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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gada 증후군 환자의 마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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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esthesia in a Patient with Brugada Syndrome
-A case reportYoung Mi Kim, M.D., Soo Kyung Lee, M.D., Han Seok Kim, M.D., Hye Won Cho, M.D.,
Ji Hyun Park, M.D., Hyun Choi, M.D., and Hyun Soo Mo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 Korea

Brugada syndrome is characterized by ST-segment elevation in right precordial leads (V1 to V3)
unrelated to ischemia, electrolyte disturbances, or obvious structural heart disease and high risk of sudden
cardiac death caused by ventricular fibrillation. We present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Brugada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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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Brugada와 Brugada는 기질적인 심장질환은

저자들은 하악골 골절 수술이 계획된 환자에서 수

동반하지 않으면서 심전도상 우각차단과 우흉부유도

술 전에 시행한 검사상 기질적인 심장질환은 동반하

(V1-V3)에서 ST분절 상승의 특징적인 소견 및 원

지 않으면서 심전도 소견상 우흉부유도에서의 ST분

발성 심실 빈맥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의 높은 위험

절의 상승 소견을 보여 Brugada 증후군으로 의심되

성(aborted sudden cardiac death)과 연관된 증후군에

는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

대해 처음으로 보고하였다.1) 그 후 Brugada 증후군

는 바이다.

은 심인성 급사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양
인 남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2,3)

고,

4)

증

례

국내에서는 2000년에 2예가 처음으로 보고되었
Brugada 증후군은 심실 세동이나 심인성 급사

환자는 38세의 남자로서 신장 168 cm, 체중 62 kg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이었으며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하악골 골절에 대한

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마취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관헐적 정복술이 계획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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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검사, 혈액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

다.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으며, 수술 전에 시행한 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심전도 검사상 우흉부유
도에서 ST분절이 상승된 Brugada 증후군 양상의 심
전도 소견을 보였다(Fig. 1).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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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ting 12-leads ECG shows ST-segment elevation of the coved type in leads V1 to V3.

출계수는 64%였고 구조적인 이상을 포함하여 다른

시키고 환자의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기관내관을 발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장내과에 자문하여

관하였다. 수술 후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하였으며 회

Brugada 증후군과 연관된 심실 빈맥이나 심인성 급

복실에 체류하는 동안 혈압 130－140/70－80 mmHg,

사 등의 가능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심박수는 분당 70-80회, 호흡수는 분당 16－20회,

후에 제세동기를 대기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맥박산소계측기를 통한 산소포화도는 97% 이상으로

로 하였다.

유지되었으며 심전도상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마취 전 투약은 수술 약 1시간 전에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였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1시간 30분 후 일반병실로 이송하였고 수술 4일 후
에 퇴원하였다.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및 맥박산소계측기를
거치하였으며 외부 제세동기가 이용 가능하도록 준

고

찰

비하였다. 이때에 측정된 혈압은 130/80 mmHg, 심박
수는 분당 90회, 산소포화도는 98%였다. Propofol

심인성 급사의 약 5% 정도가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120 mg과 vecuronium 8 mg의 정주 후 sevoflurane 5

나 명백한 원인 없이 발생하며 이들은 특발성 심실

vol%와 산소 4 L/min를 마스크로 호흡시키면서 자발

세동(idiopathic ventricular fibrillation)으로 분류되는

호흡이 소실되었을 때에 경비 기관 내 삽관을 시행

데,

하였다. 동맥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우측 요

포함된다. Brugada 증후군은 구조적인 심장 질환을

골동맥에 20G 카테터를 거치하였다. 마취유지는 산

동반하지 않으면서 심실세동으로 인한 급사의 빈도

5,6)

이 중 하나의 원인 질환으로 Brugada 증후군이

소와 아산화질소 각 1.5 L/min와 sevoflurane 1.5－2.5

가 높으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환자

vol%로 하였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0－35

는 대부분이 남성이며,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계

mmHg가 되도록 환기를 조절하였다. 수술 중 혈압은

에서 많이 발견되고 첫 부정맥은 40세 경에 가장 많

105－145/55－85 mmHg, 심박수는 분당 65－90회, 맥

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산소계측기를 통한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98－99%,

적 높은 편으로 만 명당 5－66명에 이른다고 한다.7)

o

체온은 35.8－36.5 C로 유지되었으며, 심전도상 부정

3,7,8)

유병률은 비교

Brugada 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 양상을 보

맥, ST분절의 변화, 심실빈맥 등의 변화는 보이지 않

이며, 환자의 약 20－25%에서 심근 세포막에 존재

았다. 수술은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환자의

하는 나트륨통로의 alpha subunit를 부호화하는 유전

자발호흡이 회복된 후 pyridostigmine 15 mg과 glyco-

자인 SCN5A의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

pyrrolate 0.4 mg을 정주하여 근이완제의 효과를 역전

으며

3,9)

Brugada 증후군과 연관된 2개의 SCN5A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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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는 심장 나트륨통로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활동

취유도를 할 때에 isoflurane 사용 시에는 QT간격이

전위의 상행기 동안에 나트륨 유입전류를 증가시키

연장되고, sevoflurane 사용 시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는 것 같다고 한다.

10)

halothane 사용 시에는 단축되었기에 QT간격의 연장

최근 “Arrhythmia Working Group of the European

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Society of Cardiology”는 Brugada 증후군의 진단 기준

isoflurane 보다는 sevoflurane이나 halothane을 추천하

7)

이에 따르면,

였다. Brugada 증후군의 QT간격은 정상이나 본 증례

하나 이상의 우흉부유도(V1-V3)에서 나트륨 통로

에서는 영향이 가장 적은 sevoflurane을 사용하였다.

차단제와 관계없이 ST분절의 상승(2 mm 이상, coved

지속적으로

type, 1형)이 출현하면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가 존

Brugada 증후군에서와 유사한 심전도의 변화가 유발

에 대한 합의된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경막외로

투여된

bupivacaine에

의해

재하면 Brugada 증후군을 나타낸다: 증명된 심실세

된 경우가 있어 국소마취제, 특히 bupivacaine은 Bru-

동, 저절로 소실되는 다형성 심실빈맥, 심인성 급사

gada 증후군 환자에서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

의 가족력(45세 미만), 가족 구성원 중 coved type의

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심전도 소견 존재, 전기생리적 유도능(electrophysio-

flecainide와 같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하는 약제들은

logical inducibility), 실신 혹은 야간성 사전기 호흡

Brugada 증후군 환자나 SCN5A 돌연변이가 있는 가

(nocturnal agonal respiration). 아울러 심전도 이상을

족 구성원에서 ST분절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트륨통로 차단제로 심실부정

이들 임상 증상 없이 심전도상의 특징만 나타나는

맥을 유발함으로써 심각한 부정맥의 발생을 예측하

경우는 idiopathic Brugada ECG pattern으로 언급된다

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진단기준에 의하면 본 증례의 경

programmed electrical stimulation으로 위험이 있는 환

우는 Brugada 증후군보다는 idiopathic Brugada ECG

자의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였고 나트륨통로 차단제

pattern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

도 대부분의 무증상 유전자 보유자를 찾아내지는 못

으나 추가적인 전기생리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

하였으며 무증상 환자에서는 급사의 위험도가 낮았

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심전도 소견이 확인되지 않

다고 보고하였다. ST분절의 상승은 alpha-adrenocep-

은 바 Brugada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

tors나 muscarinic receptor의 자극 및 class IA 항부정

다. 또한 위의 보고에 의하면 기준 조건에서 saddle-

맥 약제에 의해 증가되나, beta-adrenoceptor의 자극이

back type의 ST분절 상승(2형)이 존재하거나 ST분절

나 alpha-adrenoceptor의 차단에 의해서는 감소되며

의 상승이 1 mm 미만(3형)이지만 나트륨통로 차단제

class IB 항부정맥 약제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에 의해 1형으로 전환되면 위와 같은 경우로 고려된

고 한다.19) Isoproterenol은 pilsicainide challenge test

다고 하였다. 우각차단은 불완전차단부터 완전차단까

후 상승된 ST분절을 투여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존재하

반면,

11)

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심전도 소견이 일시적으로
3,9)

정상이 되는 경우도 거의 40%에 이르러

이런 심전

도 소견의 다양성은 진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도 우각차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Brugada 증후군 환자의 마취관리 시 고려할 사항
에 대해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12-14)

16)

Ajmaline, procainamide,

17)

8)

13)

사

Priori 등은

18)

beta-blocker는 ST분절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악화시키고 심실세동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실세
20)

동은 미주신경 활성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rugada 증후군 환자에서 약물적 치료는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의 삽입이 급사를 예
3,9)

방하는 유일한 효과적 치료로 알려져 있다.

propofol, sev-

앞에서 언급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Brugada

oflurane, N2O, fentanyl, vecuronium, rocuronium, cisa-

증후군은 드물지 않으며 심인성 급사의 주요 원인의

tracurium 등이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된 바, 본 증례

하나이므로 마취과의사는 이 질환에 대해 숙지하고

의 경우에도 마취 시 propofol, sevoflurane, N2O 및

있어야 할 것이다. 마취관리 시 Brugada 증후군을

vecuronium을 사용하였다. 흡입마취제는 QT간격에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나 조건을 피해야하며 제세동

이전의 몇몇 증례보고 등에 의하면

15)

영향을 줄 수 있는데, Guler 등은

흡입마취제로 마

기가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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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안 비교적 사용이 많은 beta-blocker는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심전도 소견은 일시적으로 정상일 수도 있

10.

으므로, Brugada 증후군의 특징적 심전도 소견이 있
는 경우는 물론 심인성 급사의 가족력이나 특히 젊
은 남자환자에서 실신 등의 과거력이 존재하는 경우
에도 이 증후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11.

며 이들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심장내과의
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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