위하여 8시간 이상 금식이 되어있었고 특이한 병력

이 없어 전신마취에 특별한 위험성은 없었던 경우 다. 그

러나 ritodrine은 저혈압, 빈맥,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약제를 사용하던 산모에서 제왕절개술 후 폐

부종이 발생하 다는 보고도 있으므로14) ritodrine을 투여받

는 산모의 마취 시에는 상기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자궁 내번증의 발생 후 ritodrine

의 급속 주입 후 저혈압과 빈맥이 발생하고 환자의 의식 

수준이 낮아져 ritodrine을 중단하 으며 수술실에 도착 시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이 여전히 빠른 상태여서 ritodrine

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마취 중 수액이 

과다하게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다. 또한 본 증례에서는 

집도의와 마취의 간의 신속한 의견 교환으로 태아 분만 이

후 20분 만에 신속하게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있었기에 더

욱 더 자궁정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전신마취제로 enflurane을 사용하

다. 흡입마취제는 정맥마취제에 비해 자궁이완 효과가 커서15) 

본 증례와 같이 긴박하게 자궁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흡

입마취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국내에서의 

자궁내번증에 대한 몇몇 보고에서는 대부분 halothane을 사

용하 으나,3,4) enflurane, isoflurane, 또는 halothane 모두 그 

용량에 비례하여 자궁근을 이완시키며, 약제간의 자궁이완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어느 약제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16)

  결론적으로 본 저자들은 자궁내번증 시 다른 약제의 투

여가 효과가 없고 마취가 즉시 가능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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