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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인사말

대한마취약리학회는 2015년 4월 18일(토)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15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 마취약리, 2) 의학물리 및 수학 심포지움, 3) 약동약력 시뮬레이션

워크숍, 4) 개원 및 중소 병원 봉직의를 위한 refresher 강좌, 5) 간호사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기초 강좌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조강연에서는 arginine vasopressin에 대한 전남대 유경연 교수님의 임상 경험 및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취약리 심포지움에서는 임상 데이터 관리(clinical data management)를 위한 전자

자료 캡처 프로그램(electronic data capture program)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마취 약리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학 물리 및 수학 심포지움에서는 의공학 및 의료기기의 최신 지견과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저명한 연자를 초빙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약동약력 시뮬레이션 워크숍에서는 MS excel과 PKPD tool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강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다양한 약물의 약동약력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반에 대한 기초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간호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및 중소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refresher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관리, 응급 상황의 마취 관리, 그리고 최근

임상에 소개된 신약 혹은 장비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직의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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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Pharmacology
 

 

 

 

 

마취약리 심포지움에서는 먼저, 전남의대 유경연 교수님께서 바소프레신의 임상적용에 관한

기조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전신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킴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필수 생명유지 기관인 뇌나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바소프레신을

승압제로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발생한

저혈압 치료 가능성에 대하여도 임상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유경연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참가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임상에서 그 목적이 연구이든, 진료이든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하여 전자 증례기록서(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본 심포지움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료 전자 자료캡처(electronic data capture) 시스템인 OpenClinica와

REDCap을 소개하고, 실제 진료 과정에서 clinical data registry를 구축한 예를 다루어,

효율적인 자료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새로운 연구 영역인 뇌와 유전체학을 제약의사

입장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 중인 선생님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허혈 증상으로부터 erythropoietin의 장기 보호

효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술중 아편유사제로 인한 통각과민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주용 자가통증조절장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oxycodone의 약동학적 특성과 주요복부수술을 받는 환자에서의

역가(potency) 및 최소유효진통농도에 대한 최신의 국내 연구결과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Clinical Use of Arginine Vasopre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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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소프레신은 혈장 삼투 농도 상승이나 동맥압 또는 정맥혈량 감소 등에 따라 분비된다.

임상적으로 바소프레신은 중추성요붕증, 출혈이상, 식도 정맥류출혈, 심정지, 패혈성 쇼크 등

중환자 관리에 중요한 호르몬 제제이다. 바소프레신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서 심폐소생술시

에피네프린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심폐바이패스 후 카테콜라민 저항-혈관 이완성

쇼크, 과민성 쇼크, 크롬친화세포종(pheochromocytoma) 적출 후 저혈압, 그리고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에서 마취 중 발생한 저혈압 치료 등에

점차 그 사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바소프레신은 전신 혈관 수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상황에서는

산소 공급량/요구량 비율이 높은 기관, 즉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인 뇌나 심장에서는 도리어

혈관 이완물질인 산화질소를 유리시켜 이곳으로 혈액을 이동시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사람의

적출 폐동맥에서는 전신 동맥과 달리 바소프레신의 혈관 수축작용이 나타나지 않음이

보고되어,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저혈압 발생시 승압제로서 바소프레신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I. 서론 (introduction)  

 

 

바소프레신은 지금까지 항이뇨 호르몬(antidiuretic hormone)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00년 전 강력한 승압제로 발견된 후 1954년 미국 코넬대학의Vincent Du Vigneaud가



합성유사체를 만들어 노벨상을 받았으나 고 용량을 사용할 경우 관상동맥을 수축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압제 보다는 요붕증 환자에서 항이뇨제로 주로 사용하여왔다.(1) 

그러나 최근 들어 바소프레신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 심정지 환자, 패혈성 쇼크, 출혈성

쇼크, 심인성 쇼크, 그리고 혈관 이완성 쇼크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무수축

심장마비(asystolic cardiac arrest)환자에서 효과적임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상대적 바소프레신 결핍(relative vasopressin deficiency)”이 이런 환자 들에서

카테콜라민에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 쇼크(refractory shock) 발생에 기여인자로 생각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량의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게 되면 혈관의 긴장도가 회복되어

카테콜라민 반응을 증진시키고 승압제 사용량을 감소시키며 신 혈류량과 소변량을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식도정맥류 출혈환자에서 출혈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감소 시킨다.(1,2)

 

 

II. 생리 (physiology)

 

 

1. 합성과 분비(synthesis and release)

 

바소프레신은 시상하부(hypothalamus) 후엽에 존재하는 실방핵 (paraventricular

nucleus) 및 시각로위핵(supraoptic nucleus)의 신경뉴런 (magnocellular neuron)에서

합성되어, 신경하수체(neurohypophysin)와 결합한 후 뇌하수체(pituitary gland) 후엽으로

이동하여 분비 된다. 합성, 이동 및 저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1-2 시간 이며 정상 혈장 치는 4

pg/ml 미만이다. 반감기는 10-35 분으로 혈장 내 vasopressinase에 의하여 대사 된다.(3)

 

2. 바소프레신 수용체(AVP receptor) 및 신호전달(signal transduction)

 

바소프레신이 결합하는 수용체는 V1(과거 V1A), V2, V3(과거 V1B) 및 oxytocin 수용체

(OTR, 옥시토신형)이다. 

 

1) V1(V1A) 수용체는 혈관 평활근에 존재하여 혈관 수축을 매개한다. 이 수용체는 신장,

자궁근, 방광, 간세포, 혈소판, 함지방 세포 및 비장에도 존재한다. 이 수용체는 g-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 자극 시 포스폴리파아제 C(phospholipase C)를 활성화시켜 결국 세포 내

칼슘을 증가 시켜 수축을 유발한다. 

2) 반면 V2 수용체는 신장의 원위세관(distal tubule)과 집합관(collecting duct)에 존재하며

이 수용체 역시 g-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 자극 시 아데닐 시클라아제(adenyl cyclase)를

활성화 시켜 cyclic-adenosine monophosphate를 증가 시킨다. 이때 ① aquaporin-2



수분 채널이 세포 내 공간으로부터 집합관의 꼭대기 막(apical membrane)으로 이동 하여

수분의 흡수를 돕는다. 아울러 ② V2 수용체는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폰빌레브란드인자(von

Willebrand factor) 가 유리되도록 하며, 폰빌레브란드 인자는 혈장 내 제VIII인자 파괴를

막아주고 출혈 장소에서 혈소판이 부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V3(V1B) 수용체는 주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발견되며 이 수용체 역시 g-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 자극 시 세포 내 칼슘이 증가 된다. 이로 인하여 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adrenocorticotrophic hormone, ACTH)이 분비되고, ② 중추에서 신경 전달

물질(neurotransmitter)로서 작용하여 i) 메모리 통합 또는 검색(memory consolidation or

retrieval), 그리고 ii) 체온조절에 관여한다(Table 1). 아울러 바소프레신은 옥시토신형

수용체에 옥시토신과 동일한 친화력 (affinity)을 갖는다.(1,2)

 

 Table 1. 바소프레신 수용체 아형의 분포와 기능

 

 

3. 생리적 기능(physiologic functions)

 

바소프레신은 1) 삼투도 조절(osmoregulation), 2) 심혈관계 안정(cardiovascular

stability), 3)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인지(cognition), 학습(learning) 및

기억(memory)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4) 지혈(hemostasis)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삼투도 조절(osmotic control): 바소프레신을 분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은 오스몰

농도상승과 심각한 혈량 저하증(severe hypovolemia)이며, 통증, 스트레스, 구역질,

저산소증, 인두자극 및 내인성과 외인성 화학매개체(chemical mediator)에 의한 중추 신경



입력(central nervous input)이 증가할 때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 된다. 오스몰 농도가 증가

되었을 때 중추와 말초 삼투압수용기(osmoreceptor)가 이를 감지하여 미주신경과

설인신경을 통하여 바소프레신을 생성하는 실방핵과 시각로위핵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 호르몬은 신장 집합관에서 aquaporin-2 수분 채널을 꼭대기 막으로

이동(trafficking)시켜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결국 오스몰 농도가 275-290 mOsm/kg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한다.(3)

 

2) 혈역학적 조절(cardiovascular control): 혈압은 ① 교감신경계, ②

레닌-안지오텐신계(renin-angiotensin system) 그리고 ③ 바소프레신계 3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 평상시 혈압은 주로 교감신경계와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의해서 조절 되나

만일 이 두 조절계가 차단 된 경우에는 바소프레신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바소프레신계는 일종의 예비시스템(backup system)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위

경막외 마취로 교감신경계가 거의 차단 되고 동시에 레닌-안지오텐신계가 차단되더라도

바소프레신계가 활성화 되어 보상기전으로 작용하기에 혈압 감소는 그리 심하지 않다. 이런

경우 바소프레신계까지 차단되면 혈압이 현저히 감소 하게 된다. 그렇기에 교감신경계 차단이

없는 상태에서 V1 수용체를 단독으로 차단할 때는 혈압 감소는 거의 없다. 즉 다른

신경호르몬성 승압계(neurohumoral vasopressor system)가 정상일 때는 바소프레신계는

혈역학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두 조절계가 장애를 받으면[예,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에서 전신 마취 중 발생하는 저혈압, 전신

경막외 복합마취시 발생하는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환자, 자율신경부전환자(autonomic

insufficiency)] 바소프레신계의 역할이 커지고 이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져

혈중농도가 약간만 상승(2 pg/ml) 하여도 혈압을 유지 할 수 있다.(2)

혈장부피(plasma volume)가 8-10%가 감소되었을 때 심방과 대정맥에 존재하는 신장

수용기(stretch receptor)가 이를 감지하여 바소프레신 분비를 증가한다. 아울러

평균동맥압이 20-30% 감소 되었을 때 대동맥궁(aortic arch)과 목동맥동(carotid sinus)에

존재하는 압수용기(baroreceptor)가 이를 감지하여 미주신경과 설인신경을 통하여

혈관운동중추(vasomotor center)로 구심성 신호가 전달 되고 이곳으로부터 시상하부로

원심성 신호를 보내 바소프레신이 분비 되도록 한다. 그런데 혈장 부피가 감소되었을 때 혈장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과 레닌 농도는 증가시키나 동맥압이 감소 될 때까지는

바소프레신 농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혈장부피(plasma volume) 변화와 결과적인

동맥압 변화에 의한 바소프레신 조절은 오스몰 농도변화에 의한 것 보다는 분비 조절에 예민

하지 않다.

 정상인에서 안정상태에서는 바소프레신은 혈관평활근 긴장도 조절에 그 역할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신경호르몬 시스템(neurohumoral system) 역할이 정상일 때 외부에서

바소프레신을 투여 했을 때도 심혈관 효과가 크게 완화된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원자에서는



바소프레신 혈장농도가 300 pg/ml이 될 때까지 혈압이 증가 되지 않고 중심정맥압이 약간

증가하고 경미한 서맥 만이 발생한다. 이는 순환되는 바소프레신이 area postrema(제4뇌실

후하방에 존재하는 한 구역)에 존재하는 V1 수용체에 작용해서 원심성 교감신경 활성에 의한

압력반사 억제를 촉진시킴으로써 나타난다. 즉 중추 심혈관 조절기전을 변조하여

바소프레신에 의한 혈관저항증가를 억제한다. 이와 같이 바소프레신은 혈압조절과 심혈관계

교감신경계 조절에 중요한 예비시스템이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이 정상이면 혈압이 감소

되더라도 혈중치가 20 pg/ml를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가 다음의 위중한 상태(critical situation)에 있을 때는 바소프레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혈압이 현저히 감소 되었을 때 자원 봉사 연구(volunteer study)에서는

바소프레신이 약간 증가 한다. 그러나 출혈성 쇼크(>180 pg/ml), 병원 밖 심정지 환자(193

pg/ml 까지)에서는 현저히 증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관이완성 쇼크나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장기기증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교할 때 바소프레신 혈중치가 현저히

낮음이 관찰 되었다 (Table 2).

 

 

Table 2. 여러 조건에서 성인 혈장 내 바소프레신 농도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상황에서는 바소프레신이 과량분비 되어 혈역학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바소프레신은 혈압이 현저히 감소된 환자(평균동맥압이

대뇌혈류자동조절 범위보다 낮은 경우 즉 50 mmHg 이하)에서 승압제로 사용시 전신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켜 압력 효과(pressure-passive effect)에 의해서 산소 공급/요구량 비율이

높은 기관, 즉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인 뇌나 심장으로 혈액을 이동시킨다.(4) 이때 뇌, 심장,

신장에서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를 분비시켜 이곳으로 혈액을 더 이동시키는 장점이

있다.(5)



그렇기에 내인성 바소프레신이 혈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때에는 밖에서 보충하여

준다. 즉 바소프레신 혈중치가 정상 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바소프레신 결핍” 개념에

근거하여 바소프레신나 합성바소프레신 수용체 작용제(agonist)를 수술 중 발생하는 무반응

저혈압, 여러 혈관 이완성 쇼크, 패혈성 쇼크 및 심폐 소생술에 사용 한다.(1,2)

 

3)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ACTH) 분비와 중추조절기능(central regulatory function):

V3(V1B) 수용체는 주로 뇌하수체에서 발견되며 이 수용체 역시 g-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

자극시 세포내 칼슘이 증가 된다. 이로 인하여 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②

중추에서 신경 전달 물질 (neurotransmitter)로서 작용하여 i) 메모리 통합 또는

검색(memory consolidation or retrieval), 그리고 ii) 체온조절에 관여한다.

 

4) 지혈(hemostasis): 바소프레신은 혈관 내피세포로부터 폰빌레브란드인자 인자를 유리

하여 혈액응고를 촉진 시킨다. 즉 폰빌레브란드인자 인자는 혈소판 수용체와 결합하여 다른

혈소판과 결합하는데 다리를 놓으며 혈소판이 손상된 혈관의 내피밑조직(subendothelial

tissue)에 잘 달라 붙도록 하며, 아울러 제 VIII인자의 운반 단백질(carrier protein)로

작용하여 혈장 내에서 단백질분해에 의한 응고인자의 불활성을 막아준다. 그러나 여러

생리작용 때문에 출혈환자에게 잘 사용 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선택적인 V2 수용체 작용제인

데스모프레신 (DDAVP)을 부작용이 적기에 출혈장애를 가져오는 유전성질환(경증 혈우병

A형, 가벼운 폰빌레브란드질환, 혈소판기능장애)에 가정 상비약으로 준비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혈액제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요붕증 치료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동맥혈전증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III. 약리(pharmacology)

  

 

환자에게 사용하는 바소프레신(8 arginine vasopressin)은 합성 바소프레신으로 살균된

액상주사제로 공급되며 정맥, 근육 및 피하로 주사할 수 있다.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으며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이 140 ml/kg이다. 반감기는 24분이며

vasopressinase에 의하여 대사(35%)되고 더 많은 부분이 신장으로 배설(65%)된다.(6) 현재

여러 종류의 바소프레신 수용체 작용제 들이 사용 되고 있다. 

① 아르기프레신(argipressin)은 V1, V2, V3 수용체를 자극하며

심폐소생술, 무반응저혈압, 패혈증 등에 사용한다. ②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는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합성 유사체로 처음에는 중추성

요붕증 치료에만 사용되었으나 정상성인에서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V2 수용체를 자극하여



폰빌레브란드인자를 유리하여 지혈 효과를 나타내기에 출혈성유전질환 (폰빌레브란드질환,

가벼운 혈우병 A형, 혈소판기능장애)의 치료에도 사용하고 있다. ③

테를리프레신(terlipressin; triglycyl-lycine vasopressin)은 바소프레신 합성 유사체로

작용시간이 긴편(반감기 6 시간)이기에 1990년 대에 들어와서 대중화 되었으며 순환 내에서

리신바소프레신으로 서서히 전환되어 작용을 나타낸다. ④ 오르니프레신 (ornipressin)은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유도체로 혈관평활근 V1수용체에만 특별히 작용하며 항이뇨 작용은

없다. ⑤ 리신바소프레신(lysin vasopressin)은 돼지에서 생성되는 바소프레신으로

사람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Table 3).

 

 

Table 3. 바소프레신 수용체 작용제

 

 

IV. 치료제로서 사용(therapeutic use)

 

 

바소프레신과 그의 유사체는 바소프레신 혈중치가 정상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상대적

바소프레신 결핍상태”인 환자에서 효과적이다. 즉 수술 중 발생하는 무반응저혈압, 패혈성

쇼크, 혈관 이완성 쇼크, 출혈성 쇼크 및 심폐소생술시 유용한 승압제로 최근 사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마취 중 무반응 저혈압(refractory arterial hypotension)

 



혈압은 교감신경계, 레닌-안지오텐신계 및 바소프레신계 3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

된다.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제는 교감신경계를 억제 하고 혈관평활근 긴장도를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마취제는 스트레스호르몬(예, 바소프레신) 분비를 감소 시킨다. 이런 상태에서 ①

고혈압치료제로서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억제하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나 안지오텐신 II 억제제를 투여 받는 경우 에피네프린이나

페닐에프린에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7) 뿐만 아니라 안지오텐신 II는

바소프레신 분비를 촉진하기에 바소프레신 결핍이 동반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 차례

bolus로 카테콜라민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승압반응이 없을 때(무반응 저혈압)는

테를리프레신 1 mg을 투여하면 신속하게 혈압을 교정할 수 있다. ② 전신마취하에 고 부위

경막외 마취시 심혈관(T1-L2)에 분포하는 교감신경계가 억제 되고 부신(T3-L3)에 분포되는

신경이 차단되어 레닌 분비가 감소되어 무반응 저혈압이 발생 할 수 있다. ③

크롬친화세포종은 일반적으로 카테콜라민을 분비하며 때로 바소프레신도 분비한다. 양자 모두

되먹임기전(feedback mechanism)에 의하여 바소프레신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이런

환자 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차단제를 수술 전 투여 받는다. 따라서 종양적출 후

수액이 충분 하더라도 밖에서 투여되는 카테콜라민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바소프레신을 투여(10-20 bolus 후 0.1 U/분 지속적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

 

2.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패혈성 쇼크는 카테콜라민 농도가 증가되고 레닌-안지오텐신계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이완 되고 저혈압이 발생 한다. 이러한 상태는 카테콜라민성

승압제에 대하여 α1-아드레날린성 수용체의 반응이 감소되어(desensitized 또는

down-regulated) 이런 종류의 약제들의 승압 효과가 현저히 감소된다. 결과적으로

패혈증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력한 α1-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인 노르에피네프린

효과가 감소하며 관류압이 유지 되더라도 심박출량 감소와 함께 취약기관에 혈액과

산소공급이 감소된다.

반면 바소프레신은 정상상태에서는 혈관평활근 조절에 그 역할이 없지만 혈압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급성패혈증 환자에서 쇼크

초기에는 그 혈중치가 거의 모두에서 상승되어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 되나 쇼크가 지속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어 발생 36시간이 지나면 33% 환자에서 상대적 바소프레신 결핍이

관찰 되었다. 이는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 위치하고 있는 바소프레신

저장고가 고갈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인성 쇼크와 달리 패혈성

쇼크에서는 이 호르몬의 혈장치가 현저히 낮음이 보고 된 바 있다(3.2 vs 22.7 pg/ml).(8) 

결과적으로 패혈성 쇼크가 오랫동안 지속 되면 바소프레신의 상대적 결핍이 발생하여

바소프레신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하기에 소량 바소프레신을 지속적으로 주입시 카테콜라민의



승압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일정 혈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승압제 요구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2012 패혈증 생존(surviving sepsis) 국제 가이드라인” 에는 중증 패혈증 이나

패혈성 쇼크환자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일차 승압제이나 바소프레신은 동맥압을 올리거나

노르에피네프린 용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 되어 있다.

 

3. 혈관이완성 쇼크(vasodilatory shock)

 

① 심폐바이패스하에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 ②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뇌사 장기 기증

환자(organ donation) 및 ③ 심한 과민성 쇼크(severe anaphylactic shock) 환자에서

발생하는 혈관이완성 쇼크는 패혈성 쇼크처럼 순환되는 카테콜라민에 대하여 혈관평활근

반응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다.(9) ① 심폐바이패스는 바소프레신 혈장치를 100 pg/ml

이상으로 올린다. 그러나 몇몇 환자에서는 전신 염증성 반응에 의하여 저혈압이 발생하는데

이런 환자는 대개 바소프레신 혈장치가 낮다(<10 pg/ml). 즉 상대적 바소프레신 결핍상태이다.

위험인자는 심박출계수가 낮거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이며 이런 경우

바소프레신을 시간당 0.6-6 U로 주입하면 카테콜라민 요구량을 줄일 수 있다.(10) 실험 동물

및 임상 연구에 의하면 혈관이완성 쇼크에서 소량의 바소프레신을 지속 정주하면 혈관의

긴장도가 회복되어 카테콜라민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기에 혈압을 올리고 카테콜라민

요구량을 감소시킴이 관찰되었다.(11) 그러나 혹자는 심박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다. ② 뇌사상태의 장기기증자는 1986년부터 바소프레신(1 U bolus후

0.5-4 U/hr)을 사용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때 요붕증을 치료하고 승압제 및 심근수축제

요구량을 현저히 감소 시켰다. 그런데 이런 환자에서 요붕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데스모프레신사용이 추천 되어 왔으나 응혈촉진효과(procoagulant effect) 때문에

이식장기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보고 되었다. ③ 심한 과민성 쇼크시 혈관이 이완되고

모세혈관투과성이 증가되어 상대적인 저혈량증이 발생한다. 카테콜라민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는 바소프레신(2-40 U bolus)이 효과적이며 미국심장학회 2005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부터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4. 출혈성 쇼크(hemorrhagic shock)

 

출혈성 쇼크시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표준치료이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지속적인 혈관이완,

산혈증, 아드레날린수용체 하향조절(down regulation), 산화질소분비 등으로 수액이나

카테콜라민 승압제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다. 동물실험(개)에서 심한 출혈로 혈압이 현저히

감소 되었을 때(평균동맥압 <40 mmHg) 처음에는 바소프레신 혈중치가 300 pg/ml이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저혈압이 한 시간 지속시 30 pg/ml까지 감소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바소프레신을 주입하면 순환이 좋아지고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유사하게 출혈성 쇼크로



다루기 힘든 저혈압(intractable hypotension)이 발생한 환자에서도 승압제 보조제로

바소프레신을 사용시 순환이 회복됨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출혈성 쇼크시 바소프레신이

추천되고 있으나 투여시기와 권장되는 용량(40 U bolus 에서 0.04 U/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다.

 

5.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에 가장대표적인 승압제는 에피네프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결과로 볼

때 에피네프린을 사용한 소생술시 환자의 회생빈도가 현저히 낮기(병원 밖 1-6%, 병원 내

17%)에 대체 가능한 다른 승압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심장마비환자는 심폐소생술

전에 혈장 바소프레신치가 193 pg/ml까지 상승함이 관찰 되었으며, Lindner 등은

바소프레신 혈장치가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환자에서 실패한 환자와 비교할 때 높음을

관찰하고 심폐소생술에서 승압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2)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모형에서 바소프레신은 에피네프린에 비해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vital organs)에 혈류와

대뇌산소공급을 더 증가시키며, 단기생존율과 신경학적 결과가 더 좋음이 관찰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심정지 환자에서 일차 승압제로 시도되었으나 지금까지 결과는 병원 밖 뿐

아니라 병원 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에피네프린과 비슷하였다.(13) 다만

무수축심장마비(asystolic cardiac arrest)환자에서 에피네프린과 비교하여 장기생존율을

증가하였다.(14) 미국심장학회 2005년 심폐소생술지침부터는 일차 또는 이차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을 대신하여 바소프레신(40 U)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6. 문맥정맥고혈압(portal venous hypertension)

 

V1 수용체를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켜 장간막, 내장 및 간장혈류를 감소하기에

식도정맥류출혈에 사용된다. 이런 경우 작용시간이 긴 합성유사체 테를리프레신 (1-2 mg 을

4-6 시간마다 정주)이 바소프레신 보다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다.

 

7. 해변의자체위(beach chair position)에서 발생하는 저혈압예방에 효과적이었다.(15)

게다가 최근 사람의 적출 폐동맥에서 전신 동맥과 달리 바소프레신의 혈관 수축작용이

나타나지 않음이 관찰되어,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저혈압 발생시 승압제로서 바소프레신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6)

 

 

V. 부작용 (adverse effects)

 



 

바소프레신은 혈관(모세혈관, 소동맥, 소정맥)을 수축시켜 위장관, 신장, 심장, 피부, 뇌의

혈류를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위장관 허혈, 심근허혈 및 심정지, 피부허혈과 괴사 등의

부작용이 보고 된 바 있다. 특히 바소프레신을 지속정주시 분당 0.4 U를 초과하면 심근허혈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소프레신은 심박출량을 감소시켜 조직에 산소공급을 감소 시킨다. 최근 정상인에서

바소프레신 주입시 경정맥 산소 포화도와 국소 뇌 산소 포화도가 감소됨이 관찰 되었다.(15)

 

 

VI. 바소프레신 길항제 (vasopressin antagonists)

 

 

만성울혈성 심부전은 바소프레신 혈중농도가 증가되어 체내에 수분의 이상 정체를 가져온다.

바소프레신 길항제는 전해질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단순히 수분의 배설만 증가 시키기에

울혈성심부전, 저나트리움 혈증, 간경화, 다낭신장병(polycystic kidney diseases) 및 신성

요붕증 치료에 사용 되고 있다.(5,17)   

길항제 종류로는 V2 수용체에 특이성을 갖는 tolvaptan(V1 수용체에 비하여 V2 수용체에

30 배 친화력;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구제가 치료제로 사용중임), lixivaptan(100배),

mozavaptan 및 satavaptan등이 있으며, V1수용체에 특이성을 갖는 relcovaptan, V3

수용체에 특이성을 갖는 nelivaptan 이 있다. 또한conivaptan은 V1과 V2 복합길항제

이다(V1에 10배 더 친화력).

 

 

VII. 결론(conclusion)

 

 

바소프레신은 시상하부에서 합성되어 뇌하수체에서 분비 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V1(V1A), V2 및 V3(V1B) 수용체에 작용하여 각각 혈관을 수축하고, 신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한다. 바소프레신과 그의 유사체는 상대적 바소프레신

결핍상태로 알려진 “수술 중 발생하는 무반응성 저혈압”, “패혈성 쇼크”, “혈관 이완성 쇼크”,

“출혈성 쇼크” 및 “심폐소생술”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압제이다. 이때 추천 되는 용량은

패혈증이나 다른 혈관 이완성 쇼크시 바소프레신을 지속 정주(0.01-0.04 U/분) 하거나,

무반응성 저혈압인 경우 V1 작용제인 테를리프레신(1 mg)을 정주하며, 심폐소생술시

바소프레신 40 U 를 일차 및 이차 에피네프린 대신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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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Keypoints)

 

 

1. 획득된 자료들을 입력(data entry)하고 검증(data verification)하며 정리 (data

cleaning)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종이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2. 임상시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록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

증례기록지(e-CRF)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상용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쉽게 연구자들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며, 무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기능이

제한적이라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세계 최초의 상용 오픈 소스 임상시험용 소프트웨어인 오픈클리니카는 커뮤니티

버전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4. 오픈클리니카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마취약리학회 서버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5. 오픈클리니카 사용 과정은 과제의 구축, 과제의 세부사항 편집, 증례기록서 작성, 이벤트

정의 및 변경, 피험자 군 종류 만들기 및 변경, 오픈클리니카 과제 사이트 만들기의 과정을

거친다.

6. 증례기록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CRF sheet, Section sheet, ITEM

sheet를 작성하여 임상시험에 맞는 증례기록서를 구축한다. 한번 작성된 증례기록서는 여러

이벤트에서 다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서론

 

 

다기관(Multi-center) 및 다국적(Multi-nation) 임상시험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획득된 자료들을 입력(data entry)하고 검증(data verification)하며 정리 (data

cleaning)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 2]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 자료는 종이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를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기록되고 수집되며, 새로운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증례기록지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증례기록지들은 다시

수작업으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번 각각의 연구에 맞는

자료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 자료 입력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연구자 및 의뢰자 들은 수집한 자료가 원하는 형태와 맞는지,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관리를 해야 하는 등 하나하나의 작업에 번거로움이 많아진다.

전자 증례기록지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 증례기록지(e-CRF)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 증례기록지는 임상시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e-CRF는

종이 증례기록지에 비해 임상시험 기간의 30% 단축, 데이터 잠금(lock) 시간의 43% 감소,

쿼리 수의 86% 감소 등의 효율성을 보고하고 있다[4]. 또한 해외의 경우 e-CRF 사용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00년 제약업체가 11%, CRO업체 16%정도였다가 점차

늘어 나 2004년에는 각각 44%, 39%라고 보고하였고[5], 캐나다의 경우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수행된 임상 시험 의 약 41%가 e-CRF를 이용하며, 규모가 큰 연구일수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6].

전자 증례기록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버 프로그램이나 웹 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역시 임상시험용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web-based database)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용버전이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무료로 e-CRF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사용으로 효과적인 증례기록

관리를 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오픈클리니카는 세계 최초의 상용 오픈 소스 임상시험용 소프트웨어로서, 커뮤니티 버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개인 연구자가 쉽게 임상시험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웹 기반

증례기록서(web-based case report form, web-CRF)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는 Human Research Network in Anesthesiology를 결성하여

오픈클리니카 운용을 위한 서버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오픈클리니카의 개요 

 

 

임상자료 관리시스템 (clinical data management system or CDMS)은 임상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임상 연구를 위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가

적합한지 검사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고, 저장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CDMS를

구축은 각각의 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결국 비용과 기반시설, 장비 설치,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며, 또한 이를 개발하고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는 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어떤 장치에서도 실행되는 것이 선호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오픈 소스의 경우 싸고,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제약이 없으며, 다른 시스템과 좀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등의 잠재적인 장점이 있게 된다.

 



 

 Table 1. 오픈클리니카 관련 인터넷 주소

 

Akaza Research에서 개발한 오픈클리니카는 무료이며, 오픈소스이며,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임상 연구들을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임상자료를 입력하고 적합성 검사를 할 수 있고, 자료 추출이 가능하며, 연구를 감독하고,

검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 프로토콜에 따른 임상연구의

조직화가가능하며, 엑셀 템플릿을 이용하여 CRF를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웹에서 입력된

자료들을 엑셀이나 SPSS 등의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픈클리니카의 자세한 설명은 Table 1의 사이트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오픈클리니카의 설치 및 접속

 

 

오픈클리니카는 현재 3.3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 커뮤니티 버전은 리눅스나 윈도우

운영체제의 컴퓨터나 서버에 설치할 수 있다. 오픈클리니카 설치를 위해서는 JAVA와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위해 Oracle이나 PostgreSQL이 필요하며, 운영을 위해 Tomcat

설치가 필요하다.

 

윈도우에 오픈클리니카 설치 

 

오픈클리니카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주소로 접속한 후 설명에 따라 JAVA, PostgreSQL,

Tomcat을 설치 한다. 홈페이지에 오픈소스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https://docs.openclinica.com/installation/install-openclinica-3.3-windows



 

오픈클리니카를 설치하기 위한 자세한 준비와 방법에 대해서는 위 주소의 설명서를

참고하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윈도우에 설치된 오픈클리니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Tomcat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다음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http://localhost:8080/OpenClinica

 

대한마취약리학회 오픈클리니카 서버로의 접속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는 human research network를 형성하여 오픈클리니카 서버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마취약리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human research network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픈클리니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을 수 있다.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 운용중인 오픈클리니카 서버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210.122.4.206:8080/OpenClinica

 

여기서는 대한마취약리학회 오픈클리니카 서버로 접속한 후 사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

 

 

오픈클리니카 시작하기

 

 

오픈클리니카 초기 접속 화면

 

대한마취약리학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초기화면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오픈클리니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Fig. 1). 

 



 

 Figure 1. 오픈클리니카 접속 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

 

홈페이지 페이지 상단에는 현재 과제의 이름(Name of Current Study), 과제 및 사이트

변경(Change Study/Site), 사용자 이름과 역할(User Name and Role), 로그 아웃(Log

Out)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 바로 아래 네비게이션바(Navigation Bar)는 오픈클리니카의

주요 기능에 엑세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가용한 기능은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피험자 매트릭스(Subject Matrix)는 현재 과제 혹은 사이트 내 모든 피험자에 대한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는 표이며, 노트 및 불일치(Notes & Discrepancies) 쿼리나 불일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임상시험 자료의 정확성(accuracy)이나 무결성(completeness)을

확인(verification)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도구 세트는 과제의 자료를 획득(capturing),

모니터링(monitoring) 및 관리(managing)할 때,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깃발 표시를 하거나(flag) 추적하기(track) 위하여 사용하며,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예를 들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와 모니터 요원 간)을 원활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때도 사용한다. 과제점검로그(Study Audit Log) 는 과제 내 피험자에 대한

동작 이력(history)을 제공해준다.

오픈클리니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동작 메뉴를 보려면 작업(Tasks)을 클릭하면 되는데, 각

동작은 그룹화되어 작업 메뉴 내의 모듈로 들어가 있다. 작업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과

아이템(item)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용자 역할(user Role)에 따라 달라진다.

 

과제 구축 및 변경

 

오픈클리니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새로운 과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과제 세부사항, 증례기록서, 이벤트 정의, 피험자 군 종류, 규칙, 사이트나 사용자를 만들거나



편집하려면 과제구축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Task 버튼에서 Study setup – Build

Study를 클릭하여 과제 구축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한다(Fig. 2).

 

 

 Figure 2. Task 버튼에서 Study setup – Build Study를 클릭하여 과제 구축 페이지로 들어가는 화면

 

과제 편집 세부사항 만들기

 

과제구축 페이지로 들어가면 주요 작업(main Tasks)과 각각의 상태 정보, 세부사항 보기,

새 요소 만들기, 기존 설정 편집하기 옵션이 하나의 표에 제시가 된다. 만약 필요하다면 과제

상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과제를 만들 계획이라면 상태를 디자인(Design)으로 설정하고,

과제를 이미 만들었고 편집 중이라면, 상태를 가용함(Available)로 설정하면 된다.

다음으로 Create study 항목으로 들어가서 과제 설명과 상태 섹션(Study Description



and Status Section), 조건과 적합성 섹션(Conditions and Eligibility Section), 기관정보

섹션(Facility Information Section), 관련정보 섹션(Related Information Section), 과제

모수 구성 섹션(Study Parameter Configuration Section)을 입력한 후 승인을 누른다(Fig.

3).

 



 

 Figure 3. Create study 항목에서 과제 설명과 상태 섹션(Study Description and Status Section),

조건과 적합성 섹션(Conditions and Eligibility Section), 기관정보 섹션(Facility Information



Section), 관련정보 섹션(Related Information Section), 과제 모수 구성 섹션(Study Parameter

Configuration Section)을 입력하는 화면

 

증례기록서 생성 및 변경하기

 

오픈클리니카 증례기록서에는 일정한 템플릿 형식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오픈클리니카 증례기록서 템플릿은 5개의 워크시트(CRF, Sections, Groups, Items,

Instructions)가 있다. 이 중 네 개의 워크시트(CRF, Sections, Groups, Items)는

증례기록서를 만들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용도이고, 나머지 다섯 번째(Instructions)는

템플릿의 필드마다 안내문을 제공하는 용도이다. 오픈클리니카 커뮤니티 버전에서 제공하는

무료 증례기록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서에 맞는 증례기록서 파일을

완성해 가면 된다. 우선 샘플증례기록서 (SAMPLE_PHYSICALEXAM_ENGLISH.xls) 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Fig. 4). 

 

https://docs.openclinica.com/sites/fileuploads/akaza/cms-docs/SAMPLE_PHYSI

CALEXAM_ENGLISH.xls

 

템플릿은 Microsoft Excel 2003버전(*.xls) 파일로만 편집이나 저장이 가능하다.

 

 

 Figure 4. CRF 작성 창. CRF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다.

 

CRF sheet 작성

 

CRF sheet에서는 4개의 열이 존재하는데, “CRF_NAME”은 오픈클리니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CRF 중 원하는 연구를 구별하고 식별을 할 수 있는 증례기록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Fig. 5). “VERSION”은 증례기록서의 버전을 정의할 수 있으며,

“VERSION_DESCRIPTION” 이나 “REVISON_NOTE” 는 해당 버전의 증례기록서가

만들어지고 수정된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Figure 5. CRF 작성창. CRF의 이름과 버전, 수정기록을 기록한다.

 

Sections sheet 작성

 

증례기록서에 자료를 입력할 때 페이지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 구분되는 페이지

구분을 Section sheet에서 정하여 증례기록서에 사용할 적절한 섹션을 나눌 수 있다(Fig. 6).

 

 

 Figure 6. Sections sheet 작성창

 

“SECTION_LABEL” 은 워크시트 내에서 고유한 구분 페이지의 제목을 입력하며, 빈칸이

없이 입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SECTION_TITLE” 은 자료입력 시 각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제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통상 SECTION_LABEL과 동일한 값을 입력해 주는 것이

관리하는데 편하다.

Sections sheet를 디자인 할 때는 섹션이 너무 많으면 연구원이 결과를 입력할 때 여러

페이지를 넘나들어야 하고, 특히 자료가 많을 경우 페이지 전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일 작성한 기록들은 가급적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줄 필요가 있다.

  

Items sheet 작성

 

증례기록서 작성의 핵심이 되는 실제 입력할 항목들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sheet이다.

“ITEM_NAME”은 자료 요소의 고유한 레이블 혹은 변수명이며, 나중에 오픈클리니카에서

입력된 자료를 export할 때 여기에 적힌 이름으로 export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영문 또는

숫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소문자가 구분이 된다. 기호(예: !)나 특수문자(예: -, \)가

들어가거나 빈칸이 있으면 만들어진 템플릿을 오픈클리니카에 올릴 때 error가 발생한다(Fig.

7).



 

“DESCRIPTION_LABEL”은 아이템의 설명 혹은 정의를 적는 필드이고, 빈칸으로 두면 안

된다.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적어 놓으면 항목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증례기록서에는 안보이나 자료 사전(data dictionary)에는 보인다 (Fig. 7).

“LEFT_ITEM_TEXT”, “RIGHT_ITEM_TEXT” 는 증례기록서 입력란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서술형 텍스트로서 흔히 질문 형태로 표현하거나, 증례기록서 필드 입력란에 대한

서술형 레이블로 표현된다 (Fig. 7). “UNITS”는 수집되는 값의 종류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증례기록서 입력 필드 오른쪽에 보인다. 자료를 kg 단위로 수집하려고 한다면, 이 필드에서

단위를 킬로그램(kg)으로 지정할 수 있다 (Fig. 7). 

“SECTION_LABEL” 은 Sections sheet에서 구분하였던 기준들을 입력한다(Fig. 7).

동일한 섹션에 같이 있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자가

자료를 입력할 때, 섹션의 아이템들은 한 페이지에 모두 디스플레이 되고,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보인다. 워크시트의 모든 아이템들은 증례기록서의 섹션에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

 

 

 Figure 7. ITEM sheet에서 ITEM_NAME, DESCRIPTION_LABEL, LEFT_ITEM_TEXT, UNITS,

RIGHT_ITEM_TEXT, SECTION_LABEL의 입력. 결과물에서 Section이 분리되어 나타난다.

 

여러 아이템들은 한 아이템 그룹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입력하였던

“GROUP_LABEL” 을 사용한다. 또한 특정 아이템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헤더를 지정할 때



“HEADER”를 입력하면 볼드체로 나타나게 되며, 헤더 밑에 사용되거나 헤더와는 무관한

텍스트를 나타내기 위해 “SUBHEADER” 를 입력하면 텍스트는 선으로 구분되며, 회색

배경으로 표시된다. “COLUMN_NUMBER” 를 설정하여 자료 입력 페이지 (Data entry

screens) 의 항목 배치를 결정하고, 만약 아이템이 보이는 페이지를 종이 문서와 같이 여러

페이지로 설정하려 한다면 “PAGE_NUMBER”를 사용한다. 각각의 아이템에 질문 순서를

붙이고 싶다면 “QUESTION_NUMBER” 를 사용한다(Fig. 8).

 

 

 Figure 8. HEADER, SUBHEADER를 지정하는 모습과 그 출력 결과

 

“RESPONSE_TYPE”을 설정하면 입력 자료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데, Text, textarea,

single-select, radio, multi-select, checkbox, calculation, group-calculation, file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중 check를 하도록 하는 항목에 대하여

“RESPONSE_OPTIONS_TEXT” 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옵션으로

사용될 값을 콤마로 구분한다(Fig. 8). RESPONSE_OPTIONS_TEXT에 대응되는 값을

“RESPONSE_VALUES_OR_CALCULATIONS” 에 입력을 하는데, 옵션과 값의 수는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증례기록서를 쉽게 만들기 위하여,

RESPONSE_OPTIONS_TEXT와 RESPONSE_VALUES_OR_CALCULATIONS 값이

동일할 경우 “RESPONS_LABEL” 을 지정해 놓으면 동일한 값을 적어서 반복하면 된다.



“RESPONSE_LAYOUT” 의 값을 Vertical을 선택하면 아이템들을 하나의 열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보여주고, Horizontal을 선택하면 하나의 행에서 아이템들을 좌에서 우로

보여준다(Fig. 9) .

 

 

 Figure 9. RESPONSE_TYPE과 그 값들을 설정하고 RESPONSE_LAYOUT으로 출력물의 모양을

결정하는 화면

 

“DATA_TYPE” 을 이용하여 값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VALIDATION”을 통해

자료를 입력 시 입력 값에 대한 논리오류 확인(edit check)을 실행하는 수식을 지정할 수 있다.

함수형태로 식을 짜 주어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값이 입력될 경우 error message를 내는

형식인데, 예를들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만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func: func(args) =

func: range(1, 10) 로 적으면 그 이외의 값을 입력하면 error message를 내보내게 된다.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입력할 때 나타내는 메시지는

“VALIDATION_ERROR_MESSAGE” 에 지정한다.

증례기록서 생성이 완료 후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면 증례기록지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Fig. 10). 이 화면에서 증례기록지를 편집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하거나,

이전 버전을 제거하거나, 복구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Figure 10. 증례기록지 관리 화면.

 

증례기록지 생성 완료 후 관리 화면에서 증례기록지가 생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증례기록지가 입력자의 화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Fig. 11).

 



 

 Figure 11. 증례기록지 검토 창에서 증례기록지 생성 확인 및 실제 입력창 확인 

 

이벤트 정의 만들기 및 변경하기

 

만약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하여 각각의 시점마다 증례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당뇨약을 지속 복용하면서 추적관찰 할 때마다

활력증후, 순응도, 혈당기록 등 증례기록지를 매번 작성한다고 한다면, 방문 시점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해서, 이벤트의 모수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증례기록서를 선택할 수 있다.

현 과제에 대하여 이벤트 정의를 만들려면, 작업메뉴(Tasks)-과제 구축(Build Study)에서

이벤트 정의 만들기(Create Event Definitions) 작업으로 들어가서 실행하면 된다. 각

이벤트의 이름(예를 들어 최초 방문, 1개월 추적 방문 등)을 지정한 후 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이를 반복해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정, 그 조사가 예약 후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예약 없이 시행될 것인지(예를 들어 갑작스런 유해사례 발생 등) 등에 대해 지정을

한다(Fig. 12). 

 

 

 Figure 12. 이벤트 정의를 하는 모습과 이벤트 생성의 워크플로우 과정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과제 이벤트 정의-증례기록서 선택(Define Study Event - Select

CRFs)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현재 입력된 오픈클리니카 시스템의 모든 증례기록서가 다

보이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이벤트 정의에 포함될 증례기록서들을 선택한다 (Fig. 13).

 

 



 Figure 13. 이벤트 정의에 사용될 증례기록서를 선택하는 모습

 

그 다음 과제 이벤트 정의-증례기록서 선택-디폴트 버전 선택 (Define Study Event -

Select CRFs - Select Default Version) 페이지가 열리면 선택된 증례기록서마다 모수가

나열되게 되는데, 선택한 증례기록서마다 모수를 설정한다(Fig. 14).

 

 

 Figure 14. 이벤트에 따른 증례기록서의 모수를 설정하는 화면. 증례기록지가 필수인지, 두번씩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지, 비밀번호 설정을 할 것인지 등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이벤트 정의 확인(Confirm Event Definition) 페이지가 열리면 이벤트 정의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 및 종료(Confirm and Finish)를 클릭하여 이 이벤트 정의를 완료하면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정의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면 각 이벤트의 정의를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

 

피험자 군 종류 만들기 및 변경하기

 

군 종류를 좀더 다양하게 나누어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피험자 군 종류 만들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군(Treatment Group)이라는 피험자 군

종류를 만들고, 이 군 종류 안에 Regimen I, II, III의 세 가지 피험자 군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한 과제 안에 여러 개의 군 종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위 실험에서 연령에

대하여도 군 종류를 만들고, 이 안에 청소년(Adolescent), 성인(Adult), 노인(Elderly) 군을

포함하는 등 군을 지정할 수 있다.

피험자 군 종류와 군 종류의 군을 만들려면, Tasks > Build Study를 선택하여 과제

구축페이지에서 군의 이름, 종류(Type), 군 배정이 필수옵션인지, 각 군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지정하고 피험자 군 종류 확인(Confirm Subject Group Class)을 클릭하면 된다(Fig. 15).

 

 



 Figure 15. 피험자 군 종류 만들기

 

오픈클리니카 과제 사이트 만들기

 

오픈클리니카에서, 사이트는 대개 피험자가 배정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사이트는

피험자가 배정되는 다른 조직일 수도 있다. 한 과제에 복수의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이트는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병원일 수 있다. 해당 과제의 이벤트 정의는 그 과제의



사이트에도 배정된다. 피험자는 사이트에 배정되고, 그 사이트의 이벤트에 예약된다.

오픈클리니카 사용자는 여러 사이트의 정보에 엑세스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며, 전체적인

과제수준에서 자료에 엑세스 하도록 배정될 수도 있다.

과제를 만들 때, 장소가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사이트를 만들고, 피험자를 과제보다는

사이트에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권한에 가용한 옵션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과제가 확장될 때 쉽게 사이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과제를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과제로 변경한 후

Tasks- Build Study를 선택하여 과제구축 페이지로 들어간다. 사이트 이름을 정하고 Unique

protocol ID를 입력하는데 이는 ClinicalTrials.gov와 같은 사이트에 등록된 아이디를

넣으면 된다.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은 모두 처음 스터디를 만들 때 입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Fig. 16).

 

 



 Figure 16. 새로운 사이트를 생성하는 화면

 

이와 같이 사이트 생성까지 끝마치면 초기 화면에서 사이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터디 입력을 위한 준비가 끝나게 된다(Fig. 17).

 

 



 Figure 17. 새로운 스터디가 생성되어 Subject Enrollment By Site 화면에 추가된 것이 보인다.

 

 

자료의 입력과 추출

 

 

자료의 입력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험자를 추가한 후 각각의 피험자의 이벤트를 예약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증례기록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피험자 매트릭스에서 새 피험자 추가(Add

New Subject) 링크를 클릭하면 새 피험자 추가 페이지가 열리는데, 레코드에서 개체

아이디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연구에 따라 수동으로 입력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피험자

ID를 입력하여 식별하도록 할 수 있다(Fig. 18). 등록일을 입력하고, 성별을 선택한 후, 과제

설정에서 피험자 군의 종류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Add를 클릭하여 해당 피험자를 과제에

추가한다.

다음으로 이벤트 스케줄(Schedule an Event)을 짜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방문을 해야 하는

연구의 경우 각각의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본 예와 같이 하루에 모든 측정이

끝나는 경우 단회(non-repeating) 발생형이며, 실험일로만 지정하면 된다(Fig. 18).

 

 



 Figure 18. 새 피험자를 추가(Add New Subject)하고 이벤트 스케줄(Schedule an Event)을

짜는 과정.

 

피험자가 등록이 되면 증례기록서에 자료를 입력(Enter Data Into a CRF)한다.

증례기록서를 여는 방법으로는 피험자 매트릭스에서 증례기록서를 완료하여야 하는 피험자와

이벤트를 찾고, 해당 이벤트의 셀 안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자료

보기/편집(View/Enter data)를 클릭하면 된다(Fig. 19). 이 후 증례기록지가 열리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해당 증례기록서에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증례기록지의 마지막 섹션에서

증례기록서 완료 표시 체크박스(Mark CRF Complete checkbox)를 선택하고 확인 대화

박스(confirmation dialog box)의 OK를 클릭하면 입력이 모두 완료된다(Fig. 19).

 



 

 Figure 19. 피험자 메트릭스에서 증례기록지로 들어가 작성을 완료하는 모습.

 

자료의 추출

 

자료추출 모듈(Extract Data module)에서 자료의 기준을 지정하고(자료 세트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맞는 자료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다. 또한, 내보내기 할 자료를 표준 파일 포맷으로 선택한 다음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준을 변경하고 갱신된 자료세트 정의에 따라서 새 자료세트를 만들 수 도 있다. 



자료추출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세트 만들기(Create Dataset)를 시행하여 현 과제나

사이트에서 자료세트를 정의하여야 한다. 자료세트 정의하기(Define Dataset)는 Tasks -

Create Dataset을 선택하여 자료세트를 만들도록 진행(Proceed)을 클릭하면 아이템

선택하기(Create Dataset: Select Items)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Info 사이드바 패널에서,

이벤트를 클릭하고 자료세트 정의에 포함하고자 하는 이벤트의 증례기록서를 클릭하면

된다(Fig. 20).

 

 

 Figure 20. 자료세트 작성화면. 왼쪽 Info 창에서 원하는 이벤트의 증례기록서를 선택한다.

 

이벤트 증례기록서를 클릭하면, 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자료세트 정의에 포함할 수 있는,

이벤트 증례기록서 내 모든 아이템과 증례기록서를 만들 때 정의되었던 메타자료들이

열거된다(Fig. 21). 자료세트 정의에 포함할 각 아이템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거나, 모든

아이템 선택하기(Select All Items)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저장하고 범위 정의하기(Save and

Define Scope)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범위 정의하기(Create Dataset: Define Temporal

Scope)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자료세트에 넣고 싶은 기간의 날짜 범위를 설정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자료세트 속성 설정하기(Create Dataset: Specify Dataset Properties)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정의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옵션으로, 아이템 상태를 변경하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자료세트 속성 확인하기(Create Dataset: Confirm Dataset

Properties)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름과 설명을 확인하고 확인 및 저장을 클릭하면

된다(Fig. 22).

 



 

 Figure 21. 자료세트 작성에서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는 화면.

 



 

 Figure 22. 자료세트 속성을 지정하는 화면.

 

자료세트 작성이 완료되면 자료 내려 받기(Download Data)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원하는 파일 포맷의 지금 실행(Run Now)을 클릭하면 오픈클리니카는 해당 자료세트 파일의

링크가 들어 있는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Fig. 23). 오픈클리니카에서는 XML, HTML, Excel,

SPSS data 형식 등으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자료세트 파일의 자료는, 해당 파일이 생성될 당시의 오픈클리니카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하지, 파일을 내려 받기 할 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료세트 파일 이름에 포함된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참고하면 된다.

 

 



 Figure 23.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화면.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클릭 할 경우

이메일로 자료의 링크가 전송된다.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료가 다운로드 된다.

 

 

대한마취약리학회 Human Research Network in Anesthesiology 이용

 

 

대한마취약리학회 Human Research Network in Anesthesiology 가입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여 OpenClinica를 이용한 e-CRF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여 정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다음

e-CRF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pplication Form을 작성한 후 학회로

제출하면 된다 (Fig.24).

 



 

 Figure 24. 대한마취약리학회 홈페이지 내의 Human Research Network in Anesthesiology 가입창

 

일단 가입을 한 후 학회 서버의 OpenClinica를 이용한 e-CRF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으로 각각의 study를 build 하기 위해서는 학회로 의뢰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OpenClinica 내에서 study build의 권한은 관리자(administrator)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결론

 

 

전자 증례기록지의 사용이 수 년전부터 대두되어왔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e-CRF들을 임상시험에 맞게

수정하고 설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 커뮤니티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클리니카는 개인 연구자가 쉽게 임상시험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웹 기반

증례기록서(web-based case report form, web-CRF)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오픈클리니카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증례기록지 입력을 위한

세세한 설정이 가능하며, 자료의 적합성 검사, 전자서명, 각각의 연구자들을 지정하여 역할

분담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다기관 임상시험 시 쉽게 협력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사이트

분류를 설정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연구를 생성하고 증례기록지를 제작, 사이트를 만드는데 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위한 공부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작성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전자증례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록된 자료들을 편리하게 추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클리니카는 전자 증례기록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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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 REDCap

Jeongwoo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 서문

 REDCap은 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EDC: 전자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약자로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임상 및 중개연구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위한

메타데이터  중심의 EDC 이며 workflow 의 방법론이다. 2014년 현재 85개국 1172개의

협업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다. RED Cap을 이용한 프로젝트는 171,000명 이상의

end-user 에 의해 129,0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RedCap 소개는 충남대학교병원의

박상일 교수가 redcap시스템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국문 자료이다. 일부 내용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요약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일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비록 홍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REDCap을 이용한 국내

연구가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이용자는 앞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인지기능 연구실, 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실험실, 가천의대

길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마취약리 실험실 순서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할 내용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e-mail (jw88lee@gmail.com) 등으로 해주길

바란다.

2. 역사

미국의 NCRR 과 NIH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의해 Vanderbilt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NIH의 CTSA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문헌상으로는 2006년 7월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에 소개가 되었으며, 2004년 8월부터 2008년까지는 임상연구만 지원하였으나,

이후 개발이 지속되어 현재는 기초연구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3. 일반적인 특징



 

 

3.1. 웹 기반 그리고 보안

 

계정은 REDCap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버의 인트라넷/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만들

수 있다. 접속하면 프로젝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PC 뿐만 아니라

mobile 기기(smart phone/tablet)로도 접근할 수 있다. 계정마다 데이터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저장된 데이터는 매일 밤마다 백업 (backup)이 이루어진다. 데이터의 입출력관 변환이

이루어지면, 행위가 이루어진 ID와 시간, 그리고 변환 내용을 기록하는 audit

trail(감사추적)이 가능하다. 통계 분석 등을 위해서 데이터를 서버에서 출력하거나 내보내게

될 경우 환자 정보와 관련된 id를 미리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출력할 수 있다.

 

3.2. 비용

 

Consortium partner가 되면REDCap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이 모두

무료이다. 

 

3.3. 준수

 

FDA의 전자기록에 대한 규정인 21CFR part 11을 준수한다.

 

3.4. 교육

 

REDCap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사용에 지장 없을 정도로 쉽다. 레드캡

프로젝트 서버(project-redcap.org)나,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되면, 로컬서버의

메인 페이지에도 교육에 필요한 동영상이 제공된다. 이뿐만 아니라 메인 메뉴에는 HELP &

FAQ 형식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

 

3.5. 지원

 

REDCap은 php로 만들어져 있으며, 프로그래밍언어를 아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다.  주 1회 webinar가 있으며, 연 1회 연례 세미나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버전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현재 버전 5.7.4)

 



3.6. 기타

 

데이터 베이스 설정이 매우 유연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CRF를 생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집하는 동안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On-line designer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CSV형태로 제작된 데이터 입력 폼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다. 

 

 

4. REDCap에서 사용되는 용어

 

 

• Arms: group events into 'arms‘; there may be one or more arms/groups per

project. Each arm can have as many events as needed.

• Branching logic: 특정조건에서 filed나 질문이 가려지도록 하는 기능. 예를 들어 생리

주기와 관련된 질문일 경우 성별에서 남성을 선택하게 되면 관련 질문이 보이지 않도록 함.

• Calendar:  환자나 자원자의 추후 방문과 같은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달력 기능.

• Data Dictionary(데이터 사전): 주어진 프로젝트의 filed가 포함된 엑셀파일. 

• field(영역) or variable(변수) or question(질문) 은 종종 혼용되는 용어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데이터의 고유 항목을 표현한다.

• File repository(파일 저장소):  프로젝트를 위해 수집되거나 검색된 파일이나 텍스트의

저장소. 데이터의 출력이 있을 때 마다, 프로젝트의 파일저장소에 관련 데이터와 구문(syntax)

저장됨.

• (Data Collection) Instrument: 데이터 입력이나 설문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형식.

데이터 수집도구

• Logging: audit trail을 할 수 있는 module.

• Project status: 개발단계(development), 생성단계(production), 초안단계(draft),

비활성 단계(inactive), 보관단계(archived)

 

 

5. REDCap을 이용한 연구프로젝트 시작하기

 

 

REDCap은 프로젝트 진행 상태에 따라서 5가지 mode로 나뉠 수 있다.

• Development mode: 프로토콜 초안을 작성하여, REDCap에서 test project 작성 후

test data 입력 및 이상유무 확인, user 권한 부여, calendar schedule 작성.



• Production mode: 최종 프로토콜 작성, 실제 데이터 입력, 입력 중 데이터 리뷰 가능

• Inactive(선택적) mode: 데이터 입력은 불가능하며, Production mode로 전환이

가능함, 데이터를 보고 분석이 가능해짐.

• Archive mode: 프로젝트는 종결. 데이터 분석 완료된 상태, My Project list에서

삭제됨

• Draft mode: Production mode 중 프로토콜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프로토콜 변경 중

데이터 입력 가능.

 

 

 5. 1. Project-Online designer 만들기

 

5.1.1. Development mode

 

 

계정 발급을 받은 후 로그인한다. 발급된 임시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변경 한다.

로그인한 후 첫 화면이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메뉴 탭에서 Create New Project 탭을

클릭한다.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선택한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Practice/ Just for fun, Operational Support, Research, Quality

Improvement, Others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가 연구목적이면 Research를 선택한다. 

 

 

 

Research를 선택하면 세부사항이 표시된다. 책임연구자의 신상정보, IRB number, 연구의

종류 및 목적 등을 기입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폼을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template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제에 적절한

template를 선택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Template은 REDCap 로컬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서버관리자(superuser)라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template list에 추가할 수

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project template은 (version 5.7.4 기준) 아래와 같다.

• Basic Demography

• Classic Database

• Human Cancer Tissue Biobank

• Longitudinal Database (1 arm)

• Longitudinal Database (2 arms)

• Multiple Surveys

• Multiple Surveys(longitudinal)

• Piping Example Project

• Project Tracking Database

• Randomized Clinical Trial

• Single Survey

 

Template 중에서 Classic Database가 선택되었다.  Template 선택한 후 하단의

Create Project 아이콘을 클릭한다. 

아래 그림처럼 프로젝트 setup 창이 활성화된다.

 

 

 Main Project setting 항목은 이전 화면에서 설정했던 정보이며, 바꿀 내용이 없다면

I`m done! 을 클릭한다. 



데이터 입력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Design your data collection instruments 에서

Online Designer를 클릭해야 한다.

REDCap Shared Library (http://www.project-redcap.org/library/index.php) 를

통해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Online Designer 클릭하면 다음 창이 활성화된다.

 

 

Online Designer 화면을 보면 좌측에 Date Collection Instrument가 있다. 데이터

수집도구로서 데이터 입력하기 위한Instrument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필요한

Instrument가 있으면 추가할 수 있다.

 

 



 

Online Designer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엑셀에서 직접 만든 파일을 업로드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REDCap에서는 이를 Data dictionary라고 한다.

 

 

 

Instrument 의 데이터 변수인 Fields를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한다.

 



 

 

이중 Study ID 는 연구자가 임의로 기입을 할 수도 있고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다. 위의 그림처럼

노란색 바탕화면의 이름은 Section header 이며 회색 바탕의 굵은 글씨는 Field label 작은

글씨는 Variable name 이다. 연구가 종료된 뒤 DATA EXPORT 시에는 Variable name 즉

변수명만 나타난다. 각 Field Label 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 Edit/ Copy/ Branching

Logic/ Move/ Delete Field 를 수행할 수 있으며, Move 의 경우 마우스의 drag 로 대신할

수도 있다.

<Return to list of Data Collection Instruments를 클릭하면 앞의 메뉴로 돌아간다.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과 맞게 Month 단위로 있던 Instrument는 삭제하였다.

디자인에 맞게 같은 측정 변수를 입력할 수 있다. 만일 반복 입력(Longitudinal Data

form)이 필요할 경우, Instrument name을 각 측정 시간(baseline, 1st(or 30sec), 2nd(or

1min)……)으로 설정한 뒤, 각 Instrument 내의 Fields 구성을 동일하게(sampling time,

sample number or code, SBP, BIS, Concentration……) 설정할 수도 있고,

Instrument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명으로 각각 설정할 수도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스프레드시트(CSV) 형태로 EXPORT가 되어 각 Variable name 에 따라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각 측정 변수 명을 Instrument name으로 설정해보기로 하겠다. 중앙

상단의 Create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Instrument를 생성할 수 있다.

 

 

 



Baseline Data Instrument 다음에 sampling time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Instrument를 만들어 보자.  해당 Instrument를 클릭하면 다음처럼 Field가 하나도 없는

sampling time Instrument 창이 나타난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Field를 10개 정도 생성해 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Field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난다.

 

 

Field type을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이 13의 선택항목이 나타난다. 대부분 변수 입력은 Text Box를 선택하면 된다.

성별과 같은 경우는 Drop Down을, VAS의 경우 slide bar 가 표시가 되며, BMI(체중과

신장의 함수)나 기타 기존 입력 값으로 계산이 가능한 변수를 생성해야 할 경우 Calculated

Field를 선택하면 된다. 함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센터의 REDCap설명문을 살펴보면,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별도의 Database에서 데이터를 IMPORT해야 할

경우 Dynamic Query(SQL)를 사용하면 된다. SQL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Text Box 를 선택하고 Field Label은 우선 time 이라고 적는다. 출력하여 분석할 때

사용하려는 변수 명은 자동생성을 클릭해도 되고, 수기로 입력해도 된다.

    



 

Validation을 클릭하면 입력 가능한 변수 형태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프로젝트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YMD-HMS를 선택하였다.  

 



 

다음 항목에는 Minimum 과 Maximum이 있다. REDCap의 특징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입력 값이 BIS이면 정수(integer) 이면서 0~100사이의 값만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실수로 범위 이외의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Required? 는 입력이 반드시 필요한 값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 Yes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값을 입력할 수 없게 된다. Save 를 클릭하면 저장된다.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면    를 클릭하여 원하는 개수만큼 Field를 만들 수 있다.

Field가 모두 생성되었다면 각 Field 마다   를 클릭하여 Field label과 Variable name을

변경하면 된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릭한 현재 시간이 입력된다.

 

다음으로 Instrument에 Concentration항목을 추가해보기로 하겠다. 농도 특징상 단위에

따라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데 편의상 정수로 설정하고 최소값: 0, 최대값: 200으로

제한하였다. 

 

 



 

 Data Collection Instruments을 보면Instrument 항목에 sampling time과

Concentration 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한 작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아이콘을

클릭해 보자. 

 

 

 

Instrument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I’m done! 아이콘을 클릭한다. 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ndom allocation/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다수인 경우 각 user(계정)별 권한

부여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정 단계가 있다.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다. 

Project Setup의 하단을 보면 Test your project step이 있다. 이는 Online

Designer에서 Preview instrument 아이콘을 클릭하고,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Test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I’m done! 아이콘을 클릭하고, Move project to

production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Production Mode로



넘어간다.

 

5.1.2. Production mode

Production mode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한다. 여기에 입력된 자료는 R 의 nlme

package 의 dataset 인 Remifentanil data이다. 

Rstudio에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CSV 형태로 저장을 하여 REDCap에서 사용해 보자.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이 된 프로젝트가 나타난다.

해당 프로젝트의 상태가   표시 되어 있다면 Production mode에서 실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며 좌측 메뉴의

Add/Edit Records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Enter a new or existing Study ID에 연구 대상자의 ID를 기록한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정보 입력 후 입력의 완료 여부에 따라서

Incomplete/Verified/Complete를 선택한다. 만일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아이콘을 체크한다. Lock 설정을 한 user 이외에는 데이터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뀐다. 다음 Instrument 로 이동하려면 Save and go to Next Form 아이콘을 클릭한다. 

 

 



 

데이터 입력 도중 좌측 메뉴의 상단의 Record Status Dashboard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입력 중인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완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5.1.3. Inactive mode and Data Export

데이터 입력이 완료 되고, 좌측 메뉴의 Project Setup 아이콘을 클릭하면  

 

 

 

탭이 표시가 된다. 이 탭 중 Other Functionality선택하게 되면 Project Tools에 다음과

같은 선택항목들이 나타난다.

 

 



 

더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하려면 Move to inactive status 아이콘을

선택하고, 분석이 끝나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Archive the project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Inactive mode 로 전환하면 project status에    표시된다.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CSV형태로 전환하여 Export 할 수 있다.

 

  

Data Export Tool을 클릭한다. 

 



 

모든 데이터를 Export 하려면 Simple Data Export를 선택하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Export 하려면 Advanced Data Export를 선택하면 된다.

Advanced Data Export tool에서는 연구자가 각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Export하실 수 있으며, De-Identification Options이 있어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제거한 후 Export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통계 소프트웨어에 맞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5.1.4. Draft mode

 

 

5. 2. Build a project – Using Upload Data Dictionary

 

엑셀에서 Data dictionary를 작성한 후 upload 하여 data collection instrument 를



만들 수 있다. Main Project Setting은 앞에서 설명한 Online library를 이용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이 화면에서 Upload Data Dictionary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을 Upload 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엑셀 형태로 저장하였거나, Longitudinal study 처럼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 입력 폼을 만들고자 할 때, 반복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변수들을 Instrument 하나에 저장한 뒤   를

클릭하여 해당 변수들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입력 폼을 구성하면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 

 

 

 

15,16,17행의 sampling time, concentration, BIS를 복사해서 샘플 횟수만큼(10회)

만들면

 

 

 

복사 후A열(Variable/Field name: variable name)과 B 열(Form Name: Instrument

name)을 순서대로 바꾸어준다. 

 

 



 

저장하고 Upload한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Form Name의 첫 글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

 

 

 

Commit change 를 클릭하면 데이터 입력 폼이 반영된다.

 

 



 

이후의 순서는 이전의 Online designer를 이용한 프로젝트 작성과 동일하다.

 

 

 

 

6. 맺음말

 

 

REDCap은 온라인에서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신속하고 유연한 프로젝트 개발과 처리 과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모든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연구자에게 편하고, 능률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프로그램의 활용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 소개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임상 연구에서의 REDCap 이점을 이해하게 되어서



REDCap을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가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Clinical data registry for a retrospective study

 

Chulwoo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임상의 한 분야를 오랜 기간 수행하는 임상가로서 자기가 경험한 임상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욕구는 비단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의 환자 케이스 수집이나, 투약이나 처치에 따른 장기간의 경과 관찰을

하는 내과의사들의 follow-up chart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로서 내가 수술 중에 온갖 노력을 다해 관리했던 환자들이 수술 후에 어떤

경과를 가게 되고 그 경과에 나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축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와 비교함으로써 나의 행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2014년 미국 마취과학회에서는 환자 치료 성과와 마취 관련 데이터와의 관련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Big Data, Big Opportunity: Anesthesiology 2.0” 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Anesthesia Quality Institute를 설립해 National Anesthesia Clinical

Outcomes Registry (NACOR)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마취를 받는 모든



환자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Icahn 의대 Levin 박사는

“빅데이터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10년 후에는 우리 그룹에게 리더쉽과 전문성을

더해 주고 최적화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고 논평하였다.

임상 환자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clinical data registry의 구축은 과거의

행위로부터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전향적 또는 후향적 연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할 때 최초로 맞닥뜨리는 고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임상자료 레지스트리 (clinical data registry)

 

 

이야기의 시작은 임상자료의 레지스트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웹페이지에서는 임상자료 레지스트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http://www.nih.gov/health/clinicaltrials/registries.htm).

 

“A registry is a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usually focused

around a specific diagnosis or condition. Many registries collect information

about people who have a specific disease or condition, while others seek

participants of varying health status who may be willing to participate in

research about a particular disease. Individuals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these registries on a voluntary basis. Registries can be

sponsored by a government agency, nonprofit organization, health care

facility, or private company. It’s always good to check first to know who

sponsors the registry or look for information on a registry’s site to know

about their sponsor(s).” 

 

이러한 종류의 레지스트리는 보통 국가, 기업, 공공 단체 등의 거대한 자본으로부터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는 레지스트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는 환자들의 데이터는 개인식별 정보가 철저히 배제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환자의 동의를 취한 후에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환자 또는 임상가들은

레지스트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http://www.nih.gov/health/clinicaltrials/registries.htm


레지스트리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의료 관련 정책 결정의 자료원이 되거나 후향적 의학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위

웹페이지의 하단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39개의 레지스트리의 링크가 있으니

링크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대규모 레지스트리는 모두 웹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임상자료 레지스트리의 개념을 잡기 위해 위의 글이 소개되었지만, 아래의 본 글에서는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레지스트리와 달리 개인 또는 소규모 연구 그룹의 임상 연구를 위한

레지스트리의 구축에 대한 것을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인 수기에 의한 기록이 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인 웹 기반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기 입력 (handwriting)

 

 

임상 자료의 장기간 보관을 위한 시도의 원형은 ‘의무 기록(medical recording)’이라

불리는 문서의 형태이며, 의무 기록의 데이터를 다시 옮겨 적는 수기 방식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기록의 방법이다. 필자가 십 여 년 전 전임의로서 맞이했던 첫 작업 또한

20년 가까이 거의 변하지 않는 포맷으로 기록되어 온 종이 기록지(데이터가 아닌 기록지 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을 요구

받았다. 수기로 기록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입력 과정의 오류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재생하는, 즉 눈으로 읽고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모인 데이터를 정리하여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해독에 할애한 시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번의 고초를 겪고

나서의 가장 급한 일은 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바꾸는 일이었다.

 

 

스프레드시트 (spreadsheet) 프로그램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은 데이터의 입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키보드를 눌러서 정확한 글자와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누가 열람하여도 똑같이

보인다. 세계 최초의 PC용 스프레드시트인 VisiCalc로부터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Excel®)에 이르기까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은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의 체계적 입력과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많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 최후의 생존자는 단연 윈도우 프로그램의 최대 히트작이라 불리는 엑셀(Excel®)이다.

필자가 엑셀 작업을 시도한 2003년 당시의 버전은 Excel® 2003이었다.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입력의 첫 단계에서의 난관은 종이에 기록된 항목들을 알아보기 쉽고 입력하기 쉽게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바꾸는 것이었다. 종이 기록지에서 가장 간편한 입력의 형태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항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행렬(matrix)의 형태이지만,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는 세로 축을

따라 환자들이 차례로 입력되고 가로 축을 따라서 각 환자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입력되는 형태,

즉 소위 말하는 horizontal data의 형태이다. 이 때 맞이하게 된 새로운 문제는 엑셀 2003

버전에서는 단지 256개의 열 만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행은 65,000개까지 지원한다).

의도하지 않게 ‘탭(tab)’ 구조에 의한 데이터의 분리라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순간이었다.

당시 입력되었던 데이터는 7개의 탭에 총 747개의 열(항목)로 이루어진 데이터였다. 엑셀

파일을 구성한 후 수 년 동안 새로운 데이터와 예전 데이터의 입력을 낮이나 밤이나 반복했던

기억이 새롭다. 엑셀로 정리된 데이터는 쉽게 통계 분석의 자료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는 입력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항목의 입력이 직관적이지 않아 실수가 많아지고

키보드를 통한 입력 과정에서 여전히 오류가 발생했다. 아울러 자료의 양이 늘어나면서 매번

파일을 열 때마다 로딩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덤으로 겪게 된 문제였다.

 

 

데이터베이스 (database)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를 입력하기 쉬운 방법을 찾던 중에 엑셀의 복잡한 서식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액세스(Access®)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도 애매하다.

좌우지간 스프레드시트 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느낀 근본적인 아쉬움, 즉 데이터의 쉬운

입력을 위한 폼(form)과 조회를 위한 쿼리(query)의 구성이 어려웠던 점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요청한 경우에만 데이터 전체를 로드하는 액세스의 기본 구조는 임상 자료의 양이

방대해진 경우에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에도

최적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액세스 프로그램의 이용은 다른 GUI 기반의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다분히 ‘프로그래밍’ 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만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액세스 공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큰 득이었지만,

시간과 자금이 넉넉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엑셀을 이용한 간편한

작업 위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web-based database)

 

 

각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lectrical medical recording, EMR)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병원 내에 업무용 컴퓨터를 다량 설치하게 되어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이

충분해졌다. 특히 인트라넷과 인터넷의 접속이 쉬운 환경이 되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수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인트라넷 상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공유 권한을 설정하여 다수의 접근자가 파일을 변경하게 하는 방법은, 설정이 쉬운

반면에 이용자들 사이의 공유 권한 충돌과 변경 로그를 추적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각광받고

있다. 더욱 빨라진 인터넷 환경, 클라우드 등을 비롯한 서버 호스팅 비용의 지속적인 하락 등과

함께 웹에서의 자료 전송에 관한 강화된 보안 프로토콜의 도입은 각종 자료를 안전하게 웹

상에 전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웹 기반의 데이터 베이스의 장점은 사용자

편의적인 인터페이스의 구성, 다양한 기기에서의 호환성으로 인한 높은 접근성, 사용자 권한의

강력한 설정, 강화된 보안, 웹 API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 기능의 추가 등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5년 전부터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면서 경험하고 고려한 주요한 사항들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구축된 웹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으로 MySQL, 웹서버로 Apache, 서버측 언어로 PHP, 사용자측 언어로

html을 사용하고 있다.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일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웹 서버 전용 호스트 구성, 강력한 관리자 계정과

패스워드의 사용, 사용자 분류에 따른 권한 차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성된다. 특히

보관된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연구책임자 만이 갖도록 한정하고 데이터의 수정과

관련한 로그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엑셀에서 액세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을 때 만난 첫 번 째 변화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화였는데, 목록값이 독립된 프레임으로 분리되어 개개의 데이터에 대한 선택이 매우 빠르고

쉽다는 점이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구조이며

환자의 리스트와 입력할 항목값들이 독립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된 프레임의 구성은 데이터의 첫 로딩시에, 데이터 전체가 아닌 목록값 만을

로드시킴으로써 빠른 접근과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의 항목값을 설정하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레지스트리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항목값의 설정은 유사 연구의 논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인구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향후 목표로 하는 후향적

연구들의 주요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의 파일럿 연구로서의 가치를



갖는 항목까지 포함하여 충분히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항목이 많아지고

입력자의 역량(시간과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빠진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의 입력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눈과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오류의 주된 원인이고 레지스트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성을 가장 많이 내포한

부분이다. 따라서 간편하고 정확한 입력을 통한 완벽한 데이터의 수집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데, 1) 항목을 입력하기 쉽게 배치해야 하고, 2)

입력값에 오류가 없도록 에러 방지책을 구현해야 한다. 입력 항목의 배치는, 수기로 입력하던

시절처럼 행렬구조를 갖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구조가 데이터 배치에 관한 한 임상가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웹페이지의 스크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빠른 입력을 위해 마우스의 사용 없이 키보드의 연속 입력 만으로 항목을 이동해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입력자의 수고를 덜기 위한 방편이다. 입력값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리스트,

체크박스, 라디오버튼 등의 항목값을 ‘선택’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기 입력을 하는 경우는 에러체크 로직을 사용하여 오류를 막도록 하였다. 숫자 특히 검사

결과값의 입력은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복사와 붙여넣기 방식을 사용하여 오류를

대부분 없앨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류값이 입력될 기회가 증가하고 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오류값의 발견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에 대한 검사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이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을

때는서버 단에서 웹 API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 정보를 표나 그래프로 구성해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쿼리에 대한 결과값만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레지스트리는

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이러한 기능은 전혀 불필요하며 서버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만을 서버에 설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른 기능은 전혀 추가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부분 만을 추출한 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마지막 작업을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웹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연구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보통 수 백 개 이상의 항목과 수 천

명 이상의 데이터가 되기 쉽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다운로드에도 부하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xml이나 엑셀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되며 바로 통계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명 규칙에 따라

항목값이 생성되고 행렬구조의 데이터가 수평구조의 데이터로 변형되어 작성되도록 하였다.

 

 

맺는 글

 

 



지금까지 개인 연구자가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자면 적당한 자금만 있으면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쉽게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처럼도 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많은 임상가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한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생각처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잘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연구의 책임자

본인이라는 사실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자신의 데이터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할 때에만 프로그래머가 그 요구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책임 연구자 본인이 기획자가 되고

아키텍트가 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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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역사에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초에 이루어진 과학적 진보들은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쏟아졌고 그 이전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혹은 생각은 해보았지만 여러 기술적, 개념적 어려움 때문에 넘기

힘들게 느껴졌던 장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특히, Technology의 발전을 통한 Computer의

발명과 이를 응용한 Information영역의 비약적 발전은 이전에는 분석 불가능한 mystery로

생각되던 Brain, Genomics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내었다. 특히, 유전자는 생체의

비밀인 질병의 원인과 해법이 존재하는 마법의 상자와 같은 것으로 이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에 그 반향은 엄청났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의 입장에서도 유전자의

신비가 풀린 사실은 신약개발의 전략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기에 제일 일선에 서서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인도 제약회사에서 Medical Advisor로 근무하며 기존의

“Blockbuster”를 개발하는 전략이 “Orphan drug” (orphan drug: 희귀질환 치료제)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는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비용이 내려가고 이를 응용하여 희귀질환의

원인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이를 target한 targeted therapy가 가능해지면서 이루어진 극적인

변화라 하겠다. 또한, Brai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연구 tool이 setup되면서 이전에

신체의 병으로 알려졌던 “만성통증”등의 원인도 실제적으로 뇌의 brain functional

change에 기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평균 수명의 증가로 Alzheimer’s disease와

같은 질병이 새로운 난치병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 및 회사차원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임상의학의 다양한 전문과 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각 과의 연구영역을 넓혀 가거나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하던 방법논에서 변화하여 다양한 병원들이 공통의

환자정보를 기반으 로 한 cohort를 구성하거나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의 clinical

registry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의사 또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10,20년후의 전문과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오늘의 lecture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큰 두 가지 과학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 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임상의사로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유전체학(Genomics)

 

 

유전체학에 진보는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2003년 4월 완료된 인간 유전체

지도(Human Genome Project)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https://www.genome.gov/)



유전체(Genome)는 모든 생물체의 DNA의 완전한 set으로 그 안에 생명체 발달에 필요한

유전적인 설명서가 들어 있다. 각각의 사슬은 adenine(A), thymine(T), guanine(G),

cytosine(C)의 4가지의 화학단위인 염기로(nucleotides)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사슬이

모여 30억쌍의 인간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료 이후 지난 10년간은

유전체 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보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2003년 당시 1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비용은 ‘1 billon$ per genome’이었음에 비해 2013년대에 진입하면서 “1000$

per genome”으로 감소하였다. 한 사람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는 시간도 수년에서 수시간

정도로 비약적으로 감소하였다. 유전체에 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GWAS(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연구를 통해 다양한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에

따라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 후 international HapMap Projec,

1000 Genome, ENCODE, Cancer Genome Atlas 등의 굵직굵직한 project 등을 통하여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희귀질환에 대해서 특정 유전자의

결손 및 손실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는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 가

개발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다. 다양한 유전적인 variation이 영향을 끼치는 질병들

(Cancer, Diabetes Mellitus, Depression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비용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성과라 하겠다.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Malignant Hyperthermia의 원인이 PYR1 mutation이

연관된다는 사실 등이 새로이 발견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겠다. 이러한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전자의 변이 이외에도 epigenetic factor 등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더욱 연구의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뇌(Brain)

 

 

또 다른 크나큰 21세기 과학의 진보는 Brain에 대한 것이다. CT, MRI의 발명을 시작으로

PET까지 발명되어 임상의 들은 실시간으로 뇌의 해부학적 모습을 살펴 볼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NIH에서는 2013년 4월 2일

백악관성명을 통해서 “the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BRAIN)”을 발표하고 “To revolutionizing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body”를 목적으로 많은 research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http://braininitiative.nih.gov/) 국내에서도 2011년 뇌 연구원이 개원하여 이러한

국제적인 trend에 맞추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활발한 연구 활동 중에는 뇌의 자세한 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 high-speed computing과 massive storage

capabilities를 internet을 이용하여 취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와 단백질 구조에 대한 public data의 활용이 genetics와 biochemistry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신경과학측면에서 뇌의 지도에 대한 public data를 통한 연구는 brain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기원을 가져올 것이다.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현재

불치병으로 생각 되어지는 Alzheimer’s disease와 같은 질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

자체와 같은 좀 더 근원적인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전문과 영역과는 달리 다양한 수술 마취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식을 다루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에도 관련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 brain연구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기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는 BIS index와

같은 몇 몇 biomarker 등을 통한 초기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향 후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21세기 과학의 마지막

미지의 세계인 brain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 보다는 아직 알아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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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는 조금 더 큰 big picture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big picture를 보는 것이 당장의 연구계획을 세우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필자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 다소 수박 겉핡기 식의

review를 한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하지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면 자칫 크나큰

과학적 진보와 괴리된 우물 안 개구리의 오류에 빠질 수 도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부족한 내용이 나마 기술해 보았다. 특히, 개인이 아닌 학회로서는 학회 차원의

clinical registry 등을 계획하는 방법을 통하여 좀 더 규모가 있는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개개 연구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Erythropoietin and orga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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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thropoietin (EPO)은 신장에서 생산되어서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조혈)에 관여하는

당단백이다. EPO는 4개의 acidic oligosacharide side chain(2N-linked와 1 O-linked)을

갖고 14개의 sialic acid residue를 갖고 있는데, N-linked side chain이 EPO의 생성과

분비에 관여하며, EPO의 혈액내 안전성, 간에서 청소 방지 그리고 신장에서 골수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alic residue가 증가할수록 혈청내 반감기가 증가한다. 각

EPO 분자는 두개의 EPO 수용체를 (EPOR) 갖는데 각각이 다른 친화성을 갖는다(고친화성과

저친화성, 저친화성 수용체는 1000배 더 많은 EPO용량을 필요로한다 (Table 1) [1-6].

 

 Table 1. EPO 유사체(derivatives).

AsialoEPO: Desialylation →high clearance. Half-life is too short for erythropoiesis as continuous



EPOR stimulation is required. Has same or increased affinity for EPOR. Neuro-protection appears to

be retained [6,7].

Carbamylated EPO: No interaction with classical EPOR. Less affinity for EPOR but retains

cytoprotection. May interact with alternative receptor e.g. heterodimer with only 1 EPOR.

Colony-stimulating factor levels comparable to EPO [2-4].

rHuEPO=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asialoEPO=asialo erythropoietin, MW=Molecular

weight, EPO=erythropoietin, →=leads to, IV=intravenous, SC=subcutaneous, ↓=reduced, Rx=treatment,

CKD=chronic kidney disease, EPOR=receptor.

 

임상에서는 recombinant human EPO (rHuEPO)로 투여되며, 주로 빈혈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많은 실험 연구에서 EPO가 조혈 촉진 작용 외에도세포자멸사 세포의 억제, 세포 재생의

자극, 유해한 경로의 차단, 그리고, 회복의 촉진 등 다면발현 효과 (pleiotropic effects)를

나타낸다 (Fig. 1).

 



 

 Figure 1. EPO가 비조혈 조직에서 나타내는 다현발현 효과

 

Erythroid progenitor 세포에서 EPO가 EPO receptor (EPOR) 에 결합하면

JAK2-STAT5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되고PI3K and Akt 의 인산화(phosphorylation)가

발생한다 (Fig. 2) [7].

 



 

 Figure 2. EPO의 작용의 주요 경로

modified by Moore EM, Bellomo R, Nichol AD. Erythropoietin as a novel brain and kidney protective

agent. Anaesth Intensive Care 201;39:356-72)

The intracellular domain of the erythropoietin receptor contains phosphotyrosines that are

phosphorylated by activation of a member of the Janus-type protein tyrosine kinase family (JAK2),

which is bound to the beta subunit of the EPO receptor (EPOR). These phosphotyrosines then serve as

docking sites for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5 (STAT5) and activate the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 and protein kinase B

(Akt) pathway14. Akt stimulates IkappaB kinase (IKK) to phosphorylate which phosphorylates the

inhibitory IkB protein that then dissociates from nuclear factor-kappaB (NF-kB) resulting in its

activation .

 

Bad(B-cell lymphoma 2 protein 계통의 a pro-apoptotic member)-B-cell

lymphoma-extra large (Bcl-xL) 복합체에서 Bad 의 Akt-매개 인산화는antiapoptotic

protein Bcl-xL  (B-cell lymphoma-extra large)의 유리를 초래하고, 이는erythroid

progenitor 세포의 apoptosis를 억제한다 [8]. 

Akt 또한 세포 생존과 항-세포자멸사(anti-apoptosis)  효과를 촉진하는데 이는 한

forkhead transcription factor (FOXO3a)의 억제, glycogen synthase kinase 3β

 (GSK3β) 불활성화, 세포자멸사 단백질(XIAP)의 x-성염색체-연결 억제재의 유도를 통한다



(Fig. 3) [9-11].

 

 

 Figure 3. EPO에 의해 변화된 자연세포사 경로 (apoptosis pathway)

modified by Moore EM, Bellomo R, Nichol AD. Erythropoietin as a novel brain and kidney protective

agent. Anaesth Intensive Care 201;39:356-72)

Activated STAT5 promotes transcription of promitogenic and antiapoptotic genes associated with

apoptotic regulation and cytoprotection. Akt promotes cell survival and antiapoptotic effects by 1)

inhibiting forkhead transcription factor (FOXO3a), a trigger for apoptosis; 2) inactivating glycogen

synthase kinase 3b (GSK3b), thus preventing cell injury; 3) reducing the activity of proapoptotic

proteins Bad and Bax; 4) increasing the activity of antiapoptotic protein Bcl-2; 5) preventing

cytochrome C release.

NF-kB prevents apoptosis by 1) inducing expression of the inhibitors of apoptotic protein (inh. AP

1&2) and the x-chromosome-linked IAP (XInhAP), which inhibits caspase 3, 7, and 9; 2) promoting

induction of growth arrest and DNA damage protein (Gadd45b), which is associated with cell cycle and

DNA repair and suppression of apoptosis; and 3) by activating Bcl-xL. EPO induces heat shock protein

70 (HSP70), which inhibits AIF moving into the nucleus, thus avoiding DNA fragmentation and

apoptosis. HSP70 also prevents Apaf-1/cytochrome C (Cyto-C) binding, a complex involved in

proapoptotic caspase activation. NB: the + sign indicates activation and the - sign indicates inhibition

.



 

허혈-재관류와 조영제 유발 및 급성신손상(acute kidney injury, AKI) 모델을 채용한

동물실험 연구나 몇몇 전초적 (preliminary) 임상연구들이 EPO투여가 신 손상을 줄이고

세포자멸사 를 억제하여, 신기능 저하를 감소시키는, 신장 보호 효과(reno-protective

effect)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허혈-재관류 손상에서 증가하는 염증유발 인자의 발현을

둔화시키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 아울러 Song등이 시행한 관상동맥이식술 환자를 대상으로한

임상 연구에서도 수술 직전 EPO 300 U/kg 전처치가 수술 후 AKI 발생율, 수술 후

혈청-creatinine 증가 정도와 수술 후 estimated GFR감소 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여주어서 EPO의 신기능 보호효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2]. 

이러한 초기 연구 결과들은 EPO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혈 작용과 무관한 조직이나

장기의 보호 효과가를 제공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비교적 초기 동물연구와 전초적 임상

연구들로 인해, 지극히 제한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EPO의 AKI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를 갖게하였다 [13]. 

하지만 이후에 시행된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은 EPO사용에 따른 신기능 보호 혹은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 Kim 등은 수술 후 AKI발생 위험이 높은 복잡 심장판막

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EPO 300 IU/kg 투여가 신기능 보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4) [14].

 



 

 Figure 4. EPO가 복잡 판막수술 후interlukin-6 과 myeloperoxidase 분비에 미치는 영향

Changes of log transformed serum interlukin-6 (A) and myeloperoxidase (B) over time in the control

group and EPO group. Values are mean ± SD. EPO, erythropoietin; Log IL6, logarithm of interlukin 6;

Log MPO, logarithm of myeloperoxidase.

 

Oh 등이 시행한 관상동맥이식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초연구에서 EPO투여가 수술 후

AKI발생 빈도와 환자 사망률을 감소됨을 보여주었지만 (Fig. 5) [15], de Seigneux등이

뒤따라 시행한 대규모 심장수술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EPO에 의한 AKI 발생 감소나, 수술

결과 향상, 혹은 수술 중 염증 표식자의 증가 둔화 등을 긍정적 결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다 [16].

 



 

 Figure 5. 관상동맥이식 수술 후 급성신손상이 발생한 환자에서  EPO 사용이 사망률과 말기-신질환

발생 복합 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

Group A, AKI in EPO group; Group B, no AKI in placebo group; Group C, no AKI in EPO group;

Group D, AKI in placebo group.

Kaplan-Meier curves showed that a higher rate of mortality occurred in group D compared to that

of groups A, B, and C (log-rank test, P = 0.022). Also, a higher composite outcome of mortality or

ESRD occurred in group D compared to groups A, B, and C (log-rank test, P = 0.003).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dre 등의 대규모 연구(EARLYARF trial)에서도 EPO 사용이

긍정적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EPO 500 U/kg 투여 후 신기능 보호

효과의 증거가 관찰되지 못했다 (Fig. 6) [17].

 

  



 Figure 6. 조기 EPO 치료가 급성신손상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 (the EARLYARF trial)

Change in plasma creatinine after intervention with EPO (closed circles) or placebo (open circles) in

patients triaged using an increased urinary γ-glutamyltranspeptidase × alkaline phosphatase index.

The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s of the mean.

 

이처럼 이후 시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EPO 사용에 따른 향상된 결과나 이에 관련된

증거를 보여주는데 실패함으로써, AKI 예방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한 EPO 의 임상 투여의

정당성을 감소시켰고, 오히려 이를 회의적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최근 연구에서 긍정적 결과 부재의 이유로서, 연구에 사용된 EPO의 용량

부족이 제기되었다. 이전의 실험연구나 임상 연구들에서 1,000-5,000 IU/kg 정도의 EPO가

투여된 반면, 대부분의 최근 임상연구들에서는 300 IU/kg 정도가 투여되었으며, 이 용량은

조혈 촉진 측면에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장기보호나 조혈기능에 관여하는 EPO의 상이한

수용체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  그러나 EPO의 증량 투여

시에는 혈전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증가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EPO의AKI에서 신기능보호효과나 여타 긍적적 효과

발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연구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임상 연구에서 자세히 고려되지 않은 EPO약리작용의 다양성과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연구 시도로도 EPO의 신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19]. 상이한 EPO수용체에 작용하는 비조혈 유사체(nonhematopoietic

derivatives)인, carbamylated EPO의 사용 또한 고려할 수 있겠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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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oid-induced hyperalgesia in surgica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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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yperalgesia after surgery can occur either due to nervous system sensitization

by surgical nociception (nociception-induced hyperalgesia) or as an effect of

anesthetic drugs (drug-induced hyperalgesia) [1]. Such hyperalgesia is undesirable

because it can increase pain and resulting stress, negatively impacting the early

postoperative course of surgery. Moreover, evidence is increasingly available that

hyperalgesia in the days after surgery may be linked to subsequent development

of chronic pain. 

Opioids have been increasing in usag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every

aspect of modern anesthesia. Combined use of opioids with classic anesthetics

has gained significant popularity in the anesthetic field. Among opioids, 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and remifentanil are commonly chosen for analgesia,

sedation, hemodynamic stability, as well as attenuation of stress response during

anesthesia.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opioids has sometimes been found to

induce unanticipated pain sensitivity changes, such as opioid-induced

hyperalgesia (OIH) or tolerance. OIH is a paradoxical response to an opioid



agonist, whereby instead of an analgesic, or antinociceptive effect occurring,

there is an increase in pain perception. It is different from tolerance, where an

increased dose of opioid is required to get the same analgesic effect, but there is

no increase in pain as a result of opioid administration. Although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se two phenomena are likely distinct, they are clearly related and

on the same continuum of pain sensitization processes [2].

The prevalence of OIH and tolerance related with opioids remains unknown,

these states appear to occur have increased in frequency with the growing use of

remifentanil [3] Moreover, although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OIH or tolerance

has been still under debate, it is clear OIH induce a clinical challenge in surgical

patients.

The aim of this lecture is to present a brief overview of OIH in the setting of

surgical anesthesia. An understanding of current knowledge of potential OH

mechanisms underlying OIH as well as the clinical implication should be helpful

to clinical anesthesiologists in helping to plan better perioperative pain control

strategies.

 

Evidence

 

Andrews [4] first reported reduced pain thresholds after morphine

administration in opioid addicts in 1943. Similarly, Tilson et al. [5] first

demonstrated that abrupt cessation of opioids induced decreased pain thresholds

in rats and showed that this enhanced pain sensitivity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administered dose of opioid. Other animal studies followed, [3] all supporting

the occurrence of OIH. Consistent with these animal results, clinical investigators

demonstrated the occurrence of OIH after intraoperative remifentanil infusion,

characterized by increased pain, combined with increased consumption of

postoperative opioid, which in turn, resulted in decreased opioid efficacy [6].

Although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experimental studies in human and

animals on OIH or opioid toleranc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m has been

indistinct. Pharmacologically, tolerance is characterized by a loss of drug potency,

likely by means of a desensitization of the antinociceptive pathways to opioids,

while OIH is characterized by increased pain sensitivity and involves sensitization

of pronociceptive pathways, both phenomena resulting in increased dose

requirements [7]. In despite of these clear differences in definition and mechanism,



it is very complicated to differentiate them in clinically because the symptoms of

both are somewhat relieved by increased doses of opioid.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has been shown to be the most accurate means of differentiating OIH and

tolerance, but the complexity of time-consuming process of QST limits its wide

spread use [8] .

 

Mechanism

 

The neurobiology of OIH is complex and several mechanisms for OIH have

been proposed [6]. To date, activation of central glutaminergic pathways, mainly

via NMDA receptor, have been regarded as a key pronociceptive mechanism for

inducing OIH. These concepts supported by the finding that increase in

responsiveness of the NMDA receptor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OIH,

moreover, NMDA antagonist, such as MK-801 and Ketamine prevented or reduced

the development of OIH [9,10]. 

Descending spinal facilitation mediated via changes in activity of on- and off-

cells within the rostro-ventral medulla (RVM) involving NMDA system comprises

another suggested mechanism to explain OIH. These neurons, which project to

the spinal cord and display changes in activity in response to noxious stimuli

facilitate or inhibit nociceptive transmission respectively. Administration of

Mu-opioid receptor (MOR) ligands changes the circuit into the off-cell state,

whereas the presence of a prolonged noxious stimulus changes it into an on-cell

state [11]. Globally, OIH may partly result from an unbalanced activity of the off-

and on-cells underlying the apparent development of tolerance [12]. 

As a possible third mechanism, spinal dynorphin, an endogenous k opioid

ligand, may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OIH. Increased

concentration dynorphin in spinal cord and primary afferents after noxious

stimuli stimulates the release of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and thus

increase stimulus-evoked spinal excit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exists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OIH, there may well be a genetic predisposition of OIH among the patients.

Consistent with this hypothesis, Jensen et al. [13] found that polymorphisms of the

catechol-O-methyl transferase gene were more prevalent in patients

demonstrating OIH and pain sensitization. Finally, beyond the physiological

mechanisms discussed here, psychological factors including anxiety and



catastrophizing about pain could be modulating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OIH. 

Celelier [9] proposed a model of neuroadaptative changes linking OIH (Fig.1).

 

 

 Figure 1. Neuroadaptative changes linking OIH

Celerier E, et al. J Neurosci 2001; 21:4074–80

 

Before the first exposure to opioid, an initial equilibrium is associated with a

low level balance between opioid-dependent analgesic systems (pain inhibitory)

and NMDA-dependent pronociceptive systems (pain excitatory). Repeated opioid

administrations induces a gradual decrease in the nociceptive threshold

(Pronociceptive systems sensitization) leading to hyperalgesic state. This

progressively shifts the unchanged analgesic response, giving the impression of

less analgesia (apparent tolerance). After withdrawal of opioid,

counter-adaptation of opioid-dependent analgesic systems is built by changes in

the endogenous opioidergic system, and thus a new equilibrium between

opioid-dependent analgesic systems and NMDA-dependent pronociceptive

systems is established. This new, reset equilibrium (allostasis) balance leads to

long-term pain vulnerability.

 

Clinical aspects and modulatory factors of OIH



 

OIH has been studied mainly after opioid-based anesthesia and during

postoperative analgesia. Most of thes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remifentanil.

A meta-analysis of studies demonstrated that while OIH is consistently present in

patients given remifentanil, it’s occurrence with fentanyl administr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14]. This lecture deals mainly with literature reports of clinical

manifestation and modulatory factors associated with remifentanil infusion: dose,

infusion duration, speed of withdrawal, and other combined anesthetic drugs. 

OIH manifests itself by increased sensitivity to painful stimulation which

extends to throughout the entire body from the site of preexisting pain. Thus,

OIH exacerbate preexisting painful conditions and therefore can further progress

a painful disease state [15]. 

Through the literature, high doses of remifentanil have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of OIH [16]: Most trials show that OIH is most likely to occur at

infusion rates of > 0.32 ug/kg/min [14]. This dose dependency in inducing OIH has

been demonstrated both in animal and human study. [17,18].  

In a patch clamp single-cell electrophysiologic study [19], the investigators

demonstrated cumulative dose, duration of administration, and modality of

withdrawal could all influence the extent of OIH. Bolus only or shorter infusion of

remifentanils led to long-term potentiation but with lower incidence. Tapered

withdrawal also prevented long-term potentiation compared with abrupt

withdrawal. 

The effect of combined anesthetics with remifentanil could also affect OIH.

Co-administration of N2O [20] or propofol [21] with remifentanil decreases OIH

development and consumption of analgesics. 

To date, possible treatment pharmacologic regimens for OIH include partial

MOR agonist (buprenorphine) NMDA receptor antagonists (ketamine and

dextromethorphan), cyclooxygenase (COX) inhibitor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nd α2 receptor agonists. Buprenorhine, a partial MOR

agonist and δ- and κ- receptor antagonist [22], has a unique property: its

antihyperalgesic effects lasted longer than its analgesic effects (2.6 times and 1.9

times for i.v. and s.c., respectively). Methadone also has an antihyperalgesic

action, and has the potential to be widely used in the clinical setting to reduce

OIH [23]. 

Some studies have shown beneficial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opioid



treatment with NMDA receptor antagonist such as ketamine: higher pain

thresholds and lessened hyperalgesia in animal study [24] and better pain control

scores and less use of postoperative morphine in humans [3]. Another NMDA

receptor antagonist, dextromethorphan, has not been widely studied as a means

of modulation of OIH, likely due to its lack of antihyperalgesic action [25]. 

Prostaglandins, including PGE2, can stimulate glutamate release in the spinal

cord resulting in activation of NMDA receptors [26]. Thus, COX inhibitors could

antagonize this NMDA activation and further inhibit OIH. Thus, coadministration

of the COX inhibitors Parecoxib and ketorolac significantly decreased the area of

pinprick hyperalgesia during remifentanil. 

Clinical and laboratory observations also indicate that α2-adrenoceptor

agonists may deter the development of OIH [22] as well as alleviate the symptoms

of opioid-withdrawal [27]. For example, coadministration of clonidine with

morphine in rats wherein OIH had been induced [28] normalized both mechanical

and thermal thresholds to baseline sensitivities. Conclusion

Clinical anesthesiologists need to better understand OIH and its implications for

pain control and opioid usage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Although the

clinical implication of OIH is not fully established, we need to understand that

OIH could be a starting point of pain sensitization and pain chronicification.

Therefore, anesthesiologists should endeavor to prevent or treat OIH through

modulatory or pharmacologic means based on and understanding of the likely

mechanisms underlying OIH and these treatmen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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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codone은 양귀비에서 얻은 thebaine으로부터 합성된 반합성 아편양제제로, 주로

중증부터 심한 통증의 완화에 쓰이는 아편유사제로,1 1916년도에 독일에서 아편유사제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로 개발한 여러 반합성 아편유사제 중의 하나이다.2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oxycodon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선호되는

아편유사제인 morphine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구용 제제 및 서방형 경구제형, 정주용

제제가 있으며, 2013에는 IV oxycodone이 수술 후 정맥 통증자가조절(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장에 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집단분석기법으로 oxycodone의 약동학 특성을 파악하고, 복부수술을 개복으로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유효진통농도(MEAC,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를

확인하여 술후 oxycodone으로 IV PCA를 적용할 때의 적합한 regimen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작용기전

 

 

Oxycodone은 여러 통증 상황에 진통 효과를 지닌 반합성, μ-opioid 수용체 작용제이다.2,3

Ross와Smith는 oxycodone이 κ-아편 수용체에 작용한다고 제안하였으며,4 또한

oxycodone이 κ2b-opioid 수용체 작용제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5 Nozaki 등은

oxycodone의 효과가 서로 다른 상황들에서는 서로 다른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고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당뇨가 있는 쥐에서는  oxycodone의 통증 완화 작용에

κ-opioid 수용체가 관여하는 반면에, 비당뇨 쥐에서는 μ1-opioid 수용체가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6

 

 

역가(potency)

 

 

Oxycodone과 morphine을 비교항 때 체성, 내장성 통증 요소가 혼합된 수술 후

통증에서는 1:1 비율의 진통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7,8 한국에서는 수술 후 IV PCA에

fentanyl이 가장 흔히 쓰이는 아편성 진통제이다. 그러나, IV oxycodone과 IV fentanyl

사이에 직접 교환 요소(direct conversion factor)에 대한 안전한 추천 용량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oxycodone은 IV fentanyl의 IV

morphine로의 추천된 전환 요소(1:100)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9

 

 

CYP P450 효소 시스템으로 인한 대사

 

 

Oxycodone은 주 대사 경로인 CYP3A4와 부 대사 경로인 CYP2D6를 통해 간에서

cytochrome P450 효소계에 의해 대사되는데, (Fig. 1).10,11 대부분의 환자에서 CYP3A

경로를 통한 oxycodone의 대사과정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Oxycodone 대사에서 CYP3A

경로의 중요성은 N-dealkylation의 생체 외 내인성 청소율이 CYP2D6 경로를 통한

O-demethylation의 내인성 청소율 보다 2배에서 14배 높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12

Oxycodone의 CYP3A를 매개한 N-demethylation으로 생성된 소변



대사산물들은(noroxycodone, noroxymorphone, and α- and β-noroxycodol) 용량의

45-21%를 차지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CYP2D6를 통한 O-demethylation의

대사산물(oxymorphone and α- and β-oxymorphol)과 6-keto-reduction의

대사산물(α- and β-oxycodol)들은 약 용량의 11-6%과 8-6%를 차지한다.

Noroxycodone과 noroxymorphone은 순환 중 제거 반감기가 oxycodone보다 더 긴 주

대사산물이지만 모약물(parent drug)과 비교하였을 때 쥐의 뇌에서의 흡수는 훨씬 더 낮았다.3

Oxymorphone은 oxycodone과 비교하여 μ-opioid 수용체에 더 강하고 높은 결합

친화성을 가진 더 강력한 작용제이다.13 그러나, oxycodone의 중추 아편 효과는 모약물에

의해 좌우되며, oxycodone의 순환 산화제와 환원 대사물(circulating oxidative and

reductive metabolites )의 기여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3

 

  



Fig. 1. A schematic overview of the metabolism of oxycodone and its main metabolites

with the major metabolic pathway CYP3A4 and the minor metabolic pathway CYP2D6.

The oxycodone metabolism through the CYP3A pathway should represent well over half of the

metabolism of oxycodone in most patients. 

 

CYP3A4에 의해 매개된 N-demethylation은 oxycodone을 약물상호작용에 취약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CYP3A 유도물질인 rifampin이나 CYP3A4 억제물질인 itraconazole에

의해서 oxycodone의 전신적 노출은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된다.14,15 CYP2D6는 CYP2D6

기질들(substrates)의 대사가 큰 개체간 변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oxycodone의 임상적

영향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2,16 CYP2D6 기질들의 대사는 대립

유전자의 기능성(functionality)의 결과로 개인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낮은 대사자(poor

metabolizer, PM)는 두 개의 비기능적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광범위한 대사자(extensive

metabolizer, EM)들은 두 개의 기능적 대립유전자의 동형접합체이거나 한 개의 기능적

대립유전자의 이형접합체를 가진다. 초급성 대사자(ultrarapid metabolizer, UM) 들은 두

개 이상의 기능적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대립유전자 분포는 인종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oxycodone 농도는 CYP2D6

광범위 대사자와 비교할 때 대사 저하자에서는 비슷하고 초급성 대사자에서는 감소한다.12

또한 IV oxycodone은 paroxetine과 같은 CYP2D6 억제제와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10 그러나, Stamer등은 CYP2D6 대사 저하자에서

oxymophone/oxycodone비율이 가장 낮고 이러한 군에서 수술 후 PCA를 이용 할 때

oxycodone의 12시간째 소비량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7 대사 저하자들의 표현형은

주로 CYP2D6*3, *4, *5, and *6 대립유전자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백인 대사 저하자의

93-98% 정도이다.18,1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비기능적 변형 대립유전자들(CYP2D6*3,

*4, and *6)은 한국인을 포함하는 아시아인들에게서는 관찰되지 않는다.20-23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게 가장 흔하며 아시아인들에게서 60%까지의 빈도수를

보이는(한국인에서는 45.58%) 대립 유전자인 CYP2D6*10은 저하된 기능의

대립유전자(reduced function allele)이며 아시아인 대상자들의 많은 수에서 대사를

중개하는 데 기여한다.22,24 표현형 연구들은 대사저하자가 아시아인들에서는 1%미만18,23,25

인 반면에 대략적으로 5-10%의 백인들이 대사저하자26-28라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서 oxycodone의 약동학을 특징짓기 위한 CYP2D6 염기서열 분석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들 도출해 내기 힘들다. 만약 CYP3A4나 2D6를 통한 산화 대사 경로가 모두

억제된다면 IV oxycodone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10 CYP2D6

대사저하자에서 CYP3A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12

 

 



연령과 청소율(clearance)

나이는 oxycodone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29,30 IV oxycodone을

정주할 때 70세 이상의 환자들은 젊은 성인 환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40–80% 높은

oxycodone 노출(exposure)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Table 1).29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특히 노인들에서는 oxycodone의 진통 용량을 적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1. Non-compartmental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oxycodone

This data are obtained from single (intravenous, intramuscular, and oral) dose studies in young adult

patients and volunteer.

a: after 0.07 mg/kg IV to postsurgical patients, b: after 0.14 mg/kg IM to healthy volunteers, c: after

0.28 mg/kg PO to healthy volunteers, d: relative to IM administration. t1/2z: elimination half-life, Vss:

volume of distribution in the steady state, Cl: systemic clearance, ClR: renal clearance, Cmax :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tmax: time to reach Cmax, AUC: area under the time curve.

이상반응

아편유사제의 전형적인 부작용이 oxycodone에서도 나타난다. 변비(25–30%),

메스꺼움(25–30%) 그리고 졸음(25%)이 가장 흔한 세가지 부작용이다.31 Oxycodone을



투여한 환자의 5-15%에서 구토, 소양감, 어지럼증이 관찰된다. 식욕감소, 신경과민, 복통,

설사, 뇨 정체, 호흡곤란, 딸꾹질, 두통, 구강건조, 환각, 기관지경련 등이 5%미만에서

나타난다.  Oxycodone을 높은 용량 또는 과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아편유사제에 민감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경우 호흡저하, 서맥, 차갑고 끈적한 피부, 무호흡, 저혈압, 동공 축소, 순환

허탈, 호흡 정지, 사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비구획분석

 

 

젊은 성인 환자들과 자원자들에게서의 단회 용량 연구(intravenous, intramuscular, and

oral)로 부터의 비구획약동학 분석을 table 132에 요약하였고, 그 결과는 morphine에

필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Liukas 등은 oxycodone의 약동학이 나이에 의존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29 그들은

사구체여과율(GFR)과 청소율(CL), 항정상태에서의 분포용적과 oxycodone의

혈중약물농도곡선하면적(AUCinf)사이의 선형 관계를 밝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 용적은

20-30%까지 감소하게 되며 진단할 만한 간 질환이 없다면 간혈류 또한 20-50%까지

감소하게 된다.33 이러한 점이 신장 혈류 감소와 사구체 여과율 감소와 같은 노화와 관련한

생리적 변화들과,33,34 더불어 젊은 환자와 노인 환자들 사이에 oxycodone 약동학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Table 2. Non-compartmental pharmacokinetic parameters for oxycodone and

noroxycodone in patients undergoing orthopedic surgery



Four groups of 10–11 patients, aged 20–40, 60–70, 70–90 years, undergoing orthopaedic surgery,

were given intravenous oxycodone (5 mg).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range) except where

stated others.

b: values are median (range), c: determined by ANOVA unless otherwise stated, d: determined by

Kruskall-Wallis test. AUCinf :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time zero to

infinity, AUCm/AUCp : metabolite-to-parent drug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ratio; Cl: apparent total body clearance from plasma, Cmax :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t½ :

elimination half-life, tmax: time to reach Cmax , Vss : volume of distribution at steady state; *: p < 0.05

vs. group 20–40 y, †: p < 0.05, ‡: p < 0.001 vs. group 80–90 y.

 

 

집단분석

 

 

Saari 등은 환자들과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동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oxycodone의 집단 약동학을 시행하였다(table 3).30 제지방체중이 증가하면 중심 용적과

oxycodone의 대사 청소율이 증가한다. 나이가 증가하면 대사 청소율이 감소하며 이는

Liukas 등에 의한 비구획 약동학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Table 3.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s for the final model of intravenous oxycodone 

LBM: lean body mass, calculated by James formulation

 

집단약동학(population pharmacokinetics)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variability)를 보이는 약제의 약동학 특성을 환자가 가진 공변량(covariate, 예: 체중, 신장,

키, 연령, 질병상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등)으로 설명하는 분석방법으로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약물전달시스템(computer controlled drug

delivery system, CCDS)에 필요한 약동학 모수를 구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또한

옥시코돈과 같이 수술 후 통증에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약물의

농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흔히 동일한 체중기반의 용량을

정주하여도 환자들마다 농도가 다르고, 또한 효과도 달라지는 반응을 임상에서는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간 용량-효과 반응의 차이는 마취약제를 정주하는



임상상황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된다. 

한국인에서 oxycodone의 집단 분석으로 약동학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정례수술이

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술중 oxycodone 0.1 mg/kg를 정주하고, 집단 약동학 분석을

시행하였다(Fig. 2)

 

  
Fig. 2. Study flow.

PK: pharmacokinetics. Open: open stomach, colorectal and hepatobiliary surgeries. Laparoscopy:

laparoscopic stomach, colorectal and hepatobiliary surgeries.

 

정주 후 24시간까지 채혈을 모두 완료한 환자의 수는 50명이었으며, 총 54명의 환자에서

849개의 혈액샘플을 획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oxycodone 혈장 농도의

변화를 Fig. 3에 제시하였다. 

 



Fig. 3 Measured plasma concentrations of oxycodone vs. time after a single intravenous

bolus of 0.1 mg/kg.

Oxycodone의 약동학 특성은 삼구획 유선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이 되었으며, 각 구획의

분포용적에 제지방체중(lean body mass, LBM)35이 유의한 공변량이었으며, 또한 연령에

청소율도 유의한 공변량이었다. 모형 탐색과정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RSE, %CV) of competing basic and covariate

pharmacokinetic models of oxycodone

*: selected basic model. †: selected final model. OFV: objective function value (-2 log likelihood,

-2LL),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2LL + 2 x p). CV: coefficient of variation, RSE: relative

standard error = SE/estimate x 100 (%).LBM: lean body mass, Cl: metabolic clearance (l/min), V1:

central volume of distribution (l), V2: rapid peripheral volume of distribution (l), V3: slow peripheral



volume of distribution (l), Q1: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of rapid peripheral compartment

(l/min), Q2: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of slow peripheral compartment (l/min)

Oxycodone 최종 약동학 모형의 NONMEM 제어구문(control stream)을 Appendix 1에

제시하였으며, 최종 약동학 모수와 이 모형의 내적 타당도를 bootstrap으로 평가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 estimates, inter-individual variability,

and median parameter values (2.5-97.5%) of the nonparametric bootstrap replicates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for oxycodone

A log-normal distribution of inter-individual random variability was assumed. Residual random

variability was modeled using an additive (σ1) plus proportional (σ2) error model. Nonparametric

bootstrap analysis was repeated 2,000 times.

RSE, relative standard error = SE/mean x 100 (%). LBM: lean body mass calculated by

Janmahasatian formula (Clinical pharmacokinetics 2005; 44: 1051-65)

Oxycodone의 최종 약동학 모형의 내적 타당도 평가로 시행한 predictive check에서 95%

예측구간 밖에 2.3%의 관측값이 존재하였다(Fig. 4).



  
Fig 4. Predictive checks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for oxycodone.

+, observed plasma concentrations of oxycodone.

Red solid line and shaded areas indicate the 50% prediction line and 95% prediction intervals,

respectively

 

 

최소유효농도(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MEC)와

최소효과진통농도(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MEAC)

 

 

아편유사제의 진통효과는 혈장농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농도-효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소유효농도(MEC) 또는 최소효과진통농도(MEAC)가 사용된다. 최소유효농도는 재투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의 혈장농도이다. 최소효과진통농도는 약제의 이상반응 없이 유효한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혈장농도이다(Fig. 5). 따라서 최소효과진통농도가

최소유효농도보다는 항상 높게 된다. 최소효과진통농도는 항정상태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아편유사제 지속주입 속도(rate)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혈장과 효과처

구획의 수용체 사이에 약물 농도가 평형을 이루게 되며 진통을 유발하는 약물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서 IV oxycodone의 최소유효농도와

최소효과진통농도는 20¬–35 ng/ml 과 45–50 ng/ml이다.36 상대적으로 심장 수술

환자들에서의 oxycodone의 최소유효농도와 최소효과진통농도는 6–12 ng/ml과 15–25

ng/ml이다.36,37 이 점은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oxycodone의 최소유효농도와

최소효과진통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주요 복부수술에서의

oxycodone의 최소유효농도와 최소효과진통농도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Fig. 5 MEC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and MEAC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of intravenous oxycodone.

Cp: plasma concentration

 

주요 복부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oxycodone의 MEC와 MEAC를 평가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였고, 여기에는 위, 대장, 간담도 수술을 개복으로 받는 환자 50명이

포함되었다. 임상시험의 개요를 Fig. 6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Fig. 6. Study flow.

MEC: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MEAC: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PACU:

post-anesthetic care unit. Open: open stomach, colorectal and hepatobiliary surgeries, VAS: visual



analog scale.

총 50명의 환자가 임상시험을 완료하였고, 이 환자들에게서 얻은 200개의 혈액샘플로

MEC와 MEAC를 평가하였다(Fig. 7). 첫 번째와 두 번째 MEC의 중앙값(25-75%)은 31.5

(26.2-35.1) ng/ml와 63.4 (52.1-75.9) ng/ml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MEAC의

중앙값(25-75%)은 74.1 (61.9-90.9) ng/ml와 76.1 (69.9-91.6) ng/ml이다.

Fig. 7 Median values of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MEC) and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MEAC).

Whiskers: 2.5-97.5 percentiles. *: P < 0.05, one-way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oxycodoone의 진통 역가를 구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NONMEM의 제어구문을 Appendix 2에 제시하였고, 최종 약력학 모수와 이 모형의 내적

타당도를 bootstrap으로 평가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 estimates, inter-individual variability,

and median parameter values (2.5-97.5%) of the nonparametric bootstrap replicates of the

final pharmacodynamic model to evaluate analgesic potency of oxycodone

 

약력학 모수 추정값을 이용하여 oxycodone의 혈장농도에 따른 진통 효과의 예측확률을

Fig. 8에 제시하였다.

 

  
Fig. 8 Predicted probability for analgesia vs. plasma concentrations of oxycodone.

Analgesic potency (Cp50) of oxycodone is 59.9 ng/ml. Calculated Cp95 (calculated plasma

concentration of oxycodone associated with 95% probability of analgesia) was 134.5 ng/ml.

  

50%와 95%의 환자들이 유효한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는 oxycodone의 혈장농도는

59.9와 134.5 ng/ml이었다. 약력학 모형의 내적 타당도 평가로 시행한 predictive

check에서 5%, 50%, 95% 예측확률의 95% confidence interval은 각각

(0.2404-0.50000), (0.5000-0.5012), (0.5000-0.7775)이었다.

 

 



IV PCA oxycodone의 식약처 허가사항

 

 

한국에서 IV PCA에 가장 선호되는 아편유사제는 fentanyl이며 oxycodone을 이용한 IV

PCA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아직 제한되어 있다. 2013년 9월부터 IV oxycodone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기존 IV PCA에 사용되던 용법에서 단회정주 또는 지속정주

등으로 그 용법이 확대되었다(Table 7).

 

 



Table 7. Criteria for permission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n intravenous

oxycodone HCl

 

IV PCA에 이용되는 아편유사제들과 oxycodone의 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morphine과 비교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morphine과 oxycodone의 conversion



factor를 1:1하여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받는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진통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oxycodone 소모량이 morphine보다 유의하게 적었으며, 내장통에 대한 진통효과가 더

우수하였다.38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연구가 있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두 약제의 진통효과는

유사하다는 것이었다.7,39 반면, fentanyl과 oxycodone을 비교한 연구는 Koch 등이 발표한

논문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oxycodone과 fentanyl의 conversion

factor를 1:100으로 하였을 때(oxycodone 10 mg과 fentanyl 100 mcg을 대등한 조건으로

봄), oxycodone 군에서 부작용이 다소 많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진통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9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두 약제의 총량의 중앙값(median)으로 비교하였을 때 15

mg의 oxycodone이 200 mcg의 fentanyl보다 진통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보고하여, 기존

equianalgesic dose에 대한 conversion factor가 1:100보다는 작음을 시사하였다.9

그렇지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고 당일 퇴원하는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

표본 크기에 제약이 있다. 또한 oxycodone이 경구약으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IV PCA에 투여되는 intravenous oxycodone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3상 형식의

대규모 임상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intravenous

oxycodone과 fentanyl의 equianalgesic dose를 위한 conversion factor를 평가하는

유효성 연구도 필요하다.

 

 

Oxycodone의 약동학 모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Oxycodone의 약동학 모형(table 5)에 근거하여 Asan pump (version 2.1.3, Gyujeong

Noh and Bionet Co. Ltd.,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식약처 허가사항에 근거하여 PCA

regimen에서의 oxycodone의 혈장 농도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Oxycodone을 loading

dose로 2 mg과 0.1 mg/kg을 선택하였을 경우의 혈장농도의 변화를 체중과 신장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연령이 다른 환자에서의(20, 40, 80 yr)의 남성과 여성 환자에서

탐색하였다(Fig. 9).

 



  
Fig. 9. Predicted concentration of oxycodone in the plasma over time after an intravenous

bolus of 2 mg (upper) and 0.1 mg/kg (lower).

Body weights and heights of all individuals are 65 kg and 165 cm, respectively.

MEAC: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식약처 허가기준인 oxycodone 2 mg을 부하용량으로 정주할 경우에는 약을 정주한

시점에서 MEAC에 도달하게 되고, 수술 직후 급성기에는 oxycodone의 혈장농도가 MEAC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통증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하용량으로 0.1

m/kg를 정주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background infusion을 설정하는 경우와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서 oxycodone을 IV

PCA로 설정한 경우 MEAC에 도달하는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았다(Fig. 10)



Fig. 10. Predicted concentration of oxycodone in the plasma over time after an

intravenous bolus of 0.1 mg/kg followed by demand bolus of 1 mg every 15 min (upper) and

background infusion of 1mg/h (lower).

Body weights and heights of all individuals are 65 kg and 165 cm, respectively.

Demand bolus, background infusion rate and lock-out time of postoperative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 PCA) are set at 1 ml, 1 ml/h, and 15 min,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 of oxycodone in IV PCA is 1 mg/ml.

MEAC: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Background infusion을 설정할 경우 MEAC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ackground infusion을 설정한 경우: 1.8-3.4 h, 설정하지 않은 경우: 3.2-7.5 h).

집단 약동학 분석 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소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항정상태농도에 도달하였을 때의 농도가 높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연령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IV PCA의 용량을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집단분석 결과 oxycodone은 삼구획 유선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이 되었으며,

제지방체중과 연령이 분포용적과 청소율에 유의한 공변량이었으며, 주요 복부 수술을

개복으로 받는 환자에서 oxycodone의 최소유효진통농도는 75 ng/ml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면 수술 직후에 최소효과진통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하용량과 IV PCA의 background infusion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투약지침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적어도 2시간 동안 통증 완화를 위한 구조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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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ONMEM control stream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of

oxycodone

 

 

$PROB RUN# 30099 (3COM oxycodone PK model)

$DATA 10_Oxycodone_PK_ID_OID.csv IGNORE=# 

$INPUT ID OID TIME AMT RATE POINT DV MDV WT HT AGE SEX BSA LBM



IBW BMI 

   ; OID: random ID

   ; POINT: sampling points

   ; TIME: min

   ; RATE: mg/min

   ; DUR: min

   ; DV: ng/ml

   ; AGE: yr, HT: cm, WT: kg

   ; SEX: 0=female, 1=male

   ; BSA: variation of DuBois and DuBois

   ; LBM: Janmahasatian formula

   ; IBW: Robinson formula

   

$SUBROUTINE  ADVAN6  TOL=3

$MODEL COMP(CENTRAL, DEFDOSE) COMP(PERIPH1) COMP(PERIPH2)

$PK

  TH1 = THETA(1)

  TH2 = THETA(2)

  TH3 = THETA(3)

  TH4 = THETA(4)

  TH5 = THETA(5)

  TH6 = THETA(6)

  TH7 = THETA(7)

  TH8 = THETA(8)

  TH9 = THETA(9)

  TH10 = THETA(10)

  TH11 = THETA(11)

  TH12 = THETA(12)

   

   V1 = (TH1 + TH9*(LBM - 47))*EXP(ETA(1)) 

   V2 = (TH2 + TH12*(LBM - 47))*EXP(ETA(2))

   V3 = (TH3 + TH10*(LBM - 47))*EXP(ETA(3)) 

   CL = (TH4 - (AGE/58)**TH11)*EXP(ETA(4))

   Q1 = TH5*EXP(ETA(5))

   Q2 = TH6*EXP(ETA(6)) 



   

   K10 = CL/V1

   K12 = Q1/V1

   K21 = Q1/V2

   K13 = Q2/V1

   K31 = Q2/V3

   SC = V1/1000

   

$DES

  DADT(1) = A(2)*K21 + A(3)*K31 - A(1)*(K10 + K12 + K13)

  DADT(2) = A(1)*K12 - A(2)*K21

  DADT(3) = A(1)*K13 - A(3)*K31

   

$ERROR

   IPRED = F

   W = SQRT(TH7**2 + TH8**2 * IPRED**2)

   IRES = DV - IPRED

   IWRES = IRES / W

   Y = IPRED + W * EPS(1)$THETA ; #12

   (0, 5) ; V1

   (0, 40) ; V2

   (0, 200) ; V3

   (0, 1) ; CL

   (0, 1) ; Q1

   (0, 1) ; Q2

   (0, 0.1) ; Add_EPS

   (0, 0.1) ; proportional_EPS

   (0, 0.1) ; V1_LBM

   (0, 0.1) ; V3_LBM

   (0, 0.67) ; CL_AGE

   (0. 0.1) ; V2_LBM

   

$OMEGA ; #6 

  0.2 ; IIV_V1

  0.2 ; IIV_V2



  0.2 ; IIV_V3

  0.2 ; IIV_CL

  0.2 ; IIV_Q1

  0.2 ; IIV_Q2

   

$SIGMA ; #0

   1 FIX; EPS

   

$ESTIMATION NOTBT NOOBT NOSBT SIGL=3 NSIG=1 MAXEVAL=9999

PRINT=5 METHOD=1 INTER MSFO=30099.MSF NOABORT

$COVARIANCE PRINT=E MATRIX=S$TABLE ID ETA(1) ETA(2) ETA(3) ETA(4)

ETA(5) ETA(6)

       FILE=30099.ETA NOPRINT FIRSTONLY NOAPPEND ; fit4NM, PDx

pop

$TABLE ID V1 V2 V3 CL Q1 Q2 K10 K12 K21 K13 K31

       FILE=30099.PAR NOPRINT ONEHEADER FIRSTONLY NOAPPEND ;

fit4NM, PDx pop

$TABLE ID TIME IPRED IWRES NPRED RES CWRES

       FILE=sdtab30099 NOPRINT ONEHEADER ; Xpose

$TABLE ID V1 V2 V3 CL Q1 Q2 K10 K12 K21 K13 K31 ETA1 ETA2 ETA3

ETA4 ETA5 ETA6

       FILE=patab30099 NOPRINT ONEHEADER ; Xpose

$TABLE ID AGE HT WT BSA LBM IBW BMI 

       FILE=cotab30099 NOPRINT ONEHEADER FIRSTONLY NOAPPEND ;

Xpose

$TABLE ID SEX 

       FILE=catab30099 NOPRINT ONEHEADER FIRSTONLY NOAPPEND ;

Xpose

$TABLE ID TIME IPRED IWRES NPRED NRES NWRES PREDI RESI WRESI

CPRED CRES 

      CWRES CPREDI CRESI CWRESI EPRED ERES EWRES NPDE 

      FILE=30099.TAB NOPRINT ONEHEADER ; PDx pop

 

 



Appendix 2. NONMEM control stream of the final pharmacodynamic model to

evaluate analgesic potency of oxycodone

 

 

$PROBLEM RUN# 101 (Oxycodone_MEC_MEAC)

$DATA 05_DV_OID.csv IGNORE=#

$INPUT ID OID POINT CP DV PERI SEX AGE WT

  ; OID: random ID

  ; POINT: 1=1st MEC, 2=1st MEAC, 3=2nd MEC, 4=2nd MEAC

  ; CP: ng/ml

  ; DV: 0=MEC, 1=MEAC

  ; PERI=PERIOD, 1=1st period, 2=2nd period

  ; SEX 1=Male, 0=Female

  ; WT: kg$PRED

  TH1 = THETA(1) 

  TH2 = THETA(2)

  

  CP50 = TH1*EXP(ETA(1))

  GAM = TH2*EXP(ETA(2))  PROB = CP**GAM / (CP50**GAM + CP**GAM)

  Y = DV*PROB + (1-DV)*(1-PROB)

  IPRED = Y

  W = 1

  IRES = DV - IPRED

  IWRES = IRES$THETA ;#2

  (0, 20) ; CP50

  (1, 3) ; GAM

  

$OMEGA ; #1

  0 FIX ; IIV_CP50

  0.2 ; IIV_GAM

  

$ESTIMATION NOTBT NOOBT NOSBT MAX=9999 SIGL=6 NSIG=2

LIKELIHOOD LAPLACE PRINT=5 NOABORT METHOD=1

$COVARIANCE PRINT=E$TABLE ID ETA(1) ETA(2) 



       FILE=101.ETA NOPRINT FIRSTONLY NOAPPEND ; fit4NM, PDx pop

$TABLE ID GAM CP50

       FILE=101.PAR NOPRINT ONEHEADER FIRSTONLY NOAPPEND ;

fit4NM, PDx pop

 

 

 

 

 

 

 

 

 

 

 

 

 

 



 

 

 

 

 





Medical Physics and Mathematics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의 기저학문이 되는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환자 감시 장치에 사용하는 의료장비의 원리 및 임상적 적용 방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술중 저산소증의 원인을 신속하게 감별할 수 있는 BLUE

protocol, 의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

오실로메트리 방식의 혈압측정 때 혈관경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IT

분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비침습적으로 심혈관계를 감시하여 수액 투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어서 IT 기반 smart hospital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강좌 모두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이므로 놀라운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고산의학(altitude medicine),

우주의학(space medicine)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기압의 변화로 인한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극단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임상에서 이 분야를 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저희가

공부하고 다루는 여러 관련 분야를 고려할 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기 및 이의 기저 학문이 되는 물리와 수학에 조예가 깊고,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연자를 초빙하였으므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원님들의 학문적 욕구 및 임상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Quick differential diagnosis of acute hypoxia by lung

sonopraphy: BLUE protocol

 

Dongmin Jang (Asan Medical Center)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 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중에 갑작스러운

산소포화도 저하는 환자에게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뿐만 아니라,

마취의를 매우 긴장하게 하는 증상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Acute

hypoxia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으로 pneumothorax, pneumonia, lung edema,

pleural effusion, asthma, COPD, pulmonary embolism 등등이 있고,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pneumothorax를 생각할 수 있겠다. 0.5% 미만의 환자들이 수술 후에

barotruma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를 시행하는 4-15%

환자들이 barotrauma를 받는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barotrauma로 인한

pnemothorax가 진단되지 않고 tension pneumothorax로 진행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acute hypoxia의 발생 즉시

원인을 감별진단 할 수 있다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acute

hypoxia를 진단하기 위한 physical examination 또는 bedside radiography는 충분한

진단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들어 진단과 치료적 목적의 bedside

sonography의 사용은, 특히 acute hypoxia에 있어서 높은 감별 진단률로 인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Acute hypoxia의 진단을 위한 sonoraphy의 사용법 중, 진단적

가치가 매우 높은 BLUE protocol (Bedside Lung Ultrasonud in Emergency)을 소개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다.

 

 

1. The 10 basic sign of lung sonography



 

 

lung sonography의 기본적인 10가지 sign들은, 마치 TE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를 시행할 때의 기본 view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러한 sign 들을

이용하여 lung의 다양한 condition들을 진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① Bat sign

Bat sign은 초음파의 probe를 정확히 위치시켰을 때 볼 수 있는 sign이다. B-mode를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Pleural line과 rib의 위쪽 경계선을 이어보면 마치 박쥐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초음파를 이용한 lung evaluation의 가장

기본 view가 되겠다.

② A-line

B-mode를 이용하여 관찰할 때, Pleural line의 아래쪽으로 수평하게 나타나는

hyperechoic horizontal artifact로 subpleural air에 의해 발생된다.

③ Lung sliding and seashore sign

정상적인 lung surface에서 B-mode를 이용하여 관찰했을 때, parietal pleura와

visceral pleura가 좌우로 반짝거리며 (shimmery)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lung sliding sign이라고 한다. 이때 M-mode를 사용하면 피부로부터 연부조직

그리고 근육으로 이어지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가로줄 (파도가 치는 모습)로 나타나고,

pleural line 아래쪽의 움직이는 lung은 granular (sandy) pattern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해변가의 백사장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seashore sign이라고 명명한다. 

④ Quad sign

B-mode로 관찰할 때, pleural effusion이 발생했을 경우 parietal pleura와 visceral

pleura 사이와 rib shadow사리를 연결하는 사각형 모양의 hypoechoic space가

나타난다.

⑤ Sinusoid sign

M-mode로 관찰할 때, pleural effusion이 발생했을 경우 호흡주기에 따라 visceral

pleura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⑥ Tissue-like sign

B-mode로 관찰할 때, Translobuar consolidation이 있을 경우 liver나 spleen과

같은 양상의 echogenecity를 보이게 된다.



⑦ Shred sign

B-mode로 관찰할 때, Nontranslobuar consolidation이 있을 경우 공기가 있는

부분과 consolidation 사이에 불규칙적인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

⑧ B-line

Interstitial syndrome (e.g. lung edema, pneumonia)이 있을 경우, B-mode에서

pleural line으로부터 수직으로 곧게 뻗어 내려가는 line을 관찰할 수 있다. B-line은

comet-tail artifact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있다.

 Arising from the pleural line

 Well-defined-laser-ray like

 Hyperechoic

 Long (does not fade)

 Erase A-line

 Move with lung slinding

⑨ Stratosphere sign

Pnemothorax가 발생했을 때 M-mode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없는 pleural line을

관찰 할 수 있다. 움직임이 없어서 형성된 피부로부터 pleural line까지의 horizontal 한

line 들이 pleural line 아래쪽에서도 관찰된다. 이 모양이 마치 barcode와도 같아서

barcode sign 이라고도 불린다.

⑩ Lung point

Pneumothorax가 발생했을 때에도 호흡에 따라 lung volume이 변하게 된다. 이때

B-mode에서는 lung sliding이 교대로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그

위치에서 M-mode로 관찰하면 seashore sign과 stratosphere sign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을 lung point라고 한다.

 

 

2. Comparative diagnostic performances of auscultation, chest radiography,

and lung sonography

 

 

초음파 기계의 소형화로 인해 어디서든지 쉽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lung에

문제가 발생했음이 의심이 될 때, 즉각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lung evaluation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pocket-size의 초음파도 개발되어, 가운 속에 넣고 다니다가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즉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the stethoscope of the 21st century”라고

명명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할만한

연구결과는 Table 1에 정리를 했다.

 

 Table 1.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uscultation, chest radiography, and lung

ultrasonography for diagnosing pleural effusion, alveolar consolidation, and

alveolar-interstitial syndrome in 384 lung regions in 32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ARDS

(Anesthesiology 2004; 100: 9-15).

 

Lung disease의 진단에 가장 표준적인 진단법은 chest CT를 촬영하는 것이다. 즉 lung에

있어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가 가장 좋은 진단법은 chest CT인데, 초음파적 진단법이

chest CT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동등한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CT 촬영에 따르는 환자의

이송의 위험성이나  진단 시간의 지연,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radiation hazard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진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Diagnostic performance of ulrasonography

[1] Intensive Care Med 25:955-958

[2] Intensive Care Med 30:276-281

[3] Am J Respir Crit Care Med 156:1640-1646

[4] Intensive Care Med 25:383-388



[5] Crit Care Med 33:1231-1238

 

 

3. BLUE Protocol (Bedside Lung Ultrasonud in Emergency Protocol)

 

 

 

Figure 1. The BLUE protocol.

This decision tree does not aim at providing the diagnosis. It indicates a way for reaching a 90.5%

accuracy when using lung ultrasound (Chest 2008; 134: 117-25).

 

BLUE protocold의 기본은 sonography를 이용하여양측 lung을 검사하는

것으로부터시작된다. 각각의 lung은 zone 1 부터 zone 3 까지로 구역을 나눈다. Zone 1은

anterior chest를 말하고, zone 2는 lateral chest, 그리고 zone 3는 posterolateral chest

(PLAPS point)이다. 각각의 lung을 검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Fig 1에서 제시하는 결과에 따라

acute hypoxia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측하게된다. 이것은 hypoxia의 원인을 확진하는방법은

아니지만, 90.5%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써 acute hypoxia의 원인을 예측하여 향후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LUE protocol은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들로구성이

되어있다. 

 

①   A profile

Anterior predominant bilateral “A-lines” associate with lung sliding

- Rule out pulmonary edema 

②   B profile

Anterior predominant bilateral “B-lines” associated with lung sliding

− Rule out pneumothorax

③   A/B profile

Anterior predominant B-lines on “one side”, predominant A-lines on the

other

Usually associated with pneumonia

④   A’ profile

A profile with abolished lung sliding and without lung point

⑤   B’ profile

B profile abolished lung sliding

⑥   C-profile

Anterior alveolar consolidation

⑦   PLAPS profile

Porsterolateral alveolar and/or pleural syndrome

 

 

4. 맺음말

 

 

Hypoxia가 발생하면 환자의 얼굴색이 파랗게 변한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및 마취의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작용하게 된다. 환자의 얼굴이 “BLUE”로 바뀌기 전에 환자를 잘 care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수술 중 기본적인 monitor를 통하여 환자의 acute hypoxia 상태를

관찰하였을때 즉각적인 lung sonography의 적용은 매우 유용한 진단법이고 향후 환자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하는데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초음파 장비의 소형화를 통한



휴대성 증대로 인해, 수술실에서 다른 어떤 진단장비보다 hypoxia의 진단에 즉각적인도움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그러므로 90.5%라는 놀라운 예측률을 제시하는 BLUE protocol을

숙지하고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hypoxia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일 것으로 생각된다.

 

 

 

 

 

 

 

 

 

 

 

 

 

 

 

Various approaches to determine level of consciousness

 

Sanghyun Park (Korea University)

 

 

 

수술 중 환자의 의식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은 인체의 전기적 신호의 측정 및 분석

기술과 마취제를 통한 수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연구 개발되었다. 의식수준진단과 뇌파의 분석의 초기

방법은 뇌파의 피크를 계산하여 환자의식을 추정하였고, 컴퓨터의 발달이 시작되기 시점

부터는 뇌파의 파형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파형을 분석하는 것이 주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주파수 영역의 분석이 주를 이루다가, 뇌파의 복잡도, 결맞음 등으로

발전했다. 그 후 음성의 음성인식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뇌파 분석 접근

방법이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본인이 개발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뇌파의 복잡도 Entropy로의 접근 방법 : Shannon Entropy 의 응용

 

 

1. Motivation: 다양한 Entropy 기법 중 Spectral Entropy는 BIS(Bispectral

Index)와의 correlation이 높게 나와 DoA(Depth of Anesthesia) Index로 사용되었으나

뇌파의 불확실도만을 가지고 의식수준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예측하기에 많은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 이에 정보통신의 이론 가운데 정보 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라는 개념을

이용한다면, 뇌파의 정보의 불확실성 정도와 의식의 수준을 연관 짓기에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정보엔트로피는 클로드 섀넌(Claude E. Shannon)이 제안한 개념으로 신호나

사건에 있는 정보의 양을 엔트로피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지고 엔트로피는 더 커지는 이론이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Shannon Entropy의 정보가 추가 된다면 더욱 정확한 마취심도 진단 Index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Shannon Entropy를 이용하였을 경우 마취 정도에 따른 뇌파를 반영하는

수준이 크기(scale)가 크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EEG의 관찰된 특성은 마취가

진행됨에 따라 고주파수 영역의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서 저주파수 영역을

제외하고 고주파수 영역의 정보만 Shannon Entropy를 통해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2. Method: 기존의 Spectral Entropy가 “쓸만한” 지표였기 때문에 Shannon

Entropy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Spectral Entropy와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신호분석 절차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측정된

EEG 신호를 High Pass와 Low Pass로 구분하여 Spectral Entropy와 Shannon Entropy로

선형 결합을 하여 0부터 100까지 의식수준 진단 지표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Spectral Entropy과 Shannon Entropy의 결합은 Discrimination Power(DP)는

지표에 따라 결정시켰는데, 기본적으로 Linear Summation이며, DP를 최대로 하는

weight를 결정하였다.

 

 

 

3. Practical Issues: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Pass Filter 디자인과 Linear

Summation 할 때, 각 Entropy 값의 Weight의 결정이 핵심인데, 측정 기구인 뇌파 증폭기에

따른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 기존에는 DP에 따라 parameter들을 결정하였으나,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 BIS와의 correlation을 최대화 하는

것을 기준이나, 학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Fisher Score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음성인식 기법 도입 : Cepstral Analysis의 응용

 

 



1. Motivation: Cepstral Analysis는 음성 인식 기법에 주로 이용되는 신호 처리 기법인데,

음성 처리 기법의 경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특징과 무관하게 음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여자의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톤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톤이 낮다.

여성과 남성이 ‘마취’라고 발성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단순 주파수영역에서 그 신호를 살펴보면,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취’라고 하는 정보를 catch up 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람마다, 뇌파의 특성이 다르지만, 마취 시에 나타나는 마취할 때의 그 고유

정보를 취득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2. Method: 전체적인 신호 분석 절차는 아래와 같다. Cepstral 분석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 중일 때의 EEG신호와 깨어 있을 때의 EEG 신호에 대한 training 이 필요하다. 

 

 

 

Cepstrum=|DCT{log{|FT{Epoch}^2 |} }|^2

 



3. Practical Issues: Cepstral Analysis 방식은 Training-Testing 모델이므로

Training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고, 또한 Filter banks라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 본 연구진이 개발하여 발표한 논문에서는 마취 유도(induction)시 마취

상태로 도입 되는 부분이 BIS보다 약 1분간 더 빨리 나타내어서 실제 실시간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보다 연산량이 많은 단점이

있으나, 컴퓨터의 CPU 성능이 높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성인식 기법 : Hidden Markov Model의 응용

 

 

1. Motivation: 모델링하는 시스템(여기서는 뇌 세포로부터 발생되는 뇌파)이 미지의

파라미터(parameter)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관측된 파라미터로부터 숨겨진 파라미터를

결정하려는 하나의 통계모델이다. 여기서는 뇌파의 발생기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뇌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뇌파를 바탕으로 뇌파의 발생기전에 대한 parameter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뇌파가 여기서 제시하는 마코프 모델(Markov Model)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측정된 뇌파에서 training 가능한 깨어 있을 때와 마취 중일 때의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 추출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미지의 뇌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음성인식 기법 이외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이나 문자인식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이 모델을 시도한 이유는 이전 개발한 지표인 Cepstral

분석방법은 뇌파와 의식수준간의 response time 차이의 표준편차가 상당이 높아 안정성에

의문이 들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 개발한 지표들이

측정기기인 증폭기에 따라서 의식수준의 지표값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증폭기에

무관하게 하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BIS의 단점 중 하나인 느린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 Method: 전체적인 신호분석의 절차는 두 개의 Hidden Markov, 하나는 완전히

마취된(anesthetized) 상태, 하나는 깨어있는(awakened) 상태를 학습하여 진행된다.

 

Overall Process

 



 

 

3. Practical Issues: 이 또한 앞에서 설명한 Cepstral 분석방법과 유사한

Training-Testing   모델이므로 Training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Feature Vector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Vector Quantiz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면 data의 loss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compression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loss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 loss가 어느 정도는 발생해도 지표 계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이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음성을 포함한 각종

생체신호 취득과 그를 이용한 분석방법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많은 생체신호 정보들이 IT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IT 기술에서 유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인 음성인식에 대한 기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를 이용한 마취 중에

따른 의식의 수준 지표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복잡한 뇌 세포의 전기신호의

합(Summation)의 하나의 형태인 뇌파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더 유용성 있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Personalized traits monitoring method based on

oscillometric arterial blood pressure measurement

 

Youngsuk Shin (Chosun University)

  

 

 

신뢰성있는 혈압모니터링은 초기 심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해 요구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오실로매트릭 방법을 사용하여 혈압측정을 위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어

왔다. 오실로매트릭 혈압측정방법은 커프를 사용하여 피검자의 상완, 손목, 그리고 손가락

등에 수축기 혈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동맥을 폐색시킨 후 감압하면서 커프에 발생하는

진동특성인 오실레이션(oscillation)의 폭을 검출하여 일정한 특성비율을 취하여 혈압값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혈압측정방법은 커프에서 발생하는 최대진동폭에서의

압력을 평균동맥압이라 가정하고 이 진동폭과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특성비율을 경험적으로

결정하여 이때의 압력을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에러발생요인을

가진다(Fig. 1). 특히 잡음으로부터 민감한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방법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 심박율, 동맥의 경직도, 성별, 연령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오실로메트릭 혈압측정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Figure 1.기존의 오실로매트릭 혈압측정방법

 

 

제안된 방법(proposed method)

 

 

본 연구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에 대한 개별화된 특성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2은

제안된 방법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오실로메트릭 방법은 커프(cuff)를 사용하여

수축기혈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동맥을 폐색시킨 후 감압하면서 커프에 연결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동맥벽의 진동을 검출하게 된다. 검출된 진동 파형들의 정규화의 목적은 동일인의

경우 여러 번 측정시 대응되는 진동 패턴들의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커프압력으로부터 검출되는 오실레이션 파형은 측정되는 시간상에서 크기와 진폭의

다양성을 보이는 오실레이션 패턴으로 나타나는 데, 이 패턴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타베이스는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의 혈압연구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데이타베이스의 구성은 청진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데이터와 오실로메트릭 방법에서

얻어진 오실레이션 파형 데이터로 구성된다. 85명의 피험자로부터 각 5회 측정으로 총

425개로 이루어졌다. 측정에 참가한 피험자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0mmHg 미만

수축기혈압 (10%), 140mmHg 이상 수축기혈압 (10%), 60mmHg 미만 이완기 혈압(10%),

 100mmHg 이상 이완기 혈압(10%). 나머지 피험자들은 위 기준에서 제외된 범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의 연령분포는 10대에서 80대로 구성되었다. 데이터 측정방법은

 한번의 오실로메트릭 측정방법에 대해, 두명의 훈련된 간호사들에 의한 청진기방법을

사용하여 두번의 참조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Figure 2. 제안된 방법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흐름도

 

 

특징추출방법( Feature extraction method)

 

 

커프압력을 사용하여 검출된 오실레이션(oscillation) 파형들은 측정 피험자들에 따라

오실레이션 파형들의 개수와 진폭의 다양성을 보이는 오실레이션 패턴을 갖는다. Table 1은

각 피험자들의 5회 혈압측정시 오실레이션 파형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Table1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들은 청진기방법을 사용하여 두명의 훈련된 간호사들에 의해 측정된 혈압값들의

평균을 표시한다 (Table 1).

 



 

 Table 1. 커프압력으로부터 검출된 피험자들의 오실레이션 파형들의 개수들에 대한 표본들의 일부

 

동일 피험자의 반복 측정들로부터 일률적인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정규화(normalization)가 적용되었다.  정규화 작업은 동일인의 반복측정시 발생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래 수식은 정규화를 위해 사용된 수식이다. W는 본 연구에

사용된 훈련 표본들을 나타내며, N은 오실레이션 패턴들로 전체 표본의 개수와 동일하다. 각

오실레이션 패턴은 진동 파형들(Wij )로 이루어진다. 

 

  

 

Fig. 3은 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오실로메트릭 방법을 이용하여 커프 압력으로부터 검출된

한 개의 오실레이션 패턴을 나타낸다.

 



  
 Figure 3. 오실로메트릭 방법을 이용하여 커프압력으로부터 검출된 오실레이션 패턴

 

오실레이션 패턴들은 일정크기의 윈도우로 나누어지게 된다. 한개의 오실레이션 패턴은 29

개의 특징 윈도우들로 나누어졌다. 이때 각 특징 윈도우들안에는 최소 한 번의 심박을

포함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주었다. 이러한 기준은 타인과의 패턴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Fig.

4는 나누어진 특징 윈도우안에서 4번의 심박이 검출된것을 보인다. Fig. 4에서 동그라미

표식은 각 나누어진 특징 윈도우들안에서 최고상위진폭(maximum positive

amplitude:MPA)와 최고하위진폭(maximum negative amplitude:MNA)을 의미한다.

 

 

2-양식 특징표상들 (Two-modality feature representations)

 

 

본 연구에서는 나누어진 각 윈도우구간에서 최고상위진폭과 최고하위진폭을 특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최고상위진폭(MPA)과 최고하위진폭(MNA)들은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의 변동성을 반영한다. 최고상위진폭은 나누어진 각 특징 윈도우구간에서 가장

 높은  상위  진폭을  의미하며,  최고하위진폭은  가장  낮은  하위진폭을 의미한다.

 



 

 Figure 4. 한명의 피험자로부터 한 개의 특징 윈도우구간에서 검출된 4번의 심박: 상위와 하위 동그라미

표식은 각각 최고상위진폭과 최고하위진폭을 의미

 

Fig. 5은 29개의 각 특징 윈도우안에서 MPA와 MNA가 검출된 한 피험자의 특징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추출된 MPA와 MNA 특징들은 29 각 윈도우안에있는 평균값들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규화된다. 

 

 

 Figure 5. 한명의 피험자로부터 29개의 특징 윈도우구간에서 추출된 MPA와 MNA를 나타냄

 

Fig.6와 Fig.7은 수축기혈압으로부터 정규화된 최고하위진폭들을 이용하여 연령에 따라

특징추출결과를 나타낸다. 각 라인 그래프는 연령에 대해 평균결과들을 반영한 것이다. 

 



 

 Figure 6. 수축기 혈압에서 정규화된 MNA특징들을 이용하여 연령구간별 고혈압1단계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의 특징추출 결과 

 

 

 Figure 7. 수축기 혈압에서 정규화된 MNA특징들을 이용하여 연령구간별 정상혈압 피험자들의

특징추출 결과

 

Fig.6는 의사고혈압(수축기혈압:120~139mmHg)과 고혈압1단계(수축기혈압:140~160

mmHg)피험자들의 특징추출결과를 나타낸다. Fig.6의 고혈압1단계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Fig.7의  정상혈압 피험자들과의 비교에서 특징 윈도우의 전체구간의 1/3

구간에서 가파른 경사 패턴을 보였다. 특히 40~80대 연령범주의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10~30대 연령범주의 피험자들보다 7~9 특징 윈도우구간에서 높은 진폭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혈압1단계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10~30대 연령 범주의 피험자들은 배제 )은

MNA 특징들을 비교할 때 정상혈압 피험자들보다 높은 진폭을 나타냈다. Fig.7은

정상혈압(수축기혈압 < 120mmHg) 피험자들을 나타낸다. 정상혈압 피험자들은 고혈압1단계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보다 작은 진폭 차이를 나타냈는데, 10~12 특징 윈도우 구간에서

약간 더 높은 경사면을 보였다.

 

Fig.8과 Fig.9은 이완기혈압으로부터 정규화된 최고상위진폭들을 이용하여 연령에 따라

특징추출결과를 나타낸다. 각 라인 그래프 역시 연령에 대해 평균결과들을 나타낸다.

 

 

 Figure 8. 이완기 혈압에서 정규화된 MPA특징들을 이용하여 연령구간별 고혈압1단계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의 특징추출 결과 

 

 

 Figure 9. 이완기 혈압에서 정규화된 MPA특징들을 이용하여 연령구간별 정상혈압 피험자들의

특징추출 결과

 

Fig.8은 의사고혈압(이완기혈압:80~89mmHg)과 고혈압1단계(이완기혈압:90~100mmHg)

피험자들의 특징추출결과를 나타낸다. Fig. 8의 고혈압1단계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Fig. 9의 정상혈압 피험자들과의 비교에서 특징 윈도우의 2/3 구간의 앞부분에서 가파른

경사 패턴을 보였다. 특히 50~80대 연령 범주의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30~40대 연령

범주의 피험자들보다 11~13 특징 윈도우구간에서 더 큰 진폭들을 보였다. 50~80대 연령

범주를 갖는 고혈압1단계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MPA 특징들에서 정상혈압

피험자들보다 더 큰 진폭을 나타냈다. Fig.9은 정상혈압( 이완기혈압 < 80mmHg) 피험자들을

나타낸다. 정상혈압 피험자들은 고혈압1단계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보다 작은 진폭 차이를

나타냈는데, 15~17 특징 윈도우 구간에서 약간 더 높은 경사면을 보였다.

 

 

성능평가 (Evaluation test)

 

 

추출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패턴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개의 신경망이 사용되었다.

Fig.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능평가방법에 대한 블록 다이아그림이다. 제안된 평가방법은

두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식된 특징 윈도우 값들을  오실레이션

진동파형들의  대응 위치로 생성한다. 2단계는 1단계의 결과값들을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공간으로 재 대응시킨다. 이러한 방법의 목적은 제안하는 방법과 현존하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측정 결과값과의 유사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Figure 10. 제안하는 성능평가 방법

 

본 성능평가 실험을 위하여 255개의 학습데이타(60%)와 170개의 테스트데이타(40%)가

사용되었다. 테스트데이타들은 학습데이타에서 제외된 데이타들이다. 제안된 방법을 위하여

테스트데이타들은 2개의 신경망에 나누어 평가되었다. 이러한 두개의 신경망을 사용한

이유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경망을 구성한 것이다. 수축기혈압평가는

MNA 특징표상들을 이용한 신경망이 적용하였으며, 이완기혈압평가는 MPA 특징표상들을

이용한 신경망을 적용하여 평가되었다.  성능평가 결과는 청진기를 사용한 혈압측정 결과와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식된 측정결과들의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신경망 인식결과는 특징

윈도우 공간으로 매핑되어 나타난다. Table 2는 특징 윈도우 공간으로 매핑되어 나타나는

수축기혈압에 대한 신경망 인식결과(Table 2의 4번째 컬럼)가 오실로메트릭 방법의



커프압력을 이용한 수축기 혈압(Table 2의 5번째 컬럼)으로 변환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3은 특징 윈도우 공간으로 나타나는 이완기혈압에 대한 신경망 인식결과(Table 3의 4번째

컬럼)가 오실로메트릭 방법의 커프압력을 이용한 이완기 혈압(Table 3의 5번째 컬럼)으로

변환된 결과를 나타낸다. 평가결과 수축기 혈압의 경우 (+/-)20mmHg  범주안에서 98.2%,

(+/-)15mmHg 범주안에서 93.5%, (+/-)10mmHg 범주안에서  82.3%를 나타냈다. 이완기

혈압의 경우 (+/-)20mmHg 범주안에서 100%, (+/-)15mmHg   범주안에서 98.8%,

(+/-)10mmHg   범주안에서 88.2%의 유사도를 나타냈다.

 

 

 Table 2.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수축기 혈압과 신경망 인식결과에 대한 비교

 



 

 Table 3.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이완기 혈압과 신경망 인식결과에 대한 비교

 

 

맺는 글

 

 

본 연구는 오실로메트릭 측정방법에 기초하여 혈압패턴을 신경망에 특징으로 적용함으로써

고혈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개인특성기반 새로운 혈압측정방법을 제안하다. 새로운

혈압측정시스템의 성능은 청진기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의 측정결과와 특징 윈도우를 사용하는

신경망의 인식결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수축기혈압의 경우 (+/-)20mmHg

범주안에서 98.2%, 이완기혈압의 경우 (+/-)20mmHg 범주안에서 100%의 유사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특징 윈도우에서 추출된 정규화된 최고하위진폭은 수축기혈압에서 고혈압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규화된 최고상위진폭은 이완기혈압에서 고혈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특징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고하위진폭을 특징으로 사용하는,

수축기혈압에서 고혈압1단계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정상혈압 피험자들에 비해 특징

윈도우 7~9 구간에서 높고 가파른 경사패턴을 나타냈다. 또한 40~80 연령 범주의 고혈압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10~30 연령범주의 피험자들에 비해 수축기 혈압에서 더 큰

진폭들을 보였다. 반면, 최고상위진폭을 특징으로 사용하는, 이완기혈압에서 고혈압1단계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정상 혈압피험자들에 비해 특징 윈도우 11~13 구간에서 높고

가파른 경사패턴을 나타냈다. 또한 50~80 연령 범주의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30~40



연령범주의 의사고혈압 피험자들보다 더 큰 진폭들을 보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수축기혈압에서 고혈압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특징 윈도우 1/3 구간에서 경사가 가파른

패턴을 보인 반면, 정상혈압 피험자들은 특징 윈도우 2/3구간에서 경사가 가파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완기혈압의 경우, 고혈압 혹은 의사고혈압 피험자들은 특징 윈도우 2/3 구간의

앞부분에서 경사가 가파른 패턴을 보인 반면, 정상혈압 피험자들은 특징 윈도우 2/3구간의

중간위치에서 경사가 완만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개인의 혈압패턴 특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사전관리를 가능하게하는 유용한 도구로 전망된다. 또한 부가적으로 혈관노화 및 동맥경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발병하는 고혈압 유병시 혈관경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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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액의 공급은 안전정인 생징후를 이루는 초석이다. 체액 양이 부족하면 필요이상의

자율 신경계가 항진되어 빈맥, 저혈압, 젖산 혈증 등이 발생하며, 과도할 경우 폐부종, 뇌부종



및 재원기간및 사망율의 증가 등이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진 어느 정도 수액을 공급해야

적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지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적인 상황과 여러가지

지표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Frank starling의 법칙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하가 증가할수록 심박출양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심박출양을 안다면 전부하의 정도를 알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박출양을 알아내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S-G catheter을 이용한 열희석법은 장점에도

불과하고 침습성과 부작용의 우려로 현재 사용이 줄어들고 점차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액양의 정도를 알아보는 비침습적인 방법이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이학적 검사방법인 nail compression test, skin turgor test

등이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방법들의 기본적 원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도플러를 이용한 방법은 CardioQ, (Deltex Medical, Chichester, England)

USCOM, (USCOM Ltd., Sydney, Australia)가 있겠다.

먼저 CardioQ는 식도 안으로 도플러 탐침자를 밀어넣어 하행 대동맥에 위치시켜 혈류

속도을 구하다. 심박출양은 일회 일회 박출량 x 분당 심박수이며 일회 박출량은 혈류의 속도 x

혈류의 담면적이라 할수 있다. 이 기기에선 신장에 따라 미리 정해진 대동맥 단면적에 혈류

속도을 곱해 일회 박출량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심박수를 곱하면 심박출양을 알 수 있다.

탐침자가 식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에 부담이 있다. USCOM의

경우는 도플러을 이용하여 심박출양을 알아낸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 경우에는 도플러

탐침자가 식도가 아닌 몸 밖의 목(대동맥)이나 흉부(폐동맥)에 위치한다. 탐침자를 신체와

접촉시키고 있는 동안만 측정이 가능하므로 연속적인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Fick’s principle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Fick 원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산출된 것으로써, 신체의 각 부위에서 심장으로 돌아 온 혈액에 존재하는 산소와 폐포를 거쳐

혈액으로 운반된 산소의 양을 합친 것은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산소의 양과 같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소 소모량은 동맥혈과 정맥혈의 산소 함유량 차이에 심박출량을

곱한 것과 같다 (Oxygen consumption = Arterial/venous O2 difference × Cardiac

output). 따라서 심박출량은 산소 소모량을 동맥혈과 정맥혈의 산소 함유량 차이로 나눈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Cardiac output = Oxygen consumption (Arterial/venous O2

content difference) = VO2 ÷ (CaO2-CvO2). 부분적 이산화탄소 재호흡을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방법은 Fick’s principle을 이용한다. 전제 조건으로 오직 심박출량 중 폐모세혈관

혈류만이 가스교환을 이루는 데 관여하며, 사강이 일정하여 호기말 이산화 탄소 농도가 동맥혈

이산화탄소 농도를 잘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산소농도 대신 이산화탄소농도를 이용하는 것은

산소보다 폐포에서 교환이 빠르게 되기 때문이다. 구성은 재호흡 밸브가 부착된 일회용 회로와,

이산화탄소 감지기, 공기 유량 감지기, 맥박 산소계, 그리고 NICO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측정은 3단계(기준점 설정기, 재호흡기, 안정기)로 총 3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호흡 회로에



주기적으로 재호흡 용적을 더하여 환자로 하여금 호기 가스의 일부를 재호흡하게 한다.

폐모세혈관을 흐르는 혈류는 이산화탄소 제거의 변화를 호기말 이산화탄소 변화로 나눈 것에

비례한다. 단점으로는 기관내 삽관이 되어있어야 하며, 폐기종과 같이 사강이 증가한 환자에선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한 3분 긴격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급격한 혈역학적 변동을

알아내는데 무리가 있다.

다음은 전기 저항 측정법이 있다. 신체는 절대적 부도체가 아니므로 전류를 가면 통한다.

전류는 신체 부위중 가장 저항이 적은 부위를 통해 지나게 되면 흉부의 경우 주로 대동맥을

경유하게 된다. 네 쌍의 심전도 전극을 흉부에 부착하여 표본 미세전류를 방출하고 흉부

양측의 생체교류저항을 감지하게 된다. 전기 저항 측정법은 이 전류흐름에서 먼저 기저 저항을

측정한다. 심박동시 대동맥 안의 혈액의 양과 속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는 전기 저항의 변화를

가져온다. 전기 저항 측정법은 이런 신체의 전기 저항의 변화에 기초한다. 이 방법으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먼저, 직접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압차에 기초하여 심박출양을

측정하는 기기로 BioZ (CardioDynamics, San Diego, CA, USA)가 있겠다. 단점으로는

전기간섭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것과 심전도 전극의 부착 상태에 따라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에서의 교류저항 신호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여 전극을 흉부가 아닌 기관내 삽관 튜브에 부착시킨 제품ECOMTM

(Conmed Corp, Utica, USA)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두번째로 신체를 통과는 교류전류는

심박동에 의한 접압의 변화뿐 아니라 위상의 변화(phase shift)를 수반한다. 이 변화는

심박출양의 변화와 유사하게 변화하며 절대적 기준점이 없이 변화량에 근거하여 심박출양을

도출한다. 따라서 체형이나 전기적 간섭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침습적 혈압 분석법이 있겠다. 손가락 혈압띠(cuff)를 이용하여 지속적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손가락을 지나는 혈류는 혈관의 압력을 형성하게 된다. 외부에서

압력을 주어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된다면 그 압력이 그 순간의 손가락 혈류의 압력이 된다.

기기는 손가락을 감싸는 압력이 조절되는 cuff와 혈류가 지나는 것을 확인하는 발광소자와

검출기로 구성된다. 지속적으로 cuff의 압력의 변화를 주어 손가락 혈류를 측정함로서 침습적

방법으로 얻는 유사한 형태의 동맥파형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단점으로 손가락 혈류의 감소을

가져올수 있고, 손가락 움직임에 의한 간섭이 생길수 있다. 또한,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전부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보상기전으로 말초의 혈류가 감소되는데 이경우 구해진

심박출양은 신뢰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비침습적 혈역학 감시장치가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해을 가할 가능성은 적지만 심박출량을 추정하는데 여러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게되고 구해진값이 실제 심박출양의 값과 다르게 측정되는 원인이 된다.

여러 기기의 장단점을 숙지한 이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Smart hospital based on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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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이다. 한국어위키백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TV, 시계,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스마트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이와 발맞춘 블루투스(Bluetooth), 와이파이(Wi-Fi),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 등

유무선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당연하게 사물인터넷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장소와 시간, 장비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전송할 수 있는 세상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서서히 의료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X-ray, CT, MRI

등의 영상 자료가 PACS (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로 바뀌고

의무기록이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로 바뀌는 전자차트의 개념을 넘어, smart

hospital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미래의 병원에서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원의 자산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정보의



식별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하나의 ID 와 password로 위치와 장비에

상관없이 부여된 권한에 해당하는 동일한 수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각종 장비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통합∙가공되어 환자의 진단∙치료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 및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관련 기술

 

 

사물인터넷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smart hospital의 구축에는

인터넷 기술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이러한 장비 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중요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1.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비 접촉식 사물 자동인식 기술의 일종으로 상품 또는 사물 등의 정보가 담긴 RFID

태그(Tag)와 태그의 정보를 판독 및 해석하는 리더(Reader), 그리고 읽어 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백엔드 시스템(Backend system)으로 구성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예로 버스카드, NFC 카드, RFID 방식의 음식물 종량제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물인식 기술로 가장 보편적인 예로는 바코드(barcode)를 들 수 있는데, 바코드의

경우 오염이나 손상, 레이저 빔의 방향 등에 따라 인식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으며 정보를

재입력할 수가 없고 정보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RFID는

내환경성이 우수하여 수명이 길고, 동시에 여러 개의 태그를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고

감지거리가 길어 보다 효율적이며,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해 정보를 추가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태그에 센서를 내장하여 주변 환경정보를 감지하고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태그를 병원의 장비 및 자산에 부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RFID 태그가 내장된 바이오센서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환자의 위치를 식별하고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혈액,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부착하여 수혈, 투약,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1).

 



 

 Figure 1. RFID system의 동작 절차

 

2. UMSN (Ubiquitous Medical Sensor Network)

 

작은 크기의 무선 센서 노드(node)들을 건물, 기기, 인체 등에 부착하여 주변 환경, 기기

또는 생체 정보를 무선으로 감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1,2).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 내에 많은 수의 노드들이 설치되어 상호간에 통신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그 내부에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이 가능한 일반적인 센서 노드와 다른

형태의 노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드를 sink노드라고 하는데, 각각의 센서 노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ink 노드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Sink

노드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는 블루투스, 무선랜, 유선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2). 센서 노드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RFID technology를 사용하는 것을

RFID/UMSN이라고 한다(1,3).

 



 

 Figure 2. 센서 너트워크의 구성도

 

3.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RFID tag에 저장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중앙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해서 무선통신

기술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종류의 무선통신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Bluetooth,

WIFI (wireless Fidelity), UWB (untrawideband), Zigbee,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등이 있다.

 

4. Embedded Technology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란 미리 정의된 목적을 위해 물리적 입력이나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보다

확장된 기능을 위해 현대의 각종 전자 정보 통신기기는 대부분 임베디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조

 

 

비록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smart hospital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중 하나가 Lei Yu, Yang Lu, XiaoJuan Zhu(2012)의

연구인데, 그림 3과 같이 smart hospital을 크게 perception layer, network layer,

application layer의 3단계 구조로 나누었다(4), 여기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Perception layer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료의 수집 단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Perception layer는

다시 data acquisition layer와 Access layer로 나누어진다. Data acquisition layer는

병원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노드를 식별하는 단계로 의료진의 신원 정보, 환자의 신원 정보 및

의료 정보, 약물∙의료기기∙의료 폐기물의 기본정보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게 된다.

Access layer는 하부단계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전송받아 백본 네트워크(backbone

network)에 입출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모바일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 TV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Figure 3. Smart hospital의 구조

 

2. Network layer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보의 통합 단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다시 network

transmission platform과 application platform으로 나뉘어진다. Network transmission



platform은 병원 네트워크의 백본(backbone; 네트워크의 중추를 형성하는 고속 대용량

회선)으로, perception layer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장해 없이, 실시간으로, 신뢰할 수 있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Application platform은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고

집대성하는 역할을 하며, 상위 단계인 application layer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개방된 인터페이스(interface; 소프트웨어끼리 연결하는 경계 부분)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platform;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의료진, 환자 및 기타

관련 인력들을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들이 application platform 상에서

개발 가능해지게 된다.

 

3. Application layer

 

쉽게 말해 적용 단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부 단계에서 수집∙통합된 자료들이

가공되어 사용자, 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되는 단계이다. Application

platform은 다시 hospital informatization application과 management decision and

application으로 구분된다. Hospital informatization application은 외래환자 관리 정보,

병원 관리, 의료기술(검사, 방사선, 병리, 물리치료 등) 관리, 약품 관리, 장비 및 자재 관리,

의료 관리, 재정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Management decision and

application은 질병 분석(발병시기, 지정학적 분포, 치료 비용), 환자 분석(지역 분포, 연령

분포, 무상의료 비율, 환자 방문 시간대 등), 진료 분석(양적, 질적), 약품 분석(용량, 소모량 및

약품의 이윤), 과별 분석(분기별 각 과의 진단 및 치료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 기술과 내용

 

 

Smart hospital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외에도 시스템 내에 필요한 기술 요건이

존재한다. 

우선 정보가 자유롭게 수집∙통합∙가공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통일된

표준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용어법(terminology)이나 정보의 분류

코딩(classification coding)에 대한 병원 내 표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 교환 규칙(data

exchange rule)이 필요한데,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HL7 (Health Level seven), DICOM3.0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on Medicine), ASTM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서드 파티(third party; 공식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외에 중소규모의 개발자들이 주어진 규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한 표준 또한 필요하다. 

병원 내에서 정보의 수집과 전송 수단은 차차 무선 통신이 그 중심이 될 것이나, 현재는

비용이나 효율 측면에서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된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Unified Network Supporting

Platform)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ID와 password로 시간, 장소, 접속방법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균일한 신원인증 플랫폼(Identity

Authentication Platform)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모바일 EMR 어플리케이션(Embedded Mobile Electronic

Medical Record Application)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과 달리 smart hospital의 가장 큰 차별점은

모바일과 무선을 이용한 의료 시스템일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EMR 시스템을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관리 시스템은 환자의 신원 확인 및

관리, 환자의 기본 생리학적 정보 저장, 진료실에서 독립적인 등록 및 치료번호(registration

and treatment number) 스케줄링, 진단 및 치료 정보의 입력 및 저장, 전자 의료

처방(electronic medical order)의 확인 및 수정, 의료비의 전자결제, 환자의 추적 및 위치

확인 등을 주된 기능으로 갖추게 될 것이다.

 

 

맺는 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상상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먼 과거에

인류가 꿈꾸었던 것들은 하나 둘 현실로 이루어졌으며, 사물인터넷의 발달은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세상을 현실에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조만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병원 내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또한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말에서 예전의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떠올리고, 차트라고 하면

종이차트와 EMR을 모두 떠올리지만, 머지 않은 미래의 세대는 휴대폰을 스마트폰과

동일시하고, 차트라고 하면 당연하게 컴퓨터와 휴대용 단말기에서 보이는 병원정보 시스템을

떠올리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위치 파악, 의무기록 확인, 생체 신호의 모니터링 및 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통합∙가공되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이기정, 박성원. 병원 의료시설 내 U-Healthcare 환경에서 환자 정보 관리를 위한 환자

세분화 기법.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010;10(3):131–7. 

2. 유비쿼터스 바이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병원 내 환자 상태 실시간 체크 시스템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전자저널 논문 - DBpia

[Internet]. [cited 2015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862611

3. 의료환경에서 효율적인 이벤트 처리를 위한 RFID/USN 통합 미들웨어 설계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한국통신학회 : 전자저널 논문 - DBpia [Internet]. [cited 2015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1187222

4. Yu L, Lu Y, Zhu X. Smart Hospital based on Internet of Things. J Netw

[Internet]. 2012 Oct 1 [cited 2015 Feb 8];7(10). Available from:

http://ojs.academypublisher.com/index.php/jnw/article/view/8492

 

 

 

 

 

 

 

 

 

 

 

 

 

 

 

Introduction to altitude medicine

 

Kwangsuk Seo (Seoul National University)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높은 고도(High Altitude)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라고 하면, 해발 2700 – 5500 m 지역을 말한다. 그 보다 높은 지역은

극단적 높은 고도(extreme high altitude)라고 불리며 5,500 m 이상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백두산의 높이가 2744 m로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1억4천만명 이상이 2,500 m 이상에서 살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관광 목적으로

높은 곳을 방문을 하고 있다. 최근 높은 고도에도 많은 새로운 병원이 건설되고 있고, 마취과

전문의들을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높은 고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높은 고도에 올라가는 경우 저지대에 비해 대기압 저하 같은 주위 환경의 변화가 인체에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생리학적인 변화가 고산병, 뇌부종, 폐부종 같은

고소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취과의사가 높은 고도에서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높은 고도에서 인간의 생리학적

변화와 질병 패턴에 대하여 이해하고, 고소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압 변화에 따른 마취제 역가 변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높은 고도에서 생리적 변화

 

 

저산소증(hypoxia)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기압이 낮아지는데,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의 비율은 20.9%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산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면서 동맥 내 산소 분압도 감소하게 된다(Fig

1). 해발 3000 m가 되면 대기압은 760 mmHg에서 537 mmHg로 감소하고, 흡입하는

대기의 산소 분압(PIO2)도 149 mmHg에서 103 mmHg로 감소한다. 이러한 압력 감소는

FiO2는 20.9%로 동일한데 실제 해수면과 비교하면 14.6%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당연히 동맥 내 산소 분압(PaO2)은 100 mmHg에서 65 mmHg정도로 감소하여

산소해리곡선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저산소증이 발생된다. 해발 8000 m 정도로

올라가면 대기압은 284 mmHg로 낮아지고, 흡입하는 대기의 산소 분압(PIO2)도 50 mmHg

정도로 감소하여 산소공급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저산소증 적응에 대한 생리적 반응

 

높은 고도에서 산소의 부족은 산소의 운반과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도 순응



(acclimatization)이라고 불리는 생리적 변화를 야기한다. 급성 저산소증에서 호흡 적응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데, 호흡 횟수와 호흡 깊이가 증가되고, 이러한

호흡의 증가는 동맥 내 산소 분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분압(PCO2)을 감소시키게 되고 pH를 증가 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Fig 1). 이러한 pH의

증가는 대사적으로 완화가 되는 데,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등반하는 동안 PCO2가 7.5

mmHg로 감소하고, 혈청 중탄산염 (HCO3-)이 22.2 mM에서 9.9 mM로 감소하여 pH는

7.56로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높은 고도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저산소성 호흡

반응에서는 무딘 반응을 보이고, 총 폐용량 큰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폐 확산능을 높이고

동맥산소포화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동안 초기에는 급성 저산소증에

대한 반응으로 전신 혈압이 증가한다. 증가된 심박수에 의해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전신에

산소의 운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혈류량의 증가는 뇌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000 m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해모글로빈의 산소해리곡선 상 산소포화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혈액의 pH를 알칼리로 변화되고, 2,3-diphosphoglycerate (2,3-DPG)의 수준이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신장 세포에서 에리트로포이에틴 분비가 증가하고, 적혈구 생성이

증가한다. 적혈구의 증가와 더불어 혈액의 응고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폐동맥 혈전 색전증 및 심장 돌연사의 발생률이 높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HPV) 반응으로 작은 근육성 폐동맥의 수축이 유발될 수 있다.

HPV는 환기/관류 균형을 향상시키고, 션트 분획을 감소시키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폐부종의

원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Figure 1. The relationship of altitude, barometric pressure, PaO2 and PaCO2.

 

 대뇌 기능 변화

 

높은 고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눈에 띄는 대뇌 기능의 변화는 지적 능력을 포함한 정신적

능력 감소, 피로감 증대,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난다. 극단적인 높은 고도에 급성 노출 시 추론

능력과 판단에 해로운 영향을 보이는 데, 종종 더 낮은 고도에 하강 후에도 몇 일 동안

지속된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인 능력, 집중, 판단력이 높은 고도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소증 (HAI)

 

 

고소증은 급성 고산병(acute mountain sickness, AMS), 고산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인 고소뇌부종(high-altitude cerebral edema, HACE), 고소폐부종(high-altitude

pulmonary edema, HAPE), 그리고 만성 고산병(CMS) 등으로 나뉜다.



급성 고산병은 고지대에 도착하여 6시간에서 12시간 안에 나타나는 두통, 구토, 식용부진,

피로감, 어지러움, 불면 등을 의미한다.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드물게 고소뇌부종과

고소폐부종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동반하기도 한다. 급성 고산병과 고소뇌부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혈관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소폐부종은 저산소증에 의한

폐혈관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고소증의 발생은 고지에 오르는 속도, 도달한 고지의 높이, 수면을 취하는 곳의 높이, 개인의

생리적인 특성 등으로 결정된다. 해발 1,850 m 에서 2,750 m에서는 22%, 해발 3,000

m에서는 42%에서 고소증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고소증 발생을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신체가 고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것이다.

고소뇌부종(HACE)은 임상적인 진단으로 고산병이나 고소폐부종(HAPE)을 보이는 환자에서

조화운동불능(ataxia), 혹은 의식수준의 변화를 나타낼 때 진단한다. 임상적으로나

병리생태학적으로 고산증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체 소견으로 안저부종, 망막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뇌압상승으로 뇌신경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면 증상이 혼미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나 발작은 드물며 보통은 수 시간이나 수 일에 걸쳐 진행하여 결국

뇌이탈(brain herniation)로 사망하게 된다.

 

고소증의 치료와 예방

 

급성 고산병, 고소뇌부종의 치료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증상이 호전되기 전에는

더 높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둘째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는 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소뇌부종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고도가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산병의 최선의 치료는 고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압산소치료가 도움이 된다.

단지 500 m에서 1,000 m정도만 낮은 곳으로 가더라도 대부분의 급성 고산병이 없어지며

고소뇌부종의 경우 대개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고도가 낮은 곳으로 가기

어렵고 산소 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물치료가 핵심이 된다. 아세타졸아마이드가

74%에서 24시간 내에 증상의 경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고산병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폐부종 때문이다. 고도에 적응하기 위한 폐혈관 세포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 고소폐부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개 새로운 고지에 도착한 둘째

밤에 증상이 발생하며 4일 이상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활동이 줄고 마른 기침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며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에는 분홍색이나 붉은색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을 느낀다.

 

 



높은 고도에서 마취

 

 

높은 고도에서 마취 관리는 마취기, 약제 등 주어진 마취 환경, 고소증의 유무, 그리고,

환자의 전신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마취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고산 지역에서도 많은 병원이

존재하고, 전신마취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높은 고도에서 마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

 

높은 고도에서 마취제 및 마취 장비

 

대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압에 비례하여 효능을 발휘하는 휘발성 마취제는 vol%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그 역가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산화질소(N2O)는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할로겐화 마취제의 분압은 대기압 보다는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극저온 환경에서 더 많은 기화기에 표시된 양보다 더 많은 마취제가 요구 될 수 있다.

유량계의 공기 흐름은 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산소와 아산화질소 유량계는 실제 유량보다

낮게 판독할 경향이 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가스의 밀도와 점도의 감소는 인공호흡기의

일회호흡량을 설정보다 낮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이산화탄소분압 측정 장비는 낮은

흡인 압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값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기관 튜브의 커프 내 압력은

환자의 운송 중 낮아지거나 높아져 기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높은 고도에서 마취 관리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은 수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산소를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및 잠재적으로 호흡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은 낮은 고도에서 호흡 기능에

미미한 영향을 보이는 용량이 높은 고도에서는 심각한 호흡 억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맥 내

프로포폴 투여는 동일한 목표의 이중분광지수(BIS)를 보이는 용량이 저지대보다 3,505m

고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약제라는 의견도 있다.

마취 유도 시 저산소증이나 산소포화도의 감소가 빨리 나타나는 데, 폐의 기능성 잔존

용량(FRC) 내 산소 용량이 적기 때문이다.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제는 저산소성 호흡반응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저환기와 저산소증에 주의해야 한다. 높은 고도에서는 위배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폐흡인을 주의해야 하고,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동상 환자에서 주변 혈관

확장으로 돌아온 차가운 혈액이 잠재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높은 고도에 대한 적응의 결과 중 혈색소 증가와 과다응고 현상은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깊은 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항혈전 예방이

필요하다.  

높은 고도에서도 적절한 국소마취 또는 부분 마취가 가능한데, 횡격막 마비 또는 폐 손상은

호흡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완신경총 차단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척추 마취 후

두통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맺음말

 

 

높은 고도에서도 마취과 의사는 중증 환자와 외상 피해자의 치료에 성공적인 마취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고도에서의 생리적 변화, 병태 생리 그리고 마취제의 약리학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고소증과 고소뇌부종(HACE), 고소폐부종(HAPE)의

병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신속하게 낮은 지역으로 하강 또는 고압 산소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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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의학이란?

 

 

비정상적인 환경인 고공과 우주 같은 극도의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안녕상태를 사전에 또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

 

우주의학은 우주생리학과는 다르고, 우주공간에서의 적응은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변화이지

병적인 상황은 아니다. 비록 병리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는 질병의 증상을 변화시키고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를 증가시킬 것 이다. 

항공우주의학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항공기 승무 원 및 우주비행사의 신체기준 설정,

항공기 승무원 및 우주비 행사의 선발에 참여, 항공우주 신체적성 평가의 검사방법과 평가,

항공우주 신체적성 유지와 건강 증진, 항공기 설계 시 인간공학적 참여, 생명유지계통의 개발

참여, 항공기 및 우주 선 사고조사 참여, 항공우주분야의 인적 요소, 비행 중 응급 환자 처리 및

병약승객 항공후송 적부 판단, 항공기 위생 및 국제방역, 그리고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연구 및

개발 등이다.

 

 

항공우주의학의 역사

 

 

1. 고산병

 

1519년 스페인의 군대가 멕시코를 침입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의 불편감을

서술하였고, 25년뒤에 에콰도르, 칠레, 페루를 정복하면서 고산병을 경험하게 되었다.

100여년 뒤 예수교 신부였던 Jose de Acosta는 이러한 원인이 높은 곳에서의 공기가

문제라고 하였고 다섯번의 안데스 산맥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식욕의 소실, 오심,

복부통증과 함께 음식물, 가래, 담즙, 혈액을 포함한 구토를 서술하였다. 그는 그의 말에

발생한 심한 쇠약과 본인에게 나타난 어지러움과 두근거림이 낮은 곳으로 되돌아오면서

없어진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1590년에 쓰여진 Acosta의 보고는 1878년에 Bert’s

Barometric Pressure라는 책에 다른 264개의 고산병 증례와 함께 번역되어 보여지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고산에서 나타나는 고산병, 폐부종, 뇌부종 등은 안데스 산맥의 Mt.

McKinley나 히말라야 등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태리 생리학자인 Evangelista Torricelli는 수은 기압계를 발명하고 진공상태에서의



동물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독일의 공학자인 Otto von Guericke은 1672년 진공펌프를

발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양초의 불이 꺼지는 것, 동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소리가 전달이 안되는 것 등을 연구하였다.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를 만들어 실험함으로써

기압이 매우 큼을 알렸다.

영국의 과학자인 Joseph Priestly와 프랑스의 화학자인 Antoine Lavoisier가 각각 산소를

발견하였다.

 

2. 기구

 

1783년 4월, Joseph and Etienne Montgolfier 형제가 명주 천으로 작은 규모의 기구를

만들어 더운 공기를 채우고 비행실험을 시도하였고, 그 후, 오리, 수닭, 양을 이용한 실험 뒤에

11월에 Pilatre de Roziers와 the Marquis d’Arlandes 가 최초의 비행을 하게 되었다.

뜨거운 공기를 이용한 사람의 비행 열흘 뒤 Jacques Alexandre Cesar Charles은

공기대신에 수소가스를 넣고 지상 3,048 m 높이까지 떠올랐고 이때 날카로운 통증이

오른쪽귀에 있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우주항공의학적 증상의 서술이 되었다.

1784년 영국에서 Mrs. Elisabeth Tible이 최초의 기구를 이용한 비행을 한 여성이 되었고

Jean-Pierre Blanchard가 최초로 영불해협을 건넜다. 

1784년 11월, 존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수소를 이용한 기구비행에서 온도계, 기압계,

소형전위계, 시계, 나침반, 소형 망원경, 다른 고도에서의 공기를 모을 7개의 유리관을

준비하여 기압의 변동, 온도의 변동 등을 최초로 관찰하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많은 비행에

의하여 저산소증의 증상들(고공병, 심박수의 상승, 피로)이 처음으로 서술되었다. 

1803년 벨기에 생리학자 Etienne Robertson은 음악교사였던 Lhoest와 함께 고도 7,000

m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빨라진 맥박과 정신적 신체적 무감각과 그의 일반적인 발견에 관한

기쁨과 열정에서 무관심해지는 자신을 서술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입술로 피가 몰려서 붓고

모자가 작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끊는물에 손이 닿아도 아프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험의학의 창시자인 프랑스 의학자 Claude Bernard는 일산화탄소의 혈색소와의 결합이

조직에 있어서의 산소결핍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의 제자이며 항공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Paul Bert는 그의 연구성과를 1878년 La Pression Barom´etrique, Recherches de

Physiologie Exp´erimentale라는 그의 저서에 서술하였고 이를 Mary Alice와 Fred

Hitchcock이 이차세계대전중에 번역하였다. Bert는 기구를 타고 상승한 후에

조종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가 밝혀낸

내용들로는 대기압에 관계없이 산소분압이 35 mmHg면 사망에 이른다. 간헐적 산소

흡입으로 저산소증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혈액과 조직에 과다한 탄산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등이 있다. 

1862년 James Glaisher와 기구공학자인 Henry Coxwell은 산소없이 8,839 m 상공에



이르렀고 이때 8분간의 무의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874년 Henri Sivel과 Joseph

Croce-Spinelli는 7,300 m에 이르렀는데 이때 Bert에 의해 만들어진 40%와 70% 산소를

가진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40%는 3,600 m에 이르렀을 때, 70%는 6,000 m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였고, 이때 힘, 각성, 기억력, 시력 그리고 식욕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일년뒤

Gaston Tissandier와 함께 65%와 70%의 산소주머니를 가지고 8,000 m를 도전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한 산소로 인하여 대략 8,600 m에서 모두 의식을 잃고 Tissandier는 사망에

이르렀다.

 

3. 비행기

 

Wilbur와 Orville Wright 형제에 의하여 발명된 후 비행기는 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전세계에 퍼져 있었다. 1차세계대전 중 런던 공습을 위해 독일 공군은 5,000-6,000 m의

고도로 비행을 하여야 하였고 이때 8시간의 차갑고, 저산소상태와 엔진소음 하에서의 비행

후에 어지러움과 이명, 두통, 심박수와 호흡수의 증가 그리고 피로를 호소하였다. 이는

압축산소가 불쾌한 기름냄새가 나서 대부분의 비행사들이 산소의 사용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1차세계대전 첫해의 비행사고 중 단지 2%만이 전투에 의해서

일어났고, 8%가 기계적인 문제이고 나머지 90%가 사람의 문제였고, 90%의 3분지 2가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서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결함의 원인으로 낮은 산소압에 의한 급성 또는 지연된 순환장애를 꼽을 수

있다. 몇몇 군인들은 전투피로, 전투 신경증, 신경순환 무력증 등으로 더 이상의 전투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 영국공군은 Care of Flyer Service를 통하여 2년 동안에

조종사의 신체적 문제로 인한 사고를 60%에서 12%로 줄일 수 있었다. 신체기준, 검사,

비행훈련의 향상과 신체적 감정적 문제에 대한 주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4. 비행의학

 

1차세계대전 후인 1920년에서 1935년까지 비행의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다. Neely

Mashburn에 의해 개발된 ‘‘automatic serial-action complex coordinator”를 사용하여

착륙, 술의 효과, 그리고 나이와 관계된 요소에 있어서의 비행적성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는

2차세계대전까지 사용되었다. 

두명의 의학자들이 미국 비행의학을 크게 이끌었는데, Harry G. Armstrong과 Louis H.

Bauer이다. Armstrong 박사는 1939년에서 1952년 동안 3권의 비행의학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고, 최초의 항공우주의학 교과서를 편집하였다. Bauer 박사 또한 1926년에



비행의학에 관한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Armstrong은 후에 Aeromedical Research Laboratory로 개명되는 Physiological

Research Unit에서 1936년부터 John W. Heim과 함께 다양한 비행 중 보호복과 관련된

연구, 산소마스크연구, 공기색전증 연구, 중이와 부비동에의 기압성 외상연구, 중력의 가압 및

감압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여러 생리학적인 연구들이 1937년 군대에서 진행된 기밀 가압식 비행기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바로 Boeing 307 Stratocruiser 제작에 적용이 되었고 장거리

민간승객수송에 사용되었다. 그에 의해 발견된 혈액의 끓는점인 고도 19,530 m는

Armstrong’s Line이라고 불린다.

 

5. 민간비행의학

 

Louis Hopewell Bauer는 1912년 Harvard에서 의학위를 받은 후 군대에 근무하던 중

William H. Wilmer대령 후임으로 Medical Research Laboratory의 소장이 되었고,

1921년 화재로 연구소를 잃고 재건을 하며 공군군의관을 위한 학교로 그 다음해 the School

of Aviation Medicine을 세웠다. 1925년 the Army War College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서

1926년 Aviation Medicine 교과서를 완결 지었다. 

1926년 미상무부 아래의 항공의학청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비행사의 신체적 자격에 관한

의학적 표준을 만들었고, 허가제도를 위하여 125명의 ‘aviation medical

examiners(AMEs)’를 임명하였다. 

의학적 감독관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한 닥터 Harold J. Cooper는 AMEs의 교육

뿐 아니라 신체적 결함과 비행사 교육의 성공율, 비행사고와 신체적 결함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결함이 있을 시 사고가 50%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1928년 Bauer 박사는 29명의 AMEs와 함께 ‘Aerial Medical Association’을 창립하고

임시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몇주 후 이름을 ‘aero Medical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로 바꾸고 첫번째 연례회의를 10월 7,8일에 디트로이트에서 가졌다. 여기서 Bauer

박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새로운 학회지를 만들기로 하여서 1930년 3월에 The Journal

of Aviatin Medicine의 첫권이 출간되었다. 그에 의해 하루 8시간, 한달에 85시간의 최대

비행 시간이 정해졌다.

 

6. 우주의학

 

1935년 미국 상무부는 Amelia Earhart와 Igor Sikorsky가 포함된 성층권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항공의학에 관한 특별분회에는 Drs. Armstrong, Bauer,

Whitehead, Grow, Tuttle, Dill, McFarland등이 포함 되었다. 이는 Hawthorne Gray가



1927년 12,192 m까지 비행한 후 사망한 것이 주요한 이유였으며,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기밀구조 환경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1931년 스위스 물리학자 Auguste Piccard는 밀폐된 곤돌라에 산소공급장치와 이산화탄소

제거장치를 달고 Paul Kipfer를 15,606 m까지 올려 보냈고, 이때 과학적 대기측정을

시행하였다. 

해군 중위 Thomas Settle과 해병대 소령 Shester Fordney는 1934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맞이하여 기구비행을 하였는데, 오존층을 찾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와 Arthur

Compton과 Robert Millikan을 위해 우주선을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갔다. 1935년

곤돌라를 이용한 비행에서 Albert W. Stevens과 Orvil A. Anderson은 22,066 m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자외선이 오존층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21,336 m의

공기에도 아래와 같은 분율의 산소가 있음을 보여줬다. 

1934년 Wiley Post는 액체산소를 이용한 기밀복을 입고, Lockheed Vega 비행기를

이용하여 15,240 m까지 이르렀고 이때 322 kph의 제트기류를 만났고 최초로 제트기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1935년 Burbank CA에서 Cleveland OH로의 비행에서 그는

3,275 km를 7시간 19분만에 날아서 평균시속 449 kph를 달성했는데 이는 Vega 비행기의

최고속력보다 161 kph 빠른 속도였다.  

1947년 Charles ‘‘Chuck’’ Yeager가 Bell X-1 로켓을 사용하여 고도 13,106 m에서

마하 1.0에서 1.06을 달성하여 소리보다 빠른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1953년 Albert Scott

Crossfield가 Douglas D-558-2 (no. 2) Skyrocket을 사용하여 마하 2.005를

달성하였다. 

1957년 10월 러시아가 최초의 인공위성인 Sputnik 1를 쏘아 올렸으며, 1957년 11월

Sputnik 2에 Laika라는 개를 태워서 올렸다. 1959년 5월 미국에서 붉은털 원숭이 “Able”과

다람쥐 원숭이 “Baker”가 Jupiter AM-18 로켓을 통하여 발사되었고 귀환되었다. 1960년

러시아 또한 Sputnik 5를 통해 2마리 개와, 2마리 쥐, 40마리의 생쥐와 몇 종류의 식물이

발사 후 귀환하였다.

 

7. 우주인

 

1959년부터 1968년 까지 13명의 시험 비행사가 199번의 비행을 통하여 비행가능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188번째 비행에서 마하 6.70 (7,274 kph)을 91번째 비행에서 궤도하

고도인 107,960 m에 도달하였고, 두명의 시험 비행사인 Neil Armstrong과 Joe Engle이

NASA의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1961년 4월 12일 러시아 비행사인 Yuri Alexeyevich Gagarin이 Baikonur

우주기지에서 Vostok 1을 타고 우주로 발사되었다. 그의 1시간 48분간의 지구궤도비행은

고도 303 km에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961년 5월 Alan B. Shepard가 Cape Canaveral FL에서 Mercury MR-3 로켓을 타고

발사되어 17분 26초간 188 km 고도에서 486 km를 비행하여 최초의 미국인 우주인이

되었다. 

1961년 8월 러시아의 Gherman Stepanovich Titov는 Vostok 2를 통하여 25시간

18분의 비행을 하였는데, 이때 최초의 우주의학적 현상인 “우주멀미”를 보고하였다. 1962년

2월 John Hershel Glenn은 Mercury MA-6을 타고 미국 최초로 4시간 55분의 궤도 비행을

하였고 야간저공비행 중에 호주의 Perth 시의 야간점등을 관찰하였다. 비행 중 혈압과 심전도,

체온 자료가 NASA로 보내졌다. 

1969년 7월 11일 달로의 우주비행을 위해 Apollo 11호가 Cape Kenney를 떠났고, 7월

20일 우주인 Neil A. Armstrong과 Edwin E. ‘‘Buzz’’ Aldrin, Jr.가 달에 발을 디뎠다.

2.5시간 동안 22 kg의 달표면 물질을 모으고, 몇가지 실험을 한 후 7월 24일에 태평양으로

귀환하였다. 그 뒤 여섯번의 비행 하에 12명의 우주인들이 달표면의 다양한 장소를 걸으며

표본을 모으고, 달 이동차를 운전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현재 다수의 러시아, 미국, 중국의 궤도 우주비행이 이루어 지고 있고, 우주왕복선,

우주정거장(Skylab series, Russian Mir,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등이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의 항공우주의학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공 환경의 특성

 

 

1. 압력의 변화 

 

지상에서 고공으로 이동 할수록 중력은 대기를 지표로 잡아당기고 태양복사선은 공기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켜 우주공간으로 확산시킨다.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에 의하여 고공으로

갈수록 기압은 지수함수 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보일(Boyle)의 법칙에 의하여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압력이 감소되면 기체의 부피 는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는데 고 공 2.4 km 상공에서 장내 가스는 25%까지

팽창한다. 

인체의 위장계통, 중이, 부비강 및 호흡기 계통 등에는 정상적으로 가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스가 외부의 기압변화에 의하여 부피가 변할 수 있고, 인체는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증상을

보인다. 위장계통의 가스가 고공으로 상승하면서 팽창하여 심한 경우 복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탄산음료나 맥주를 마시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비행 중 경험 하는 빈번한 통증으로

중이통이 있다. 이는 항공기가 하강하면서 외부 기압이 높아져 중이와 외기간 압력의 차이로

귓속 에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침을 삼키거나 아래턱을 하방으로



움직이면 도움이 된다. 그 외 에도 부비강통이나 치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급격한 압력의 변화는 인체에게 감압증을 유발시킨다. 감압증은 외부의 질소 분압과 체내의

질소 분압 차이로 체내에서 기포가 생성되는 이유로 설명하는데 기포가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

관절통, 흉통, 중추신경 장애 그리고 피부의 감각 이상 등을 초래한다. 감압증은 일반적인

비행에서 비교적 드물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소음 

 

항공기 탑승으로 인체는 소음 환경에 노출 된다. 민항기 내의 소음은 50-60 dB 정도이지만

Wu와 Ding의 보고 에 의하면 군 항공기의 조종석 내 소음은 110 dB에 달한다. 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데 Lim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군 조종사의

6.7%가 공군 신체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난청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기종별로는 헬기가 가장

심하였고 그 다음이 전투기, 수송기 순이었다. 조종사가 난청을 인지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

청각세포는 이미 소음에 지나치게 폭로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평소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주기적인

청력검사 등의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3. 공간정위상실 

 

공간정위상실(spatial disorientation)은 과거에 “비행착각”으로 불리던 개념으로 항공기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착각(illusion)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환각(hallucination)이라 한다. 따라서 비행착각은 비행 중 발생한 착각을 말한다.

Gillingham은 공간정위상실 개념을 설명하면서 “비행 중 경험하는 공간정위의 착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실제적으로는 “항공기 조종석에서 구현되는 계기의 잘못된 인지”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공간정위의 착각에는 시각적 착각과 전정기관에 의한 착각으로 크게 양분

할 수 있다. 시각적 착각의 대표적 예로 지상에서도 경험 할 수 있는 전이성 착각(vection

illusion)은 정지하고 있던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이 맞은편의 지하철이 앞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다.

비행중 시각적 착각의 대표적 예로 가상 수평선(false horizon)이 있다. 맑은 날 비행하는

조종사가 커다란 구름을 보고 커다란 구름의 윗면을 지상의 수평선으로 순간 착각하여 구름의

윗면과 날개의 수평을 일치 시키는 착각이다. 야간에는 도로의 직선 불빛을 수평선으로

착각하여 저고도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계기를 보면 자신의 항공기가 수평이 아닌 비행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조종사는 계속 잘못된 수평 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정기관의 착각 중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경사착오(lean illusion)는 전정기관 중



반고리기관의 기능이 섬세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우리 인체의 반고리관은 회전 운동 감지력이

낮아 1초에 2° 이하의 회전 운동은 감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야간이나 악천후 등 외부의 시야

정보가 제한 되어 있는 경우에 조종사가 서서히 한쪽 방향으로 롤(roll) 하는 경우 10초 동안

최대 20°가 기울어지지만 이를 조종사는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우연히 계기를 본 순간

조종사는 자신이 20° 기울어진 것을 인지하고 순간 항공기 자세를 회복시키면 항공기는

수평비행을 하게 되나 조종사는 반대 방향으로 20° 기운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공간정위상실의 세부적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조종사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공간정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저산소증 

 

고공으로 올라갈수록 산소 분압은 떨어지고 2.4 km 상공 에서는 산소분압이 해수면의 75%

수준으로 낮아져 경미한 저산소증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업무의 수행에 일부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15 km 상공에서는 산소 분압이 해수면의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5.4 km에서는 호흡량이 해수면보다 20-50%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저산소증에 의해 심박동수는 증가하여 6 km에서는 해수면 보다 20-25%가 증가한다.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능력도 영향을 받는데 4.5 km에서 해수면에 비하여 약 25%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민항기의 경우 실제 비행 고도는 12 km 이하이나 기내 환경을 1.8-2.4 km로

가압하여 비행을 하고 있다. 

 

5. 가속도

 

고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지상과는 달리 인체에 중력 가속도의 몇 배에 해당하는

힘을 받게 된다. 승객의 편안한 비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항기는 최대한 항공기의 기동을

줄여 비행한다. 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적의 공격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적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빠른 상승 및 하강 그리고 급선회 등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에 조종사는 최대

중력가속도의 9배에 달하는 관성력을 이기면서 비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급상승하는 경우 관성에 의하여 하지 방향으로 혈액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조종사는 대뇌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가속 전투기의 경우 조종 사는 항가속도복이라는 특수 장치를 착용하여 하지로 몰린

혈액이 대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L-1 호흡법이라는 특수한 호흡법을 익혀 대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L-1 호흡법은 성문을 닫은 상태에서 전신 근육을

수축하며 “윽”하고 힘을 주어 혈액을 대뇌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성 가속도에 대한 내성을 2- 4

G 정도 높일 수 있다.

 



 

우주 항공의학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

 

 

무중력하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몇몇 문제들은 빨리 나타나고, 몇몇 문제들은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정상적인 우주에서의 신체상태라는 정의는 매우 어렵다. 거기에

더하여 장기간의 우주환경에 처하는 우주비행사와 낮은 신체 기능은 가진 사람의 비행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우주환경에서의 생리적인 상태는 무중력상황으로의 변화 때 매우 불안정하다. 변화는

몇일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중 처음 72시간에의 변화가 심하다. 저궤도비행에서의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비행전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경계점에 있던 생리적 상태가 문제가

되어버린다. 

 

1. 단기간의 효과

 

무중력에 노출되면, 여러가지 생리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순간순간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변화와 직접적 무중력의 영향에 의한다. baroreceptor reflex,

neurovestibular system, gastrointestinal tract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몇시간 또는 몇일)에 무중력에 적응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되돌려진다. 이러한 변화에 의한

장기간의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 장기간의 효과

 

여러가지 생리적인 조직들은 저중력의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다. 짧은

기간의 비행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미미하거나 측정할 수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나 장기간의

비행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된다. 몇몇 기관들은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red cell mass와 bone demineralization 등의

변화이다. 

 

3. 인체생리적인 변화

 

1)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저중력하에서의 심혈관계는 예상되는 적응반응을 보인다. 압수용체의 항상성은 몇일내로

재조정되는데, 이는 저중력환경에서의 수액의 머리쪽으로의 이동에 의한다. 이러한 이동의



결과로서 경동맥압수용체(carotid baroreceptor)는 상대적으로 과혈량상태로 인식하고

이뇨작용을 항진시킨다. 상대적 과혈량증으로 인하여 지상에 있을 때보다 대략 10% 정도의

체액 상실이 일어나서 중심정맥압이 7-10mmHg에서 0-2mmHg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체액이동은 우주멀미와도 관련이 있으며, 오심과 구토에 의하여 더 많은 체액상실이

일어난다. 

비록 저중력의 혈역학적인 영향은 아직 논란 중에 있지만,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심박수와

이완기혈압의 감소, 심박출량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신혈관저항의

감소와 교감신경긴장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흡기계에서는 일회호흡량의

감소와 호흡수의 증가가 있으며, 사강의 감소와 이산화탄소 확산량의 증가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로는 흉곽내 관류의 증가에 의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지만,

현재 기립성 내성(orthostatic intolerance)의 저하는 확실히 밝혀져 있다. 혈중

norepinephrine의 감소에 의한 교감신경반응성의 감소는 기립성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반응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반응성의 정도는 기간에 비례하며, 착륙후의 즉각적인 움직임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개월간의 화성으로의 비행후에 착륙시에 정상적인 활동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학적으로 완전자동 착륙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신경전정계(neurovestibular)와 감각계(sensory system)

지상에서는 중력이 전정 항상성과 고유수용체 감각(proprioception)에 많은 역할을 한다.

무중력에의 급격한 노출은 전정기관에서의 선형 및 각도 움직임의 해석을 깨트리며, 시각적 및

고유수용체감각의 통합을 방해한다. 

이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우주멀미는 무중력에 노출됨으로서 발생하는 멀미로서 그이외에

두통, 오심, 구토, 식용감퇴, 집중력 장애, general malaise 등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소하며 1-2일이내에 저절로 낫는 질환이며, 가장 많이 약리학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질환이다. 

우주멀미의 원인으로는 체액의 재분포와 장운동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70%이상의 비행사에게 나타나며, 발생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반복된 노출에 의하여

줄어듬으로 훈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우주멀미는 금새 해결되더라도, 다른 신경전정계 및 신경감각계의 변화는

지속된다.(Eye-head coordination, target tracking, optokinetic reflex function)

이러한 변화는 로봇팔의 작동, 수동 도킹 등과 같은 미묘한 기술적 수행에는 영향을 준다.

실제로 1997년 러시아 미르 우주정거장 사고의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약 80%의 우주인들이 비행 중 또는 비행 후에 지각환상(perceptual illusions)을 경험한다.



다양한 종류들이 보고되었는데, 환각적 자가운동(self-motion), 쪼그리고 앉았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감각, 물건이 날아다니는 감각, 시각적 흐림(visual blurring), 흔들리는

시야(oscillopsia), 물건 위치의 왜곡(object position distortion), 시각축 왜곡(tilting or

inversion), 바닥 안정성 왜곡 등이다. 

 

3) 근골격계

무중력에 노출이 되면 근골격계에 역학적 하중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근위축과 뼈에서의

미네랄감소(disuse osteoporosis)를 일으킨다. 변화는 몇일내로 시작되고 무중력에 노출되는

내내 지속된다. 

비록 이러한 근위축의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초기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량의 감소는

단백질 합성의 감소(약 15%)와 단백질 분해의 증가 모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비행 후에 거의 50%의 근육량의 감소가 일어나며 짧은 비행 후에도 약 20%의 근육량 감소가

일어난다. 

그 이외에 발생하는 변화들로는 근육용적, 근섬유 단면적, 수축성 단백질,

oxidative-to–glycolytic enzyme ratio, 근육조직내의 모세혈관 밀도 등의 감소가 있다. 

뼈의 구조적 변화들로는 척추와 다리쪽에서 심하게 osteoclastic activity가 증가하는

것이다. 대략 비행적 뼈 양의 20%까지 감소가 비행 후 지상에 돌아와서도 몇주까지 지속된다.

흥미롭게도 여성과 남성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에서 한달에 1-2%)

근육량과 힘은 비행 후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빠르게 복귀가 되는데, 2주이내에 근육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비행전으로 뼈의

양이 되돌아오는 것은 수년이 걸린다. 

 

4) 위장계 및 비뇨기계

체중의 감소, 탈수, 심욕감퇴 등이 일반적인 우주여행시의 위장관계 증상이다. 위배출

시간의 감소와 장이동시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수액의 감소와 근육위축에 의한 체중의 감소는

지속적인 단백실 소실에 의한다. 다양한 영양학적인 음식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체중의 감소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우주멀미와 관계된 오심 이외에는 대부분의 위장관계 변화는 비행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비행 후 체중과 영양불균형은 즉각적으로 돌아오는데 근골격계 재활 프로그램에 의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진 비뇨생식계의 변화중 잘 알려진 것은 신장결석의 증가이다. 무중력에 의한 골격계의

변화는 소변으로의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결석 발생율을 5%정도 증가시킨다.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 2.5L이상의 수분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생식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적은 가운데, 남성에서는 가역적 testosterone의

감소와 여성에서는 월경혈 흐름의 역전(retrograde menstural flow)등이 보고되고 있다.



방사선에 의한 노출을 우려해서 몇몇 경우에는 비행전 생식세포의 보관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 내분비계

수액의 머리쪽 이동과 압력변화에 의한 사구체의 변화, 항이뇨호르몬,

renin-angiotensin-aldosteron system, 칼슘조절 호르몬 등의 작용에 의한 단백이뇨

작용에 의하여 혈장량의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에 더하여 neurohormonla receptor의

downregulat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행 중 소변내 norepinephrine은 정기적으로 증가하며, 비행 후 noreinephrine과

epinephrine은 비행 전에 비하여 증가한다. Cortisol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가하는 정도는 매우 변화가 심하다. 

신경호르몬의 변화는 비행 후 압수용체 반응(baroreceptor reflex)을 둔화시키고,

기립성변화에 대한 반응에 지장을 준다. 

 

6) 면역계

우주인들은 많은 종류의 백혈구들(neutrophils, monocytes, T-helper cells, B cells)의

증가와 natural killer cells의 감소를 보인다. 이것이 생산의 증가인지, 파괴의 감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착륙시 혈중 norepinephrine의 증가와 백혈구의

증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착륙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계 작용에 의한 순환

백혈구의 재분포가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상치된 결과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중력하에서의 면역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중력 하에서는 백혈구의 모양의 변화들이 관찰되기도 한다.

무중력하에서 복제가 일어나지 않던 백혈구가 원심분리기로 1G을 주자 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혈장 cortisol 증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은 corticosteroid-induced 면역저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갇힌 공간에서는 미생물이 더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저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주공간에서 질병이 더 심해지거나 더 오래

지속된다는 보고는 없다. 

 

7) 혈액, 수액, 전해질

비행 중 전체 체액은 세포외액, 혈장, 순환혈액등의 손실로 인해서 감소한다. 이러한 손실의

대부분은 혈장량과 순환 적혈구의 감소에 의한다. 

혈장 나트륨은 감소하지만 칼륨과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이외의 다른 전해질들은

칼슘을빼고 영향이 거의 없다. 칼슘은 소변내, 혈장내 모두 증가한다. 

적혈구는 산소가 높든 낮든 감소하는데, 이러한 “우주빈혈(space anemia)”은 적혈구



생산의 감소에 의한다. 연구자들은 감소된 혈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적혈구

용적율(hematocrit)이 증가하고 여기에 반응하여 erythropoietin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적혈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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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PD simulation workshop
 

 

 

 

 

약동약력 시뮬레이션 워크숍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만큼, 구성과 깊이 면에서 더욱

완숙해졌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프로포폴의 Schnider 모형 개발자이신 Thomas Schnider (St.

Gallen,Switzerland)와 remifentanil의 Minto 모형 개발자인 Charles Minto (Sydney,

Australia)가 공동으로 만든 PKPD tools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주대학교 박종국

교수님께서 직접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템플릿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세션 모두에서 단회 정주나 지속정주와 같은 수동 투약법을 사용하였을 때, 약동약력

모수 추정값이 다르면,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혈장농도 및 효과처 농도 예측값도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표농도조절주입법으로 마취제를 투여하였을 때,

설정한 약동력학 모수 추정값에 따라서 투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어렵게 느껴졌던 약동약력학이 보다 쉽게 다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PKPD tools

- tpeak and Vdpeak

- Context sensitive decrement time

- Manual infusion

 

Dongwoo Han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to Clinical Pharmacokinetics Using MS Excel

- 엑셀의 소개와 약동학의 기초

- TCI 펌프의 원리와 적용



- 임상약동학의 사례 연구  

 

Jongcook Park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먼저 본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워크숍은 엑셀을 이용한 임상약동학 입문(introduction to clinical

pharmacokinetics) 과정으로 세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엑셀의 소개와 약동학의

기초, 2) TCI 펌프의 원리와 적용, 그리고 3) 임상약동학의 사례 연구. 특히 TCI 펌프와

사례연구는 2014년부터 본 워크숍에 추가하였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강의록과 엑셀파일을 받을 것입니다. 강의록에는 본 과정에서 다룰 약동학의

기본개념과 예제가 들어있고 엑셀파일에는 예제에 나와있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약동학

개념을 쉽게 모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학습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엑셀의 로그함수 및 지수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결과를 챠트로 확인할 수 있다.

2) 임의에 피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혈장농도의 변화를 챠트로 확인할 수 있다.

3) 각 구획모형에서 주어진 영역의 약동학 모수로부터 다른 영역의 약동학 모수를 계산할 수

있다.

4) 각 구획모형에서 효과처평형상수(ke0)가 주어지면 최대약효시간(Tpeak)을 구할 수 있고

최대약효시간으로부터 효과처평형상수를 추정할 수 있다

5) 아편유사제의 혈장농도와 효과처농도의 변화를 챠트로 표현할 수 있고 약물의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6)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할 때 투여량과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7) 약물 투여경로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특히, 정맥외 투여와 정맥 투여의 차이점을 모의할

수 있다. 

8) TCI 펌프의 원리를 이해하고 remifentanil과 propofol을 TCI 펌프로 모의할 수 있다.

9) 프로빗 분석(probit analysis)을 사용하여 용량-반응 자료로부터 약역학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10) 응답면 분석(surface response analysis)으로 마취약제들의 상호작용을 모의할 수

있다.

11) 임상 약동학의 사례를 분석하여 약물의 투여량과 투여방법을 익힌다.

 



본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환자진료나 학문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워크숍에 대한 문의나 피드백은 전화(064-717-2029)나

이메일(pjcook@jejunu.ac.kr)로 알려주십시오. 

 

 

1. 엑셀의 사용법

 

 

A. 용어설명: Fig. 1를 참조한다.

 

 

Figure 1. Excel’s main window.

 

B. 엑셀함수1, 2

 

a. 엑셀의 수식: 엑셀에서 수 또는 식을 입력하려면 원하는 셀에 등호(=) 다음에 원하는 수와

식을 넣으면 된다. 등호 다음에 연산에 필요한 대상들을 연산자로 연결한다. 예를 들어 ,

 14-2x6을 계산하려면 셀 B2에 “=14-2*6”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결과 2를 얻는다.

연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치, 논리값, 셀 혹은 셀범위, 표제어(레이블), 그리고 워크시트



함수를 포함한다.

 

예제 1. 엑셀함수

B1=14-2*6

 

b. 연산자: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 *, /, ^; 가, 감, 승, 제, 곱), 비교연산자(=, < ,>, 등),

문자열 연산자(&; 문자열을 결합) 및 참조 연산자(셀이나 범위를 참조)를 포함한다.

 

c. 셀참조: 엑셀에서는 함수의 인수에 수치를 입력할 수 있고 셀참조를 사용하여 함수를

완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식에서 “=14-2*6”로 입력하여 수식을 완성할 수 있지만 셀

A1에 14가 입력되어 있다면 “=A1-2*6”로 입력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다. 

셀참조가 포함된 셀을 복사하고 새로운 셀에 붙이면 셀참조도 변하는데 이를 상대참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A1+B1”이 입력된 셀을 복사하여 아래에 복사하여 입력하면 “=A2+B2”로

변경된다. 

 

예제 2. 상대참조

B3 =14-B1*6

 

복사한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하려면 셀번호가 A1일 때 $A$1로 입력하면

된다 이와 같은 참조를 절대참조라고 한다. 

 

예제 3. 절대참조

B5 =14-$B$3*6

 

d. 함수의 서식: 엑셀에서 함수는 한 개 혹은 복수의 값에 대해서 특정순서나 구조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의 자연로그, 즉   loge5를 엑셀로 계산하려면, 함수

ln을 사용하면 되는데 셀 안에 “=ln(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결과 1.609438을

보여준다.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고 함수마법사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도 있다.

 

예제 4. 자연로그함수

B7 =LN(5)

 

C. 챠트 만들기 (Fig. 2 )

 

예제 5. 지수함수



B3 =10^(-A3)

C3 =EXP(-A3)

 

예제 6. 로그함수

B17 =LOG10(A17)

C17 =LN(A17)

 

예제 7. 혈장농도 변화

B31 =40*exp(-0.23*A31)

 

  

 Figure 2. Results of Ex 5-7.

 

 

2. 약동학의 기본개념

 

 

약물의 투여경로는 위장관투여와 정맥투여가 대표적이나 임상에서 피하, 근육, 흡인, 혹은

수막강내(intrathecal) 투여도 흔히 사용한다. 정맥로와 흡인을 제외한 투여경로는 약물이

정맥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경구로는 간문맥을 거치는 동안 생체이용율이 감소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맥으로 흡수된 약물은 폐를 거쳐 심장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분포하게



된다. 약물의 분포는 장기나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혈액의 분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의 분포가 조직이나 장기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혈액이 풍부한 조직은

약물의 분포가 빠르게 일어나고 반면에 혈액공급이 열악한 조직들은 약물이 느리게 분포된다3

. 

본 과정 동안 대표적인 피험자는 Fig 3과 같은 40세 남자(70 kg/170 cm)라고 가정할

것이다. Fig. 3은 장기 및 조직별로 용적과 혈류분포를 보여준다.

 

 

Figure 3. Organ and tissue topology of a generic 13-compartment physiology-based

pharmacokinetic model for small molecule drugs. All data refer to the standard male (40 yrs) with a

body weight 70 kg, height 170 cm and a cardiac output of 6.2 L/min4. 

 

혈장약물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면서 혈류에 따라서 장기나 조직의 약물농도와 평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아편유사제는 뇌조직의 수용체에서 작용하므로 혈장약물농도와 뇌조직의

약물농도가 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이 약물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때, 혈장과 조직의

약물농도가 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을 최대약효시간(time of peak effect, Tpeak)이라고

부른다. 투여량은 최대약효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투여량이 많을수록 장기나 조직의

수용체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에 작용발현시간(onset time)은 빨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은 많은 약물들의 대사가 일어나는 곳이며 신장은 약물과 그것의 대사물질을 배설한다. 



 

A. 투여량과 투여간격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량은 목표농도(concentration, C)와 약물의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 Vd)의 곱으로 얻을 수 있다5.

   

 
Equation 1

 

이때, Eq. 1에서 약물의 분포용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약물의 분포용적을

중심용적(central volume, V1)으로 한다면 약물의 수용체가 있는 조직에 도달하는 약물의

농도는 낮기 때문에 원하는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항정상태(steady state)

분포용적(Vdss)에 필요한 약물의 용량으로 투여량을 설정한다면 약물의 수용체가 있는 조직에

도달하는 약물의 농도는 너무 높아서 약물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초기혈장농도(Cp(0))는

 이고 최대약효시간(Tpeak)의 혈장농도(Cp)를 알고 있다면 최대약효분포용적(Vdpeak)은 Eg.

2으로 계산할 수 있다. 

 

 
   Equation 2

 

투여량(dose, D)은 부하량(loading dose, DL)과 유지량(maintenance dose,  DM)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하량은 정주 후 일정시간 후에 원하는 혈중농도를 얻을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유지량은 원하는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량을

말한다. 부하량은 최대약효혈장농도(Cp(Tpeak))와 최대약효분포용적의 곱에 해당하며 Eq.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Equation 3

 

일반적으로 정맥주사인 경우 약물의 약효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부하량을 3-5회로 분할하거나 지속정주로 투여하기도 한다. 

 

예제 8. 펜타닐의 부하량

40세 남자(70 kg, 170 cm)에게 효과처농도 2 ng/ml를 얻기 위해서 투여해야 하는

펜타닐의 부하량은?



환자의 최대약효분포용적(Vdpeak)은 50 L이고 원하는 효과처농도(Ce)가 2 ng/ml이므로

부하량은 100 ug이다(Fig. 4). 이 때, 효과처평형상수(ke0)가 0.147/min이라고 가정하면

최대약효시간은 3.1 분이며 다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Calculating loading dose of fentanyl using Vdpeak.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은 추가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지용량이라고

부르며 투여방법은 간헐적 혹은 지속적 투여로 달성할 수 있다. 약물의 제거속도(systemic

clearance, Cl)가 투여간격(τ, tau)과 유지량을 결정한다. 지속정주로 항정상태에 도달할

때(Tss) 약물의 제거속도와 지속정주속도와 같으면 약물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6. 이것을 Eq.

4로 정리할 수 있다.

 

 
Equation 4

 

B. 영역 사이에 약동학 모수의 전환

 

약동학은 피험자들에게 일정한 용량을 투여한 후 시간에 의한 혈장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약동학적 모수(parameter)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연구분야다. 약동학 모수는 약물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대표값이다. 약물의 특성은 다양한 영역(domai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은 서로 전환할 수 있다7. 예를 들면, 1) 중심구획용적(V1)과

미세속도상수(microconstant)가 알려져 있을 때, 2) 용적(volume)과 청소율(clearance,

Cl)을 알고 있는 경우, 3) 중심구획용적(V1), 항정상태분포용적(Vdss) 및 청소율(Cl), 말단

반감기(t1/2)을 알고 있는 경우, 4) 중심구획용적(V1), 지수(exponents), k21과 k31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5) 계수(coefficients)와 지수(exponents)를 알고 있을 경우 등이 있다. 동일한

약물에 대한 연구 결과라도 추정한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연구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1)-4) 영역의 연구결과를 5) 영역으로 변환하면 다른 조건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제 9. 일구획 모형에서 약동학모수의 전환

40세 남자 환자 (70 kg/170 cm, IBW=66kg)에서 gentamicin의 분포용적이

0.25L/kg+0.1x(TBW-IBW)이고 혈청 크레아티닌(Scr)이 1.0 mg/dL일 때 이 환자의

크레아틴 청소율이 5.5 L/hr다.

1) 분포용적:  Vd = 0.25 L/kg x TBW + 0.1 x (TBW-IBW) = 17 L

2)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항생제의 청소율은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같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Cockroft-Gault 등식을 이용한다6, 8. 

   

3) 배설속도상수:   

4) 배설반감기:   

5) 계수:   

 

 

3. 효과처평형상수와 최대약효시간의 추정

 

 

단위 용량을 정맥으로 투여할 때 혈장농도(Cp)는 Eq. 5로 표현할 수 있다:

 
Equation5

 

또한, 효과처농도(Ce)는 Eq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Equation 6

 

여기서 ke0는 효과처평형상수(effect site equilibrium constant)다. 약물의

효과처평형상수가 알려져 있다면 최대약효시간(Tpeak)과 최대효과처농도(maximal Ce)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9.

먼저, 최대약효시간에서 Eq. 6의 증감율이 0이므로 Eq. 6의 도함수가 0인 시간이

최대약효시간이다. 이것은 Eq. 7로 나타낼 수 있다:

 

 
Equation 7

 

다른 방법으로 최대약효시간에서 효과처농도가 가장 높으므로 반복적인 시행착오학습으로

최대약효시간을 구한다. 엑셀에서 “해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시행착오학습을 쉽게 실행할 수

있다1. 해찾기 기능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해를 제시하며 본 과정은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Minto 등은9 thiopental, remifentanil, propofol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Tpeak와 ke0

를 각각 비교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엑셀의 해찾기를 이용하여 이들 약물의 ke0에서 Tpeak를

찾고 Tpeak에서 ke0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예제 10. Ke0에서 최대약효시간의 추정: 

Pentothal에서 Stanski10 모형은 ke0의 값을 35세 이하는 0.347이고 35세 보다 크면

0.347-0.00268 x Age로 계산하므로 본 대상환자의 ke0는 0.24이며 Shanks11의 ke0는

0.29/min이다. (Fig. 5).  

 

 

Figure 5. Pentothal models. Top: Stanski PK with Stanski’s ke0=0.24/min, Bottom: Stanski PK with



Shanks’ ke0=0.29/min.

 

임상적으로 최대약효시간이 알려져 있다면 Eq. 5에 대입하여 최대약효혈장농도인 Cp(Tpeak

)를 계산할 수 있다12. 최대약효시간에서 최대약효혈장농도는 효과처농도와 평형이므로 Cp(Tpeak

)와 Ce(Tpeak)는 같다. 최대효과시간에서 혈장농도와 효과처농도 사이의 차가 최소가 되므로

Eq. 8을 만족하는 ke0를 시행착오학습으로 구할 수 있다:   

 

 
Equation 8

 

엑셀은 “해찾기” 기능을 갖고 있어 시행착오학습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해찾기를 사용하면

Eq. 8에 맞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최적의 ke0를 찾아준다. 

 

예제 11. 최대약효시간에서 Ke0 의 추정: 

 

 

Propofol 모형의 비교 (Fig. 6) 

  

 



Figure 6. Propofol models. Top: Shnider model10, 13. 2nd: Marsh model14. 3rd: Marsh model with

Schnider’s ke0, Bottom: Estimation of ke0 using measured Tpeak.14. 

 

예제 12. Tpeak에서 ke0의 추정: Remifentanil15

대상환자에게 remifentanil 150 ug를 정주하고 최대약효시간이 1.4min일 때 ke0 값을

추정하라.

ke0= 0.62/min이다(Fig. 7). 

 



 

Figure 7. Remifentanil’s ke0 is estimated using measured Tpeak.

 

예제 13. 아편유사제의 비교

약물의 분율상수(fractional coefficient)를 사용하면 유사한 약물의 약동학 특성을

그래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16. 동일한 피험자(40세/남자, 70kg/ 170cm)에게 효과처농도

3 ng/ml를 목표농도로 아편유사제 remifentanil, alfentanil, fentanyl, sufentanil를

투여할 때 투여량, 최대약효시간 및 최대약효분포용적을 계산하고 서로를 비교하라.결과는

Table 1과 Fig. 8에서 보여준다. 

 

 

Table 1. Opioids’ keo, Vdpeak, dose, Tpeak for targeting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3 ng/ml.

 

 

 Figure 8. Comparisons of opioids’ effect site concentration, following boluses of 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and remifentanil. Comparisons of characteristics based on differences of PKs. a)

fentanyl by Scott model, b) fentanyl by Shafer model, c) alfentanil, d) sufentanil by Gept model, e)

sufentanil by Hudson model, f) remifentanil by Minto model.

 

 



4. 투여 경로

 

 

정맥주사는 투여직후 혈장농도가 최대에 도달하지만 정맥로 이외로 약물을 투여하면 약물의

흡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일부가 대사되어 이용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정맥주사를 제외한

투여경로는 흡수속도상수(absorption rate constant, ka)와 생체이용율(bioavailability,

F)을 고려해서 투여량과 투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3. 예를 들어, 약물을 경구로 투여할 때

흡수속도상수를 알면 약물의 최대혈장농도와 그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경구투여는 위장관으로 약물이 흡수된 후 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약물의 생체이용율이

감소한다.

 

예제 14. 펜타닐의 투여경로의 비교

피험자에게 fentanyl 50 ug, 5분 후에 25 ug, 다시 5분 후에 12.5 ug를 정맥주사한 결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육주사한 결과를 비교하라.

Fig 9는 정맥 투여후 약 3분에 효과처농도가 1 ng/ml를 달성하고 반복주사로 1 ng/ml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환자에게 동일한 용량을 근육주사후 반복적인 근육주사로

뇌의 농도가 1 ng/ml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근육주사는 정맥주사 보다 혈장농도의

최대치가 낮고 혈장농도의 변화가 적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근육주사는 정맥주사 보다

효과처농도가 지연되어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근육주사의 최대혈장농도시간은 2.5분이고

최대약효시간은 7.4분이다. 여기서 근육주사의 생체이용율(F)은 100%이고 흡수평형상수가

0.565/min라고 가정하여 모의한 결과다. 

 



 

Figure 9. How to maintain a target concentration by extravascularly administrating drug. In this

case, it is assuming that fentanyl is intermittently administrated via intramuscular route.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as F = 100% and ka0 = 0.565/min.

 

 

5. TCI 펌프

 

 

마취약제의 작용부위는 뇌조직이므로 마취약제는 다구획 약동학 모형에 적합하다.

정맥마취제를 지속정주할 때 마취제는 중심구획에서 장기와 조직으로 분포한다. 항정상태에

도달하면 말초조직에 포화되므로 체외로 배설되는 양만 정주하면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정주할 때 필요한 유지용량은 Eq. 9로 나타낼 수 있다17:

 

 
Equation 9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투여할 지속정주량은 Eq.

9로 계산할 수 있다. 정주시간 t가 커지면 Eq. 9의 정주용량은 IR(t)=CTxV1xK10 으로 일정한

값이 된다.

 

예제 15 레미펜타닐의 TCI 모의

피험자의 효과처농도가 3 ng/ml를 유지하도록 remifentanil의 투여속도를 모의한다. Fig.

10는 효과처농도가 3 ng/ml일 때 필요한 정주속도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준다. 정주속도는

초기에는 약 13 ug/min이지만 매분마다 빠르게 감소하여 10분 후에 약 7.3 ug/min으로

일정하다.  

 

 

Figure 10. The infusion rate required to maintain a constant effect site drug concentration.

 



예제 16. TCI 펌프로 전신마취의 모의

대상환자에게 90분 동안 TCI 펌프로 전신마취를 수행할 때 remifentanil, propofol 및

rocuronium의 효과처농도로 모의하라.Fig. 11 remifentanil과 propofol를 TCI로 사용한

한가지 예시다. 두 약제의 목표농도를 변경할 때마다 주입속도(녹색 막대그래프)가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약제 모두가 10분 안에 효과처농도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는 빠르게 변하는데 이것은 매우 빠른 ester hydrolysis와 빠른

혈관-뇌 평형의 결과다. Rocuronium의 효과처농도는 두 약제보다 느리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11. “Optimal” propofol/remifentanil/rocuronium infusion fo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Rapid increase and decrease in effect site concentration(●●●●●●) and plasma concentration(

--------) following change in remifentanil infusion rate( lllllll). 

 

 

6. PK/PD link model

 



 

propofol의 효과처농도(C50)가 1.57 ug/ml 이고 대상환자의 분포용적이 44 L일 때

부하량은 68 mg이다. 이 환자에게 propofol 68 mg를 투여할 때 Ke0 = 0.26/min에서

최대약효 시간은 3.9 분이 된다(Fig. 12 upper). 같은 환자에게 propofol 68 mg을 10분간

지속정주할 때 효과처농도(Ce)와 나타난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12 bottom과 같다.

만약 ke0가 0.10/min으로 가정한다면 농도-반응곡선은 이력현상이 나타난다. 농도반응곡선의

이력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반복적인 시행착오학습으로 ke0를 추정할 수 있다18. Fig. 12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12. This illustration is an example of PK/PD link model after propofol continuous infusion

for 10 min. This figure is illustrated hysteresis with ke0=0.10/min and corrected PD with estimated ke0

=0.26/min.

 

 

7. 프로빗 분석을 이용한 약역학모수의 추정

 

 

약물의 효과가 있음과 없음과 같이 두 가지 결과뿐이면 약물의 효과는 이항분포를 보인다.

어떤 n 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면 집단 약역학(population



pharmacodynamics)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iley 등은19

알펜타닐 투여량(D)과 전기소작기에 대한 반응자료를 ‘해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D50와 S 자형

곡선의 기울기(gamma, γ)를 추정하였다. Fig. 13은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준다2. 

 

예제 17. 알펜타닐 약역학 모수 추정 

a. F2에 “=($E$3*LN(B2)-$E$3*LN($E$2))/((1+($E$3*$E$4)^2)^0.5)”를 입력하고

F33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동일한 수식을 입력한다.

b. G2에 ＂=NORMSDIST(F2)＂를 입력하고 G33까지 마우스로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이것은 표준정규분포(평균=0, 분산=1)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나타내며 다음 등식으로 표현한다:   

 

 

Equation 10

 

c. H2에 ＂=C2*LOG(G2) + (1 - C2)*LOG(1 - G2)＂를 입력하고 H33까지 마우스로

입력한다. 이것은 누적분포함수의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values, Li)을 수행하며 다음의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quation 11 

 

여기서, 어떤 농도에서 피험자의 반응(Ri)이 나타나면 Ri는 1이고 없으면 Ri는 0이다.

 

d. H35에 ＂=SUM(H2:H34)＂을 입력하여 각 로그우도값의 합을 구한다. 

e. 데이터-해찾기를 선택하고 해찾기 모델설정-목표셀에 “$H$35”를 입력하고 -해의

조건은 최대값으로 설정하고 -바꿀 쎌에 “$E$2:$E$4”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른다. 이것은

D50, gamma, omega에 대한 최대우도값을 추정한다.

f. 해찾기 결과를 확인하여 구한 해로 바꾸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D50=256.7,

gamma=4.56, omega=0.73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Figure 13. Probit analysis of response with administration dose of alfentanil.

 

예제 18. Propofol 약동학 모수 추정

17명의 피험자에게 propofol 반응의 결과를 population probit analysis로 분석한다.

Fig. 14은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얻은 결과다. 

 

 
Figure 14.  Data distribution plot of response with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Probit

analysis results are shown.

 

 

8. 약물 상호작용: 응답면 분석(Surface response analysis)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두 약제들 사이에 약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A와

B인 두 가지 약물의 반응확률은 다음 Eq. 12과 같다20: 

 

 
Equation 12

 

여기서 Emax는 두 약물 A와 B의 최대약효값,  C50A와  C50B는 최대약효의 50%를

나타내는 약물의 농도,  γ은 약역학 곡선의 기울기,   α는 두 가지 약제 사이에 상호작용의

범위와 본질을 대표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α=0이면 부가적인(additive) 상호작용을 α<0이면

길항적인(antagonistic) 상호작용을, α>0이면 상승적인(synergistic)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TCI 펌프를 이용하여 투여하는 두 가지 약제remifentanil과 propofol은 상승적인

상호작용을 갖는다. remifentanil과 propofol을 투여할 때 환자의 자발호흡을 유지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두 약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면 분석(surface response analysis)은 두 가지 약물의 목표농도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한다20.

Kern 등20은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상승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Table 2와 같이

발표하였다. 마취제의 약효수준은 진정(sedation), 진통(algometry), 마취유지(tetanic

stimulation) 및 마취유도(laryngoscopy)로 구분할 수 있고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목표농도를 설정할 수 있다(Fig. 15).

 

 

Table 2. Mean pharmacodynamic parameters for the individual drugs.

 

예제 19. Remifentanil-propofol20

  



Figure 15. These are shown examples of surface analysis using results previously printed.

 

예제 20. Remifentanil-sevoflurane21

Manyam 등이 제시한 자료는 Table 3과 같다. 다음 등식에 자료를 대입하여

remifentanil-sevoflurane interaction 결과를 얻을 수 있다(Fig. 16).

 

  
Equation 13

 

 



Table 3. Mean model parameters for the logit response surface.

  

  



 Figure 16.Remifentanil-sevoflurane interaction.

 

 

9. 임상 약동학의 사례연구6

 

 

본 시간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 진정제, 항생제, 강심제 및 기관지확장제의

투여량과 투여방법에 대해서 임상사례를 가지고 모의 할 것이다. 

 

예제 21. Fentanyl을 이용한 수술후 통증 조절

40세 남자환자 (70 kg/170 cm)로 경추골절 고정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다. 환자는 NRS 척도로 8점의 통증을 호소하여 환자에게 fentanyl 50ug을

정주하였다. 5분 후 NRS 척도로 5점의 통증을 호소하여 fentanyl 25 ug 정주하고 5분 후

NRS 척도로 3점의 통증을 호소하여 12.5 ug 정주하였다. 이후 PCA로 fentanyl 50 ug/hr로

연결하였다. 30분후 NRS 척도로 5점으로 fetanyl 100 ug/hr로 올렸다. 이후 통증 척도 2점

이하로 유지되었다. 이 환자에서 fentanyl의 약동학을 이용하여 효과처농도를 모의하라(Fig.

17).

 

 

Figure 17.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fentanyl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예제 22. Midazolam을 이용한 진정

40세 남자환자 (70 kg/170 cm)는 척추골절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환기중에

있다. 이 환자의 RASS 점수는 +3 으로 이 환자에게 진정제 midazolam 5mg 투여하고

10분후 midazolam 5 mg 다시 정주하였다. 이후 midazolam 2.5mg/hr로 1시간 동안

지속정주후 5 mg/hr로 지속정주하여 환자는 RASS점수 0으로 유지되었다. 이 환자에서

midazolam의 약동학22을 이용하여 효과처농도를 모의하라(Fig. 18). 

임상적으로 Tpeak는 8.9 분이라고 가정할 때 ke0는 0.257/min이다.

 

 

Figure 18.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midazolam for postoperative agitation control.

 

예제 23. Gentamicin의 투여량과 투여방법

40세 남자 환자 (70 kg/170 cm, IBW=66kg)에서 gentamicin의 분포용적이

0.25L/kg+0.1x(TBW-IBW)이고 혈청 크레아티닌(Scr)이 1.0 mg/dL일 때 이 환자의



크레아틴 청소율이 5.5 L/hr다. 이 환자에게 혈장농도 8 ug/ml를 목표로 GM 134 mg를

투여했다. 8시간마다 투여할 때 혈장농도를 모의하라(Fig. 19). 

 

 

Figure 19.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gentamicin.

 

예제 24. Digoxin의 투여량과 투여방법

50세의 울혈성심부전을 앓고 있는 남성환자로 체중은 70 kg 이며, Scr=1mg/dL이다. 평균

디곡신 농도를 0.8 ug/L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용량은?

자세한 해설은 과정 동안 진행할 것이며 결과만 Fig. 20에 제시한다. 

 

 

Figure 20.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digoxin.

 

예제 25. Theophylline의 투여량과 투여방법

50세 체중 80kg(실질체중=이상체중) 환자에게 아미노필린 500 mg 투여시 데오필린

혈중농도 10 mg/L에 도달했다. 항정상태의 데오필린 평균혈중농도 10 mg/L 유지를 위한

아미노필린 정맥주입 속도는?

자세한 해설은 과정중 설명할 것이며 결과만 Fig. 21에 제시한다.

 



 

Figure 21.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aminophy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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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는 금번 학술대회에서 개원 혹은 중소병원에 봉직하고 계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refresher course를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접하거나 익혀야 할 정보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마취통증의학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마취약리학회가 다루고 있는 약리 및

의료기기 분야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불과 수년 전에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최신

지식이 아니게 된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refresher course에 준비한 것은, 이미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 최신지식이 아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 평소 경험할 기회가 적어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후두경 이외에, 기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장비들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도 관리의 최신 지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작용기전의 진정제인

dexmedetomidine이 임상에 사용되고 있으며 마취 중 환자 관리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sugammadex의 등장으로 근이완 가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이

약물들의 약리적 특성과 임상 사용 실례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뇌파를 이용하여 마취 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혹은 장비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고, 특히 진정법을 이용한 시술 및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증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마취

중 환자의 의식 뿐만 아니라 통증의 정도까지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나

장비의 기저 학문은 뇌 혹은 자율신경계의 생리학, 복잡한 수학이나 통계를 이용한 신호분석

기법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refresher course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언론에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틈날 때마다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면 누구든지 반사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여러 응급 상황 중

아나필락시스, 기도폐색, 악성고열증의 응급 관리 방안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씩이나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변화 주기가 이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주로 근무하는 저희 대한마취약리학회 회원들이

마취통증의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공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번 refresher course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New trends in airway management

 

Seongheo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마취과 의사보다 기도 관리에 관한 술기를 일상 업무에서 자주 시행하고 있는 의사직종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도 관리는 마취과 의사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술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때때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기도 관리 상황은 마취과 의사에게 있어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마취약제와 감시장치가 발달하면서 미국의 경우

순환기계나 호흡기계 관련 소송들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도관리와

관련된 소송은 증가하였다고 한다.1) 실제로 기도관리와 관련된 위해 사건들은 마취 관련

합병증이나 사망률의 가장 많은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환자 요인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마취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 및 술기와 기구 사용에 대한

숙련도의 부족 역시 커다란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전공의, 전문의를

가릴 것 없이 마취과 의사라면 누구나 적절한 기도평가 방법을 비롯하여 어려운 기도관리

상황에서의 판단절차를 숙지하고, 유용성이 입증된 최신의 술기와 기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the Difficult Airway (2013 ASA)

 

 

2013년에 미국마취과학회에서 발표한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the

Difficult Airway 2)를 살펴보면 기도관리의 최신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3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10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그 동안의

연구문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하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1. 어려운 기도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려운 기도(difficult airway)를 통상적으로 훈련된 마취과의사가

안면마스크 환기나 기관내삽관 혹은 둘 다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임상적인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안면마스크 환기 또는 어려운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supraglottic

airway, SGA) 환기: 마스크나 성문상부거치 기도유지기의 밀착이 부적절하거나, 가스

누출 또는 가스 진입과 배출의 저항이 심하여 마취과 의사가 적절한 환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어려운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 거치: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를 거치하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경우

3) 어려운 후두경술: 일반 후두경으로 여러 번의 시도 후에도 성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4) 어려운 기관내삽관: 기관내삽관을 하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경우

5) 기관내삽관 실패: 여러 번의 시도 후에도 기관내삽관이 실패한 경우

 

2. 기도 평가

 

기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어려운 기도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마취 및

기도관리의 시작에 앞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과거력 조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기도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과거력: 마취 및 기도관리의 시작에 앞서 기도와 관련한 과거력을 반드시 조사하여

어려운 기도를 시사할 수 있는 내과적, 외과적, 마취과적 요인을 발견해야 한다. 나이,

비만,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종격동 종괴, 관절유착증(ankyloses), 퇴행성 관절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선천적으로 기도 관련한 기형(Treacher-Collins, Pierre Robin or

Down syndrome), 후천적 또는 외상으로 인한 변형, 구강 및 경부의 방사선 치료 등도

어려운 기도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전 마취기록지가 있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신체검사: 기도와 관련된 신체검사(table 1) 역시 마취 및 기도관리의 시작에 앞서

반드시 조사하여 어려운 기도를 시사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의

검사방법으로 어려운 기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검사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Table 1. 수술 전 기도평가를 위한 신체검사 항목

 

이 표는 어려운 기도를 시사할 수도 있는 신체검사 항목들의 목록이지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목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완벽한 목록이라고도 할 수 없다. 순서 역시 중요도와

무관하다.

 

3. 기본적인 준비사항



 

어려운 기도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모두 보관한 이동식 보관함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Table 2). 

 

 

 Table 2. 어려운 기도관리를 위한 이동식 보관함에 권장되는 내용물

 

만약 어려운 기도가 예상된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려운 기도와 관련한 위험성 및 시행될 시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조수를 대기시킨다.

3) 안면마스크를 통한 전산소화(preoxygenation)를 반드시 시행한다.

4) 어려운 기도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4. 어려운 기도 알고리즘(difficult airway algorithm)

 

이 가이드라인의 많은 내용들은 다음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어려운 기도 알고리즘으로

축약될 수 있다.

 

1) 기도관리 과정에서 다음 6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임상적 영향을

평가한다.

- 환자의 협조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지

- 마스크 환기에 어려움이 있겠는지(difficult mask ventilation)

-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 거치에 어려움이 있겠는지(difficult supraglottic airway

placement)



- 후두경술에 어려움이 있겠는지(difficult laryngoscopy)

- 기관내삽관에 어려움이 있겠는지(difficult intubation)

- 외과적 기도확보에 어려움이 있겠는지(difficult surgical airway access) 

 

2) 어려운 기도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전산소화는 물론이고 기관내삽관 시도의 사이와 발관 이후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기관내삽관 중에도 비캐뉼라(nasal cannula)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저산소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 기도 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이 해당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그

방법이 해당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될 수 있겠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할 것인지, 전신마취 유도 후에 할 것인지

-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기관내삽관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 처음부터 영상후두경술(video-assisted laryngoscopy)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할 것인지

- 자발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할 것인지, 자발호흡을 없앤 상태에서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의 본문에서는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나 소아환자에서는 각성하 기관내삽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신마취 유도 후에 기관내삽관을 해야겠지만, 어려운 기도가 이미

예상되는 환자이고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성하 기관내삽관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초기 전략 및 대체 전략의 수립

 



 

 

(a)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선택(option)에는 마스크 환기나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거나, 국소마취, 신경차단 등으로 수술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즉,

이 경우는 대개 환기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emergency pathway에서 이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b) 침습적 기도확보(invasive airway access)는 외과적 또는 경피적 기관절개술,

제트환기법(jet ventilation), 역행성 기관내삽관(retrograde intubation) 등을 말한다.

(c) 다른 대체방법(alternative approaches to intubation)은

영상후두경술(videolaryngoscopy), 여러 가지 디자인과 크기의 후두경,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를 이용한 기관내삽관, 굴곡성 기관지경, intubating stylet, tube changer,

광봉(light wand), 맹목 기관내삽관(blind intubation) 등을 말한다.

(d) 환자를 깨우는 경우에는 각성하 기관내삽관을 위해 다시 환자를 준비시키거나 수술을

취소한다.

(e) 응급 비침습적 환기법(emergency noninvasive airway ventilation)은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를 말한다.

 



5. 기존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

 

1)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었던 laryngeal mask airway (LMA)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여러 회사들이 조금씩 개선된 형태로 다양한 유사제품들을

개발하여 출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supraglottic airway (SGA,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라는 보편화된 명칭으로 표현되었으며, difficult

supraglottic airway ventilation or placement 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다.

 

2)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상후두경(videolaryngoscope)의 등장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이 기구는 그 동안 수많은 연구들에서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내용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항목들에 모두 포함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기도관리를 위한 이동식 보관함에 권장되는

내용물(Table 2)에 포함되어 있으며, 알고리즘 3번에서 “처음부터

영상후두경술(video-assisted laryngoscopy)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알고리즘 4번 (c) 항목에서 일반적인 후두경으로

기관내삽관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방법들의 목록을 소개할 때

영상후두경술이 첫 번째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등장 순서와 중요도의

연관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서 맨 처음에 기술했다면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What’s New?

 

 

1. Supraglottic airway (SGA)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회용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응급상황에서의 환기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마취를 위한 기도유지기로 단독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마취과학회

알고리즘에서는 최초의 삽관이 실패하였을 때 마스크 환기가 부적절하다면 성문상부 거치

기도유지기를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거치가 되었더라도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평소에 사용

경험을 축적하여 응급상황에서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2. 영상후두경술(videolaryngoscopy)

 

현재 널리 쓰이는 videolaryngoscope 제품은 C-MAC, Glidescope, Pentax AWS,

McGrath Series 5, McGrath MAC 등이 있다. 제품마다 후두경날의 모양이나 각도가

조금씩 다르고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눈으로 직접 성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각도에서도 후두경 끝의 카메라로 성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기능이다.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상후두경술은 직접 후두경술에 비해서 어려운 기도의

후두시야를 개선해주고, 기관내삽관의 성공률을 높여주며,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비율도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3-11) 삽관에 걸리는 시간이나 기도, 입술, 치아 손상이나 삽관에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없었다. 

어려운 기도가 예상된 환자에서 각성하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때 영상후두경을 이용한

경우가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도 삽관 성공률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12) 무작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상환자군도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13, 14) 실제로 영상후두경술이 어려운 기도관리에서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후두경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삽관 방법은 여전히 어려운 기도가 예상되는

환자에서 표준이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다.

 

3. 각성하 기관내삽관(Awake intubation)

 

마스크 환기나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식이 있으면서 자발호흡

및 기도반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미국마취과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할

것인지, 전신마취 유도 후에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려운 기도가

이미 예상되는 환자이고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성하 기관내삽관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성하 기관내삽관은 아무런 처치 없이 무작정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내삽관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후두부위를 국소 마취한 후에 굴곡성 기관지경이나

영상후두경술 등의 방법을 통해 기관내삽관을 하는 것이다. 국소마취는 lidocaine spray,

nebulizer, transtracheal injection, nerve block 또는 굴곡성 기관지경을 통해

lidocaine을 뿌려주는 spray as you go 방법을 사용한다. Spray as you go 방법이

비침습적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나, 마취과 의사가 가장 익숙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4. 어려운 기관내 삽관을 예측하는 2가지 방법

 

과거에는 어려운 기관내삽관을 예측하기 위해 modified Mallampati test가 흔히

사용되었지만, 민감도와 양성예측도가 낮아 단일 검사로는 효용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를 바로 앉히고 빛을 비추어야 하며, 관찰자간의 차이도 큰 것이

단점이다.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방법 중에 단일 검사법으로 비교적 효용이 높다고 알려진

2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하지만 이들 검사법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으며, 기관내삽관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일검사보다는 여러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 Upper lip bite test

2003년 Khan 등에15) 의해 처음 소개된 Upper lip bite test (ULBT)는 턱을 앞으로

내밀어 아랫니로 윗입술을 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어려운

기관내삽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써, 턱의 움직임과 자유도, 상악의 발달, 치아구조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다. Class I은 아랫니가 위쪽 입술경계선 윗부분을 물어 윗입술

점막을 완전히 가릴 경우, class II는 아랫니가 위쪽 입술경계선 아래의 윗입술을 물어

점막의 일부분만을 가릴 경우이고, class III는 아랫니가 윗입술을 물지 못하는 경우이다.

Class III인 경우에 어려운 기관내삽관이 예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윗입술을 최대한 많이 물기 위해서는 윗입술은 윗앞니 아래로 당기고, 턱은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야 한다. 윗입술을 아래로 많이 당기지 못한다는 것은 상악골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윗앞니가 긴 경우이므로 어려운 기도의 가능성이 있으며, 턱을

앞으로 충분히 내밀지 못한다면 후두경술을 시행했을 때 시야가 좁고 후두개가 잘

들어지지 않아 어려운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 방법은 등급간의 분류가 확실하고 빨리 판정할 수 있어 관찰자간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치아가 없으면 평가가 불가능하고 개인 간 인중 길이의 차이, 윗입술을

구강내로 빨아들이는 동작의 개인 간 차이로 인해 등급이 변할 수 있다. 민감도는 낮지만

특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modified Mallampati test와의 병용이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Ratio of height to thyromental distance (RHTMD)

갑상연골과 턱끝거리(Thyromental distance)가 세손가락 너비 또는 6cm 이하인

경우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이지만, 키와 이

거리의 비를 이용하면 민감도는 같고 특이성은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한다.16) 그 유용성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확한 길이를 측정해야 하고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 비율이 25 이상이면 어려운 기관내삽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ULBT와 비슷한 정도의 효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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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anesthetic cares: anaphylaxis, airway

obstruction and malignant hyperthermia

 

Hyojin Byun (Yonsei University)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에 필요한 마취의 유도와 유지뿐 아니라 환자의 생리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여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되며,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응급

상황일 경우 즉각적인 판단과 처치가 특히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마취 중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기도폐쇄(airway obstruction), 악성고혈증(malignant hyperthermia)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정의

 

아나필락시스는 급성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급성 알레르기반응을 말하는데,

알려진 유발항원의 노출 유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마취 중 발생 확률은 1:4,000에서

1:25,000 정도이다. 만약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심혈관 허탈에 이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증상과 진단

 

아나필락시스는 면역글로불린 E(IgE) 매개 혹은 IgE 매개가 아닌 제 1형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그 증상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비만세포(mast cell)나

호염기구(basophil)에 의해 분비되는 염증매개체(inflammatory mediators)에 의해서



발생한다. 소양증, 홍조, 홍반, 두드러기, 혈관부종같은 초기 피부 증상을 비롯하여 호흡기,

위장관,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빠르게 진행되어 콧물,

숨가쁨, 기침, 목이나 가슴의 답답함, 쌕쌕거림, 저산소증, 고탄소혈증, 기도압의 증가가

나타난다. 저혈압과 저산소증에 의한 부적절한 조직 관류로 인해 구역, 구토, 설사, 복부통증과

같은 위장관 장애와 두통, 불안, 발한, 실신, 혼미, 의식소실, 발작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소변양을 감소시키고 급성세뇨관괴사(acute tubular

necrosis)나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을

일으키기도 한다. 마취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심혈관 허탈이 빠르게 나타나 저혈압,

빈맥, 부정맥, 쇼크가 진행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급성관상동맥수축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정도는 Ring & Messmer 의 중증도척도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경한 1단계는 피부 혹은 점막 증상이 나타나고, 중등도의 2단계는

심혈관, 호흡기와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난다. 3단계에서는 심혈관 허탈과 심각한 저혈압이

조직관류의 장애와 부정맥을 일으키고, 기관지경련과 저산소증이 흔히 동반되며, 혼란이나

의식소실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4단계는 심정지가 일어나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취 중에는 환자가 가려움, 구역, 복통, 어지러움, 숨가쁨 등의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 없고, 두드러기와 같은 초기 피부증상이 수술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는 혈관확장기 없이

혈관수축이 일어나 피부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전신마취는 단시간에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약제가 정맥을 통해 주입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와 약제에 의한 심혈관계 불안정을 감별하기가 어렵다. 약제에 대한

과민증(hypersensitivity) 자체가 진단이 쉽지 않고 아나필락시스의 확진 검사가 없으므로

비특이적 증상들로 진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전신마취

중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게 되는 최초의 증상은 심정지나 기관지경련에 의한 저산소증인

경우가 많다. 

 

감별진단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심혈관계 증상은 우선 과용량의 마취제 투여, 부정맥, 저혈량증, 출혈,

공기색전증, 혈관미주신경반응, 심장압전, 패혈성 쇼크, 심인성 쇼크와 감별진단 해야 한다.

 Vancomycin은 빠른 속도로 정맥 주사하면 홍조 등의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호흡기 증상은 발관후 천명(postextubation stridor), 천식, 폐색전, 폐부종,

기흉 등의 증상과 유사하다. 알레르기반응에 의한 과민증에 대해 특이적이며 민감성이 높은

표지검사는 없지만 몇 가지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원인이 되는 항원의 확인은 임상 양상과

증상의 발현 시간, 증상의 심한 정도, 치료에 소요된 epinephrine 용량과 혈중 tryptase

농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Tryptase는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에서 분비되므로 환자의



증상이 면역반응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전체 tryptase 농도와 ß-tryptase 농도를 증상

발현 30-120분 사이에 측정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예방을

위해서 피부단자검사(skin-prick test), 혈청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allerge-specific serum

IgE) 농도검사와 항원유발검사(allergen challenge test)를 시행하여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을

확인하도록 한다. 

 

치료

 

일단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치료의 목적은 항원에 노출을 중지하고, 분비된 독성

염증매게체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더 이상의 비만세포의 탈과립작용(degranulation)을

예방하는 것이다. 즉시 아나필락시스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그림 1. 참고)

 

 

 Figure 1. 아나필락시스 급성기 치료

 

일단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원인을 감별해야 한다. 먼저 의심이 가는

아나필락시스의 유발인자를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한다. 항생제와

혈액제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마취를 중지하고 수술을 종료시킨다. Epinephrine은



아나필락시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제로, α1-아드레날린수용체 효과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ß2 -아드레날린수용체 효과로 기관지평활근을 확장시키다. 또한 면역반응

세포들의 화학매개체 분비를 억제한다. Epinephrine의 투여가 지연되면 환자의 경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epinephrine을 근주하고

후두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분무화하거나 기관튜브를 통해 투여한다. Epinephrine의 용량은

아나필락시스의 증증도에 따라 결정한다. 경한 증상(1단계)의 환자에게는 epinephrine을

아주 소량만을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2-4단계에 속하는 환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투여한다. (표 1. 참고) 만약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저혈압이 동반된 서맥이 발생하면

atropine 만을 투여하는 것보다 순환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epinephrine을 투여하는

것이 추천된다.

 

  Table 1. 아나필락시스의 중증도에 따른 epinephrine 용량

 

항히스타민제는 아나필락시스 치료의 두 번째 선택 약제이지만, epinephrine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 H1 수용체 길항제(Diphenhydramine, hydroxyzine)와 H2 수용체

길항제(ranitidine, cimetidine)를 조기에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혈압이

발생하였을 경우 H2 수용체 길항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지만, 심혈관계 허탈이

있을 경우 H1 수용체 길항제의 투여의 효과는 논란이 있다. ß2 -아드레날린효현제인

albuterol, terbutaline과 항콜린성제제인 ipratropium bromide가 기관지경련의 치료에

사용된다. 저산소증이나 심근기능저하가 나타나는 경우, epinephrine이나 ß2

-아드레날린효현제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100% 산소를 투여한다. 저혈압, 저산소증이 발생한

경우 맥박산소포화도, 동맥관을 삽입하여 감시한다. 필요하면 기도삽관을 포함한 기도유지를

시행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32시간까지 지속될 수 도 있고, 72시간내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부종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기관튜브의 발관을 연기하고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시행한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확립된

지침은 없지만 기도의 부종이나 목 부위의 두드러기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epinephrine의 대체제로 사용하거나 epinephrine보다 먼저 투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Hydrocortisone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므로 methylprednisolone보다 선호된다.

이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나필락시스나 방사선 조영제에 면역반응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수술 전 예방적인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투여가 아나필락시스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혈관투과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0분 이내에 혈관내 용적의

50%가 혈관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직경이 큰 정맥로를 2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수액투여는 처음 5분 동안 normal saline 5-10ml/kg를 투여하고 30ml/k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 후 hydroxyethyl starch와 같은 교질액를 투여하며 환자의 머리쪽을 낮추는

자세(trendelenburg position)가 혈역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승압제(epinephrine, phenylephrine, dopamine, norepinephrine)를 지속 정주할 수

있다. (표 2. 참고)

 

 

 Table 2. 아나필락시스 치료 약제

 

아나필락시스는 아산화질소의 증가나 대사성 산증와 같은 여러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α-아드레날린 항진을 통한 보상작용만으로는 치료되지 않을 수 있다. Epinephrine을

투여해도 회복되지 않는 혈관확장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치료를 위해 arginine

vasopressin(AVP)를 투여할 수 있다. AVP는 지나친 아산화질소 생성과 같은 다양한 신호

전달과정을 차단한다. AVP는 다른 승압제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Methylene blue도

아산화질소에 의한 혈관 이완을 억제하여, 치료에 반응이 없는 아나필락시스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Glucagon은 직접적으로 adenyl cyclase를 활성화하여, AVP과 함께 ß-수용체

길항제를 복용하던 환자에서 epinephrine에 반응이 없는 저혈압과 기관지경련에 효과적일

수 있다. 



 

 

기도 폐쇄

 

 

기도 폐쇄 환자의 관리에서 기도 폐쇄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폐쇄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호흡부전, 빈호흡, 가스교환 장애, 고탄산혈증 등이

진행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폐쇄된 기도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당한 처치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함으로써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기도 폐쇄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2013년에

개정된 어려운 기도관리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원인

 

기도 폐쇄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기도 폐쇄의 가장 흔한

부위는 후두인도(hypopharynx)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가 앞으로 굽혀지거나 바로

누운 자세에서 혀와 목 근육이 이완되어 혀 바닥이 인두 후방벽에 내려앉고 후두덮개가

뒤쪽으로 밀려나서 발생한다. 다른 원인으로는 상기도에 이물질이 있거나, 드물지만

혼미상태에서 상기도를 자극할 때 후두경련이 초래될 수 있고, 기관지경련이나 이물질의

흡인 등으로 하기도 폐쇄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기도 폐쇄 환자를 처치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치료의 시작과 동시에 기도 폐쇄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증상 및 진단

 

무의식 환자에서 상기도 폐쇄의 주요 원인은 후두덮개이다. 기도 폐쇄는 완전 폐쇄와 부분

폐쇄로 구분되며 완전 폐쇄일 때는 입, 코를 통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없으며, 만약 자발

호흡 운동이 있으면 흡기 시 빗장위오목(supraclavicular fossa)과 갈비사이

부위에 뒤당김(retraction)이 보이고, 인공 호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슴 운동이나 폐의

팽창을 감지할 수 없다. 부분 기도 폐쇄일 때는 호흡 시 소임이 발생하는데 코고는 소리는 혀의

바닥이 인두 후방벽에 내려 앉아 부분 폐쇄를 일으켜서 나는 소리이고, 까마귀 울음소리는

기관지경련, 배울림(gurgle)은 이물질이 존재할 때, 쌕쌕거림(wheezing)은 기관지 폐쇄가

발생할 때 나는 소리이다. 완전 기도 폐쇄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시장 정지 및 뇌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기도 폐쇄 전 혈액의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된 경우에는 약

10분까지 견딜 수 있으나,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십 초의 무흐흡 상태에서도 심장



정지와 뇌손상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치료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산소요법은 흡입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혈중 산소

포화도를 복원시킬 수 있다. 수기 기도 확보법을 통해 기구의 사용없이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쉽게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다. 의식소실에 의하여 아래턱뼈, 혀, 후두덮개를 지지하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혀의 바닥과 후두덮개를 전방으로 밀어주어 기도 폐쇄를 제거한다.

삼중 기도 처치법(triple airway maneuver)은 머리 후방기울임, 아래턱뼈 밀어올리기, 입

벌림의 3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처치로 가장 확실한 수기 기도 확보법이다. 환자의 머리

위쪽이나 옆쪽에 위치하여 양손의 5번째 손가락을 양쪽 귓불 앞쪽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4,3,2번째 손가락 순으로 환자의 아래턱뼈 오름가지(ascending rami of mandible)를 잡고

상-전방으로 밀어 올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엄지손가락으로는 아랫입술을 전-하방으로

밀어 입을 벌리게 한다. 주의점은 아래턱뼈의 수평가지(horizontal rami)는 잡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삼중 기도 처치법은 목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목의 굽힘, 회전

및 심한 후방기울임은 절대 금기이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매뉴얼 인-라인 안정화와 결합된

턱 밀기는 권고된다. 경구 기도유지기과 비인두 기도유지기는 기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기구이다. 그것은 역방향으로 혀의 변위와 연구개 폐쇄를 막아준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의

깊게 삽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두개골절 또는 혈액응고 이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비인두

기도유지기를 사용을 피해야 한다. 경구 기도유지기은 앞니에서 턱 관절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경구기도유지기를 위치시키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입 안에

기도유지기를 거꾸로 넣은 다음 연구개와 견구개 사이 연결지점에 180도 회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두반사가 존재하는 의식이 있는 환자는 구역, 구토와 후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경구기도유지기 삽입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 후에는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용수환기,

성문위기도기(supraglottic airway device)를 삽입하거나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호흡을

유지하도록 한다.

 

 

어려운 기도(difficult airway)의 관리

 

 

어려운 기도란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용수

환기나 기관삽관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어려운 기도가 의심되는 환자는 수술 전

과거력이나 이학적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어려운 기도의 관리를 위한 기본 준비는 먼저 기도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와 기도 관리의 계획 및 예상되는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도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을 배정한다. 어려운 기도 관리를 위한 장비들은 세트로 마련해

두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환자는 안면마스크를 통해 미리 3분정도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 관리 도중에도 산소를 투여하도록 한다.

 

어려운 기도 환자에서 기관삽관

 

어려운 기도를 가진 환자에서 기관삽관을 위해 다양한 기도 확보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시도할 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 어려운 기도 환자에서 기관삽관 계획은 예정된

수술, 환자의 상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기술과 선호도에 좌우된다. 기관삽관을 계획할 때

어려운 기도 환자에서 기관삽관 중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임상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시술자가 결정해야 할 4가지 기본 처치 선택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표 3. 참고)

 

 

 Table 3. 어려운 기도 환자에서 기관삽관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시술자의 선택

 

어려운 기도 환자에서 기관삽관 계획의 첫 단계는 (1) 각성 하 기관삽관이 필요한 지, 혹은

(2) 환기는 가능하나 기관삽관이 어려운 지, 아니면 (3) 환기 또는 기관삽관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상황인 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단계에서 기관삽관이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한다. (표 4. 참고)

 



 

 Table 4. 어려운 기도 환자에게 기관삽관의 방법과 환기 방법

 

어려운 기도를 가진 환자에서 기관내 튜브의 발관을 위해서 시술자는 각성 하 발관 혹은

무의식 중 발관이 유리할 지, 발관 후에 환자의 호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적인

사항이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발관 후 환자의 호흡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여야 한다. 특히 발관 후 재삽관의 경우에

대비하여 발관 후 기관삽관용 탐침과 같은 기구를 환자의 호흡이 적절함을 확인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발관 후에는 어려운 기도와 시행한 처치에 대해 기록하고 환자에게 어려운

기도에 대해 알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후 어려운 기도와 그 처치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경과관찰을 한다.

 

 

악성고열증

 

 

전통적인 악성고열증(malignant hyperthermia)은 halothane과 같은 휘발성 할로겐화

alkane 흡입마취제와 succinylcholine과 같은 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전신마취 중

관찰되는 임상증후군이다. 5분 사이에 1℃ 정도의 급격한 체온 상승과 심한 대사성산증을

보이고, 골격근의 횡문근 변형(rhandomyolysis)까지 초래할 수 있다. 골격근세포 내 칼슘치

조절능력이 급격히 상실되어 골격근의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다. 초기의

사망률은 70% 정도였으나, 조기 진단이 하여 치료제인 dantrolene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망률이 5% 이하로 낮아졌다. 보고에 따르면 유발약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62,000 건의

마취제 사용 중 한 건, 유발약제를 사용할 경우 4,500 건의 마취제 사용 중 한 건의

악성고열증이 발생한다. 임상적으로 악성고열증을 보이고 근육생검에서 양성을 보이는 환자의

50-80%는 유전학적으로 type 1 ryanodine 수용체(RyR1;SR Ca2+ 분비통로) 유전자에서의

110개의 돌연변이 중 한 개 돌연변이 또는 L-type Ca2+ 통로 CaV1.1에서의 돌연변이와

연관이 있다.



 

유발

 

악성고열증을 유발하는 마취제들에는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

desflurane, sevoflurane, 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이 포함되며 succinylcholine이 사용된

경우는 작용 발현이 더욱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 Desflurane과 sevoflurane은

halothane에 비하여 악성고열증의 유발가능성이 낮으며 좀 더 느린 진행을 나타낸다.

경도의 저체온, barbiturates의 전처치, 진정제, propofol,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은

악성고열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한다. 강력한 유발인자에 노출되어도 악성고열증이 유발되지

않았다가 다시 노출된 후에 전격성 악성고열증이 발생한 보고가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며, 이전의 마취 때에 증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약제가 투여되었거나,

악성고열증이 발생했을 때는 증상 유발을 돕는 알려지지 않은 환경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악성고열증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변수가 많으며, 임상상황에서는

진단에도 어려움이 많다.

 

증상 및 진단

 

전격성 악성고열증은 드물며, 임상적인 악성고열증의 초기 징후는 매우 미약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징후들은 비슷한 징후를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과 감별하여야

한다.(표 5. 참고)

 



 

 Table 5. 악성고열증과 감별해야 할 질환들

 

심각한 대사의 항진 및 열 생성이 발현되면 진단은 확실해 지지만 사망이나 비가역적인

심각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만일 증후군이 서서히

증가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초기)과 함께 시작된다면 완전한 임상적인 정밀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치료를 시작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발인자에 노출되지 않으면

악성고열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흡입마취제나 succinylcholine이 사용된 경우, 예기치 않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 과도한 빈맥, 빈호흡, 부정맥, 반상 피부, 청색증, 체온 증가,

근육강직, 발한, 또는 혈압 불안정 등의 징후가 있다면 악성고열증을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징후들이 발생된다면 대사량 증가, 대사성 산증 또는 고칼륨혈증 등의 징후도

같이 찾아봐야 한다.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대사성 산증을 보이게 되며, 만일 대사율의

증가를 환기 증가로 보상하지 못한다면 호흡성 산증도 발생된다. 동맥혈보다 중심정맥 내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 분압이 훨씬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호기말 또는 중심정맥 탄소분압이

전신적인 이산화탄소 축적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 정맥내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예측되거나 측정되는 PaCO2 보다 5mmHg 정도만 높다.

 

치료

 





 

 Figure 2. 악성고열증의 치료

 

모든 마취약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100% 산소만으로 과환기를 시킨다.(그림 2. 참고) 호기성

대사가 증가되면서 대사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기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중탄산염 투여로 인한 산의 중화로 인하여 이산화탄소의 생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과환기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Dantrolene을 2mg/kg로 5-10분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정맥투여 하며, 총 용량은 10 mg/kg까지 사용한다.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

2-4mEq/kg의 중탄산염을 정맥투여 하며, 이때 동맥혈 가스분석을 자주 실시한다. 피부

냉각, 얼음물을 이용한 체강의 냉각, 펌프 산소기를 이용한 열교환기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체온을 하강시킨다. 이러한 냉각 시술에 너무 열중하여 가장 중요한 치료인 dantrolene

투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냉각은 저체온을 예방하기 위하여 38-39℃에서 멈춰야 한다.

신장에 대한 손상 또는 급성 세뇨관괴사, 마이오글로빈의 확인 등을 위하여 소변량을 감시하고

이뇨를 시킨다. 추가적인 치료는 혈액가스분석, 전해질 측정, 부정맥 여부, 근육 긴장도,

소변량 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응고 검사를 분석한다.

 

이환성 환자의 마취

 

이환성 환자의 마취약제로는 nitrous oxide, barbiturate, etomidate, propofol,

아편유사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력한 흡입마취제와

succinylcholine은 dantrolene이 준비되어 있어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부 환자에게는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과잉 대사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대개

dantrolene 정맥주사에 잘 반응한다. Dantrolene의 수술 전처치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 이유는 안전한 마취약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부위마취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Amide계 국소마취제들은 과거에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에서 amide 및 ester계 국소마취제 모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환성 환자를 마취하기 전에는 마취기계에서 강력한 흡입마취제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산소 또는 압축공기로 여러 시간 동안 흘려 보낼 필요는 없으며,

기화기의 연결을 제거하고 soda lime을 교체하며, 신선 가스 출구 호스를 교체하고, 5분간

10L/min로 일회용 마취회로를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호기가스 분석기를 사용한다면

마취회로에서 흡입마취제 증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Pharmacology and clinical use of relatively new anesthetic

drugs: dexmedetomidine, sugamma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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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medetomidine

 

 

Dexmedetomidine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선택적 α2-아드레날린 작용제로서, 진정, 진통,

교감신경차단 등의 효능이 있다. Dexmedetomidine은 α2, α1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의 비가

1600:1로서 고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오던 α2-아드레날린 작용제인 clonidine에 비해 α2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약 8배 강하고, 분포 반감기가 약 6분, 제거 반감기가 약 2-3시간으로

보다 예측 가능한 약동학, 약력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임상적 적용이 유용한 장점이 있다.

Dexmedetomidine이 다른 마취제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호흡 억제 없이 용량 의존적으로

진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24시간 이내의 진정에 사용되는 것을 적응증으로

1999년 미국 FDA에서 승인 받은 후 현재 여러 분야에서 진정, 진통, 마취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리

 

부교감신경계와 함께 자율신경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신경계의 주요



신경전달물질은 norepinephrine이고, 이는 절전, 혹은 절후섬유(presynaptic or

postsynaptic nerve fiber)에 있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리적 작용을 발현한다.

절후섬유에 있는 수용체는 주로 교감신경항진 작용을 유발하는 반면, 절전섬유에 있는

수용체는 음성되먹임(negative feedback) 기전으로 norepinephrine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교감신경차단(sympatholysis) 작용에 관여한다.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크게 α, β

수용체로 나뉘고 그 중 α 수용체는 다시 α1, α2 수용체로 나뉘는데 α1 수용체는 주로

절후섬유에 위치하여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의 교감신경항진 작용을 유발하는 반면, α2

수용체는 주로 절전섬유에 위치하여 혈관확장, 혈압 하강 등의 교감신경차단 작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히 뇌, 척수에 위치하는 α2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진정, 진통 등의 마취와 관련된

작용이 나타나는데 dexmedetomidine의 주요 작용 부위가 바로 여기이다. 한편 α2

수용체는 다시 α2A, α2B, α2C의 3가지 subtype으로 세분화되고 α2A 수용체는 brain 등에

위치하여 진정, 교감신경차단 작용 등에 관여하는 반면, α2B 수용체는 혈관 평활근에

위치하여 혈관 수축 등에 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dexmedetomidine 고용량을 투여하면

초기에 α2B 수용체가 항진되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α2A

수용체의 항진으로 진정 작용과 함께 혈압 하강, 맥박수 감소 등의 교감신경차단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임상 사용

 

Dexmedetomidine은 자발 호흡과 적절한 진정 상태를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자극을 주면

신속하게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선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를 위해 적절한 진정이 필요한 동시에 수시로 의식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 환자, 혹은 수술 후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진정이 필요하지만 자발 호흡은

유지해야 하는 환자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술 중 신경학적 검사를 위해 환자를 수시로

깨워야 하는 동시에 수술로 인한 통증, 불안 등은 해소시켜줘야 하는 의식하 개두술이나

심부뇌자극술 등의 신경외과 수술, 혹은 difficult airway 등으로 인해 자발 호흡을

유지하면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전신마취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진정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는 각종

침습적인 시술, 방사선학적 검사 등에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dexmedetomidine은 진정, 진통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용 투여시

다른 마취제, 진통제 등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신마취 시 흡입마취제의 보조제로 사용하여 흡입마취제의 최소폐포내농도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폐쇄수면무호흡, 비만 환자 등에서 통증 치료 요법에 포함시켜서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로 적절한 진통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척추 및 경막외마취나 신경차단으로 시행하는 정형외과적 수술 등에서 환자의 진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소마취제와 함께 사용하여 신경차단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시간을 늘려서 마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술 후 진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

Dexmedetomidine을 빠른 시간에 많은 용량을 투여하거나 약물의 감수성이 높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이어 혈압 저하, 맥박수 감소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약의 용량을 조절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각한 서맥으로 인한 심정지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므로 dexmedetomidine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용량

 

국내에서 사용되는 dexmedetomidine (상품명: Precedex)의 경우 한 vial에 농도 100

mcg/ml의 약물을 2 ml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48 ml 혹은 98 ml의 생리식염수와 섞어서 총

50 ml 혹은 100 ml, 즉 4 mcg/ml 혹은 2 mcg/ml의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신속한

진정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1 mcg/kg의 부하용량을 10분 이상에 걸쳐 투여한 후 진정

상태와 활력 징후에 따라 0.2-0.7 ug/kg/hr 속도로 지속 정주한다. 

 

 

Sugammadex

 

 

Sugammadex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역전을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오던

anticholinesterase 와는 완전히 다른 기전으로 근이완을 역전시키는 약물로 2008년에

유럽에서, 2010년에 일본에서 승인 받은 후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ugammadex는 근이완제와 직접 결합하여 약물을 비활성화시켜서 근이완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acetylcholine의 농도 증가를 통한 간접적인 기전으로 근이완을 역전시키는

anticholinesterase에 비해 약효가 강하고 신속하며, acetylcholine 농도 증가로 인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항콜린성 약물의 병용 투여도

불필요하다. Anticholinesterase는 천장효과가 있어 용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사연속반응수(train-of-four count) 2개 미만의 중등도의 근이완 상태를 역전시키기 어려운

반면, sugammadex는 용량에 따라 어떤 상태의 근이완 상태도 신속하게 역전시킬 수 있다.

 

약리

 



Sugammadex는 변형된 γ-cyclodextrin으로 내부는 친지질성, 외부는 친수질성을 띄는

속이 빈 링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질성의 rocuronium, vecuronium과 같은

스테로이드성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내부에 끌어안는 형태로 결합하여 결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혈장 내 rocuronium의 농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도차로 인해

rocuronium이 신경근접합부에서 혈장으로 이동하여 근이완의 역전을 유발하게 된다.

Rocuronium에 비해 비록 친화력이 약 2.5배 작긴 하나 vecuronium과도 결합하기 때문에

rocuronium과 vecuronium으로 인한 근이완 역전에 모두 임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atracurium, cisatracurium 등 비스테로이드성 근이완제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rocuronium 단독으로는 약 75% 이상이 담도로, 10-25%가 신장으로 배설되지만,

rocuronium-sugammadex 결합체는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된다.

 

임상 사용

 

1 mg/kg 이상 고용량의 rocuronium을 투여하면 약 1분 안에 succinylcholine을 투여한

것과 동일하게 기관내삽관이 가능한 근이완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나 rocuronium의 작용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른연속기관삽관(rapid-sequence intubation)에서

rocuronium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sugammadex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difficult airway 환자 혹은 제왕절개 등 산모 환자의 전신마취

유도에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succinylcholine 대신 rocuronium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깊은 근이완을 유지해야 하는 수술

환자의 근이완 역전에 sugammadex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수술 시간이 짧은

후두미세수술 등 기도 수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리고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영역에서 복강경 수술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술 시야를 좋게 하는 동시에 환자의 활력징후의

안정, 수술 후 통증 감소 등의 목적으로 복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깊은 근이완의 유용성이

대두되면서 복강경 수술에서의 sugammadex 사용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많은 양의

근이완제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에서도 sugammadex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sugammadex는 anticholinesterase에 비해 근이완 역전 효과가 용량 의존적으로

발현되고 그 효과에 대한 예측력이 높기 때문에 근이완 지속 효과가 비특이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는 중증근무력증, 근긴장성 이영양증(myotonic dystrophy), 척수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등의 각종 신경근 질환 환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근이완 역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sugammadex로 근이완 역전을 시킨 후 재수술 등을 위해 다시 근이완을 시켜야

하는 경우 혈장 내에 남아있는 sugammadex로 인해 충분한 근이완이 잘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 1.2 mg/kg의 고용량의 rocuronium을 투여하면 신속하게 다시 근이완을



유발할 수 있다. 혹은 sugammadex와 결합하지 않는 atracurium, cisatracurium 등

비스테로이드성 근이완제의 투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

 

부작용

 

Sugammadex는 기본적인 구조가 당(sugar)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rocuronium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중증도의 알러지나 과민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용량

 

Sugammadex (상품명: Bridion)는 100 mg/ml의 약물 2 ml 혹은 5 ml 제형이 있다.

용량은 투여 시점의 근이완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연속반응비가 0, 강직후

수축반응수(posttetanic count)도 0인 깊은 근이완이면 sugammadex 16 mg/kg 이상,

사연속반응비 0, 강직후 수축반응수 1-15의 중등도의 근이완 상태이면 4 mg/kg 이상,

사연속반응비 90% 이하의 얕은 근이완 상태이면 2 mg/k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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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적절한 수준의 마취 깊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깊은 마취 상태에서

외과적인 치료를 진행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외래마취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환자의 회복이 느리게 되면 퇴원 시까지 오랜기간 병원에 있어야 하며 퇴원 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 반면 너무 약하게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가 치료 도중 각성할

가능성이 있고 강한 외과적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혈압과 맥박수가 상승하며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수술 도중 환자가 각성상태에 놓이게 되면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 임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마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취 도중 급격한 혈압의 변화가 없거나 incision과 같은 자극에 대해서 환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환자가 적절하게 마취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마취 도중 근이완제의

사용은 마취 심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마취 심도에

따른 혈역적학적인 변화는 개인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최근에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장비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MAC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의 개념으로 마취 심도를 정량화 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전신마취는 최면, 기억상실, 진통, 스트레스 반응의 억제와 같이 매우 다양한 반응양상을

나타내며 아직까지 적절한 마취 심도를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마취의 깊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이 최근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전신마취제가 주로

작용하는 뇌에서 마취제의 반응을 뇌의 활동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 뇌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중 일부는 상용화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신마취의 또 다른 요소인 진통의 경우 수술과정 중에 통증의 정도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일 환자에서도 수술 중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히 최근에 전정맥마취

사용이 증가하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최근 빠른 작용과 작용시간이 짧은 진통제가

개발되고 있고, 약물전달 시스템의 발전으로 원하는 효과에 알맞은 약물농도의 조절이 용이해

지면서 수술 도중 환자의 통증까지도 점점 수술시점 별 환자 개개인에 맞춘 조절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환자들의 통증반응의 양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시시각각 적절하게 진통제를

조절하기 진통제의 반응을 잘 대변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통증에 대한 감시는 자율신경계반응인 심박수 및 혈압의 증가, 눈물, 동공의

크기 증가, 호흡수 및 호흡량의 증가, 눈물, 환자의 움직임 등을 통해 통증을 감시하고 조절해

왔고 현재에도 이를 바탕으로 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 중 몇몇은

베타차단제나 근이완제 등의 마취 중 사용되는 약제에 의해 달라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하기에 마취 중 통증의 감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수술 중 통증의 조절을 위해 아편양제제가 과하게 투여되는 경우에는 자발호흡이 느리게

돌아올 수 있고, 흡인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수술 중 사용되는 아편양제제로 인해 수술

후 통증이 더 증가하는 상황(opioid induced hyperalgesia)이 발생할 수도 있다.1 따라서

수술 중 통증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적절한 통증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통증은 주관적인 감각이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의식이 깨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의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 전신마취 중에는 무의식 상태로 인해 평가가

쉽지 않다.2 전정맥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자극의 변화에 따른 통증의 변화와

마취 심도에 따라 통증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아편양제제 요구량은 달라지게 된다. 지난 몇

년간 통증의 감시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일부는 임상에 도입되어 왔다. 

본 강의에서는 수술 중 의식 및 통증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그의 기전,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뇌파를 기본으로 하는 마취 심도 감시장비

 

 

마취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는 이마부위에 부착된 전극

(electrode)에서 측정한 뇌파를 이용한다. 크게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뇌파 혹은 근전도를

이용한 장비와 유발 전위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뇌파)를 이용한 장비로 구분이 된다. 측정한

뇌파는 digital 화 되어 저장되고 신호분석 알고리즘 (signal process algorithm)을 이용하여

처리된다. 크게 시간 영역 분석 (time domain analysis), 주파수 영역 분석 (frequency

domain analysis), 위상 관계 분석 (phase relationship) 등을 통해 임의의 숫자를 계산하고

숫자의 범위에 따라서 마취의 심도 “각성상태”, “진정 상태” (sedated), “얕은 마취상태 (light

anesthesia), “깊은 마취상태”(deep anesthesia)를 구분한다. 마취 장비 중 일부는 근전도

자료 따로 저장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활성화된 근전도가 나타나면 외과적 자극 (noxious

stimuli)에 대해서 환자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전도 자료는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통증의 정량적인

평가방법에서 따로 소개하고자 한다.

 

Bispectral index monitor

 

Bispectral index monitor (BIS)는 Aspect Medical System에서 개발한 마취

심도장비로서 임상에서 마취 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이마

(frontal) 부위에서 측정한 뇌파를 이용하여 BIS 값을 측정하는 algorithm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 시간 영역 분석을 통해 깊은 마취 상태에서 발현되는 burst suppression과 관련된

지표를 추출하고, 주파수 영역 분석을 통해 다양한 마취 심도에서의 power spectrum 및

주파수간 위상의 관계 (pha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는 bispectrum을 계산한다.

뇌파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값들을 사용한 다중 모델 (multivariate model)을 통해 BIS 값이

계산된다.  BIS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중 모델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적어도 1500개

이상의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얻은 뇌파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 

BIS는 0부터 100사이의 값을 나타내는데 100은 정상적인 뇌의 반응을 나타내며 0은 뇌의

활성도가 거의 없는 상태 즉 아주 깊은 마취 상태에서 나타나는 electrical silence시

나타나는 수치이다. 현재 마취 심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gold standard가 없는 관계로

BIS에 관한 연구들은 임상적인 지표 (의식의 소실, 의식의 회복, 수술 후 각성의 소실)에서의

BIS의 값의 예측 확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 도중



60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수술 중 각성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마취제 midazolam, propofol을 사용한 진정 상태에서 진정의 심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정맥마취 시 약물의 투여가 중단되는 경우 급격하게 BIS수치의

증가한다. 또한 가스색전증 (gas embolism)이 생기거나 뇌의 경색, 출혈이 발생 시 급격하게

BIS 값이 감소할 수 있다. BIS 값 역시 마취 심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지만 BIS 값이

급격히 변화한다면 환자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BIS값을 이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BIS 값이 마취 심도

측정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사용하거나 전자기장의 간섭을

받는 경우 BIS 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환자 (치매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BIS값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S 감시하에 마취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수술 중 각성을 경험하거나 혹은 심혈관계의 기능이

심하게 억제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ntropy

 

Entropy는 “시스템 내에서의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개념이었는데 Claude

Shannon이 생체신호의 불규칙성, 복잡성, 예측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가지

성분의 sine wave는 완전히 예측이 가능한 signal이다. 이와 같은 경우 entropy 값은 0이다.

반면 잡음이 많은 잡음의 경우 entropy의 값이 증가한다. 무작위도 매우 강한 신호의 경우

entropy의 값은 1에 근접해진다. 마취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뇌파는 복잡한 패턴에서 보다

규칙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마취의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뇌파 신호의 entropy는

0에 근접하게 된다. 임상적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는 경우 entropy의 값은 급격히 감소하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entropy 값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뇌파를 이용한 entropy 측정은 GE healthcare Entropy Module을 통해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algorithm은 최근에 논문에서 발표되기도 했다.4 Entropy

module에서 entropy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time window를 가지는 뇌파 구간을

사용한다. 저주파 영역에서의 entropy 계산을 위해서는 긴 time window를 가지는 구간이

선택되고, 고주파 (32-47 Hz) 영역에서는 짧은 구간의 time window를 선택한다. GE

healthcare module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entropy를 제공해 주는데 state entropy

(SE)와 response entropy(RE) 가 그것이다. SE는 0.8-32hz의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되며

뇌파의 주파수 영역과 거의 유사하여 이는 주로 대뇌피질의 활성을 반영하고 최면제

(hypnotics)의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반면 RE는 0.8-47 Hz의 주파수 영역을

반영하며 근전도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지표이다. RE와 SE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은 통증의

증가에 따른 반응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므로 진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ntropy의 차이를 이용하여 통증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진통의 객관적인 지표를 소개하는 단락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다. SE의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잇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SE가 BIS와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5 또한 propofol을 이용한 마취 시 entropy를 이용하면 적정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보고되고 있다.6

 

Patient state analyzer

 

Patient state index (PSI)는 4개의 뇌파 채널에서 얻은 뇌파로부터 계산된 지표이다.

의식소실, 의식의 회복 과정에서의 각각의 채널에서의 가역적인 시간, 주파수 및 위상의

정보의 차이를 이용한다. 또한 양쪽 뇌영역에서의 연관성 (coherence)을 계산에 이용한다.

뇌파를 주파수 분석을 통해 얻은 지표를 마취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특징으로부터

확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확률을 계산하며 최면상태와 관련한 특징적인 양상을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BIS entropy와 유사하게 PSI는 마취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며 0 - 100사이의 값을 가진다. 

임상적으로 수술 도중 마취의 심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진정법 도중

진정 심도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propofol/sufentanil을 이용한

진정법 시행 시 진정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7 BIS와 비교하여

propofol의 농도에 따른 마취심도의 지표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evoflurane의 경우도 마취 심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25-50 사이를 전신마취의 적합한 범위를 추천하고 있다. PSI의 마취 심도에 따른 범위는

그림 1과 같다. 특이한 점은 PSI의 값에 따라 특정한 마취의 상태를 나타내는 색깔로 표시가

되서 마취 심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 준다.

 



 

 Figure 1. Patient state index의 가이드라인 (available online at

http://www.masimo.com/sedline/index.html)

 

Cerebral state monitor

 

Cerebral state monitor 는 손에 쥐고 휴대할 수 있는 마취 심도 감시 장비이며 단 채널

뇌파 정보를 이용하여 0-100사이의 값을 가지는 CSI수치를 표시해 준다. 더불어 burst

suppression의 비율 및 75-85Hz에 해당하는 근전도 측정값도 표시해 준다.

이마부위와 mastoid 부위에 전극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뇌파 중 2-35 Hz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표 계산에 사용된다. CSI의 계산 방법은 크게 뇌파로부터 얻어지는 4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마취의 진행에 따라 고주파 영역에서 저주파 영역으로의 power가

증가하는데 alpha와 beta의 비율을 계산하고 beta 와 alpha의 차이를 통해 마취와 연관된

energy shift에 관한 값을 구한다. 또한 30초 뇌파 구간에서 burst suppression의 비율을

계산한다. 상기한 4가지 변수를 fuzzy logic classific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0부터

100사이의 숫자를 계산해낸다. 0은 아주 깊은 마취 상태를 나타내며 100은 각성상태를

의미한다. 적절한 마취심도는 40-60사이로 알려져 있다. CSI와 OAAS score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표. 1)

 



 

 Table 1. CSI값과 진정심도(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와의

관계

 

CSI는 외래마취 시 BIS수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ropofol은 이용한 전신마취 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9

마취 심도로서의 유용성 휴대의 용이성을 감안해 볼 때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voked brain electrical activity monitor

 

청각 유발전위는 청각자극을 준 후 cochlea에서 대내 피질로 전기적 자극이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유발되는 뇌파로부터 추출되는 여러 개의 주파수 파형을 의미한다.  뇌파는 크게

세가지 유발 전위로 나누어 지는데 첫번째는 뇌간 청각 유발전위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BAEP), 두번째는 중간 잠복기 유발전위 (Middle Latency Auditory

Evoked Potential, MLAEP),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성 청각 유발전위 (Long Latency

Auditory Evoked Potential, LLAEP)로 이루어진다. (그림. 2)

 



 

 Figure 2. 청각 유발 전위의 특징적인 양상

 

이 중에서 BAEP는 마취제 이외의 다른 요소 예를 들어 환자의 연령, 성별, 청각 자극의 속도,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LLAEP는 환자 개개인의

감정상태, 마취제의 종류, 의식의 수준에 따라 개인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MLAEP는 다양한 마취제의 농도변화에 따라 잠복기와 진폭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개인간의 편차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청각은 마취 도중 가장 늦게까지 유지되는 감각이며 또한 각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과정이므로 청각 유발전위를 이용한 마취 심도의 측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headphone이나 earphone을 통해서 청각자극을 전달하는 것은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비용 대비 경제적이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AEP index”의 경우 MLAEP를 사용한다. 특징적인 MLAEP 반응은

마취제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진폭은 감소하고, 잠복기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유발 전위의 경우 진폭이 매우 작아서 (< 1μV)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신호의 평균을 취하는

(averaging) 방법을 초기에 사용했으나 신호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마부위의 전극에서

얻어지는 유발전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AEP index를 측정하는 장비도 개발되고 있다.

AEP index는 0-100까지의 숫자로 제시된다. 0은 활성이 없는 상태이며 100은 각성상태를



나타낸다. 각성상태에서 무의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50-60으로 제시하고 있고 수술에

적합한 수치는 30-4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MLAEP 추출 알고리즘을 도입한 A-line ARX (autoregressive modeling with

exogeneous input) index (AAI)도 최근에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청각 자극이 주어지고

나 후에 20-80 ms 사이에 측정된 MLAEP만 계산에 이용한다. AAI는 AEP이외에도 뇌파

(EEG)를 선형적으로 조합하여 계산된다. AEP의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경우에 AAI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AEP의 비중이 높게 반영이 되지만 만약 잡음이 많이 껴서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경우 내재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뇌파의 비중을 높인다. 신호대 잡음비가 낮은

경우 마취 깊이의 증가에 따른 주파수 영역의 변화 (고주파 영역에서 저주파 영역의 power의

증가)를 정량화 하여 AAI 계산에 이용한다. 또한 마취 깊이가 아주 깊어져서 burst

suppression이 나타나는 경우 이 역시 AAI 계산에 이용된다. AAI역시 AEP index와

마찬가지로 0-100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60이상이면 의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외과적

수술을 위한 AAI 값은 15-25, 진정을 위한 AAI 값은 25-40 사이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MLAEP를 감시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마취

후 눈뜨는데 걸리는 시간 및 각성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11 또한 BIS와 비교하여

외과적인 절개, LMA 삽입과 같은 자극에 더 잘 반응을 하였고, 전기소작기 등으로 유발되는

잡음에 대해 더 안정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특히 AAI의 경우 신호 분석의 특징 상 시간지연이

적으므로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더 빨리 감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신호의 잡음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 도중 환자의 각성을 보다 예민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증와 관련된 정량적인 지표

 

 

뇌파와 근전도를 기반으로 한 감시

  

Composite variability index

 

Bispectral Index (BIS: Covidien, Boulder, CO, USA) 는 진정약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뇌파의 측정과 더불어 전두부의 근전도를 이용한 지표를 같이 사용한다. 전두부의

근전도는 유해자극의 영향을 받아 부적절한 진통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갑자기 발생하는 근전도 활성의 증가는 마취 깊이에 비해 통증의 강도가 증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자극에 의한 BIS의 변화도 아편양 제제의 투여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Composite Variability Index (CVI)라는 지표가



개발되었다. CVI는 3분간의 BIS 값, BIS의 변이도, EMG의 변이도를 분석하여 통증 자극과

진통 작용의 균형값을 반영해 준다. CVI는 데이터 사후분석을 통해 심박수나 혈압에 비해

유해자극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고 보고되고 있다14. Ellerkmann

등에 의해 propofol 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경우 CVI는 수술자극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5. 그러나 자극이 일어나기 전에 움직임을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15, 16. BIS

자체가 여러 가지 임상상황에 따른 제한점이 있고17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CVI에 관한 연구 및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향 후 통증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Spectral entropy

 

Spectral entropy (GE Healthcare, Helsinki, Finland)는 forehead의 뇌파와 근전도를

이용한 지표로 state entropy (SE)와 response entropy (RE)의 두 가지 값을 제시한다4.

엔트로피는 “시스템 내에서의 무질서의 정도”로 규명되는 물리적인 개념이다. 각성상태에서는

뇌파가 매우 불규칙하여 entropy가 높아지고 마취 심도가 깊어지면 뇌파는 보다 규칙적인

패턴으로 변화되어 entropy가 감소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마취 심도의 깊이를 정량화 할 수

있다. SE는 0.8-32 Hz의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되고 RE는  0.8-47 Hz 의 주파수 영역이

계산되는데 SE는 뇌파의 주파 수 영역대가 우세한 부분에서 계산되며 RE는 SE에 비해 고주파

영역이 포함되어 근전도의 파형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전두부의 근전도는 유해자극에 대한

부적절한 진통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기에 이를 반영해주는 RE의 증가는 마취 수준에 비해

통증의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 RE와

SE의 차이 또한 진통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RE와 SE의 차이가 증가하면 통증의 정도가

증가했음을 암시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 임상 연구에 의하면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전정맥 마취 하에 RE-SE의 차이를 input으로 하여 remifentanil을

투여하는 자동 알고리즘에 적용한 경우에 혈역학적으로 안정하게 마취가 유지되고 마취회복이

빠르게 이루어 지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19.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SE를 40-60으로 유지하고

RE과 SE값의 차이를 10이하로 유지한 군이 대조군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사용량이 적고 고혈압과 빈맥 같은 부작용의 발생은 줄어들었다고 한다20. 

상기한 바와 같이 뇌파의 분석과 동시에 근전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통증의 감시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뇌파와 근전도를 이용한 감시장비는 진정의 깊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통증에 대한 감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근이완제의

사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음은 명심해야 한다.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통한 감시

  



Skin conductance

 

신체적,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손이나 발의 땀샘을 자극하게

된다. 땀샘의 수액량이 증가하고 이온 조성의 변화로 인해 피부전도(skin conductance)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지속적인 교감신경의 활성의 강도는 피부전도 파형의 봉우리(peak)의

높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전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Med-Storm Stress Detector (Med-Storm Innovation AS, Oslo, Norway)와 같은

장비가 개발되었다.21 손바닥 혹은 발바닥에 세 개의 전극을 붙여 낮은 교류전류를 한

전극에서 흘려 보내고 측정기를 통해 얻어진 피부 전도 파형을 컴퓨터로 보내어 15초간의

peaks, peaks per second (pps) 와 이들의 AUC (area under the curve)을 계산한다. 이

장비는 소아, 수술 후 통증, 중환자실, 전신마취,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통증의 강도는 pps를 기준으로 5단계의 색깔로 표시되며 통증의 강도에 따라 하얀색

(0–0.07 pps), 옅은 노란색 (0.14 pps), 노란색 (0.21 – 0.27 pps), 주황색 (0.33 pps),

빨간색(>0.4 pps)으로 표현한다. AUC는 3단계로 하얀색 (0–2), 옅은 파란색 (2–5), 파란색

(5–10)로 수치가 높을수록 진통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반영한다.22, 23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신마취 중 강직성 유해 자극을 통해 SC 지표가 현저하게 변하고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C 지표의 변화는 감소하였다고 하고 통증관련

유전자에 polymorphism이 있는 경우에 SC 반응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24 수술 후 환

자에서 피부전도 지표는 통증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며 피부 전도

지표로 통증의 정도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25

하지만 아직까지 SC를 이용한 상용화 된 장비 (Med-Storm Stress Detector)는

진정심도와 마취로부터의 각성과 관련된 보고만 있고 유해자극과 관련한 진통 정도의 측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발자들과 관련이 있고 장비 사용에

있어 교감신경과 관련된 약제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제한점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한 편이어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Analgesia nociception index

 

Analgesia Nociception Index (ANI, PhysioDoloris, MetroDoloris, Lille, France)은

심박수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기반으로 한 장비이다. Luginbühl 등은26

다양한 진정과 진통의 깊이가 HRV 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적절하게 통증이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장의 박동에 따른 진동 (oscillation)이 작고 호흡에 의한 동성 부정맥

(sinus arrhythmia)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 때는 HRV분석 시 전체 power가 고주파

영역 (high-frequency domain)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대로 통증이 증가한 경우로 통증-

진통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주파 영역의 power가 감소하고 심박수의 변이도가



증가한다. ANI는 전체 power에서 차지하는 고주파 영역의 비율의 유의한 감소를 유해자극에

대해 부족한 진통상태로 보고 이러한 유의한 감소가 없으면 적절한 진통상태로 본다.27 이를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하여 각각 이전 60초와 120초의 평균값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고 100의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이 지배적이며 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반영하며, 100에서

0으로 작아질수록 부교감성 조절이 약해지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다.

ANI는 피부절개나 기복(pneumoperitoneum)을 유도하는 수술적 자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ANI 또한 수술 중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외과적 자극에 대한 ANI의 반응에 대한 개체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9 

ANI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 통증이 아닌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 상황에 있어

ANI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SPI (Surgical plethysmographic index )

 

SPI는 이전에 SSI (Surgical Stress Index)라고 불리던 것을 개명한 것이다. SPI는 Huiku

등에 의해 propofol과 remifentanil 마취에서 plethysmography를 분석하여 개발한 것이다.30

Photoplethysmographic pulse wave amplitude (PPGA)는 교감신경 반응을 수술 자극의

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수축기 혈압과 심박간격 (heart beat interval, HBI)도

opioid의 효과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축기 혈압은 침습적인 방법이

아니면 심장이 박출할 때마다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plethysmography에서 나온

PPGA와 HBI의 개체간 차이를 보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모형화한 값이 SPI이다. 

SPI = 100 x (0.67xPPGAnorm +0.33xPBInorm)

SPI의 값은 0에서 100사이의 범위로 수술적 자극이 적을수록 0에 근접하고 강한 stress

반응에서 100에 근접한다. SPI는 수술중의 유해자극에 대해 다양한 마취 방법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SPI는 심박수, PPGA 보다 유해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다 잘 반영하고 opioid의 효과처

농도를 잘 예측하였으며 최면제(hypnotics)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Sevoflurane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31  SPI는

BIS, SE, RE, 심박수, 수축기 혈압의 다른 지표들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극을 잘

반영하였으나 움직임이나 자극에 의한 SPI의 변화(ΔSPI)를 예측은 좋지 않았음이 알려져

있다. 깨어 있는 환자에서는 불안과 같은 상태가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증가시켜 SPI의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Ledowski 등은 27 회복실 환자에서 SPI 60을 기준으로

수술 후 통증의 강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각성환자에서도 SPI 지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2 최근 두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SPI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신마취 하에서 아편양제제를 사용한 경우 고혈압, 저혈압, 서맥, 빈맥 등의 수술 중 원치

않는 부작용의 빈도가 감소하고 아편양제제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회복이 빨랐다고 한다.33



SPI는 인공심박기나 atropine의 투여에 의해 값이 증가될 수 있으며34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나 혈관 내 용적 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36 아직 완전하지 않은

지표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SPI는 GE 최신기종인 B850에 모듈 형태로 탑재되어 상품화되어 있다. 

 

 
 Figure 3. GE monitor (CARESCAPETM monitor B850, GE healthcare, available at B850

manual)

 

 

결론

 

 

전신마취수술 중 마취의 심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인 의식수준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으며 평가자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마취 심도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임상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마취심도 감시장비는 없으며 각각 의식 수준을 감시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마취심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연구되고 잇고 일부는 환자감시장치에 module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제 통증 역시

전신마취 하에 조절하면서 마취를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물론 정량적으로

통증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 및 장비의 개발은 마취 심도와 관련한 연구 및 관련 장비와

비교하여 부족하지만 최근 이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임상에서

사용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호 처리기법의 발달은 지금보다 보다 더

효과적이고 마취심도/통증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장비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마취 및 통증의 정도에 따라 환자 맞춤형 마취를 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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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여러분!

저희 학회에서는 금번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2회째 간호사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기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간호사 여러분은 마취간호 및 회복간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수면제, 진통제 및 근이완제의 약리 작용,

마취심도 및 신경근 감시, 목표농도조절주입법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좌를 듣고 이해하시면, 그 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각종 마취제의 특성을 비롯하여

술중 감시장치의 이론적 배경부터 감시과정에서의 주의점을 익히게 되어 실제 근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직무능력 향성과 환자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간호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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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신마취의 중요한 목표에는 의식소실(unconsciousness), 진통(antinociception),

근육이완(muscle relaxation) 등이 있으며, 안전하게 이들 요소를 만족해가는 과정이

전신마취라고 할 수 있다. 의식소실을 위한 약물로는 정맥마취제와 흡입마취제가 있으며,

진통을 위한 약제로는 아편유사제(opioids)가 널리 사용된다. 비마약성

정맥마취제(intravenous nonopioid anesthetics)는 빠른 의식소실을 일으켜 마취유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진정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편유사제(opioids)는 전신마취, 급성통증관리 등에 필수적인 약물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 약물의 종류와 작용, 약력학, 약동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였다.

 

 

1. Hypnotics

 

 

정맥마취제(IV anesthetics)는 일반적으로 낮은 용량에서는 진정효과(sedation)를 가지고

고용량에서는 의식소실을 일으키는 최면효과(hypnosis)를 가진다. 정맥마취제는

흡입마취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보조적으로 소량의 여러 마취제를 사용하는

균형마취(balanced anesthesia)에 주로 사용되어 오다가, 약물의 발달, 약력학과 약동학에

기초한 기기의 사용, 최면의 깊이를 보는 뇌파(electroencephlogram, EEG) 기반의 대뇌

감시장치 발달 등에 힘입어 정맥마취제만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완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와 진정마취인 감시 마취 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다.

 



Table 1. Durgs classified as intravenous anesthetics

 

1.1. 이상적인 정맥마취제의 특성

 

• 수용성이면서, 용액내에서 안정적임.

•  주사시 통증, 정맥 자극이 없으면서 일혈시 국소 조직손상이 적음.

•  히스타민 유리가 적고, 과민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낮음.

•  빠르고 부드러운 최면 발현이 가능함.

•  약리학적 비활성 물질로 빠르게 대사함.

•  확실한 용량-반응 관계로 용량 적정이 용이하고 조직내 축적이 적음.

•  급격한 심혈관계 반응이나 호흡 억제가 미미함.

•  뇌대사량과 뇌내압력을 감소시킴.

•  빠르고 부드러운 의식회복과 인지기능이 가능하면서 잔류 진통효과도 있음.

•  수술 후 구역/구토, 기억상실, 정신병양 반응, 현훈, 두통 또는 지속적 진정효과가 없음.

 

1.2. Propofol

 

Propofol은 알킬페놀(alkylphenol)로서, 실온에서 oil로 존재하고, 물에 불용성이면서,

지용성 약물이다. 때문에 10% 대두유, 2.25% 글리세롤, 1.2% 레시틴(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인지질)을 포함한 백색 유탁액(emulsion) 형태로 제품이 출시된다. 이러한 환경이 세균

증식을 가능하게 하므로, 무균적 조작이 중요하며, 바이알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여야한다.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인지질이 유탁액에 있기 때문에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피해야한다.

 

1.2.1. 약동학

Propofol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고, 그 산물은 수용성의 비활성화물질로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 혈장 청소율은 간혈류량을 넘어설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간외대사가 중요하다.

간외대사는 주로 폐에서 이루어지고 일회 정주용량의 30%가 폐에서 제거된다. 이러한 빠른

대사는 propofol 사용시 thiopental보다 ‘숙취(hangover)’가 덜하면서도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회 정주 후 약효가 종료되는 것은 약물의

제거(elimination)보다는 재분포(redistribution)에 의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혈류가 많은

(약물의 작용부위인) 뇌에서 혈류가 적은 근골격계로 약물이 재분포되면서 뇌에 대한 작용이

없어지는 것이 주요한 기전이다.

 

1.2.1.1. 지속정주

Propofol은 청소율이 높고, 약물의 체내제거 시 근골격계 등에 분포했던 약물이 혈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주에 용이한 약물이다. Propofol의

상황민감성 반감기(context-sensitive half-time)는 오랜시간 지속정주 후에도 짧기 때문에

그

만큼 회복도 빠르다.

 

1.2.2. 약력학

Propofol은 γ-aminobutyric acid type A (GABA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2.2.1.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서 propofol은 최면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진통작용은 없다. 또한 propofol은 뇌혈류량(cerebral blood flow, CBF)과

뇌대사율(cerebral metabolic rate for oxygen, CMRO2)을 낮추고 이에 따라

뇌압(intracranial pressure, ICP)과 안구내압(intraocular pressure)도 감소시키며, 그

정도는 thiopental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다. 

Propofol은 뇌의 국소 허혈이 있을 때 thiopental이나 isoflurane과 유사한 뇌보호

효과가 있다. 많은 용량을 주입하면 뇌파의 돌발파 억제(burst suppression: 뇌신경마취 중

뇌보호를 위한 정맥마취제의 투여시 관찰됨)를 유도할 수 있다. Propofol은 마취 유도 때에

근육 단일 수축이나 자발 운동과 같은 흥분현상을 보여 경련과 혼동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항경련효과가 있어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1.2.2.2. 심혈관계

Propofol은 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과 비교하여 수축기 동맥압을 더 크게

떨어뜨린다. Propofol은 심근억제 효과는 분명치 않으나 혈관을 현저하게 확장시킨다. 이러한

혈관확장은 정맥과 동맥 모두에서 일어나며 때문에 심장의 전부하와 후부하가 감소한다.

Propofol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혈장내 용적이 부족할 때 더

심하다. 정주할 때 약물을 빠르게 주입하면 저혈압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Propofol은

정상적인 압반사(baroreflex)를 억제하고 심박수 상승은 크지 않아 저혈압이 더 심하다.

건강한 성인에서도 propofol의 투여 후에 예방적 항콜린성 약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서맥과



심지어는 무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

 

1.2.2.3. 호흡기계

Propofol은 호흡억제를 일으키며 마취 유도용량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무호흡도 발생할 수

있다. 마취 유지를 위한 지속정주시에는 일회호흡량과 분당 호흡횟수의 감소로 분당환기량이

감소하는데 일회호흡량의 감소가 호흡횟수의 감소보다 더 현저하다. 저산소증과

고이산화탄소증에 대한 반응도 감소한다. 상부기도 반사도 억제되는데 이는 thiopental에

의한 것보다 더 크고, 따라서 후두마스크 등의 기도 조작에 적합하다. 천식 환자에서 사용시

마취 유도 후 발생하는 천명(wheezing)의 발생 가능성도 thiopental보다 낮다.

 

1.2.2.4. 기타 효과

다른 정맥마취제와 다르게 propofol은 항구토효과가 있다. Thiopental과 비슷하게,

propofol은 근육이완제(neuromuscular blockade)의 효과를 강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 삽관 때 사용하면, 근육이완제 없이도 삽관이 가능할만큼 좋은 임상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빈맥이 propofol 사용 중에 발생했을 때는 propofol infusion

syndrome(propofol을 4 mg/kg/hr 이상으로 오랜시간 사용하였을 때 발생 가능) 감별

진단을 위하여 혈액검사로 대사성 산증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2.3. 임상 사용

주사 통증은 propofol 사용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아편유사제나 lidocaine 50–100

mg을 함께 정주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큰 정맥로를 사용하는 것도

통증의 유발 가능성이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2.3.1. 마취 유도 및 유지

Propofol은 마취의 유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로, 1-2.5 mg/kg IV의 용량을

사용한다. 나이가 많거나 심장예비력이 감소한 환자, benzodiazepine이나 아편유사제로

마취전투약(premedication)을 한 환자는 용량을 줄여서 준다. 소아는 2.5-3.5 mg/kg IV로

더 많은 용량을 준다. 일반적으로 마취 유도 때에 용량을 적정하면서 주는 것이 심혈관계의

심각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Propofol은 또한 마취유지에 사용하여 흡입마취제, N2O,

최면진정제, 아편유사제 등과 함께 균형마취(balanced anesthesia)에 쓰이기도 하고 아편계

약물과 함께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에 사용하기도 한다.

마취유지에 필요한 혈장 농도는 N2O나 아편유사제와 같이 투여할 때 3-8

µg/mL(정주속도로는 100-200 µg/kg/min)이다.

 

1.2.3.2. 진정(sedation)



Propofol은 인공호흡이 필요한 ICU 환자,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진정목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이 때 요구되는 propofol의 혈장 농도는 1-2 µg/mL로, 정주속도로는 25-75

µg/kg/min이다. Propofol은 호흡억제 효과가 크고 안전역이 좁은 약물이기 때문에 기도

유지에 능숙한 의료인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다.

 

1.3. Barbiturates

 

Barbituric acid의 N1, C2, C5 자리가 치환된 유도 화합물이다. C2 자리에 황이 치환된

thiopental과 산소로 치환된 methohexital이 마취 유도에 사용된다. 이들 약물은

나트륨염의 형태로 시판되며 물에 녹여 2.5% thiopental, 1% methohexital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녹인 용액은 pH 10 이상의 강염기로, 세균 증식을 막고 보관 기간을

늘려주지만, 근육이완제와 같은 산성 약물과 같이 투여했을때 침전물을 형성하여 정맥로를

막을 수도 있다. 또한 동맥에 잘못 투여하거나 일혈이 되었을 때 극심한 통증과 함께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1.3.1. 약동학

Phenobarbital을 제외한 barbiturates는 간에서의 대사가 가장 주요하며 oxidation,

N-dealkylation, desulfuration, 그리고 barbituric acid ring의 파괴가 일어난다.

대사산물은 비활성화 물질이고 소변을 통해 배설되거나 conjugation 후 담즙을 통해

배설되기도 한다. 반면 phenobarbital은 대사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 배설됨으로써 제거된다.

Barbiturates의 만성적인 사용은 대사효소를 유도시켜 대사가 가속화된다. Aminolevulinic

acid synthetase의 자극을 통해 포르피린의 합성되기 때문에 급성 간헐적 포르피린증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Methohexital은 thiopental이 간에서 대사되는 것보다 빨리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제거

반감기가 더 짧고 더 빨리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thiopental이 더

느리게 대사되고 제거 반감기도 더 길지만 일회 정주 후 약물 효과의 지속시간은

methohexital의 그것과 비슷한데 이는 약물이 대사되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로 재분포 되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취 유도 용량의

일회정주만으로도 수 시간씩 정신운동성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번 정주하거나

지속정주를 하면, 특히 돌발파 억제가 나타날 정도로 많은 용량을 사용했을 때,

thiopental로부터의 회복시간은 매우 길어지는데 이는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길기

때문이다. 

 

1.3.2. 약력학

Barbiturate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기전은 억제성 신경전달의 활성화와 흥분성



신경전달의 억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억제성 신경전달에 대한 작용은

GABAA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하지만 흥분성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기전은 아직 알려져있지

않다.

 

1.3.2.1. 중추신경계

Barbiturates는 용량의존적으로 중추신경계 억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는 진정부터

전신마취까지 가능하다. 진통 효과는 없고 오히려 통증역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Barbiturates는 잠재적인 혈관수축제로 CBF와 뇌혈액량, ICP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CMRO2가 감소하고 최대용량을 사용하면 뇌파가 평탄해진다. 이런 효과 때문에

barbitrates는 뇌내용적을 차지하는 병변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뇌졸중, 수술 중 뇌압박, 뇌동맥류 수술시 일시적인 뇌동맥 결찰 등과 같은 국소 뇌허혈

상황에도 뇌보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심정지와 같은 전반적인 뇌허혈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Methohexital은 barbiturates 중에 예외적으로 간질파 발생 부위의 EEG 활성을

증가시켜 이들 병소를 찾아 절제하는 수술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methohexital은 전기 경련 요법을 할 때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이기도 하다.

 

1.3.2.2. 심혈관계

마취 유도에 barbiturates를 사용하면 전신 혈압이 감소하는데 그 정도는 propofol 보다는

적다. 그 기전은 말초혈관 이완 때문인데 이는 중추신경계로부터의 교감신경 전달이 감소되고

연수의 혈관운동중추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Barbiturates가 압반사를 억제시키긴 하지만,

보상성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의 감소는 일시적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말초혈관의 이완은 정맥환류를 감소시켜 심박출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효과는

저혈량증이나 심장눌림증(cardiac tamponade), 심근병증, 관상동맥병증, 심장 판막 질환과

같이 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환자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많은 용량을 빠르게 주입하면

혈역학적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1.3.2.3. 호흡기계

Barbiturates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일회 호흡량과 분당 호흡 횟수 감소로 인해 분당 환기량

감소를 일으킨다. 마취 유도 용량의 thiopental과 methohexital은 일시적으로 무호흡을

발생시키고 다른 호흡 억제 약물을 같이 사용하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고이산화탄소증과 저산소증에 대한 환기반응도 감소시킨다. 후두 반사나 기침 반사의 억제는

propofol처럼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근육이완제 없이 기도 조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propofol보다 좋지 않다. 이런 사실은 기도 반사의 억제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삽관이나 후두 마스크 삽입을 하거나, 또는 분비물 등에 의한 기도 자극이 있을

때 후두경련, 기관지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1.3.3. 부작용

의도치 않은 barbiturate의 동맥내 주입은 극심한 통증과 동맥수축을 가져와 심한

조직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행해야하는데

동맥수축을 되돌리고 약물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액을 희석시켜주어야 한다. 약물이 주입된

팔이나 다리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상지의 경우 성상신경절 차단)도 사용할 수 있다.

Barbiturates는 또한 결정(crystal)을 형성해 작은 세동맥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형성은 정맥에서는 덜 위험한데 정맥에서는 혈액이 흘러가는 방향이 점점 직경이 큰 혈관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게 혈관 밖으로 약물이 주사되는 것(일혈, extravasation)도

조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2.5% thiopental, 1% methohexital로 희석하여 사용하는게

중요하다. 일혈이 발생하면 주입된 barbiturate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며 0.5%

lidocaine을 주사한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은 30,000명에 한 명 정도로

드물지만 barbiturates에 의한 히스타민 유리는 종종 일어난다.

 

1.3.4. 임상 사용

Barbiturate는 빠른 마취 유도나 국소 뇌허혈 시 뇌보호를 위해 사용한다. 마취유지를 위한

지속정주는 거의 하지 않으며 이는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길고 지속정주 시 회복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1.3.4.1. 마취유도

Thiopental 3-5 mg/kg IV와 methohexital 1-1.5 mg/kg IV는 마취 유도 시에 30초

이내로 의식소실을 일으킨다. 이 때 환자는 마늘이나 양파 맛을 느끼게 된다. 기도 삽관과

근육이완을 위하여 succinylcholine이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barbiturates 투여 후에

주사하게 되는데, thiopental과 succinylcholine은 흡인(aspiration) 위험이 큰 환자에서

마스크 용수 환기 없이 기도삽관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빠른연속마취유도(rapid-sequence

induction)의 고전적인 약물 조합이다. 최근에는 thiopental 대신 propofol도 많이

사용한다.

다른 방법으로 일반적인 유도 용량보다 적은 0.5-1 mg/kg의 thiopental을 정주하고

마스크를 통해 sevoflurane과 같은 흡입 마취제로 마취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는데, 적은

용량의 thiopental은 용수 환기가 주는 불편감이나 흡입 마취제가 주는 불쾌감을 줄여주며,

이러한 방식의 마취 유도 방법은 혈역학적 변화가 적다. 이와 같은 방식도 역시 propofol로도

가능하며 오히려 propofol이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 20-30

mg/kg의 methohexital의 직장(rectal) 투여는 소아 환자나 협조가 힘든 환자에서 마취 유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3.4.2. 뇌보호(neuroprotection)

등전위 뇌파(isoelectric EEG)는 CMRO2의 최대감소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뇌보호를 위한

barbiturate 투여 때 목표로 하는 지표이다. 이 경우 많은 용량의 barbiturate 사용은

저혈압을 가져와 뇌관류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류압 유지를 위해

혈관수축제의 병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1.4. Benzodiazepines

 

Benzodiazepines는 주술기에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면서 정맥마취제 중 유일하게

flumazenil이라는 길항제가 있다. Benzodiazepines는 불안해소, 기억상실의 효과가 있어

마취전 투약으로 매우 유용하다.

Midazolam, Lorazepam, Diazepam 세 약물이 주술기에 사용되고 이들은 모두 지용성

약물이다. 정맥 내 투여 말고도 경구, 근육내, 비강내, 설하 투여가 모두 가능하다.

 

1.4.1. 약동학

지용성인 benzodiazepines는 뇌혈관장벽을 지나 중추신경계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며

때문에 발현시간이 빠르고 다른 조직으로의 재분포와 약물 효과의 종료도 빠르다. 세 약물

모두 간에서 대사되는데 midazolam과 diazepam의 일차적인 대사 기전은 간에서의

microsomal oxidation으로, 나이, 간질환, 다른 약물의 복합 사용 등에 영향을 받는다.

Diazepam은 그 대사산물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약물의 지속효과가 길어진다. 그에 반해

midazolam은 비활성 물질로 대사되고 세 약물 중에 지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뇌에서 다른

조직으로 빠르게 재분포 하여 지속시간이 짧다. Midazolam이 빠르게 뇌로 들어가긴 하지만

propofol이나 thiopental 보다는 느리게 효과처 평형을 이룬다. 때문에 반복적 투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효과 발현을 보아야한다.

Diazepam의 제거 반감기는 midazolam 보다 훨씬 길고 특히 노인에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효과가 diazepam이 더 길다. Midazolam은 benzodiazepines 중에서 가장 짧은

상황민감성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세 약물 중에 유일하게 지속 정주를 하는 약이다.

 

1.4.2. 약력학

Benzodiazepines는 GABAA 수용체를 활성화 시키고 GABA 매개성 염화이온 전류를

증가시켜 뉴론의 과분극을 일으켜 흥분을 감소시킨다. Benzodiazepines는 GABAA 수용체의

г-subunits에 작용하는데 midazolam의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diazepam보다 두 배 더

크다.

GABAA 수용체는 중추신경계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약물은 중추신경계 외에서는 거의

작용이 없다. 실제로 benzodiazepines에 의한 호흡 억제나 저혈압은 barbiturates를



사용했을 때보다 적다.

 

1.4.3. 효과의 범위

세 약물 모두 약물 효과의 범위는 비슷하나 그 역가는 서로 다르다. Benzodiazepines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진정, 최면 작용과 전향성 기억상실(anterograde amnesia)이다. 또한

항경련 효과도 있다. 이런 효과들은 GABA 수용체의 α1-subunits에 의해 매개된다. 반면

불안해소와 근육이온 작용은 г-subunits에 의해 매개된다. 근육이완 효과는 척수에서

일어나며 이는 다른 효과들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주었을 때 나타난다.

 

1.4.3.1. 안전성

Benzodiazepines는 단일 약제로 사용했을 때 호흡 억제나 심혈관계 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용량에서도 안전하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은 길항제인 flumazenil로

역전이 가능하다.

 

1.4.3.2. 중추신경계

앞서 다룬 다른 약제들처럼 benzodiazepines는 CMRO2와 CBF를 감소시키지만 그

정도는 약하다. Propofol과 thiopental과는 다르게 midazolam은 등전위 EEG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CMRO2의 감소에 있어 천장효과가 있다. 뇌유순도(intracranial

compliance)가 감소된 환자에서는 midazolam 투여에도 ICP의 감소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 Benzodiazepines는 뇌보호 효과가 없고, 간질발작 지속상태나 알코올 금단현상,

국소마취제에 의한 경련 등에서는 항경련 효과는 있다.

 

1.4.3.3. 심혈관계

Midazolam을 마취유도에 사용했을 때 diazepam보다 동맥압 감소가 더 크고 이는

심박출량 감소보다는 말초혈관 이완에 의한다. Midazolam에 의한 저혈압은 저혈량증

환자에서 더 심하다.

 

1.4.3.4. 호흡기계

Benzodiazepine은 호흡 억제가 미미하지만, 마취 유도 시에 아편유사제를 투약한 뒤

midazolam을 빠르게 정주하면 무호흡이 생기기도 한다. Benzodiazepine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호흡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단일 약제로 사용했을 때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호흡

억제는 아편유사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1.4.4. 부작용

Benzodiazepines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정주



시 통증과 혈전 정맥염(thrombophlebitis)는 diazepam에서 제일 심하다. 지용성인

diazepam을 녹이기 위한 유기 용매 때문에 근육내 또는 정맥내 주사 시에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내 주사를 했을 때 체내 흡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Midazolam은 그보다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유기 용매까지는 필요가 없고 따라서 주사 시 통증이나 근육내 주사시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현상은 diazepam보다 덜하다.

 

1.4.5. 임상 사용

마취전 투약, 진정, 마취유도, 항경련 약제로 사용을 한다. Lorazepam은 느린 발현시간과

긴 지속시간 때문에 주술기 약제나 마취유도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8-15 µg/kg의

flumazenil 정주는 각성이 늦는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작용시간이 20분으로 짧아 잔류

benzodiazepines에 의한 효과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1.4.5.1. 주술기 투여와 진정

Midazolam 1-2 mg IV는 마취전 투약으로 효과적이고 부위마취나 짧은 시술을 할 때

진정을 위해 사용하기 적당하다. Diazepam과 비교하여 midazolam은 발현시간이 더 짧고

기억상실 효과는 더 강력하며 수술 후 진정효과가 덜하다. Midazolam은 소아에서 경구로

마취전 투약을 할 수도 있는데 0.5 mg/kg를 마취유도 30분 전에 복용하면 수술 후 각성

지연은 없으면서 수술 전 불안해소와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enzodiazepine과 propofol, 아편유사제 등 다른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상승효과가 있어

진정과 진통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나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호흡억제가 심해지므로

주의해야 하고 상승효과는 노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약물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4.5.2. 마취 유도

마취유도 목적으로 benzodiazepine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0.1-0.3 mg/kg의

midazolam을 정주하여 마취유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식소실은 thiopental, propofol,

etomidate 보다 느리다. Fentanyl 50–100 µg과 같은 소량의 아편유사제를 midazolam

투여 1-3분 전에 정주하면 의식소실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혈역학적 변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유도를 위해 benzodiazepine을 사용하는 것은 이점이 별로 없고 오히려

각성이 늦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1.5. Ketamine

 

Ketamine은 1965년에 소개된 약제로 다른 정맥마취제와 다르게 진통효과가 있다. 마취

유도 용량을 투여하면 “해리성 마취(dissociative anesthesia)”라 알려져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환자가 눈을 뜨고는 있으나 잠이 든 상태로, 눈동자는 느린 안구진탕처럼 보이는

상태가 된다(cataleptic state).

Ketamine은 phencyclidine에서 유도된 화합물로 일부 수용성이긴 하지만 지용성이 더

큰 물질이다. 두 가지의 이성질체가 있으며 이 중 S-(+) 형태가 R-(-) 형태보다 더 역가가 크다.

Ketamine의 사용은 이것이 유발하는 불유쾌한 정신병양 부작용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진통효과가 있고 호흡억제가 드물다는 특별한 성질 때문에 때로는 중요한 대체제로

사용된다. 최근 적은 용량의 ketamine을 아편유사제의 내성을 예방하거나 반전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1.5.1. 약동학

Ketamine은 지용성으로 약효 발현시간이 빠르다. 다른 정맥마취제들과 마찬가지로

재분포에 의해 약효가 종료된다. 간에서 일차적으로 대사되며 그 대사산물인

nor-ketamine은 활성화 산물로 역가는 ketamine 보다 3– 5배 낮다. 이후 다시 수용성

불활성 대사물로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1.5.2. 약력학

Ketamine의 작용기적은 복잡하나, 주요한 것은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에 대한 억제 작용이다. 기억상실 효과는 benzodiazepine처럼 확실하지는 않다.

기도반사는 유지되는 편이다. 환자들은 눈을 뜬 채로 잠들며 동공이 확장되면서 안구진탕성의

응시반응을 나타낸다. 눈물을 흘리거나 침 생성이 증가되므로 항콜린성 약제를 전투약하여

이런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1.5.2.1. 각성 반응(emergence reactions)

Ketamine은 각성 때 불유쾌한 경험을 환자에게 주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불유쾌한

경험에는 생생한 꿈이나 환각, 유체이탈 느낌, 시각적 왜곡, 촉감 또는 청각적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운 느낌과 동반된다. 그러나 상쾌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어 남용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반응은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나지만, 소아에서는 심한 각성시 불유쾌한

경험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고, benzodiazepine이나 barbiturate, propofol과 함께

사용하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1.5.2.2. 중추신경계

다른 정맥마취제와는 다르게, ketamine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CBF를 증가시키고 CMRO2

도 증가한다. 따라서 뇌내병변이 있거나 뇌압이 증가한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상 이산화탄소혈증 상련태에서 propofol과 함께 사용하면 ICP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Ketamine은 잠재적으로 근경련(myoclonic activity)를



나타내지만 약물자체는 항경련 효과가 있어 일반적인 항경련제로 치료되지 않는 간질발작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1.5.2.3. 심혈관계

Ketamine은 일시적으로 유의하게 전신 혈압, 심박수, 심박출량을 상승시키며 이는

교감신경계 자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심근 산소소모량과 심근 작업량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benzodiazepines, 아편유사제, 흡입마취제를 함께 투여하면 그 정도가

완화된다. Ketamine은 심근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심근 억제제로 작용하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때문이 이런 작용이 상쇄된다. 그러나 교감심경계 활성이 제한된 중환자의

경우에는 심근 억제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1.5.2.4. 호흡기계

Ketamine은 유의한 호흡억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단일 약제로 사용했을 때

고이산화탄소증에 대한 반응은 유지된다. 마취 유도 용량을 빠르게 주입시에 일시적인

저환기나 드물게는 무호흡이 나타날 수는 있다. 기도 반사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상기도 보호

반응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 특히 어린이에서 침분비에 의한 후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

항콜린성 약제의 전투약이 필요하다. Ketamine은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기때문에 반응성

기도 수축이나 기관지 경련 등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5.3. 임상 사용

불유쾌한 각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진통, 교감신경계 활성, 기관지 이완, 미미한 호흡 억제의

효과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서 다른 마취 유도제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맥로 외에

경구, 근육내, 직장내, 경막외강으로의 투여가 가능해 협조가 힘든 환자나 소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5.3.1. 마취 유도 및 유지

마취 유도 용량은 1-2 mg/kg IV 또는 4-6 mg/kg IM이다. 보통의 경우 마취 유지를 위해

ketamine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마취 유지에 사용할 수는

있으며 전신마취 때에 15-45 µg/kg/min의 ketamine과 50-70% N2O를 함께 쓰거나

ketamine 단독 사용 때레는 30-90 µg/kg/min의 용량을 사용한다.

 

1.5.3.2. 진통

0.2-0.8 mg/kg 정도의 소량의 ketamine 정주는, 부위마취 때에 추가적인 진통작용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다. 진통 효과를 내는 용량보다 적은 3-5 µg/kg/min의 ketamine을

전신마취 중 투여하거나 수술 직후 투여하면 진통효과도 있고 아편유사제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편유사제에 의한 통증과민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1.6. Etomidate

 

Etomidate는 최면작용이 있는 정맥마취제로 진통작용은 없고 혈역학적 변화가 미미한

약물이다. Carboxylated imidazole의 유도체로 두 종류의 광학 이성질체 중에 활성화

물질인 D-(+) 이성질체가 최면 효과가 있어 임상적으로 쓰인다. 물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35% propylene glycol을 용매로 한다.

 

1.6.1. 약동학

Etomidate는 마취유도 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빠른 발현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조직으로

약물이 재분포 되면서 약효가 끝나며 이는 thiopental이나 propofol과 유사하다. 대사는

불활성화 물질로 가수분해 되어 일어나게 되고 78%는 소변으로 배설되고 22%는 담즙으로

배설된다. 청소율은 thiopental 보다 5배 높아 제거 반감기가 짧다. 효과의 지속시간은

용량의존적이며 0.1 mg/kg를 투여했을 때는 의식소실이 100초 정도 지속된다. 혈역학적

억제가 미미하고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반복투여하거나 지속정주하는

것도 안전하다.

 

1.6.2. 약력학

다른 정맥마취제와 마찬가지로 GABA 수용체에 작용한다.

 

1.6.2.1. 중추신경계

Etomidate는 잠재적인 뇌혈관을 수축제로서, CBF와 ICP를 낮춘다. 그 정도는

thiopental과 유사하다. CMRO2의 감소를 시키긴 하지만 뇌보호 효과는 분명치 않다. 흥분성

뇌파의 발생이 thiopental에서보다 흔하고 methohexital처럼 간질파 발생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근경련으로 특징지어지는 임의 운동이 50%의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근경련은 EEG의 간질양 뇌파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 

 

1.6.2.2. 심혈관계

Etomidate의 특징은 일회 정주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이다. 동맥압의 감소는

없거나 심하지 않은데 전신 혈관저항의 감소가 있긴 하므로 저혈량증이 있을 때 전신 혈압이

감소할 수는 있다. 심박수와 심박출량의 변화는 미미하다. 마취 유도 용량의 etomidate로는

심근 수축력의 억제는 미미하다.

 

1.6.2.3. 호흡기계



환기 저하는 잘 일으키지 않으나 빠른 속도로사 정주했을 때 무호흡이 발생할 수는 있다.

환기 저하는 흡입마취제나 아편유사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더 현저해진다.

 

1.6.2.4. 내분비계

Etomidate는 부신피질 억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용량 의존적으로 11β-hydroxylase를

억제하여 cholesterol의 cortisol로의 치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마취유도 용량을 사용하면

4-8 시간 동안 부신피질이 억제되나 환자의 결과에 있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아직 밝혀진바

없다.

 

1.6.3. 임상 사용

Etomidate는 심근 수축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propofol과 thiopental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빠른 마취 유도가 가능한 약제이다. 0.2-0.3 mg/kg의 etomidate 정주로 빠른

의식소실을 기대할 수 있다. 정주 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발적인 근경련이

흔하지만 근육이완제가 함께 투여되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일회 정주 후 각성은 빠르게

일어나고 잔류 효과는 거의 없다. 진통효과는 없으며 수술 후 구역 구토가 다른

정맥마취제에서보다 많다. 

 

1.7. Dexmedetomidine

 

Dexmedetomidine은 선택적 α2-agonist 이다. 수용성 물질이고 비경구적 투여가

가능하다.

 

1.7.1. 약동학

Dexmedetomidine은 간에서 대사된다. 대사산물은 소변과 담즙을 통해 배설되고

청소율이 높아 제거반감기가 짧다. 그러나 상황민감성 반감기는 정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 10분 동안 정주했을 때는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4분이지만, 8시간 정주했을 때는

250분이다.

 

1.7.2. 약력학

Dexmedetomidine은 중추신경계의 α2-수용체의 선택적 작용제이다. 최면작용은 뇌의

청반(locus ceruleus)의 α2-수용체에 작용하여 나타나고 진통효과는 척수의 α2-수용체에

작용하여 나타난다. Dexmedetomidine의 진정효과는 다른 정맥마취제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인성 수면 경로를 활성화하는 작용 때문에 생리적인 수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ICP와 CMRO2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CBF는 감소시킨다.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1.7.2.1. 심혈관계

Dexmedetomidine의 지속정주는 중등도의 심박수와 전신 혈관저항의 감소를 가져와

혈압을 감소시킨다. 일회정주는 일시적인 혈압증가와 현저한 심박수 감소를 일으키는이 이는

아마도 말초의 α2-수용체의 활성화 때문으로 보인다. Dexmedetomidine에 의한 서맥은

중재가 필요하며 심장의 전도차단, 심한 서맥, 무수축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1.7.2.2. 호흡기계

Dexmedetomidine의 호흡기계에 대한 영향은 일회호흡량이 약간 감소하고 분당 호흡

횟수는 큰 변화가 없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호흡 반응은 정상이다. 환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진정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기도 폐쇄는 가능하다. 다른 진정-최면제와 같이

사용했을 때 상승효과가 있다.

 

1.7.3. 임상 사용

Dexmedetomidine은 기도삽관이 되어있거나 ICU에서 지속적인 인공환기 중인 환자의

짧은 진정에 주로 사용한다. 수술할 때에는 전신마취 유지의 보조제로 사용하고, 각성하

기도삽관 또는 부위마취 때에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신마취 중에 사용할 때는

0.5-1 µg/kg의 초회 용량을 10-15분에 걸쳐서 투여하고 이어서 0.2-0.7 µg/kg/hr로 지속

투여하면 다른 마취제의 요구량을 줄일 수 있다. 수술 후 각성 시에 사용하면 호흡억제는

없으면서 진정 효과는 있어 유용하다.

 

 

Table 2. Pharmacokinetic parameters, recommended doses, onset and effect duration of intravenous

anesthetics.

 

 

2. Opioids

 



 

Opiate(아편제제)는 아편(opium)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추출된 morphine과 이로부터

유도된 codeine 등을 일컫고, opioid(아편유사제)는 아편유사제수용체(opioid receptors)에

작용하는 천연제제, 합성제제, 생물학적 펩티드 모두 지칭한다.

 

2.1. Opioid receptor(아편유사제 수용체)

 

아편유사제는 그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약리학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잘 알려진

아편유사제 수용체로는 mu (µ), kappa (κ), delta (∂) 수용체가 있다. 각 수용체에는 각각 더

세분화된 subtype이 있다. 

µ-수용체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진통효과는 용량 의존적이다. µ-수용체는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 µ1-수용체와 호흡억제를 중개하는 µ2-수용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 µ3-수용체는 면역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수용체 자극에 의한 진통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척수(spinal) 진통에 더 관여한다. 반면

µ1-수용체는 척추위(supraspinal) 진통에 더욱 현저한 효과를 보인다. κ-수용체는 온도와

관계없는 통증자극에 대해 척수 수준에서의 진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한 호흡억제 없이

진정과 진통을 일으킨다. κ1, κ2-수용체는 척수 진통에 관여하고, κ3-수용체는 척추위

진통에 관여한다.

 

2.2. 아편유사제의 분류

 

아편유사제에는 천연제제(naturally occurring), 반합성제제(semisynthetic),

합성제제(synthetic)가 있다. 천연제제로는 morphine, codeine, papaverine, thebaine이

있고, 반합성제제로는 heroin, dihydromorphone/morphinone, thebaine

유도체(etorphine, buprenorphine 등)이 있다. 합성제제에는 morphinan

계열(levorphanol, butorphanol 등), diphenylpropylamine 계열(methadone 등),

benzomorphan 계열(pentazocine 등), 그리고 phenylpiperidine 계열(meperidine,

fentanyl, sufentanil, alfentanil, remifentanil 등)이 있다.

아편유사제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용제(agonist), 부분 작용제(partial

agonist), 혼합 작용-대항제(mixed agonist-antagonist), 대항제(antagonist)로 분류가

가능하다. 작용제는 아편유사작용의 대부분이 용량의존적으로 나타나 가장 흔하게 마취에

쓰인다. Buprenorphine과 같은 부분 작용제는 µ-수용체에 의한 아편유사효과는 없다.

Nalbuphine과 같은 혼합 작용-대항제 화합물은 κ-수용체에는 작용제로 작용하여 척수

수준에서 중개되는 약한 진통을 일으키며, µ-수용체에서는 대항제로 작용하여 작용제에 의한

호흡역제를 역전시킨다. Naloxone은 순수한 대항제로서 그 자체의 효과는 없지만



아편유사제를 사용 후 투여했을 때 아편유사제수용체로부터 작용제를 완전히 분류시키는

작용을 한다.

 

 

Table 3. Pharmacologic actions of opioids and opioids receptors in animal models

 

2.3. 진통작용의 기전

 

아편유사제는 척수후각(dorsal horn)으로부터 통각의 오름 전달을 직접 억제하는 것과

중뇌(midbrain)으로부터 입쪽 복내측 연수(rostral ventromedial medulla)를 거쳐

척수후각으로 내려가는 통증조절회로(내림 억제경로)를 활성화시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척수부위에 투여된 아편유사제는 직접 척수부위에서 진통을 일으킬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뇌에서도 작용하여 진통작용을 증가시키고, 전신적인 투여에도 중추신경계에서의

통증억제체계가 활성화된다.

척수에서는 국소기전에 의해서도 진통효과가 생기는데, 뒤뿌리신경절(dorsal root

ganglion)에 많이 존재하는 시냅스전(presynaptic) 수용체에서의 기전이 주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냅스전 일차 감각신경세포에서 아편유사제는 substance P의 분비를 억제해

통각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척수의 아교질에 밀도 높게 존재하는

아편유사제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면 강력한 진통작용을 한다.

 



2.4. 약력학

 

2.4.1. 진통작용

아편유사제는 진통, 진정, 기분변화, 멍한 정신상태를 일으키나 의식소실 효과는 거의 없다.

통증이 없는 정상인에게 모르핀을 투여하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모르핀 투여에 대해 통증은 지속적으로 있으나 기분이 훨씬 편안하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아편유사제는 신경병증의 유무를 구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상적인

신경전달체계에서의 통증자극에서는 아편유사제에 잘 반응하나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고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다. 또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는 통증에 대한 반응

뿐아니라 기분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데 그 기전은 단순 진통의 기전과는 다른것으로

생각된다. 

아편유사제에 의한 진통효과의 정도는 통증자극의 강도와 아편유사제 자체의 효능에 따라

결정된다. 아편유사제에 대한 감작은 말초보다는 중추신경계와 연관이 있다.

 

2.4.2. 마취제로서의 아편유사제

아편유사제는 진통 외에 의식의 변화도 가져온다. 아편유사제는 흡입마취제의

최소폐포농도(MAC)을 60-70%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천장효과가 있고 흡입마취제나

아편유사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Sufentanil이 fentanyl보다 무의식을 초래하기 위한

thiopental의 요구량을 더 감소시키고 midazolam의 수면효과는 alfentanil에 의해 상당히

증가한다. Propofol을 단일약제로 사용했을 때보다 fentanyl, alfentanil, remifentanil,

또는 sufentanil과 함께 사용했을 때 의식소실을 일으키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더

낮고 BIS는 더 높았다. 이것은 곧 propofol을 진통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아편유사제와 함께

사용시 BIS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최면효과는 증강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다른 연구에서

propofol 마취 시 remifentanil의 투여가 용량 의존적으로 BIS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remifentanil의 진정 또는 최면효과를 암시한다.

사람에서 고용량의 아편유사제는 의식소실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예측이 힘들고 효과가

일정하지 않아 마취유도 시에 단일약제로는 사용이 어렵다. 아편유사제의 용량이 올라갈수록

µ-작용제는 결국 졸음과 잠을 유발하는데 주술기 통증의 완화가 통증으로 힘들던 환자에게

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적절한 용량에서 µ-작용제는 뇌파상 현저한 델타파를 생성하고

이는 생리적인 수면의 양상과 비슷하다.

 

2.4.3. 호흡계에 미치는 작용

호흡 억제는 µ-작용제의 가장 주요한 부작용이다. 기도가 확보되고 수술 중 인공환기를

하고 있다면 호흡억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후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뇌손상과 사망에까지 이를수도 있다. 아편유사제는 동맥내 이산화탄소분압에 따른 연수의



환기반응을 감소시킨다. 환기의 억제는 µ-수용체에 의한다.

아편유사제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분당환기량이 증가한다.

아편유사제를 투여하면 동맥혈 이산화탄소-분당환기량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같은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에서 분당환기량이 더 낮아진다. 정상인에서는

동맥혈 이산화탄소가 40 mmHg 이상이 되면 분당환기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하키스틱”

모양의 곡선을 보이는데 아편유사제 하에서는 이러한 변화지점이 없이 40 mmHg 이하의

정상적인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에서는 무호흡이나 심한 저환기로, 분당환기량이 매우

낮다. 

호흡억제의 임상적 증상은 중등도의 용량에서는 미미하다. 그러나 과량사용 시 분당

호흡수가 심하게 느려지고 일회 환기량도 감소하여 분당 환기량이 상당히 감소한다.

호흡간격의 감시는 fentanyl에 의한 호흡 억제를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다. 고용량의

아편유사제 사용 시 의식소실 없이 자발호흡이 없어지며 ‘숨 쉬라’는 구두명령에 반응하기도

한다.

아편유사제에 의한 호흡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고용량의 아편유사제, 노인, 다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의 사용, 신부전 등이 있고 생리적인 수면도 호흡억제를 강화시킨다.

 

2.4.4. 심혈관계에 미치는 작용

단독 또는 주 마취제로 투여된 다량의 아편유사제는 수술기간 동안 혈역학적으로 안정하다.

동물실험에서 중추신경계에 직접 투여된 µ-작용제는 흔히 저혈압과 느린맥을 유도한다.

아편유사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계에서 수용체 중개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편유사제는 교감신경긴장을 감소시키고 미주신경긴장과

부교감신경긴장을 증가시켜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심혈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긴장이 증가되어 있어나 외부에서 카테콜아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아편유사제 투여 후 저혈압이 더 잘오게 된다. 

아편유사제는 보통 중추 미주신경핵의 자극에 의해 느린맥을 일으키는데 양측

미주신경절단술이나 아트로핀과 같은 미주신경 차단에 의해 거의 완전히 예방된다. 다른

아편유사제들과 달리 meperidine이 느린 맥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빠른 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meperidine의 아트로핀과 비슷한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대사산물인

normeperidine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 

아편유사제의 심장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은 다른 정맥마취제나 흡입마취제보다 훨씬 적고

심근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Fentanyl은

심근수축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sufentanil과 fentanyl의 용량의존적으로

수축촉진 효과가 있는데 이는 카테콜아민 분비나 아드레날린 활성화에 기인한다.

Alfentanil은 임상 농도에서 심실세포 수축을 증가시킨다.

아편유사제는 심장전도를 억제할 수 있다. Fentanyl은 방실결절 전도를 느리게 하며



RR간격, 방실결절 불응기, 푸르키니에 섬유 활동전위기간 등을 연장시킨다. 또한 QT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QT 이상이 있거나 퀴니딘 같은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WPW 증후군에서 sufentanil과 alfentanil 모두

전기생리학적 효과는 없음이 증명된 바는 있다. 아편유사제는 전반적으로 항부정맥효과를

보이며 fentanyl의 항세동 효과가 보고되었다.

전신마취 시 투여된 아편유사제는 전부하와 후부하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거나 미미한

감소를 일으키고 대혈관 및 심방 압력수용체의 억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Morphine은 히스타민 분비와 부신교감신경 활성화를 일으킨다. Meperidine은 대부분의

아편유사제보다 히스타민 분비를 더 자주 일으킨다. 이는 여성에서 더 흔하고 저혈압의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Fentanyl, sufentanil, alfentanil, remifentanil은 혈장

히스타민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으며 저혈압도 적다.

아편유사제는 혈관확장을 일으키며 이는 µ3-수용체에 의한다. 아편유사제는 폐혈관에서

폐동맥 수축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2.4.5. 위창자에 대한 작용

아편유사제는 위창자 운동성을 감소시켜 지사제로 사용될 수 있다. 수술 전에 아편유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금식상태라고 하더라도 위가 충만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 후 아편유사제의

사용은 장운동을 저하시켜 ileus를 일으켜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아편유사제를 투여 받는 환자는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아편유사제는 주술기에 사용할 때 구역 및 구토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빈도는 투여경로와

관계 없이 비슷하다. 구토 유발 중추는 연구의 맨아래 구역에 위치한 화학수용체 유발

구역(chemoreceptor trigger zone, CRTZ)과 인두, 위창자, 가슴세로칸 및 시각중추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아편유사제들은∂-수용체를 통해 CRTZ를 직접 자극하여 구역을 유발하며

안뜰부위(vestibular sensitiv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 등역가 용량으로 비교 시 alfentanil이

fentanyl 및 sufentanil 보다 술후 구역/구토의 빈도가 더 낮았다. Propofol의 사용은

아편유사제에 의한 구역/구토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일반적인 항구토요법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항콜린성약제(scopolamine > atropine), butyrophenones(droperidol: 가장

효과적), dopamine 대항제(metoclopramide), serotonine 대항제(ondansetron 등),

dexamethasone 등이 있다.

 

2.4.6. 근육경축(muscle rigidity)

아편유사제는 근육긴장을 증가시키고 근육경축을 일으킬 수 있다. 아편유사제를 사용한

마취 시 근육경축의 빈도는 용량, 투여속도, N2O의 사용 유무, 근육이완제의 사용 유무, 환자

연령 등에 의해 다양하다.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근육경축은 보통 의식소실 시나 그 후에

나타나고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는 경한 쉰 목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아편유사제 투여 후



마스크와 호흡낭을 이용한 환기가 힘들게 되는 원인은 성대 닫힘이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근섬유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편유사제에 의한

긴장증과 경축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고 추체외로 부작용과 비슷한 근육운동을 보이는 점에서

파킨슨병과 비슷하며, 신경화학기전의 유사점이 있다.

Succinylcholine은 경축을 빠르게 없애고 조절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비탈분극성

근육이완제의 사전 또는 동시투여도 경축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킨다. Thiopental이나

diazepam, midazolam 또한 근육경축의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다. 아편유사제에 의한

근육경축이 발생했을 때 근육이완제가 투여될 때까지 마스크 환기를 계속 시도하면 위팽만과

부적절한 환기, 부적절한 산소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근육경축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환기와

기도 조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근육이완을 빨리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적으로

근육경축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탈분극성 근육이완제의 부하용량을 동시에

투여하며 많은 양의 아편유사제를 빠른 속도로 주사하지 않는 것이다.

 

2.4.7. 기타

대부분의 µ-와 κ-작용제들은 동공에 분포하는 부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동공을 수축시킨다.

정맥내 morphine 투여 한 시간 후 동공 직경이 26% 감소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 6시간

이상 걸린다. Alfentanil은 마취된 환자에게 유해자극 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동공확대

반사를 용량에 비례하여 약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공크기의 변화는 아편유사제

효과의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적인 유용성이 거의 없고 여러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아편유사제를 주 마취제로 사용한 마취는 체온조절 역치를 감소시킨다. Meperidine은

유일하게 떨림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종료시키는데 이는 떨림 역치의 감소에 의하며

κ-수용체와 연관이 있다. Tramadole은 meperidine과 같이 산모에서 경막외 마취 후

떨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nalbuphine, alfentanil, morphine, fentanyl 등은 수술 후

떨림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

아편유사제에 의한 가려움증은 히스타민 유리는 그 기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naloxone에 의해 가려움증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 수용체에 의해 중개되는 중추성 기전으로

생각된다. Nalbuphine과 butorphanol처럼 µ-와 κ-수용체에 모두 작용하는 혼합

아편유사제가 가려움증 치료에 유용하다. 척수강내 morphine에 의한 가려움증에

ondansetron, droperidol 1.25 mg, propofol 20 mg, alizapride 100 mg이 효과적이며

경막외 fentanyl에 의한 가려움증에 NSAIDs인 tenoxicam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2.5. 약동학

 

약물은 체내 일회 주입 후 최고 혈장농도에 도달했다가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지속정주를 하였을 때에도 혈장농도가 평형에 이르는 데 시간이 걸리며 지속정주를



멈추면 혈장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아편유사제들은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인다(Fig. 1.)그림1일회정주의 경우, 빠른 발현시간이 요구되는 임상적 상황에서는 최고

혈장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짧은 alfentanil 이나 remifentani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혈장농도가 느리게 올라가는 morphine은 빠른 효과가 필요할 땐 사용하지 않는다(Fig. 1,

왼쪽).

 

 

Figure 1. Proportion of Peak effect-site concentration (Ce) and steady-state Ce, and time to 50%

decrement in Ce of administration of opioids

 

또한, 작용시간이 짧은 약물이 필요할때도 alfentanil이나 remifentanil이 선호된다.

Fentanyl은 적당히 빠른 발현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도가 떨어지는 속도도 적당하여 PCA

약물로 사용하기에 알맞다. 주입부터 최고 효과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latency)는 혈장과

효과처(뇌) 사이에 평형을 이루는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이를 결정하는 모수를 ke0라 한다.)

지속정주시에 혈장농도가 평형을 이루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또한 약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Fig. 1, 중간). 수술이라는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기까지

수십분을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대부분의 약은 처음에 일회 정주량(bolus)을 주입하여야 한다.

Remifentanil만은 예외인데 매우 빨리 평형에 도달하는 약물로서, TIVA에 널리 사용한다.

지속정주를 멈춘 후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상황민감성 반감기로 표현하며 그 정의는

‘지속정주를 멈춘 후 약물의 농도가 50%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는 약동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약물 효과가 종료되는 것을 예측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이다(Fig. 1, 오른쪽).

상황민감성 반감기에서 ‘상황’이라는 것은 지속정주를 한 시간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약물은

그에 따라 반감기가 변화한다. 짧은 시간동안만 정주했을 경우에는 약물들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주시간이 길어질수록 약물간에 차이가 생기며 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약물의 대사물질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약물

농도의 50% 감소가 반드시 약물 효과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여

생각해야한다. Fentanyl과 morphine은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지속정주에는

적합하지 않고, remifentanil은 정주시간에 관계없이 3-5분의 상황민감성 반감기를 나타내는

독특한 약물이다.



 

2.6. 약동, 약력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적인 상황

 

2.6.1. 간부전

대부분의 아편유사제의 대사에 간이 관여하지만 간부전은 아편유사제의 약동학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간절제를 한 경우에 morphine의 대사율은 느려진다.

Remifentanil의 대사는 간청소율과 무관하기 때문에 간이식 중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아편유사제 사용에 있어서 약력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간성

뇌병증이 있는 환자는 아편유사제의 진정작용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한다.

 

2.6.2. 신부전

Morphine과 meperidine에 있어서 신부전은 매우 중요하다. Fentanyl 계열에 있어서는

신부전의 임상적 영향이 크지 않다. Remifentanil의 대사는 신질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Morphine은 간 또는 신장에서 수용성 물질로 바뀌어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 Morphine의

대사물 중에 morphine 6-glucuronide (M6G)는 morphine과 같은 효과가 있고 이 물질이

신부전 환자에서 배설되지 않고 높은 농도로 체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호흡부전을 일으칠 수

있다.

Meperidine의 대사물질인 normeperidine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데 불안 ~

경련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신장질환 환자에서 이런 활성 대사물질이 배설되지 않으면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2.6.3. 성별

Morphine은 여성에서 더 역가가 높고 발현시간은느리다. 이는 생식호르몬과 생리적

요인들애 의한다.

 

2.6.4. 연령

Fentanyl 계열 약물은 노인에서 더 역가가 크게 작용하고 청소율과 분포 용적이 노인에서

감소한다. 노인에서는 약물의 용량도 줄여서 사용하여야 한다.

 

2.6.5. 비만

아편유사제의 약동학적 변수들은 특히 청소율은 total body mass (TBM)이 아닌 lean

body mass (LBM)와 연관이 있다. 심각한 비만이 있는 환자들은 TBM으로 계산하면 많은

양의 약물이 들어가는데 이 때 혈중 농도는 환자의 LBM을 기준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보인다. 그러나 마른 환자에서는 LBM과 TBM 기준으로 약물을 주었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7. 개별 약물의 특성

 

2.7.1. Morphine

합성제제의 아편유사제들이 여러가지 있으나 통증조절 효과에 있어서는 morphine이 가장

효과적이다. 히스타민 유리와 그에 따른 저혈압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수술 중에는 fentanyl을

많이 사용한다.

Morphine은 발현시간이 느리다. 체내에서 전부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여 지방에 잘 녹지

않는 특성 때문에 최고 효과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latentcy). 이러한 시간 지연

덕분에 일회 정주시 호흡부전이 나타날 위험성은 낮다. 그러나 발현시간이 느려 수술 중

사용시 반복 투여를 하게 되면 과용량을 투여하게 될 수도 있다.

Morphine의 대사물질인 M6G는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는 활성 대사물질로, 정상

신장기능을 가진 환자라도 장기 사용하면 M6G의 진통효과도 morphine의 진통효과에

역할을 더하게 된다. Morphine은 간추출율이 높은 약물로, 경구투여하면 일차통과 시

M6G를 많이 만들게 된다. M6G는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M6G의 축적을 유의해야한다.

 

2.7.2. Fentanyl

현대 마취에서 fentanyl은 매우 중요한 약물이다. 정맥내, 경피, 경점막, 경비, 경폐 등

다양한 경로로 투여가 가능한 독특한 특성이 있다.

 

2.7.3. Alfentanil

Alfentanil은 지속정주를 한 최초의 아편유사제이다. 일회 정주 시에 최고 효과에 이르는

시간과 약효의 지속시간이 짧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지속정주 시에 상황민감성 반감기는

remifentanil 보다 길다.

 

2.7.4.  Sufentanil

Sufentanil의 특성은 가장 역가가 높은 약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절대적인 사용 용량이

매우 작으며 morphine에 비해 1000배 적은 용량으로 같은 효과가 있다.

 

2.7.5. Remifentanil

매우 짧은 효과를 나타내게끔 디자인되어 개발된 약물이다. Remifentanil의 상황민감성

반감기는 5분 정도이다. 약력학적으로 최고 효과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alfentanil과

비슷하게 짧고 역가는 fentanil보다 약간 낮다. Remifentanil의 이러한 특성은 수술과 같이



아편유사제의 적정이 어렵거나 중환자처럼 아편유사제의 독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완전정맥마취(TIVA)를 위해 propofol과 함께 쓰는 조합은 매우 널리 쓰이고 있다.

 

 

Table 4. Approximate opioid loading doses, mainatenance infusion rates, and additional bolus doses

of opioids, and range of approximate plasma (or whole blood for remifentanil) opioid concentration.

 

 

3. Conclusion

 

 

정맥마취제는 빠른 마취유도를 위하여 필수적인 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편유사제

또한 마취에 있어서 필수적인 약물로 사용하기 편리한 짧은 작용의 펜타닐 계열의 약물이 마취

중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정맥마취제에는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지만 약물의 대사와 작용에

있어서 그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하고 용량을 조절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며 아편유사제도 다양한 다른 마취제와 함께 사용되는 수술 중에는 그 종류와

용량의 선택 시에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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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신마취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이완을 시킴으로써 immobility를 얻는다. 근이완을 시키는

방법에는 고농도의 흡입마취제(deep inhalation anesthesia), 국소 신경차단(regional

nerve block), 신경근 차단제(neuromuscular blocking agent)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인 신경근 차단제의 작용 부위 및 작용 기전, 작용 기전 별 약제의 특징을

소개하고, 근이완 역전의 원리와 방법, 잔여 근이완, 근이완제 사용시 고려해야 할 특이 사항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1. 서론

 

 

1.1. 근이완(muscle relaxation)과 무의식(unconsciousness)

 

전신마취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이완을 시킴으로써 immobility를 얻는다. 근이완 상태는

환자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immobility)일 뿐, 무의식(unconsciousness)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근이완 상태에서 마취의 깊이가 얕을 경우, 환자는 마취 중 각성(awareness)를



경험할 수도 있다.

 

1.2. 근이완의 유발(inducing muscle relaxation)

 

근육의 이완은 고농도의 흡입마취제(deep inhalation anesthesia), 국소

신경차단(regional nerve block), 신경근 차단제(neuromuscular blocking agent)등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중에서 신경근 차단제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1.3. 신경근 차단제의 표적(target)

 

신경근 차단제의 표적이 되는 기관은 신경근 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에

존재하는, 이온통로(ion-channel)의 일종인 아세틸콜린 수용체(acetylcholine

receptor)이다(Fig. 1). 

 

 



Figure 1. 신경근 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 V: 신경전달물질 소포(vesicle), M: 미토콘드리아, Ach:

아세틸콜린, AChE: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5개의 아단위(subunit)로 구성되어 있는데(Fig. 2), 이 중에서 두 개인

α-subunit에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모두 결합하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근수축이 유발된다. 신경근 차단제는 크게 탈분극성

근이완제(depolarizing muscle relaxants)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NDMR)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의

효능제(agonist)와 경쟁적 길항제(competitive antagonist)로 작용함으로써 근이완을

유발한다1,2. 자세한 기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Figure 2. 아세틸콜린 수용체 (A):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구조.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는 α – subunit이 두 개 존재한다.

(B): 신경근 접합부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함으로써 이온 통로가 열리고 이온들의 이동을 유발한다.

 

 

2. 탈분극성 근이완제(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2.1. 작용 기전(mechanism of action)

 



탈분극성 근이완제의 대표격인 succinylcholine은 아세틸콜린 두 개가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Succinylcholine은 아세틸콜린의 효능제로서, 신경근 접합부의 시냅스 후 아세틸콜린

수용체(post-synaptic acetylcholine receptor)에 결합하여 탈분극(depolarization)을

유발하고, 이후 재분극(repolarization)을 차단하여 탈분극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근이완을

일으킨다. Succinylcholine에 의한 근이완의 경우 일반적으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 끝에

이르는 연축(fasciculation) 반응이 나타나는데, 소아나 노인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연축

반응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소량 미리 주입하면 예방할 수 있다.3,4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acetylcholine esterase)에 의해 금방 분해되는 아세틸콜린과는 달리,

succinylcholine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근

접합부에서의 농도 감소가 아세틸콜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이로 인해 근이완이 일정

시간 지속된다(Phase I block). 탈분극성 근이완제에 의한 탈분극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근이완이 유발된다(Phase II block). Succinylcholine은 수용체에서 분리된 후 간과

혈중에서 혈청 콜린에스테라제(serum cholinesterase or pseudocholinesterase or

butyrylcholinesterase)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분해된다. 비정형적 가성 콜린에스테라제

유전자(atypical pseudocholinesterase gene)를 가진 환자의 경우, succinylcholine에

친화력(affinity)이 떨어지거나 아예 없는 혈청 콜린에스테라제를 갖고 있어

succinylcholine의 작용 시간이 늘어난다.5,6 

 

2.2. 약제(drug)

 

탈분극성 근이완제 중에 상용화되어 있는 약제는 succinylcholine (suxamethonium or

diacetylcholine) 한 가지뿐이다.

 

2.2.1. 대사 및 배설(metabolism and excretion)

지용성(lipid solubility)이 낮음으로 인해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이 작다.

Succinylcholine은 혈액에 들어가자마자 가성 콜린에스테라제에 의해

succinylmonocholine으로 급속도로 분해된다. Succinylcholine의 용량이 많거나, 지속

정주(infusion)을 하는 경우, 비정상 가성 콜린에스테라제를 가진 경우 succyinylcholine의

지속시간은 길어진다.

 

2.2.2. 약물 상호작용(drug interaction)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acetylcholine-esterase inhibitor)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의한 근이완을 역전시키지만, 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지속 시간은 확연하게

증가시킨다.



 

2.2.3. 용량(dosage)

기관내삽관을 위한 성인의 적정 용량은 1-1.5 mg/kg IV이다. 소아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데, 근육주사(IM)할 경우 4-5 mg/kg로도 완전한 근이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냉장

보관해야 하며, 상온에 노출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2.4. 부작용

진단되지 않은 근육병증 환아에서 고칼륨혈증, 근육융해증(rahbdomyolysis), 심정지 등의

위험성 때문에 소아에서는 routine 약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2.4.1. 심혈관계

아세틸콜린과의 유사성 때문에 전신의 cholinergic receptor에 작용한다(부교감 신경계

및 일부 교감 신경계).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의 신경절, 심장의 동방결절(sinoatrial

node)에 작용하면 혈압 및 심박수를 증가 또는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저용량에서는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저하시키고, 고용량에서는 심박수와 심근수축력, 혈중

카테콜아민(catecholamine) 수치를 증가시킨다. 소아에서는 특히 확연한 서맥을 유발하는데,

예방적으로 IV atropine(0.02 mg/kg)를 정주한다.

 

2.2.4.2. Hyperkalemia

Succinylcholine에 의한 탈분극시, 정상적인 근육의 경우, 혈중 칼륨 수치를 0.5 mEq/L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칼륨이 분비된다. 정상 칼륨 수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칼륨혈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succinylcholine의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2.2.4.3. 기타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고 복강내압, 두개내압, 안구압력 등을 증가시킬 수 잇다.

악성고열증(malignant hyperthermia)에 취약한 환자들에서 유발인자가 된다. 하지만

succinylcholine에 의한 두개내압의 상승 정도는 기관내삽관에 의한 경우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두개내압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에서 succinylcholine이 금기는 아니다.

 

 

3. 비탈분극성 근이완제(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NDMR)

 

 

3.1. 작용 기전(mechanism of action)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아세틸콜린의 경쟁적 길항제로, 신경근 접합부에서 시냅스 후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한다. 아세틸콜린 두 개와 모두 결합해야 열리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특성상, 비탈분극성 근이완제가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α–subunit 한 곳에라도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방해하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열리지 못해 근육의 수축이

차단된다.

 

3.2. 약제(drug)

 

구조에 따라서 benzoquinolone 계열, steroid 계열, chlorofumarate 계열 등으로

나뉘고, 작용 시간에 따라, short-acting, intermediate-acting, long-acting 등으로

나뉜다. Steroid 계열은 미주신경을 억제(vagolytic)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pancuronium에서 두드러지고, vecuronium이나 rocuronium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Benzoquinolone 계열은 히스타민(histamine)을 분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어떤 약제에 알러지성 반응(allergic reaction)이 있을 경우 같은 계열의 다른

약제에도 알러지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약제별 특징과 용량을 Table 1과 2에 정리하였다.

 

 

Table 1. Summary of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B: benzoquinolone, S: steroid, C: chlorofumarate

 



 

Table 2. Summary of clinical dosage of muscle relaxants

 

3.2.1. Atracurium

 

3.2.1.1. 대사 및 배설

에스테르 가수분해(ester hydrolysis)와 호프만 제거(Hofmann elimination)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분해되어 간기능과 신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2.1.2. 부작용

고용량을 주입할 경우 저혈압과 빈맥이 발생할 수 있고, 히스타민 분비로 인한

기관연축(bronchospasm)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Atracruium의 대사산물인 laudanosine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용량을 주입한 경우나

간기능 부전인 경우 laudanosine의 중추신경계 독성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3.2.2. Cisatracurium

 

 Atracurium의 입체이성체(stereoisomer)로서, 4배의 효과를 갖는다. 

 



3.2.2.1. 대사 및 배설

Atracurium과 같은 대사 경로를 갖고 있어, 간기능 신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tracurium보다 적은 용량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audanosine

toxicity의 위험이 적다. 

 

3.2.2.2. 부작용

Atracurium과 달리, 용량에 비례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하지는 않는다. 심박수나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율신경계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 대사산물은 근이완 능력이 없다.

 

3.2.3. Pancuronium

 

3.2.3.1. 대사 및 배설

일정부분 간으로 대사되고, 배설의 40%는 신장으로, 10%는 담즙으로 이루어진다.

 

3.2.3.2. 부작용

고혈압과 빈맥을 유발할 수 있다. 방실 전도를 증가시켜 심실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3.2.4. Vecuronium

 

3.2.4.1. 대사 및 배설

대부분 담즙으로 배설되고 25%는 신장으로 배설된다. 간에서 일부 대사된다. 

 

3.2.4.2. 부작용

장시간 지속정주시 활성 대사산물에 의해 수일에 이르는 지속성 근이완을 유발할 수 있다.

 

3.2.5. Rocuronium

 

3.2.5.1. 대사 및 배설

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설은 주로 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소량이 신장으로 배설된다.

신기능 부전에 의해서는 영향을 별로 받지 않지만 간기능 부전이나 임신에 의해서는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Vecuronium과는 달리 활성 대사산물이 없다.

 

 

4. 근이완의 역전(recovery from muscle relaxation)

 



 

근이완의 역전은 재분포(redistribution), 점진적인 대사(gradual metabolism),

배설(excretion), 근이완 역전제(reversal agents)의 주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4.1. 근이완 역전제(muscle relaxation reversing agent)

 

탈분극성 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은 혈중 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해 급속도로 분해되기

때문에 근이완 역전제가 필요 없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역전에는 칼륨 통로

차단제(potassium channel blocker),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Acetylcholine-esterase inhibitor)7, 감마 덱스트린 유도체(γ-dextrin

derivatives)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8 이 중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가 가장 널리 쓰인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ex. neostigmine, pyridostigmine etc.)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함으로써 신경근 접합부 아세틸콜린 농도의 증가를 유발하여,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와의 경쟁적 길항 작용에서 아세틸콜린이 우위를 점하도록 만들어 준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는 니코틴성 수용체(nicotinic receptor)인 신경근 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nicotininc receptor) 뿐 아니라, 전신의 무스카린성 수용체(muscarinic

receptor)에도 작용하여 원치 않는 부작용인 서맥(bradycardia), 소화기관 및 호흡기관의

분비물 증가 등을 동시에 유발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아트로핀성 제제(ex. atropine,

glycopyrrolate)의 동반 투여로 상쇄시킬 수 있다9. 칼륨 통로 차단제(ex.

4-aminopyridine)는 칼륨 통로의 차단으로 탈분극 상태의 지속시간을 연장시켜

칼슘(calcium)의 세포내 유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선택적

근이완제 결합제(Selective relaxant binding agents; SRBA)인 sugammadex는

스테로이드 계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rocuronium, vecuronium, pancuronium etc.)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비활성화시킨다. 적절한 용량을 쓸 경우 3분 이내에 효과적으로

근이완의 역전을 얻을 수 있지만 고가로 인하여 비용 대비 효과(cost-effectiveness)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0

 

4.2. 잔여 근이완(residual paralysis)

 

잔여 근이완은 TOF ratio < 0.9 인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11,12. 1979년 즈음에

intermediate acting NDMR의 등장 하였지만, 수술 후 근이완을 완전히 역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의 연구들에서 잔여 근이완의 발생률을 20-50%로 보고하고

있다13-17. 최근 미국과 유럽의 마취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회복실에서 잔여

근이완을 경험한 경우는 15%, 잔여 근이완의 발생률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1%라고 대답하여, 여러 관찰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잔여 근이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근이완제의 투여가

이루어졌던 환자에서는 항상 잔여 근이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잘 살펴야 하겠다. 

 

 

5. 특이 사항(Special considerations)

 

 

온도, 산염기 평형, 전해질 불균형, 나이, 약물,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근이완제의 효과 및 지속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uccinylcholine은 신속한

근이완(30-60초), 신속한 근이완 역전(10분 이내)이 필요한 경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혈중 칼륨 수치, 안구내압(intra-ocular pressure) 등의 증가를 유발하거나 용량에 따라

빈맥성 혹은 서맥성 부정맥(tachyarrythmia)를 유발할 수 있어18,19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근육병증(muscle disease)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근육병증의 종류에

따라 근이완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근육병증 환자의 경우 acceleromyogram와 같은

객관적인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근이완 약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복용중인 약물에 의해서 근이완제의 효과나 지속 시간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Succinylcholine의 경우 혈청 콜린에스테라제를 감소시키는 약제나 전신상태에 의해 지속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도 다양한 약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정

인구 집단에 따른 특이사항과 근이완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및 기저 질환을 Table 3,

4에 각각 정리하였다.

 

 



Table 3.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special populations

 

 

Table 4. Effect of drugs on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전신 상태에 따라 다른 근이완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임신중이거나 간기능,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succinylcholine의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우, 신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에서는 신장 배설의 비중이 작거나 없는 약을

사용한다(ex. ciastracurium, atracurium). 특정 근이완제에 대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근이완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근이완제 주입 6,500건 당 1건으로 보고되고

있고,20 이전에 특정 근이완제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용을

피해야 한다. Rapid sequence induction의 경우처럼 근이완의 빠른 발현이 필요한 경우,

근이완 효과가 빠른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succinylcholine(1.0-1.5 mg/kg IV)과

rocuronium(1.5 mg/kg IV)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21

 

 

6. 결론

 



 

근이완제는 신경근 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근이완을 일으킨다. 작용

기전에 따라 탈분극성 근이완제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 나뉜다. 근이완제의 역전에는

재분배, 대사, 배설 등의 기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근이완 역전제의 투여가 이루어진다.

근이완제를 사용할 경우에 효과나 지속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전신 상태나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제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해야 한다.

 

 

 

 

 

 

 

 

 

 

 

 

 

 

 

Hemodynam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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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마취감시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목표로 한다. 적절한 마취관리를 통해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감시 기구 또는 장치의 개발로 환자의 감시가 수월해짐에 따라 마취와 관련된 이환율과

사망률은 확실히 감소되고 있다. 수술 중 안전한 마취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감시들이 사용되고



있다. 

심혈관계는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여러 대사산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심혈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장기나 조직의 활성도와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마취제는 심혈관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며, 특히 수술은 심혈관계의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마취 중 심혈관계의 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감시장치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심혈관계 감시는 더욱 정확해 지고 마취 중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주게 되지만, 이를 감시하는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혈역학적 감시기구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수술 중 혈역학적 감시의 목적은 심장으로부터 조직으로의 혈액 순환과 혈액의 산소화

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최적화하여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있다. 통상 환기상태와 순환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두가지 기능은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임상상황에서 차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마취감시 기구 또는

감시장치들 (표1) 중에서 순환 상태를 반영하는 혈역학적 감시는 심전도, 비칩습적 동맥혈압와

같은 일반적인 감시지표와 중심정맥 카테터, 침습적 혈압감시장치(invasive blood pressure

monitor), 폐동맥 카테터(pulmonary artery catheter) 등을 통한 중심정맥압, 침습적

동맥혈압, 폐동맥압 및 폐동맥쐐기압, 심박출량 지표 그리고 여러 간접적 심박출량

감시장치(FloTrac, Vigileo, Vigilienc, PiCCO, LiDCO, NICOM), 경식도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표 1. 마취감시 기구 또는 감시장치들

대한마취과학회. 마취통증의학 개정판. 여문각. 2010: 132. 표 내용 일부 편집.

 

 

2. 심전도(Electrocardiogram) 

 

 

심근이 활동할 때 나타나는 전기적 활성신호의 전위차를 파형으로 기록한 것으로 가장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심장의 감시법이다. 심근세포는 일련의 순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탈분극과 재분극을 반복하는데, 이 시간적 차이로 인해 전위차가 발생하며 이 전위차를 신체의

표면에서 기록하게 된다. 심전도의 유도(lead)는 심전도 기록계에 연결된 전극 케이블을

말하며, 수술장외에서는 가장 흔히 12-lead ECG 가 사용된다. 수술 중에는 일반적으로

표준유도의 전극을 흉벽에 거치에 흉부 유도와 유사한 양극유도를 만들어 사용하며, 세 개의

전극을 거치하는 3-lead ECG와, 다섯 개의 전극을 거치해 심근허혈 진단의 민감도를 높인

5-lead ECG 가 있다(그림 1).

 



 

그림 1. 일반적인 5-전극 시스템. 그림에서 전흉부(precordial) 전극은 V1 위치에 있다. 심근허혈을 진단하기

위해서 전흉부 전극의 위치를 적절히 놓으므로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From Drew BJ, Califf RM, Funk M, et

al: Practice standards for electrocardiographic monitoring in hospital settings: an American Heart

Association Scientific Statement from the Councils on Cardiovascular Nursing, Clinical Cardiology,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Young, Circulation 110:2721-2746, 2004.)

 

 심전도로 감시할 수 있는 심장의 이상 징후는 심근허혈 및 경색과 부정맥이 있다.

고령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저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가 마취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더라도 주술기 심혈관계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존재하므로 수술 중 심전도의 감시를 통한 심근허혈과 경색의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허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근 부위에 따라 심전도 유도를 적절히 위치시킴으로써

허혈 감시의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마취와 수술 중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감시하면 60%

이상의 환자에서 심부정맥이 발생하며, 이는 전신마취제, 카테콜아민, 자율신경계 불균형,

전해질 효과 등의 요인이 있다. 심부정맥은 생명과 관계없는 것부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치명적인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특히 혈역학적 불안정이 동반하면 다장기의 관류 저하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3. 혈압(blood pressure) 

 

 

3.1. 비침습적 혈압감시(non-invasive blood pressure) 

 

 혈압은 조직으로 관류를 반영하며, 심혈관계의 기능을 평가할 때 임상징후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다. 측정법은 촉진이나 청진(Kortokoff sound), 도플러 probe, 또는

oscillometry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23. 

비침습적 자동혈압 측정법은 커프(cuff)를 부풀렸다가 공기를 빼내는 동안

동맥박동으로부터 생긴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축기, 이완기, 평균 동맥혈압으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상완에 커프를 감아 윗팔동맥(brachial artery)에서 측정하나, 수술

부위나 자세에 따라 뒤정강동맥(posterior tibial artery) 등 측정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측정부위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cuff 를 선택하여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비교적 검사 간

재현성이 좋으나, 심한 관류 저하상태나 부정맥 등에서 정확한 측정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단에 주의를 요한다.

 

3.2. 침습적 혈압 감시(invasive blood pressure) 

 

 정확한 혈압 측정이 필수적이거나 (심장질환, 유도 저혈압 등), 수술 중 심각한 혈역학적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반복적인 동맥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적응이 되며,

실시간으로 지속적 혈압을 감시할 수 있다. 요골동맥, 상완동맥, 고동맥, 족배동맥 등이 주요

삽입위치이다. 동맥압 파형은 Fourier 분석에 의해 재생되는 주기적인 복합파로써,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형의 분석을 통해 환자의 여러 가지 질병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2.1. 직접 혈압 측정의 기술적 측면

직접 혈압 측정을 위한 시스템은 액체가 채워진 감시체계로 이루어져있고, 동맥압의 파형은

자연주파수 (natural frequency)와 제동 계수(damping coefficient)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8,29. 자연주파수는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며, 제동 계수는

시스템에 작용하여 진동이 얼마나 빠르게 멈추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마찰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은 임상적으로 추정되거나 실제로 측정되며, 그 값은 기록되는 압력



곡선의 모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2.자연주파수(natural frequency)와 제동 계수(damping coefficient)

 압력전달 시스템에서 압력 곡선은 자연주파수 (natural frequency, fn)와 제동

계수(damping coefficient, D)의 두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압력전달 시스템의

자연주파수 값과 비슷한 주파수는 공명이 되고 증폭되어 원래 값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압력전달 시스템의 자연주파수는 존재하는 혈압 신호의 최대 주파수(대략 16–24 Hz)보다

높아야 한다. 대부분의 transducer는 수백 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일회용

transducer의 경우 자연주파수는 200 Hz 이상이다. Catheter–tubing–transducer

system의 제동계수는 0.6–0.7 이 이상적이며 자연주파수와 제동계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d=tubing diameter, L: tubing length, ρ: density of the fluid, Vd: transducer fluid volume displacement,

n: viscosity of the fluid 

 

또한, 자연주파수와 제동계수는 높은 압력으로 flushing을 한 후 oscillation되는 파형을

검사하여 구할 수 있다(그림 2). 31

 



 



그림 2. 자연주파수와 제동계수의 임상적 측정. 압력전달 시스템에서 자연주파수와 제동계수는 높은 압력으로

flushing 한 후 구할 수 있다. A, 자연주파수는 서로 이웃하는 oscillation peaks의 한 주기 거리(1.7 mm)를

측정하여 결정된다. 제동계수는 서로 이웃하는 oscillation peaks 의 높이(17 와 24 mm)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주파수 14.7 Hz와  진폭비 1.71을 계산할 수 있다. B, 진폭비와 제동계수 사이의 관계. 여기 계산된

제동계수는 0.11이다. (From Mark JB: Atlas of cardiovascular monitoring, New York, 1998, Churchill

Livingstone.) 

 

동맥압 파형은 과제동되면 수축기 상승의 모습이 불분명하게 되고, dicrotic notch와 같은

세부적인 모습이 상실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맥압이 심하게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파형이 저제동된다면 수축기 혈압이 과장되어 나타나며(그림 3.), 추가적인 허상을 만들어

생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실수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림 3. 동맥 파형에서 자연주파수와 제동계수간의 상호작용.23,26 A (좌측), 저제동된 압력파 (fn = 10 Hz; D =

0.1)는 작은 허상의 파형과 수축기 압력의 과장을 보여준다. B (좌측), 제동계수(D=0.2)가 약간 증가하여 이러한

허상이 감소되었다. C (좌측), 적절한 제동계수(D = 0.4)에의해 제대로 된 압력파를 나타내고 있다.  D (좌측),

과제동으로 일부분의 파형 정보가 소실되었다. E (좌측), 증가된 자연주파수(fn= 20 Hz)는 파형의 변화에 작지만

영향을 미쳐서 C(좌측)의 모양과 유사해졌다. (From Mark JB: Atlas of Cardiovascular Monitoring.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8, Fig. 9-7.) The rapid flush test. Panel A (right): Normal response; Panel B

(right): Underdamped response; Panel C (right): Overdamped response.

 

자연주파수와 제동계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자연주파수가 낮을 경우 정상파형을

나타내기 위해 제동계수도 낮은 범위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너무 낮은 제동계수의 경우

감시장치가 저제동되어 수축기압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그림 3). 

결론적으로 압력 감시 시스템의 역동 반응을 최적화 하기 위해 자연주파수를 가능한 높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튜브의 길이를 짧게 할수록, 불필요한 stopcock을 제거하고,

혈전이나 공기방울을 제거하고, 그리고 low-compliance의 튜브(딱딱한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2.3.정상 동맥압 파형

앙와위 환자에서 압력변환기의 위치는 중간 액와선에서 흉곽의 가운데에 위치시켜 수평이

되게 한다. 

전신 동맥압의 파형은 혈액이 수축기 동안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박출과 이완기 동안

말초동맥으로 박출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다. 

평균동맥압은 감시장치에 입력된 아라비아식 기수법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즉 동맥파형

곡선의 아래 면적을 박동 주기로 나눈 면적과 동일하며, 이는 연속적인 심박동을 평균화한

것이다

동맥압 파형에서 보이는 중요한 양상중 하나는 말초맥박증폭현상이다. 동맥압은

중심동맥에서 말초동맥으로 이동함에 따라 여러가지 특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위쪽으로의

박출이 더 가파르게 되고 수축기 최고점이 더욱 높아지며, 중복맥박의 절흔이 늦게

나타난다(그림 4). 그리고 이완기파는 더욱 뚜렷해지고 이완기말 압력이 더욱 낮아진다.

따라서 중심동맥압에 비하여 말초동맥압은 더 높은 수축기압, 더 낮은 이완기압 그리고 더

넓은 맥압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말초 압력파의 증폭. 대퇴 동맥(femoral artery)의 압력파형은 대동맥(aortic arch)의 것과 비교 했을

때 넓은 맥압(1과 2 비교), 상승운동의 지연(3) 그리고 지연되면서 불분명해진 절흔 (화살표)를 보여준다. (From



Mark JB: Atlas of Cardiovascular Monitoring.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8, Fig. 8-4.)

 

 

4. 중심정맥압(central venous pressure) 

 

 

4.1. 중심정맥압의 특성

 

중심정맥압은 상대정맥과 우심방 사이의 압력을 측정하고, 정맥의 용적과 긴장도에 영향을

받는다. 정맥계가 수용하는 혈액량에 의해 압력이 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순환혈류량의 측정과

우심실의 기능적 용적을 반영하게 된다. 

중심정맥압 감시의 목적은 심장 충만압(cardiac filling pressure)를 측정함으로써, 심장내

용적을 미루어 예측하는 것이다. 중심정맥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정맥카테터(central

venous catheter)의 삽입이 필수적인데, 보통 쇄골하정맥, 경정맥, 고정맥 등의 중심

정맥이나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의 경우 팔정맥을 통해 삽입하기도

하며, 카테터의 말단은 상대정맥과 우심방 사이(SVC-RA junction)에 위치하도록 한다.  

모든 혈관내 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실제 압력측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zeroing”은 대기압에 대해 변환기의 압력을 zero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심장충만압이 10 mm Hg은 주변의 대기압보다 10 mm Hg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이완기말에 실제로 심장벽을 통과하는 확장기 압력이 정확히 10 mm Hg라는 것은 아니다. 

 

4.2. 정상 중심정맥압 파형

 

중심정맥압 파형 역시 심장의 주기적인 운동에 의해서 특징적인 파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은 3개의 수축기 요소(c 파, x 하강, v 파)와 2개의 이완기 요소(y 하강, a 파)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표 2). 중심정맥압 파형은 심장 수축의 다양성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심방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a 파는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표 2. 중심정맥압 파형의 요소들

 

이러한 중심정맥압은 호흡의 변화에 따라 상대정맥을 통해 전달되는 흉곽내 압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만약 흉강내압의 변화는 흉강 내의 혈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측정되는 값은 변화하지만 이와 관련된 경벽압은 실제로 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심정맥압을 측정할 때 호흡에 따른 변화는 심실충만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심실충만압은 호기 말에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가 흉곽내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시기(zero)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심정맥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때, 만약 환자가

양압환기를 하고 있다면 중심정맥압 값이 가장 낮을 때가 호기말의 압력이 되며, 만약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고 있다면 중심정맥압 값이 가장 높을 때가 호기말의 압력이 될 것이다(그림

6).  

 



 

그림 5. 정상 중심정맥 파형. 이완기 요소들 (y 하강, 이완기말 a 파) 그리고 수축기 요소들 (c 파, x 하강, 수축기말

v 파)가 제시되어 있다. 심박수가 느리기 때문에 이완기 중기의 평탄파인 h 파 역시 보인다. 동맥 (ART)를 이용하여

중심정맥 파형을 추적하는 것은 수축기 압력파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From Mark JB:

Atlas of Cardiovascular Monitoring.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8, Fig. 2-5.)

 



 

그림 6. 호흡이 중심정맥압 측정에 미치는 영향. A, 자발호흡동안, 흉강압은 흡기시작 (화살표)에서 감소하고

중심정맥압(CVP)과 폐동맥압 (PAP)으로 전달된다. 중심정맥압 (평균압력, 14 mmHg)은 호기말의 값을 사용해야

한다. B, 양압환기 동안, 흉강압은 흡기(화살표)가 시작되면 증가한다. 호기말 중심정맥압의 값은 평균 8 mm Hg이다.

(From Mark JB: Atlas of Cardiovascular Monitoring.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8, Figs. 16-1

and 16-2.)

 

4.3. 심방충만압과 중심정맥압의 관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심장 내 용적을 유추하기 위해 심방충만압을 측정하게 된다. 심실내

압력은 중심정맥압의 측정값으로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삼첨판의 이상이 없다는 조건

아래서 중심정맥압은 우심방압(right atrial pressure, RAP)과 같아지고, 우심방압은

이완기말 우심방압(righ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RVEDP)과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중심정맥압을 우측 심장의 충만압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승모판의 이상이 없다는 조건에서 폐동맥쐐기압(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

PAWP)은 좌심방압(left atrial pressure, LAP)과 같고, 좌심방압은 이완기말 좌심방압(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과 같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쐐기압을 좌심방 충만압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7)23.  

 

 

그림 7. 좌심실 충만 및 좌심실 전부하와 관계된 다양한 측정값들간의 상관관계. CVP, 중심정맥압력; LA, 좌심방;

LAP, 좌심방압력; LVEDP, 좌심실 이완기말압력; PA, 폐동맥; PADP, 폐동맥 이완기말압력; PAWP, 폐동맥쐐기압력;

P-V, 압력-용적; RA, 우심방, RV, 좌심실.  (From Mark JB: Atlas of Cardiovascular Monitoring.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8, Fig. 15-5.)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심장 또는 폐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심정맥압이 전부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심정맥압의 수치만 가지고 심장의 용적을

예측하려 한다면 임상상황을 오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폐동맥압(pulmonary artery pressure) 

 

 

5.1. 폐동맥 카테터(pulmonary artery catheter)

 

 Swan과 Ganz 등이 1970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폐동맥 카테터를 삽입하여



혈역학적 감시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후 심장의 능력과 전신 산소 전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중환자 감시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준 폐동맥 카테터는 7.0 ~ 9.0-Fr 둘레를 가지고 있으며, 110 cm 길이로서 4개의

내경을 가지고 있다. 가장 원위부는 폐동맥압을 측정하며, 두번째는 그보다 30 cm정도

근위부에 위치하며 중심동맥압을 측정할 수 있다. 세번째 내경은 끝부분 주위의 풍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지막은 풍선 근처에 위치한 temperature thermistor가 위치해 있다.

(그림 8).

 

 
 그림 8. 폐동맥 카테터의 기본 구조. 5.2. 폐동맥 카테터(pulmonary artery catheter)의 응용

 

폐동맥 카테터는 폐동맥의 폐쇄압 또는 쐐기압을 측정하여 좌심실 이완기말 압력(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을 예측하고 심실내 용적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심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폐동맥 카테터는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이유를 알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폐동맥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은 여러 혈역학적 지표를 측정하여 수술 중 환자 관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환자의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합병증의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사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심실

기능이 감소되어 있거나 다량의 혈액 이동이 예상될 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며, 지속적 혼합

정맥혈 산소 포화도 감시가 가능하고, 중환자실에서 술후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카테터를 삽입함으로써 감시, 예측할 수 있는 혈역학적 지표는 좌심방압, 이완기말



좌심실압, 심박출량, 우심실박출지수,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외에도 전신혈관저항,

폐혈관저항 등을 간단한 공식을 통하여 산출해 낼 수 있다. Swan-ganz catheter 를 이용하여

심박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열희석법을 이용한 것이 가장 전통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적지 않은 합병증으로 인해 근래에는 비교적 침습성이 적으면서 간접적으로 심박출량을

감시하는 장치(FloTrac, Vigileo, Vigilienc, PiCCO, LiDCO, NICOM)들이 개발되어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6. 결론

 

 

심혈관계의 감시는 마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이며, 전자감시장치의 발달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최근 감시기계들은 더욱 정확해지고 더 많은 혈역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그 복잡성 역시 커지게 되었다. 혈역학적 감시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환자

감시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의 질환과 생리학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적절한 환자의 처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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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의식과 진통은 마취의 필수 요소로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마취심도는

각각 별개인 이 두 가지 척도에 관하여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적절한 마취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감시장비들이 개발되어 왔다. 환자의 의식상태를 반영하는 장비로는 Bispectral

index(BIS), patient state index(PSI), 엔트로피 및 청각유발전위가 있고 진통의 정도를

반영하는 방법에는 심박수 변이도와 surgical pleth index(SPI)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장비들은 무의식과 진통 중 어느 한쪽만 반영하는데다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뇌파와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보기 쉽게 가공 처리한 것이라

정확한 마취심도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시장비의 한계를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객관화하고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임상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각 장비들의 고유한 특성과 제시하는 기준을 잘 파악하여 필요

시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서론

 

 

Prys-roberts는 마취에 대하여 약물에 의하여 야기된 무의식으로 수술에 의한

유해자극을(noxious stimuli)를 지각하거나(perception) 기억하지(recall) 않는 것이라

정의하였다.34 전신마취를 받는 환자에게 있어 충분하지 못한 마취는 수술 중 각성으로 인한

정신적인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마취는 수술 중 혈압과 심박수의

저하와 이에 따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술 종료 후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마취

중에는 적절한 마취 심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취 심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어 왔다. 이번 시간에는 마취심도는 무엇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적절한 마취 심도의 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2.1. 마취심도

 

Prys-roberts에 따르면 마취심도는 통증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으로 효과처(effect

site)의 약물 농도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측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였다.34 같은

맥락에서 마취제의 약동학적, 약력학적인 특성은 마취심도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약물 농도

측정의 이상적인 부위는 약물의 수용체나 중추신경계와 같은 효과처의 체액이지만 이

부위에서의 측정이 실제 임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맥마취제는 혈장에서,

흡입마취제는 호기말가스에서 약물농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마취제의 농도와 효과

사이의 관계를 Cp50 혹은 최소폐포농도(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MAC)로 나타낼

수 있다. 피부절개 등 표준자극에 50%이상이 반응하지 않는데 필요한 혈장 농도를 Cp50,

폐포내 마취농도를 MAC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자극에 대한 척수반응을

반영하고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35 Glass는 전신마취에서 뇌의 무의식과 척수를

통하여 뇌로 전달되는 통각을 차단하는 진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36 Jessop

등은 전신마취는 마취제에 의하여 진통과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의 저하가 동시에

유도된 상태로서 마취약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의 저하를 유발하여 마취의 심도가

깊어지며, 수술적인 자극으로 인한 통증은 환자의 의식수준을 깊은 마취상태에서 얕은

마취상태로 이행시킨다고 하였다.37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은 가벼운 자극에서부터 수술적인

자극 혹은 기관 삽관과 같은 강력한 자극까지 다양하다. 자극의 강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수술의 진행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마취의 심도는 무의식과

진통이라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별개인 두 가지 척도에 관하여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마취과 의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술 중 환자가 각성(awareness)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회상(recall)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임상에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기구들이

무의식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2.2. 기억과 각성(memory and awareness)

 

수술 중 각성은 환자에게 끔찍한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임상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각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환자의 각성에 관련된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제한적이다. 수술 중 각성의 빈도가 낮아 기억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 대상이 필요한데 이런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윤리적 의미도 중요한데, 수술 중 각성에 대한 중등도 또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취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수술 중



각성은 주관적인 정신적 경험이기 때문에 각성의 유무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970년에 Brice 등이 사용한 방법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38 그 이후 Abouleish와 Taylor가 수정된 Brice 설문지를 제시하여 수술 중

각성의 빈도를 평가하는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39 기억과 각성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자면,

각성이란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을 그 즉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회상(recall)이란 인지하였던

것을 그 이후에 기억(memory)을 통하여 되살려 내는 것을 말한다. 수술 후의 기억은 수술

중에 일어난 사건을 의식적인 통제처리에 의해 명확하게 기억하는 외현기억(explicit

memory) 과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로 명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수술 후 행동변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암묵기억(implicit me mem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40,41 1960년에

Hutchinson이 수술 중 각성의 빈도를 1.2%라고 보고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42

연구자들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 이는 대상환자의 수술종류와 마취방법, 그리고 술 후에

인터뷰한 시기와 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50년간 수술 중

각성의 빈도는 1%에서 0.1%로 10배 정도의 감소를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건강환 환자에서

수술 중 각성이 발생할 빈도는 0.1%이고, 고위험 군에서는 1.0-1.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 중 각성이 발생할 고위험 수술군으로는 심장수술, 외상수술, 제왕절개,

기도내시경수술(airway endoscopic surgery)과 소아수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중 각성이 발생하는 요인은 필요한 마취제의 요구량과 공급량간의 불균형 때문인데

이는 3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요구량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충분히 마취제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이다. 마취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판단능력이

떨어지거나 세심하게 감시를 하지 않게 되면 전신마취 중 마취제의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흡입마취제로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기화기, 마취기 회로, 호기말 마취제농도

감시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흡입마취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정맥마취제로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약제를 주입하는 펌프에서 약제가 주입되는 정맥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환자가 낮은 마취제 요구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마취제가 공급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경우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마취제 요구량이 더 낮지만 낮은 농도의 흡입마취제로 마취를 할 경우 수술 중

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저혈량이나 심부전 등으로 낮은 관류상태를 유지하는 환자의 경우

혈역학적 저하를 염려하여 최면제를 적게 사용할 경우도 수술 중 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상적인 마취제가 공급되었지만 환자의 요구량이 큰 경우이다. 마취에 사용되는

최면제 또는 아편유사제에 내성이 있거나 내성은 없지만 마취제 요구량에 대한 개체간 차이가

커서 마취제 요구량이 큰 사람도 있다. 유전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술 중 각성이 여러 번

발생한 사람도 보고되었으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기존연구는 외현기억을 알아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암묵기억의 평가는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암묵기억도 외현기억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병원과 의사에 대한 공포와

불신에서부터 수년간 지속되는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술 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3. 마취심도의 측정 방법

 

 

적절한 마취심도는 사용하는 마취제의 농도가 환자가 편안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적절하게 도달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적절한 마취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주관적인

방법(Subjective methods)과 객관적인 방법(Objective methods)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Table 1). 주관적인 방법은 자극에 대한 환자의 움직임과 자율신경계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방법은 마취심도의 측정을 위하여

개발된 각종 감시장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마취심도를 평가한다.

 

 

Table1. Methods of assessing anesthetic depth

 

3.1. 주관적인 방법(subjective methods)

 

마취심도의 평가를 위하여 실제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빈맥, 발한, 눈물, 산동 등이 발생하면 마취심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율신경계 반응들을 점수화한 것으로 PRST(pressure, rate, sweating, tears)

점수가 있다.43 하지만 환자의 상태나 수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힘들 수 있으므로

자율신경계의 반응만으로는 정확한 마취심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탈수상태(dehydration), 저산소증 (hypoxia), 저체온 혹은 고체온증, 갑작스러운 다량의

실혈(massive blood loss)등은 혈역학적인 변화를 수반하여 마취심도를 낮게 유지하게 될 수

있다. 환자가 수술 전 복용하던 약제(베타차단제를 비롯한 항고혈압제), 수술 중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승압제(inotropics), 혈관수축제(vasopressors) 및 혈관확장제(vasodilators)

또한  마취심도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마취심도가 얕아짐을 환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완고립법(isolated forearm technique)이 사용되기도 하다.44 하지만 최근에는

근이완제의 발달로 수술 중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근이완 상태를 유지하므로 환자의

움직임으로 마취심도를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마취심도 측정방법들이 고안되었다.

 

3.2. 객관적인 방법(objective methods)

 

마취심도 측정을 위해 진정, 최면의 객관적인 평가는 주로 뇌파를 기반으로 한다.

표준뇌파분석은 실시간의 뇌파를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여

비전문가의 경우 해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인쇄가 필요하여 수술실 환경에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뇌파의 신호를 조작, 가공하여 환자의 의식 수준을 보다 쉽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뇌파가공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파워스펙트럼(power spectrum)은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time domain)인 뇌파를 푸리에(fourier)변환을 통해 일정 단위시간

조각(epoch) 동안의 뇌파의 진폭을 주파수별 크기에 따라(frequency domain) 표시하여준다.

그러나 파워스펙트럼 분석은 자연적인 각성과 수면 상태의 EEG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마취로

유도된 EEG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웠고, 마취의 심도를 일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파워스펙트럼 분석은 주파수의 함수로 파워 분포를 정량화하여 뇌파를 선형 모델로

가정하였기에 위상(phase)과 관계된 정보는 무시하여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위상

연동(phase coupling)과 같은 다양한 신호들 사이에 일어나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마취심도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뇌파를 기반으로 한 측정법으로  Bispectral index, Patient state index, 엔트로피,

청각유발전위 등이 있다.

그 외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통한 반응을 감시하는 장비로 surgical pleth index, 심박수

변이도 측정법 등이  있다. 

 

3.2.1. Bispectral index (BIS)

BIS는 신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위상연동의 분석고려한 bispectrum 분석을

도입하여 진정의 깊이를 제시한다.45 깊은 마취 상태를 나타내는 burst suppression ratio,

얕은 진정 상태를 반영하는 beta ratio, 얕은 마취나 중등도 진정을 나타내는

위상일치진정(SynchFastFlow)과 세가지 보조 지표로부터 구해진 값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이미 연구된 database로부터 그 합산 값에 해당하는 백분위의 BIS값을 나타내며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현된다(Fig. 1) 

 



 

Figure 1. Bispectral index 범위 지침

 

BIS에서 제시되는 수치의 임상적인 의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Midazolam,46

propofol47,48 및 여러 흡입마취제에49-51 의한 진정 시 BIS는 각성/진정의 관찰자 평가

측정척도(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OAA/S)와 같은 진정 지수19

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Table 2.).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가볍게 흔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소실되는 OAA/S 점수 2와 1사이 정도를 의식의 소실로 정의하고 이때 BIS 수치는 68에서

75정도가 된다. BIS 수치 60아래에서는 recall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전신마취중 수술자극에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46,47 전신마취의 마취유지는 BIS 수치 45에서 60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52,53 BIS를 사용한 연구에서 BIS 감시하에 마취하지 않은 실험자들은

깊은 진정과 돌발파 억제(burst suppression)에 상응하는 BIS 수치 30–4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52,54-56 이는 많은 마취과 의사들이 혈역학적 반응과 움직임의 억제를 통하여

통상적인 마취를 제공하는 경우에 보다 깊은 마취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각성/진정의 관찰자 평가 측정척도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OAA/S)

 

BIS를 이용하면 마취로부터의 회복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Gan 등은52 propofol,

alfentanil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전신마취에서 BIS에 의한 마취의 적정을 한 군과

일반적인 마취를 한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propofol의 사용량이 23% 감소하고 발관까지의

시간이 35%을 단축하였으며 회복 후 퇴실까지의 시간이 감소함을 보여주었고, Song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56 통원수술에서 propofol과 desflurane을 사용한

마취 후 fast track의 적절성이 BIS의 사용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24 다른

여러 논문들 또한 뒷받침하고 있다.57,58

한편 BIS의 사용이 수술 중 각성을 감소시키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지는 않았다. Ekman등은55 비심장수술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BIS 감시군에서

explicit recall의 발생을 77%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저자도

제기하였듯이 4년 전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던 곳과 동일하여 인해 과거 연구참여자가

영향을 받아 각성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Myles 등은 고위험군 발생률 1%로

연구에 필요한 환자수를 2,500명으로 계산하여 BIS를 감시한 군에서 2건의 각성이 감시하지

않은 군에서 11건의 각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B-Aware trial).54 하지만 Avidan 등은

BIS를 40에서 60의 사이를 유지한 군과 ETAG(호기말 마취가스 농도)를 0.7-1.3 MAC으로

유지한 군을 비교하여 두 군 모두에서 각 2 건의 각성을 보여 BIS의 감시를 routine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B-Unaware tiral),59 최근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연구(BAG-RECALL trial)에서도 BIS 감시하에 7명(0.24%), ETAG 감시하에

2명(0.07%)의 각성을 보고하였다.60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성의 빈도가 워낙 낮고

전향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절한 연구가 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수술 중 각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현기억에 대한 논문이지만 BIS와 암묵기억에

관한 보고들이 있다. Lubke등 전신마취를 받은 외상환자에서 단어어간 완성검사(word stem



completion test)와 처리해리절차(process dissociation paradigm)을 이용한 연구에서

수술 중 제공된 단어로 어간을 완성한 수가 BIS 수치가 높을수록 많음을 보여주고 BIS 60

이하에서 암묵기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61 Stonell등은 BIS 50 이상에서 successful

priming이 있다고 하였고,62 Deeprose 등은 평균 BIS 수치가 42이상에서 점화(priming)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신마취 중 발생한 무의식적 기억의 후유증에 대한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나 수술 중 무의식 상태에서 기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러한 BIS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수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마취조절로 암묵기억의 형성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2.2. Patient state index (PSI)

PSI는 Physiometrix사가 개발한 독점적인 뇌파지표이다. 분석과정에서 시간, 주파수

영역과 위상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의식이 소실될 때와 각성할 때의 공간적인 정보까지

반영하였다. 양측 전측두(frontotemporal) 영역을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한쪽 영역에서

신호를 감지하는 것보다 공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Fig. 2). 

 

 



Figure 2. PSI sensor (SEDLine, Masimo Co., Irvine, CA) 및 부착위치

 

알고리즘은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정상인,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람,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기록한 대략 20,000개의

뇌파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표준진료지침으로 다양한 약제로

전신마취를 받는 환자들에서 측정한 대규모 뇌파자료이며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0.1 MAC씩 증가시키면서 의식소실을 유발하고 이후 의식이 회복되는

64개의 시술 동안에 측정한 뇌파기록으로 구성되었다. 

뇌파 신호는 네 개의 채널에서 받게 되며, 채널당 초당 2,500개로 샘플링되며, 0.5-70

Hz의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킨 후 곧이어 Nyquist 이론에 따라 필터링을 통해 채널당 초당

250개로 다시 샘플링한다. 잡파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뇌파신호 중에서 잡파가

제거되고, noise가 없는 뇌파 epoch을 추출한다. 또한 뇌파억제를 감지하여

돌발파억제(burst suppression)를 계산하고 추가 분석을 위하여 억제된 부분을 제거한다. 이

비율은 제조회사의 사용자 interface로 감시가 가능하고, PSI 알고리즘에 반영된다. 1.25초

epoch의 뇌파자료가 주파수 변환되어 하위밴드(subband)가 되는데, δ, θ, β, α, γ파와

전체파워(0.5-50 Hz)를 포함한다. PSI 알고리즘 개발과정에서 이용한 최면상태와 관련된

특징적 양상이 알고리즘에 대한 입력(input)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들 양상은 아래의 측정을

포함한다.

 

 감마밴드에서 전두엽과 정점(vertex)간의 파워의 절대차(absolute power gradient)

 베타밴드에서 전두엽의 중앙과 가운데지역(central region)과 알파밴드에서 전두엽의

중앙과 두정엽간의 파워의 절대변화(absolute power change)

 전두엽에서의 전체 스펙트럼 파워(total spectral power)

 전두엽 가운데에서 전체 스펙트럼의 평균 주파수

 정점에서의 델타밴드에서의 절대파워

 느린 델타밴드에서 상대파워 

 

이 모든 측정양상이 PSI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이들이 가우스분포를 따르도록 변환하게

되는데, 이는 PSI를 계산하는데 이용하는 다변량 통계량의 적합한 해석에 필요한 통계적

가정을 확증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특성의 모든 요소들은 특정 기준점에서의

분포에 대한 표준점수(Z-score)로 변화하게 되고, 그 상태로부터의 편차(deviation)의 확률로

표현된다. 이 표준화된 점수의 현재값이 PSI 값을 업데이트하는데 입력신호(input)로

활용된다. PSI는 관찰값이 기준상태(reference state)에 속할 확률과 기준상태 또는 다른

각성 상태에 속할 확률의 합의 비율이기 때문에 0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억제비율(suppression ratio)과 진정의 단계에 서 급격한 변화에 민감한 두 개의



관찰자(observer) 함수가 PSI 알고리즘을 조정하는데 이용된다. 적절한 민감도를 위하여 이들

관찰자들이 개인별 환자의 기준값(baseline)에 상대적인 자체표준(self-normed)이 된다.

이들 함수와 보정된 PSI는 매 1.25초보다 업데이트된 후 다시 필터링되고 sliding window로

축약되어 전체적인 PSI trend는 매 6.4초마다 업데이트가 된다. 

제조회사에서는 25-50사이를 전신마취에 적합한 범위로 추천하고 있다. PSI 값은 이전

값들과 함께 trend로도 표시되고 현재의 값으로도 표시가 되는데, 특이한 점은 PSI 값에 따라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EMG, 잡파(artifact), 돌발파억제(burst

suppression)를 정량화해서 사용자 interface에 표시해 준다 (Fig. 3). 

 

 

Figure 3. Patient state index (PSI)의 guideline

 

Propofol의 중추신경계 효과의 대리표지자로서 PSI와 BIS를 함께 평가하였을 때

propofol의 농도에 따른 마취심도를 두 지표 모두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63

Sevoflurane의 경우에도 두 지표 모두 sevoflurane의 농도변화에 따른 마취심도를 잘

예측해 주었다.64 그렇지만 BIS처럼 암묵기억이 일어나지 않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직



제시되어있지 않다.

 

3.2.3. 엔트로피(Entropy)

엔트로피란 시스템 내의 무질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으로서 신호의

불규칙성(irregularity), 복잡성(complexity),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을 기술하여

불확실성을 분석한 값이다. 뇌파도 파워스팩트럼 분석 후 불확실성 수준인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 한가지 성분의 주파수가 있다면 완전히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엔트로피 값은

0이고 여러 가지 주파수 요소가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진다.65 각성상태에서는 뇌파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지만 마취약제를 투여하여 마취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뇌파는 규칙적으로 되면서 엔트로피 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착안하여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마취심도를 감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신호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 시간영역(time domain)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Shannon

entropy와 approximate entropy가 있고, 주파수영역(frequency domain)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spectral entropy가 있다. 이 중에서 spectral entropy가 유일하게 현재

마취심도를 감시하는 상업적인 장비(GE Healthcare Entropy Module (formerly

Datex-Ohmeda M-entropy),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nited Kingdom)로

이용되고 있다. 

GE healthcare module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엔트로피를 제공해 주는데 두 가지의 다른

엔트로피를 분석하는데 하나는 state entropy(SE)로 대부분 뇌파로 구성된 0.8-32 Hz

범위에서 이전 15초 내의 뇌파 자료로부터 계산되는 반면에 response entropy (RE)는 전두

부분의 근전도(frontal electromyography, FEMG)를 반영하는 32-47 Hz범위를 포함시켜

0.8-47Hz사이에서 계산된다. EMG 신호가 갑자기 나타날 때는 특정 외부적인 자극에(예:

유해자극) 대해서 환자가 반응을 보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 반응은 마취가 얕게 될 경우 일어날

수 있으며, 만일 자극이 계속되고, 추가적으로 진통제가 투여 되지 않을 경우 마취심도는

얕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EMG는 임박한 각성의 빠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E는 스펙트럼상 뇌파가 우세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주로 대뇌피질의 활성을 반영하게 되어,

대뇌피질에서 최면제(hypnotics)의 효과를 보는 안정적인 지표가 된다. RE는 EEG와 EMG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각성 때처럼 EMG의 활성이 커질 경우 급격하게 증가한다. 즉 마취가

깊어짐에 따라 RE와 SE는 같아지고 이 차이가 증가하면 마취심도가 얕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66,67

전신마취에 적합한 값으로 40-60 사이의 SE값을 제조회사에서 추천하고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최면제의 용량을 변화시키고, SE가 이 범위 내에 있는 상태에서 RE가 SE보다

10이상 커질 때는 진통제를 더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안면근(facial muscle)의

활성이 진통척도의 대리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주는 RE의 증가는

진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7,68 최면제와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



entropy module이 BIS와 상응하는 결과를 보였으며,69,70 propofol로 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BIS와의 상관관계도 좋았다.71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 entropy

module이 최면제나 흡입마취제의 중추신경계 효과에 대한 대리표지자로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독립된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고, GE monitor의

module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GE monitor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PSI와 마찬가지로 암묵기억이 일어나지 않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직

제시되어있지 않다.

 

3.2.4. 청각유발전위(Auditory evoked potential, AEP)

청각 자극은 가장 늦게 없어지는 감각 형태이자 마취심도가 얕아질 때 가장 먼저 회복된다.72

 청각유발전위는 청각능력이 정상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딸깍(click)하는 소리와 같은 청각

자극을 준 후 측정한 뇌파로부터 추출한 일종의 전기파(electrical wave)이다. 두피에 붙인

전극들로부터 측정된 청각유발전위는 여러 개의 양성 및 음성굴절(positive and negative

deflections)로 구성되며, 이 굴절은 정상적인 청신경 경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통합성 및

대뇌피질의 활성도를 반영한다. 딸깍하는 청각 자극을 표준화시켜서 자극하게 되면

청각유발전위는 일정하고 균일한 형태의 모양을 보이게 되며, 이를 청각자극 후에 나타나는

굴절의 지연(delay)인 잠복기(latency)에 따라 분류하면 뇌간청각 유발전위(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중간잠복기청각 유발전위(middle latency auditory evoked

potential), 그리고 잠재성청각 유발전위(long latency auditory evoked potential)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중간잠복기청각 유발전위는 청각 자극 후 10-100ms후에 발생하는데

이는 대뇌의 일차 청각 중추에서 얻어지는 신호로 청각 자극에 대한 일차적인 대뇌피질의

반응이고, 마취 중 무의식의 정도와 가장 잘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차가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마취제에 있어서 용량의존적으로 억제를 보여 마취심도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73,74 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중간잠복기청각 유발전위는 관찰하는

사람이 관련 있는 파형과 없는 파형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진폭과 잠복기를 정량화하는 것이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편이(bias)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제약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Kenny 등이 AEP index를 제시하였고,75

이것이 처음으로 상업화된 장비로 출시되어, 현재 국내에서도 aepEX 장비(Medical Device

Management Ltd., Essex, UK)로 도입되어 있다(Fig. 4). AEP index는 중간잠복기청각

유발전위의 변화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BIS와 같이 100까지의 숫자로 마취심도를

표시하는데 0은 뇌의 활성이 없는 상태이고, 100은 각성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제조회사의

사용자 안내지침에 따르면 각성상태와 무의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값을 50-60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술에 적합한 값으로 30-45를 제시하고 있다. 

 



 

Figure 4. AEP index는 뇌파 측정에 필요한 전극을 3개 붙이게 되는데, 이마의 정중앙, 이마의 정중앙에 붙은

전극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10 mm 옆, 우측 유양돌기에 각각 거치한다.

 

3.2.5. SPI (surgical pleth index)

마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무의식, 근이완, 자율신경의 안정성과 진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중에서 앞서 소개한 네가지 감시장치(BIS, PSI, 엔트로피, 청각유발전위)는 최면제에

의한 진정척도를 감시하는 장치이며, 마취중인 환자에서의 진통척도를 평가하는 감시장치로

GE monitor에 모듈형식으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PI가 최근에 출시되었다.

개발초기단계에서는 surgical stress index (SSI)로도 불리어 졌다. 전통적으로 진통의

적절성은 심박수 또는 혈압의 변화, 환자의 움직임, 근의 긴장도(tension)로 평가하였는데,

맥파파형(photoplethysmographic pulse wave) 높이(amplitude)의 억제나 안면근(facial

muscle)의 활성이 불충분한 진통의 표지자로 제안되었고,76-78 이를 근거로 맥박산소포화도

감시장치의 파형을 이용하여 SPI를 계산하게 되었다.

맥파의 높이는 손가락에서 진동(pulsating)하는 혈액용적과 연관되어 있고, 이는 그

부위에서의 관류(perfusion)와 관련이 있다. 맥파간격은 심박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두 지표는 모두 맥박산소포화도 감시장치에서 얻을 수 있고, 이들 두 변수들을

신호처리하고 조합하여 SPI를 계산하였다. 100 Hz로 샘플링을 하고, pulse beat interval

(PBI)와 photoplethysmographic amplitude (PPGA)를 추출한 후 개별 환자의 심박수와

PPGA 자료를 토대로 PBI와 PPGA를 모두 표준화한다. 이때는 대규모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축적해 놓은 선험적(a priori) PBI와 PPGA 자료 분포를 이용한다. 표준화된 이후에

아래 식을 이용하여 SPI를 계산하게 된다. 

 

SPI = 100 x (0.33xPBInorm + 0.67xPPGAnorm)

 

SPI의 값은 0에서 100까지의 범위에 있으며, 100은 스트레스 수준이 아주 심한 경우로

진통제에 대한 반응성이 아주 좋은 상태이고, 0은 스트레스 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로 진통제에

대한 반응이 아주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SPI는 현재 GE monitor의 최신기종인 B850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nited Kingdom)에 모듈형태로 탑재되어 상품화되었다(Fig. 5). SPI는 remifentanil의

투여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47 진통이 있는 부위를 신경차단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SPI값이 더 낮았을 뿐더러 심박수, 혈압, RE보다 더 좋은 예측성능을 보였다.79 RE, SE,

심박수, PPGA보다 정주한 아편유사제의 변화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최면제의

변화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80  

 

 

Figure 5. SPI와 entropy 감시 화면. 진정심도를 감시할 수 있는 SE와 진통심도를 평가할 수 있는 SPI가 함께

화면에 표시되고, window split기능을 이용하면 SE와 SPI를 함께 표시하는 Balview로 감시할 수 있다.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SPI와 SE을 이용한 마취 적정성의 평가방법을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진통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 SPI의 목표값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SPI는 마취된 18세 이상의 환자에서 적용되며, 반드시 손가락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부정맥이 있거나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에서는 금기가 된다. 또한

atropine과 같은 anticholinergic agent를 투여하거나 혈관수축작용을 가진 약제를



투여하였을 경우에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아 술중

SPI를 이용하여 감시하였을 때 진통제 사용량이 감소하였다거나 술중 재원기간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잠재적인 결과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향후 술중 적정 진통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SPI 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SE와 SPI에 따른 마취의 적정성 평가

 

3.2.6. 심박수 변이도 측정(Heart rate variability, HRV)

심혈관계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가장 잘 반영하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와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는 서로 길항적이고

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심박수 변이도를 측정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데 전신마취는 심박수 변이도를 억제시키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마취심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81 그러나 심박수 변이도는 환자의 의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뇌간 반사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술 중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수술 중 발생하는 통증 자극에 대한 적절한 진통이 이루어지는가

여부를 감시하는데 적합하다.82

 

 

4. 결론

 



 

마취심도는 무엇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마취심도는 각각 별개인 무의식과 진통이라는 척도에 관하여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보다 객관적으로 마취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여러

장비들이 임상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감시장비들의 원리와 제시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 시에 적용한다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마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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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들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효과관계를 이해하고 환자-내/-간의

변이성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예측하여 최상의 약물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근이완제의

투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임상상황에서 근이완제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치료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약물의 효과 즉, 근이완제의 작용효과인 근이완 정도를 적절한

근이완 감시장치를 통해서 측정, 감시하는 것이 최상의 근이완제의 약물치료 방법이다. 수술과

마취가 종료된 이후에 근이완제의 잔류효과가 존재하는 잔류근이완(residual

curarization)은 임상상황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다. 이는 최근 짧은 기간 작용하는

근이완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약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임상

모니터링의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연제는

임상에서 근이완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확한 감시를 위하여 알아야 할 기초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 서론

 

 

1.1. 근이완 감시의 필요성

 

발관(extubation)은 마취과 영역에서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 중의 하나이다. 수술 종료 시에

잔류 근이완(residual neuromuscular blockade 혹은 postoperative residual

curarization, 이하 PORC)은 저산소혈증에 대한 호흡계의 반응과 구토 반사(gag

reflex)등을 억제한다.1,2 Pancuronium과 같은 작용시간이 긴 근이완제의 사용은 기존

잔류근이완 기준(TOF < 0.7)에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의 빈도가 더 높으며, 이와 연관하여 술

후 폐 합병증의 발생빈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 그러나,

atracurium이나 vecuronium같은 중간시간작용 근이완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실에서 잔류 근이완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술 후 폐 합병증과도 연관이 있다.3,4

 

 

Table 1. 수술 후 사연속 자극비와 수술 후 폐 합병증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POPC) 발생

빈도와의 관계 

*p < 0.02 compared with atracurium or vecuronium. (Adapted from Larsen PB, et al: Acta

Anaesthesiol Scand 2002;46(9):1131.)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잔류 근이완의 발생률은 9−42%로 근이완제의 종류와

사연속자극(Train-of-four; TOF) 기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5,6 임상적인 기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잔류 근이완을 발견하기 힘들고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Table 2).7,8  

 

 

Table 2. 임상 테스트의 진단적 가치: 사연속 자극비가 0.9 미만에 해당하는 개별 임상 테스트들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및 음성 예측도 (Adapted from Cammu G. et al. Anesth analg 2006;102:426-9.)

 

잔류 근이완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근이완 감시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정량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육운동기록법(mechanomyography, MMG)은 근이완의 정확한 표준 정량검사법으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설정과정이 복잡하고 휴대성의 결여로 인하여 임상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었다. 1988년 이후 근가속도

검사법(acceleromyography, AMG)이 임상에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장비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사용법이 쉬우면서도 결과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9,10

 

 

 2. 근 이완 감시의 방법의 적용 

 

 

일반적으로 신경근 감시에 사용되는 근육들로는 무지 내전근(Adductor policis muscle),

안륜근(Orbicularis oculi), 눈썹 주름근(Corrugator supercilli), 후두근(Laryngeal



muscles), 횡격막(Diaphragm), 단무지굴근(Flexor hallucis brevis muscle) 등이 있다.

각각의 근육들이 근 이완제에 대한 작용발현시간과 회복시간, 근 이완의 정도가 다르므로

수술의 부위를 반영하는 근육들에 대한 신경근 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하는 근육의 근 이완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자극에 따른 각 근육들의 약동학적 반응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Fig. 1). 

 

 

Figure 1. 근이완제에 대한 개별 근육에서의 민감도의 차이. 가로막과 엄지모음근에서 근이완 반응의 차이는

민감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근이완 발현과 회복이 가로막에서 더 빠르다.

 

표면전극을 통해 운동신경에 전기자극을 주면 근육 연축이 일어나는데 이때, 연축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적은 전류량을 역치(threshold)라 하며 대략 15 mA 이다. 신경다발에는 많은

신경섬유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신경섬유를 탈분극시킬 수 있는 전류량을 최대전류(maximal

current)라고 한다. 근육의 수축력은 전류량에 대하여 S자형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낮은

전류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역치에 도달하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모든 축삭들이 반응하는 정점(plateau)이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최대전류보다 20 ~ 25% 높은 전류량(최대초과전류, supramaximal current)을 신경자극을

위해 사용한다. 이는 어떤 여건에서도 최대자극이 보장되는 전류량을 의미한다. 신경

자극기에서 나오는 자극의 펄스 폭(pulse duration)은 0.1 ~ 0.3 msec 로 파장은 사각파 및

단상파(rectangular, monophasic wave)로 하여 활동전위가 중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경자극형태로는 단일 연축 자극, TOF 자극,

강직성 자극, 강직 후 연축반응 수, 이중방출 자극 등이 있다(Fig. 2).

 

 

Figure 2.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경 자극의 형태. 

 

2.1. 단일 연축 자극(single twitch stimulation)

 

자극의 빈도는 0.1-1 Hz가 이용되는데 0.2 msec 동안 지속되는 사각파가 사용된다. 1 Hz

자극은 근 이완 작용 발현시간을 감시하는데 이용되는데 작용발현시간이 짧기 때문에 1 Hz 가

0.1 Hz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 근 이완제 투여 전에 측정한

대조치(control)가 필요하고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2.2. 사 연속 자극(train-of-four stimulation)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극법으로서, 2 Hz의 최대상 자극을 연속적으로 4회

단일수축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10-15초마다 반복해서 자극할 수

있다.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를 투여한 후에 TOF 자극을 주면 첫 번째에서 4번째로 갈수록

연축 반응이 작아지는 fade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fade의 비율을 계산하여 근 이완의 정도를

판정한다. 탈분극성 근 이완에서는 fade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2상 차단에서는 나타난다.

사전에 보정을 하여 최대상 자극을 선정하여 시행되면 T1 수축이 단일수축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사연속 자극법의 측정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근이완제 투여 전 기준치

보정없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수술 중, 회복시기 등 언제라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마취유도 시 기관 내 삽관을 위한 근 이완 감시뿐만 아니라 수술

중 근 이완 정도를 관찰하는데 유용하지만 근 이완 회복 시 잔류 근 이완 감시에도 유용하다.

사 연속 수(TOF count)가 1-3개이거나 사 연속 반응비가 0.15-0.25 사이이면, 수술에

충분한 근 이완 상태임을 나타내고. 0.9 이상이면 발관 하기에 충분할 만큼 근 이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최근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후속 연구에 의하여

TOF-Watch 등의 근가속도검사기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TOF ratio 1.0 을 발관 기준이

상향되었다. 임상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감시기구 없이 사연속 자극에 대한 반응을 촉지 또는

시각만으로 fade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민감도가 높지 않다.

2.3. 강직성 자극(tetanic stimulation)

TOF 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깊은 근 이완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30 Hz 이상

높은 빈도로 신경을 자극하면 각 근육 연축 반응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반응처럼 나타난다.

임상적으로 50 Hz (1초간 50번 빈도)로 5초 동안 자극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탈분극성 차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탈분극성 차단이나 제2상 차단에서는 fade가

나타난다. fade가 나타나기 기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접합전막 현상으로 보고 있다.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가 접합후막뿐만 아니라 접합전막에 있는 수용체에도 작용하여 Ach

유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경근 전달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방출된 ACh이 접합전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충분한 양의 ACh이 즉각 유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에 의해 신경근전달이 차단되면 이 수용체도 차단되어

연속자극에 대해 ACh이 충분하게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연축반응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fade가 나타나는 것이다.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에 의해 근 이완 된 상태에서 강직성 자극을 준

후 단일 연축 자극을 주면 근 연축 반응이 증가하는데 이를 강직 후

근육수축촉진(post-tetanic facilitation or potentiation, PTF or PTP)이라 한다.

2.4. 강직 후 연축 반응 수(post-tetanic count)



깊은 근 이완 상태에서 강직성 자극을 주고 3초 후에 단일 연축 자극을 1초 간격으로 15회

주면 근연축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 숫자에 따라 근 이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근

이완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강직성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강직 후 연축 반응이

먼저 나타난다. 강직 후 연축 반응 수와 TOF 자극에서 T1이 나타나는 시간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T1이 나타나는 시간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강직 후 연축 반응

수가 10개 이상 나와야 TOF 자극에서 T1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방법은 근 이완

정도(예; intense block)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안과수술과 뇌수술과 같이 환자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된 충분한 근 이완이 필요로 한 경우에 PTC를 0 혹은 1 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기도에 자극(tracheal suction)이 올 때 근육반응(기침반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PTC가 0 정도의 충분한 근 이완이 필요하다. 

 

2.5. 이중 방출자극(double burst stimulation)

 

DBS3,3 은 50 Hz 의 자극을 20 msec 동안 3회 주고 750 msec 후에 이것을 한 다발로

하여 다시 자극하는 것이다. DBS3,3 에 대한 반응은 강도가 같은 두 개의 연축반응으로

나타난다.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를 투여 시 fade를 관찰할 수 있다. 손으로 촉지할 때 TOF

보다 fade를 더 잘 구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류 근

이완을 배제할 수 없다.  근 이완 감시를 위한 자극형태 중 단일 연축자극을 제외한 평가법은

대조연축이 없어도 되며, 최대상자극이 설정되지 않아도 유사한 크기의 전류만 주어지면 근

이완 감시를 가능케 한다.

 

 

3. 근이완감시장치(Review of AMG system)

 

 

등척운동(isometric) 측정법에 기초로 한 MMG와는 달리, EMG와 AMG는

등장성운동(isometric) 측정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 AMG의 이론적 배경에는 뉴튼의 운동

제2법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힘(F) = 질량(m) x 가속도(a)

의 관계에 의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근육은 “질량”에 해당하며 측정 동안 “질량”이

일정하므로 “힘”은 직접적으로 “가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가속도의 측정은 가속도 변환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압전기 웨이퍼(piezoelectric wafer)가 적절한 덮개에 싸여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 압전기 웨이퍼가 움직일 때, 즉 가속도를 얻게 될 때 전압이 발생한다.

변환기가 손가락/발가락이나 근육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움직임이 있으면 전기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전기신호는 적합화되고 분석되어 모니터장치에 기록된다. 첫



원형(prototype)은 Myograph 2000®(Biometer International A/S, Odense, Denmark)

부분 변형 모델을 기록장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이어 상용 가능한 모델인

Accelograph®(Biometer International A/S)로 대체되었다. 그 이후에 Myotest®와 결합된

형태로 Mini-Accelograph®(Biometer International A/S)장치와 TOF-Guard®(Biometer

International A/S)가 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TOF-Watch®,

TOF-Watch® S, TOF-Watch® SX (Biometer, Odense, Denmark)과 Infinity® Trident

NMT Pod (Dräger Medical AG & Co. KGaA, Lübeck, Germany) 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러한 기기들에 사용된 압전기 변환기(piezoelectric transducer element)는 기본

구조상으로 동일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전자장치가 개선되었다. 가장 최신 모델인

TOF-Watch® 시리즈들은 엄지의 돌발적인 움직임과 같은 artifacts에 덜 민감하며,

자극전류회로(stimulation current circuitry)가 개선되어 피부저항이 큰 상태(3.5k에서

5kΩ까지 증가)에서도 일정한 전류자극이 가능하다.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얻어진 측정치들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모든 모델들에서 가속도 측정방식은 동일한

방식이며, 자극전류 감시기능을 포함하고 일정한 전류자극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TOF-Watch®와 TOF-Watch® S 모델은 연구용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TOF

ratio의 계산방법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TOF ratio가 100%가 넘는 값을 출력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자체 알고리듬(algorithm)을 갖고 있다.7 반면, TOF-Watch® SX 는

연구용 목적에 적합한 장치로서 수정되지 않은 원 측정값(raw data TOF value)을 출력하며,

옵션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접속장치(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4. 근가속도 검사기기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의할 점

 

 

MMG를 이용한 TOF비가 0.7에서 0.9인 경우에도 낮은 수준의 잔류 근이완이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AMG가

임상상황에서 이런 낮은 수준의 잔류 근이완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연구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개 control AMG TOF비는 1.10-1.15정도이며 간혹 1.47로 높은 경우도 있다.11 반면

MMG TOF비는 0.93에서 1.02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control baseline값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높은 AMG TOF비는 회복기의 TOF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잔류 근이완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은 TOF비가 적어도 0.9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AMG로 측정된 초기 TOF비가 1.20인 환자의 경우라면, 회복기에

TOF비가 1.08 (control baseline 1.20의 90% =1.08)이 되어야 하며, TOF가 0.95인 환자는



0.86 (0.95의 90%)의 값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ontrol baseline TOF비가

높게 측정되는 AMG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복기에 측정된 실제 값을 control

baseline값으로 보정하는 방법(정상화; normalization)이 추천되고 있다.12 

현재 사용되고 있는 AMG기기의 보정(calibration) 프로그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몇

차례의 단일 연축 자극(single twitches)이후 T1 반응을 100%로 설정하는 방법(Mode 1; All

TOF-Watch® series)이며 이 보정 모드에서는 자동적으로 50 Hz의 전류가 설정된다. 이

모드로 보정작업은 대략 10초가 소요된다. 두 번째 보정모드(Mode 2)는 T1반응을 보정할

뿐만 아니라 최대자극전류(supra-maximal current)를 결정해준다. 이 두 번째 보정모드는

TOF-Watch® S와 TOF-Watch® SX기기에서만 제공되는 모드이며 대략 30초가 소요된다.

최종 TOF비의 정상화(normalization)는 AMG감시에서 잔류 근이완의 감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 회복지수(raw recovery parameter)를 수정하는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는

Kopman과 Suzuki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며,11,12 이 정상화 작업을 위해서 근이완제의

투여 전에 측정된 기저 기준 값(baseline control TOF value)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기기들이 제공하는 자동화된 보정 법 대신에 수동 보정 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제로 임상에서 정상화는 통상적인 사용에는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 값을

고려하여 정상화 된 TOF비가 자동적으로 보정이 되도록 TOF-Watch 시리즈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보정과 정상화는 근이완제가 투여되기 전에

기준 값의 측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참고치는 해당하는 근육에 특이적이므로

수술 중 감시 근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일상적인 임상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도 AMG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근이완의 정확한 양적 검사로서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간주되는 기존의

MMG를 대체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MMG는 새로운 근이완제의 감시법이나 새로운

화합물을 평가할 때 표준 감시방법이다.  AMG와 MMG를 Bland-Altman법에 의한 비교를

하였을 때 비교적 좋은 일치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두 장비에서 얻어진 TOF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11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TOF-Watch®와 TOF-Watch® S기종은

TOF비를 계산하는 특별한 알고리듬을 가지고 있다. 즉, 만약 T2값이 T1값보다 크면,

TOF비는 T4/T1이 아닌 T4/T2으로 계산되며, 또한 이 값이 1.0 (>100%)을 넘게 되면 단지

1.0 (100%)만을 출력한다. 이것은 아직 체계화된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임상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차이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들은

연구용으로 부적합하며,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TOF값을 출력하는 TOF-Watch® SX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래 AMG측정법의 전제조건중의 하나가 엄지의 제한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 의하면 엄지에 75-105 g의 전부하(preload)를 설정하면 측정값의

변동성(variability)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로서 Hand

Adapter®(Organon)는 elastic preload장치로서 손바닥에 장착하여 stretching wing이



엄지를 지지해줌으로써 신경자극 시에 엄지가 손바닥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고 자극간에

항상 원위치(original position)로 복귀하도록 해준다. 이 장비에 대한 충분히 검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Claudius등의 연구에 의하면 AMG반응의 정밀도(precision)를 개선시켰으며,13

발현시간(onset time)에서의 AMG와 MMG사이의 오차(bias)를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AMG는 EMG/MMG에 비해 artifacts, unstable twitch response,

외과의나 수술실 근무인원에 의한 움직임 등의 결과로 오류를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엄지

내전근을 감시하는 경우에 손가락과 상지 전완을 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Fig 3).14 

 

 

Figure 3. 근가속도 검사기의 셋업 모식도. 두 개의 전극을 척골 신경 위에 위치하고,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의

측정을 위하여 엄지의 손바닥쪽 원위부에 부착된 작은 압전위 가속도 변환기(piezoelectrode acceleration

transducer)가 이용된다. 

 

 

5. Conclusions

 

 

임상 마취과의사는 여러 가지 병적 상태(화상, 사지 부동화, 감염, 신경손상 등)의 환자들을

수술실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신경근 접합부 수용체의 상/하향성 조절로

인하여 근 이완제에 대한 민감도와 저항성의 변화가 예상되며, agonist(succinylcholine)에

의한 위험한 상황(fatal hyperkalemia)이 초래될 수도 있다. 비교적 흔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잔류 근이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잔류 근이완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근감시(neuromuscular monitoring)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법임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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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보편적인 마취의 최종 목표는 환자에게 안락한 상태로 수술 및 시술을 받게 해 주는 것이다.

과거부터 여러 종류의 마취가 개발되어 왔고,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 없이 발전해

왔다. 흡입마취는 최소폐포농도(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라는 마취심도지표를

설정하여 환자에게 최면, 진정 및 기억상실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과거부터 흡입마취제가

주마취제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정맥마취는 그에 상응하는 마취심도지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불충분한 마취심도로 인한 문제, 또는 과도한 마취심도로 인한 문제 등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마취심도를 뇌파 분석을 통해 수치화시킨

바이스펙트럼지수(bispectral index) 또는 엔트로피 등의 모니터 장비와 함께 각종

정맥마취제의 원하는 혈중 농도 및 효과처 농도의 투여가 가능하게 해 준 목표농도

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이 개발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목표농도

조절주입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초약리(basic pharmacology), 즉

약물(정맥마취제 또는 수면제[예, propofol] 및 아편유사제[예, remifentanil])의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모형이다. 따라서 목표농도 조절주입을 이해하고 실제로 목표농도 조절주입장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그에 필요한 기초약리적 개념 및 용어,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약동학/약력학 모수 및 구획 모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목표농도 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은 정맥마취제 및 아편유사제 같은

약물을 정맥 투여 시 약물투여속도(예, μg/kg/min)로 주입하지 않고 혈중 농도 또는 효과처

농도를 결정하여 투여하는 방식이며, 목표로 하는 혈중 또는 효과처 농도에 도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용량은 약물이 환자의 신체에서 분포(distribution), 대사(metabolism),

제거(elimination)되는 양상(약동학, pharmacokinetics)과 약물이 환자에게서 임상효과를

나타내는 정도(약력학, pharmacodynamics)에 의해 결정된다. 신체는 약물의 분포와 제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구획 모형(예, 삼구획 또는 4구획 모형)으로 단순화할 수 있으나 각

약물마다 구획들의 초기분포용적이나 제거 및 대사, 구획 간 전달로 시간에 따른 분포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체에 약물이 주입되어 포화 상태에 도달한 후에 제거율을

보상할 수 있는 주입이 이루어질 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가성항정상태(pseudo-steady state)라 한다. 대부분의 약물들은 가성항정상태에 도달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목표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것은 적절한 주입계획으로



실행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도달 가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농도 조절주입이

소개되었다. 대부분의 정맥투여 약물에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주입속도 또는

혈중농도 변화에 따른 임상효과의 변화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혈중농도 변화와

임상효과 변화 사이에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며, 이를 이력현상(hysteresis)이라 한다.

지연된 시간은 약물이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부위에서 농도가 변화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서 효과처(effect site) 구획이라는 가상공간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효과처 구획은 임상효과가 효과처 농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농도 조절주입의 개요를 가지고 지금부터 본론에서 임상의사 및 간호사가

알아야 할 농도와 약동학 모수, 농도와 효과, 약동학/약력학 모수와 모형의 기본적 개념 및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농도와 약동학 모수

 

 

2.1. 왜 농도를 알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언뜻 보면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약동학을 배우거나 가르치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임상에서 약물의 농도를 알고자 하는 이유나, 개발

과정에서 약물 농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석으로 신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농도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농도를 알고 싶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효과를 가지고 출발하면 될 터인데 왜 알기 어려운 농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모든 약물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 치료제를 투여한 후 약물에 대한 임상적인 반응을 농도만큼이나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따라서 농도를 효과의 대리표지자(surrogate marker)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숫자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2. 용량과 농도의 관계

 

단순히 농도만으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약을 얼마나 주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하여서이다. 여기에 농도를 중간에

끼워서 생각하면 약을 얼마나 주면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때의 효과는 어떨 것인가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어렵게 표현하면

용량, 농도, 반응관계(dose-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약동학은 이 관계 중 특히 앞 부분의 용량, 농도관계(dose-concentration relationship)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여러 약리 관련 책에 보면, 우리 몸이 약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약동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 정의는 말하기에는 쉬우나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약동학의 정의는 약물 투여 후 시간, 농도 곡선에 대한 수학적인

해석이다(Fig. 1).

 

  

Figure 1. Time-concentration curve. Cp: plasma concentration of a drug.

 

2.3. 시간, 농도 곡선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약물 투여 후의 시간, 농도 곡선은 투여 후 약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면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체내에서 없어지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2.3.1. 영차역학(zero-order kinetics)

영차역학이란 약물이 단위 시간당 일정한 양씩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체내에 100

mg의 약물이 있고, 이 약물이 영차역학을 따르되, 시간당 10 mg씩 없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 시간 후에는 90 mg, 두 시간 후에는 80 mg, 세 시간 후에는 70 mg이 체내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 보면 Fig. 2와 같을 것이다. 약물마다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은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약물의 양을

분포용적으로 나누면 농도가 된다. 따라서 시간과 약물량과의 관계는 시간, 농도 관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Figure 2. Zero-order kinetics. X: amount of a drug. t: time in h. X0 = 100 mg, k = 10 (mg/h).

 

2.3.2. 일차역학(first-order kinetics)

Figure 2의 영차역학은 매우 간단하고 선형적(linear)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차역학에

따라서 소실되는 약물은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약물은 일차역학에 의하여 소실된다.

일차역학이란 단위시간당 약물이 일정 퍼센트만큼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즉, 현재 체내에

100 mg의 약물이 있고 시간당 20%씩 약물이 소실된다고 하면, 한 시간 후에는 100 - 100 x

0.2 mg (80 mg), 두 시간 후에는 80 - 80 x 0.2 mg (64 mg), 세 시간 후에는 64 - 64 x 0.2

mg (51.2 mg)이 체내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Fig. 3과 같이 지수함수 곡선으로

나타난다. 약동학의 모든 비극이 이 지수함수로부터 파생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수함수는 대표적인 비선형(nonlinear) 수식이고 비선형일 경우 계산하기가 선형수식만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Figure 3. First-order kinetics. X: amount of a drug. k: elimination rate constant (h-1). t: time in h. X0 =

100 mg.

 

Figure 3의 지수함수 곡선을 선형적으로 표현하려면, 농도의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취하면 된다(Fig. 4).

 

 



Figure 4. First-order kinetics. ln: natural logarithm. X: amount of a drug. t: time in h. ln X0 =

4.605170186, k = 0.223143551 (h-1).

 

Figure 3의 elimination rate constant, k는 Figure 4 직선의 기울기이다.

 

2.4. ADME

 

약동학을 흔히 약물의 ADME라고 한다. ADME는 absorption(흡수), distribution(분포),

metabolism(대사) 그리고 excretion(배설)을 의미한다. Figure 5는 이에 대한 모식도이다.

 

  



Figure 5. ADME (absorption, distribution, excretion and metabolism).

 

Figure 5는 그야말로 우리 몸이 약물에 무슨 일을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경구로 투여할

경우 가장 먼저 위장관을 통하여 피 속으로 흡수가 될 것이다. 흡수가 빨리 될수록 약물의 혈중

농도는 빨리 올라 갈 것이다. 흡수를 통하여 올라간 약물 농도는 이제부터 내려갈 일만 남았다.

흡수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은 분포(distribution)와 제거(elimination)이다. 분포란 피 속에

들어 온 약물이 조직 및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즉, 분포 자체에 의하여 약물의 농도가

감소한다. 혈액 순환을 통하여 분포와 동시에 제거도 일어난다. 제거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약물이 변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배설(excretion) 과정이다.

대표적인 배설 기관은 신장(renal excretion) 혹은 위장관(biliary excretion)이다. 또 다른

제거과정은 대사(metabolism)이며, 대표적 대사 기관은 간이다. 간에서는 약물이

생체변환(biotransformation)되어 전혀 다른 분자(즉, 대사체)로 바뀐다. 약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도 약물 농도 감소를 야기한다.

요약하면 흡수 이후 약물 농도를 감소시키는 과정은 분포와 제거가 있는데, 이 두 과정을

특별히 배치(disposition)라고 한다. 즉, 약물 배치는 약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두 가지 기전 즉,

분포와 제거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약물배치함수(drug disposition

function)라는 말은 체내 약물농도 감소를 설명해주는 수학적인 식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정주되는 약물의 농도를 예측하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즐겨 사용하는 propofol,

remifentanil 등을 목표농도 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한다. 

 



2.4.1. ADME를 정량화 해주는 약동학 모수

약물의 흡수, 배치는 각각 농도 증가 및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과정들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약물 투여 후의 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흡수를 정량화하는 약동학 모수는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 F)과

흡수속도상수(absorption rate constant, ka)이다. 분포와 제거를 정량화하는 약동학 모수는

각각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 Vd)과 청소율(clearance, Cl)이다. 생체이용률,

흡수속도상수, 분포용적, 청소율의 4가지 약동학적 모수를 일차 약동학모수(primary

pharmacokinetic parameter)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에게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거속도상수(elimination rate constant, ke), 반감기(half-life, t1/2)는 이차

약동학모수(secondary pharmacokinetic parameter)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일차모수로부터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1.1. 분포용적과 청소율

Figure 5에서 설명하였듯이, 분포(distribution)와 제거(elimination)를

배치(disposition)라고 한다. 배치란 쉽게 말하면 전신순환으로 들어 온 약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약물 농도 감소는 분포와 제거라는 두 기전 때문이다. 약물 투여 후

농도가 많이 감소할수록 분포나 제거가 크게 추정된다. 분포용적은 Figure 6에서 보듯이

dose를 C0(time=0에서의 가상적 농도)로 나누면 된다. 

 

  



Figure 6. Volume of distribution. X0: dose. C0: drug concentration at time=0.

 

청소율(clearance, Cl)은 단위 시간당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약물이 포함된 체액의 용적을

의미한다. 청소율을 1 L/min이라고 가정하고 체내 약물량의 단위시간당 변화를 dx/dt라고

하자. Figure 7에서 보면 dx/dt = Cl x C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는 약물의

혈중 농도이다. 즉, 혈중 농도가 0일 경우 dx/dt = 0이다. 그러나 혈중 농도가 100 mg/L라면

100 mg/L x 1 L/min이 되고 그러면 dx/dt = 100 mg/min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수식 1

 

여기서 x는 약물의 양이다. 위 식에서   임을 알 수 있다.

 

  

Figure 7. Clearance.

  

Cl은 (F x Dose)/AUC로도 구할 수 있으며, total body clearance는 개별 organ

clearance의 단순 합과 같다. 즉, Cl = ClR + ClH + Clothers. 여기서 R은 renal, H는

hepatic을 의미한다.

 

2.4.1.2. 제거속도상수와 반감기(elimination rate constant, k and half-life, t1/2)

일차약동학으로 제거되는 약물은 시간에 따르는 혈장농도 변화 예측을 제거속도상수(k)에

근거한다. 체내에서 약물의 일차 제거를 기술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C0는 초기 혈장농도이고, C(t)는 시각 t에서의 혈장농도이다. 제거속도상수 k는

체내 총약물량 중, 단위시간당 제거되는 분율이나 퍼센트이며, 청소율과 분포용적의

함수이다. 

 

 

 

제거속도상수는 임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반감기로 흔히 표현된다. 반감기(t1/2)는 체내

총약물량 혹은 혈장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반감기는 제거속도상수 k의

함수이다. 

 

 

 

분포용적과 청소율을 알고 있다면, 반감기는 다음 식에서 추정할 수 있다. k와 마찬가지로

반감기도 청소율과 분포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분포용적과 청소율은 서로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반감기나 제거속도상수에 미치는

이 두 모수의 영향은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반대방향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청소율은 V와 k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자주 오해를 한다.  그러나 약동학을

임상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생리적 모형(physiological model)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신에, k와 t1/2이 청소율과 분포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약물의

반감기만으로 분포용적과 청소율을 추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의

반감기가 연장된다면, 분포용적의 변화에 따라 청소율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혹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약물의 반감기가 정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분포용적 증가보다는 청소율 감소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혈장 및 조직 분포 특성(즉,

분포용적)의 변화보다는 신장과 간 기능(즉, 청소율)의 변화가 더 잘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포용적이 의미 있게 변하는 상황들이 있으므로, 약동학을 임상에 적용할

때 이 것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2.5. 시간, 농도곡선(time-concentration curve)

 

 

Figure 8. Three compartment model. A, B, C: coefficients. α, β, γ: exponents.

 

Figure 8은 한 약물의 시간에 따른 혈중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농도 곡선의

기울기가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일차역학을 따르므로 이 약물의 약물배치함수(drug disposition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지수함수로 구성되며, 삼구획 모형(three compartment model)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Fig. 9).

 

 



 

 α, β, γ는 Figure 8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각각의 기울기이다.

 

 

Figure 9. Three compartment model. kij: mirco-rate constant from compartment i to compartment j.

Vi: volume of distribution of compartment i. Here, i=1, 2, 3.

 

Figure 8의 첫 번째 농도 감소곡선 부분은 Figure 9에서 rapid distribution

phase(중심구획에서 rapid peripheral compartment로의 distribution)를 의미하고,

Figure 8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농도 감소곡선은 Figure 9에서 각각 slow distribution

phase(중심구획에서 slow peripheral compartment로의 distribution)와 log-linear

terminal phase(중심구획에서 metabolism과 excretion에 의하여 실제로 약물이 체내에서

elimination되는 과정)를 의미한다. 분포와 동시에 metabolic clearance (Cl = V1 x k10

)에 의하여 제거가 된다. Rapid distribution phase는 혈장(중심구획)에서 rapidly

equilibrating tissue (rapid peripheral compartment)로 약물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slow distribution phase에서는 약물이 혈장으로부터 slowly equilibrating tissue (slow

peripheral compartment)로 이동함과 동시에 rapidly distributing tissue (rapid

peripheral compartment)로부터 혈장으로 약물이 되돌아 오는 시기이다. Log-linear

terminal phase는 주로 제거(elimination)에 의하여 농도가 감소되므로 elimination

phase라고도 부른다. 약동학에서 이러한 구분은 실제 자료인 시간, 농도 곡선의 모양을 보고

수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약물이 특정 조직에 얼마나 빨리 분포하는지는 시간 농도

곡선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이구획(two compartment)을 따르는 약물은 지수함수 2개로 약물배치함수가 구성되며,

일구획(one compartment)을 따르는 약물은 지수함수 1개로 약물배치함수가 구성된다.

이구획을 따르는 약물은 농도 감소곡선이 2개, 일구획을 따르는 약물은 농도 감소곡선이

1개임을 의미하므로, 대개 시간, 농도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모형을 하기 이전에 몇 구획을

따를지 짐작할 수 있다.



 

 

3. 농도와 효과

 

 

3.1. 효과의 대리표지자

 

마취 도중에 약물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는 일견 간단하고 너무도 명확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령 propofol을 예로 들어 보자. Propofol을 투여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추신경계 감시장비가 없었던 옛날이라면 눈

떠보라고 계속 환자에게 구두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근이완제를 투여하고 나서라면

혈압이나, 심박수 등의 임상적인 지표 이외에는 환자의 의식소실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술 중 각성을 맹목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히 propofol을 과량 투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사 의식소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propofol의 혈중 농도가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이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요즈음은 bispectral index 등 마취심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제한적이나마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통 심도에

관한 한 최근에 surgical pleth (or stress) index79,97 등이 진통 지표로서 개발되어 그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리표지자로 사용할만한 진통 지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propofol과 아편유사제로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를 할 경우 두 약물의 적정은 bispectral index 와 불충분한 마취의 징후들(sings

of inadequate anesthesia)로 할 수 밖에 없다. 필자의 경우 술 중 각성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bispectral index 값(60 미만) 유지는 propofol로 주로 적정하며,

이후부터의 불충분한 마취의 징후들의 관리는 아편유사제를 주로 사용한다. 즉 마취 유도 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조절주입을 시작하여 환자가 잠이 드는(또는 bispectral index 60

미만)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확인한 후, 마취 유지 동안 지속적으로 이 효과처 농도를

유지하고 수술적 자극의 정도에 따라 remifentanil의 투여농도를 가감하여 적절한 진통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propofol 투여량은 줄고 아편유사제 투여량이 늘어나서

opioid-based anesthesia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편유사제가 직접

bispectral index에 영향을 미치려면 매우 농도가 높아야 하나(remifentanil의 경우 20

ng•ml–1 이상), propofol이 bispectral index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승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같은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두 약물을 적정할 경우 한 가지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두 약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도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3.2. S자곡선 최대효과 모형(Sigmoid Emax model)



  

 

Figure 10. Sigmoid형 농도, 효과 곡선.

 

앞에서 농도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농도가 효과를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약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항상 농도와 효과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도와 효과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S자곡선 최대효과 모형(sigmoid Emax model)을 많이 사용한다(Fig. 10).

Figure 10을 자극형 S자곡선 최대모형(stimulatory sigmoid Emax model)이라고 한다.

이 모형에서 기저효과(baseline effect) 즉, 약물이 체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의 효과는 0이다.

다음 식에서 농도 C=0으로 두면 효과 E=0이다. 

 

 

 

E는 효과, C는 약물의 농도, Emax는 최대 효과(효능, efficacy), EC50은 최대 효과의 50%를

나타낼 때의 약물의 농도, γ는 Hill coefficient로서 농도, 효과 곡선의 가파른 정도를



나타낸다. 기저효과가 0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 EC50은 Emax–E0의 50%에 해당하는 효과를 나타낼 때의 약물의 농도가 된다.

두 식 모두에서 γ가 크면 곡선은 가파르며, 약물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효과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약물 투여 때 주의하여야 한다(Fig. 11 실선). 이와 반대로 γ가 작으면 약물의 농도

변화에 대하여 효과가 서서히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11 점선).

 

 

Figure 11. 실선 곡선의 γ값이 점선 곡선의 γ값보다 큼.  γ값이 클수록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남. 

 

Emax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농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과의 증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를 나타내며, 이는 약물이 모든 수용체에

작용하여 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Fig. 12). EC50은 약물의 역가(potency)를 나타내며,

역가가 낮을수록 동일 효과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약물의 용량은 증가한다(Fig. 12).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수펜타닐(sufentanil)을 예로 들면,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투여해야 하는 용량이 각기 다른데 용량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모르핀 >

펜타닐 > 수펜타닐 순이며, 이는 역가 순과 반대이다(역가 순: 수펜타닐 > 펜타닐 > 모르핀).  

 

 

Figure 12. EC50 값이 다른 농도, 반응 곡선들을 나타냄.  EC 50 값이 클수록 역가가 낮아짐.

 

수면제, 흡입마취제, 진통제 등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깊이 자고(bispectral index 등의

뇌파지표값이 작아진다), 덜 아프게 되므로(통증점수가 작아지고 surgical pleth index 등의

통증지표값도 작아진다), Figure 13과 같이 억제형 S자곡선 최대모형(inhibitory sigmoid

Emax model)으로 표현된다.

 

 

 

위 식에서 보면, 억제형이므로 E0 > Emax이다. 따라서 Emax – E0 < 0이므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Figure 13. Effect-site concentration-effect curve. CE: effect-site concentration. E: effect.

 

3.3. 농도, 효과곡선의 이력현상

 

Figure 10–13의 농도, 효과곡선은 평형상태에서의 그림이다. 이러한 이러한 평형상태는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할 때나 지속정주 속도를 변화시킬 때 등에는 유지되기 어렵다. 사실

진정한 평형상태는 비구획분석으로 추정한 제거 반감기의 4–5배가 지나야 하므로 임상에서

약물의 평형상태를 보기란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혈중농도와 약물의 작용처 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효과는 항상 농도 증가보다 늦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 농도에 대한

효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계방향의 이력고리를 볼 수 있다 (Fig. 14). 이력고리는 억제형

반응일 때는 시계방향으로, 자극형 반응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Figure 14. Hysteresis curve. Cp: plasma concentration of a drug. Effect: processed EEG parameter

(e.g. bispectral index).

 

앞에서 농도를 말할 때 농도란 효과의 대리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력고리가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측정하는 혈중 농도는 더 이상 효과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Figure 14의 우측 그래프에서 보면 같은 혈장 농도라도 효과가 2개씩 존재한다.

따라서 혈중 농도 이외에 효과를 대변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의 농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도가

효과를 대변하려면 하나의 농도에 하나의 효과만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혈중

농도 이외의 다른 개념의 농도를 사용하여 앞의 이력고리를 허탈시킨다. 이렇게 하면 한 줄의

농도, 효과곡선이 만들어진다. 다음 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력고리를 허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3.4. 효과처 구획 모형

 



 

 Figure 15. Effect compartment linked to central compartment by first-order kinetics. kij:

mirco-rate constant from compartment i to compartment j. Vi: volume of distribution of compartment

i. Here, i=1, 2, 3, E.E and e: effect site. ke0=ke1.

 

Figure 15는 이력고리를 허탈시키기 위하여 효과처 구획을 중심구획에 일차역학으로

연결시킨 모형이다. 구획 수로 보면 4구획이 되는 셈이다. 이 모형에서 구획간 약물이동을

미분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A는 약물량이며 숫자는 1, 2, 3 구획, e는 효과처 구획을 의미한다.

Figure 15의 ke0는 위 식의 ke1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식에서는 ke1의 방향이

체외(0)가 아닌 중심구획 쪽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효과처 구획 모형에서 원래 사용하는 ke1

의 방향이다. 그런데 왜 Figure 15에서는 ke1 대신에 ke0를 사용하였으며, 왜 방향은



중심구획 쪽이 아닌 체외를 향하고 있을까?

이 효과처 구획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효과처 구획의 크기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아주 작다는 의미로 중심구획 용적의 일만

분의 1일이라고 하자(혹은 일천 분의 1로 잡기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다.

평형상태에서는 중심구획과 효과처 구획 간 청소율이 동일하므로 V1•k1e = Ve•ke1이다.

그러면 V1 = 10,000 x Ve이므로 ke1 = 10000 x k1e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혈중의 약물 중 아주 적은 양이 효과처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k1e는 무시할 정도로 작은 수일 것이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k1e라는

모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computer-controlled drug delivery, 즉 목표농도

조절주입에서는 k1e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두 번째 가정은 효과처 구획의 약물이 자기 소임을 다하고 다시 중심구획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혈중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e1의 방향이 중심구획으로 향하지 않고 아예 체외로 약물이 소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이렇게 하여도 혈중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형에서는

체외를 0으로 표시하므로 ke1은 임상에서 ke0로 사용한다. 이것으로 ke0는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ke0가 computer-controlled drug delivery, 특히 효과처 농도

조절주입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ke0는 작용 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4구획 모형에서 효과처 구획에서의 약물양 변화를

미분방정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NONMEM에서는 이 식을 계산하여 효과처 구획의 약물양, Ae(t)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추정된 중심구획 용적과 앞서의 가정에 따라서, EC(t)는 Ae(t)/Ve = 10000

x Ae(t)/V1이 될 것이다(EC는 앞의 3.2절에서 언급했듯이 약물의 효과처 농도를 의미함).

이것을 다음의 sigmoid Emax equation에 넣으면(효과처 구획모형이 약동학과 약력학을

직접 연결[direct link model]시켜준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위 식의 효과처 농도, 효과곡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Figure 13이다(앞의 3.2절 참조).



Figure 13에서 보면 하나의 효과처 농도에 대하여 하나의 효과만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력고리가 허탈된 것이다. 한편 위 식에서 보면, 효과처 농도는 바로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에서 효과처 농도 조절주입을 한다는 것은 바로 효과를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것은 수동으로 적정할 때 효과를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되,

TCI는 약동학 모수와 ke0 값을 이용하여 목표 농도에 도달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자동으로 계산하면서 컴퓨터가 끊임없이 가변 속도(variable rate)로 주입한다. 즉, 적정의

빈도나 정밀성 면에서 수동 투여 방식은 TCI를 따라갈 수가 없다. ke0를 blood-brain

equilibration rate constant라고 하며, t1/2ke0 (= 0.693/ke0)를 blood-brain equilibration

time consta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4–5 t1/2ke0가 지나면 가성항정상태(pseudo-steady

state)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가성항정상태란 혈중 농도와 효과처 농도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4. 약동, 약력 모수와 모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동학 모수는 약동학을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위 식은 삼구획 약동학 모형을 따르는 약물의 혈장농도 단위배치함수인데, 이 함수의 A, B, C,

α, β, γ가 약동학 모수이다. 이들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단위 용량을 단회 정주한 후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고, 투여량을 달리 하였을 경우에도 농도 예측이 가능하다. 약동학 모수는,

이와 같은 coefficients 및 exponents domain 이외에도 V1, k10, k12, k21, k13, k31과 같이

중심구획용적 및 micro-rate constants domain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V1, V2, V3, Cl, Q1,

Q2처럼 volumes 및 clearances domain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약동학 모수는

약물배치함수라는 모형 수식에 들어가는 모수이며, 농도 예측에 사용된다.

 

 

 

위 식은 S자곡선 최대효과 모형의 수식이다. 이 식에서 약력학 모수는 E0, Emax, EC50, γ이며

농도(C)에 따라서 효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위와 같은 약동, 약력 모수를 구하려면 약물을 투여한 후 혈장 샘플을 시간에 따라서 얻은

다음, 각 샘플의 농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얻은 시간, 농도자료를 

 

 

 

위 혈장농도 단위배치함수의 t와 Cp(t)에 넣고, A, B, C, α, β, γ를 약동학 모델링을 통하여

추정한다. 즉, 그럴듯한 A, B, C, α, β, γ의 추정값을 단위배치함수에 넣으면 시간 별로

농도가 계산된다. 이와 같은 농도 예측값과 농도 측정값 간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는 A,

B, C, α, β, γ의 최종 추정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약동학 모델링이다.

그러면, 약력학 모수를 모델링으로 추정하려면, 약물 투여 후 시간에 따라서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여, 시간, 효과자료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시간, 농도 및 시간,

효과 자료를 동시에 얻는다. 약동학 모형에서 시간대별로 얻은 농도 예측값을  

 

 

 

위 약력학 수식의 C에 넣고, E0, Emax, EC50, γ의 추정값을 바꿔가면서 그때마다의 효과

예측값을 구한다. 각 시간대별로 효과 측정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 시켜주는 E0, Emax,

EC50, γ의 최종 추정값을 구한다. 이를 약력학 모델링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농도 예측값

대신에 항정상태 농도 측정값을 바로 넣어 약력학 모수를 추정하기도 하나, 항정상태에

도달하려면 그 약물의 제거반감기(elimination half-life, t1/2)의 4–5배 동안 지속정주

하여야 하므로 임상적으로는 이 방법이 쉽지 않다.

이상에서 약물마다 약동, 약력 모형을 수행하여 각 약물의 약동, 약력 모수의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동, 약력 모수 추정값 모음을 일반적으로 약동, 약력 모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약동, 약력 모형은 농도나 효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5. 결론

 

 

목표농도 조절주입은 의학 역사상 가장 진보된 약물 투여 방법이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를 시행한지도 어언 20 여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 분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약리적 배경 지식은 복잡한 수식 및 이론적인 가정과 개념들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마취약리를 세부전공으로 택한 전문의뿐만 아니라 임상마취영역에서 활동 중인 임상의사,

회복마취 간호사 및 전공의들이 목표농도 조절주입을 위한 기초 약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TCI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propofol 등의 수면제와

remifentanil 등의 아편유사제에 대한 집단 약동, 약력학적 분석 후 각각의 약동, 약력 모수의

추정값을 통해 약동, 약력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제작된 TCI

장비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bispectral index 및 혈역학 변화와 같은 대리표지자의

반응을 참고하여 적정(titration)한다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최상의 약물치료(optimal

pharmacotherapy)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hat should we know about target controlled infusion?

 

Soyeon Kim (Yonsei University)

 

 

  

Abstract

 

 

정맥마취제로 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라고 하며,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조합이 흔히 사용된다. 전정맥

마취시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른 수동투여 방식보다 정밀하며 용이하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TCI 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인 propofol의 Marsh, Schnider 모형,

remifentanil의 Minto 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환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서론

 

 

전신마취의 주요한 세가지 요소는 무의식(hypnosis), 진통(analgesia), 근이완(muscle

relax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근이완 경우 수술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의식과

진통은 전신마취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무의식과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흡입마취, 완전정맥마취, 흡입마취와 정맥마취의 혼합으로 나룰 수

있다. 흡입마취제로 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volatile induction and

maintenance anesthesia (VIMA)라고 하며, 정맥마취제로 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라고 한다. 흡입마취와

정맥마취를 혼합하여 마취를 유지하는 방법이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며

균형마취(balanced anesthesia)라고 한다. 흡입마취제 경우는 무의식과 진통 효과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입마취제 단독 사용으로도 전신마취가 가능하지만 propofol 경우는

무의식 효과만 있기 때문에 완전정맥마취시에는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마약성

진통제(opioid)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완전정맥마취시에 흔히 사용되는 약제는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조합이다. 이 두

약제가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상황 민감성 반감기(context-sensitive half-time)가 짧기

때문이다. 상황 민감성 반감기란 약제를 지속주입(continuous infusion) 중단 후 혈장농도가

50%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Propofol은 benzodiazepine계열 약제보다

짧은 상황 민감성 반감기를 가지며,97 remifentanil은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주입하였던

시간에 관계 없이 3분 정도이기 때문에 반복투여나 장시간의 주입 후에도 축적 작용이 없어서

완전정맥마취 약제로 적절한 약제이다. 

완전정맥마취시에 bispectral index(BIS) 수치와 혈압, 심박수 등을 보면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투여량을 마취과 의사가 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점은 투여량

적정을 전적으로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이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투여 단위를 의사마다 달리 함으로써, 의료진 간의 의사 소통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투약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동, 약력분석에

근거한 computer-controlled drug delivery, 즉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의 경우 개별 약물마다 농도 단위로 의사 소통을 하므로 이와 같은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농도마다 효과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치료영역 전 범위에 걸쳐서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므로, 투여량 적정에 개별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아울러

근거중심의학을 실현할 수 있다. 

 

 

2. 혈장 농도와 효과처 농도의 차이: 이력현상(hysteresis)

 

 

마취 유도 때 진정제나 근이완제를 정주하면 혈중 농도는 투여와 동시에 최대치에

도달하는데, 이 시점에서 기도 삽관을 시도하려는 마취과 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약물의 혈장 농도는 최대치에 도달하였지만 작용부위(효과처)에 약물의 농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혈장과 효과처 간의 농도

불평형(disequilibrium) 상태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혈장과 효과처 간의 농도 불평형은 단회

정주 후 환자가 회복되는 시기에도 존재하게 된다. 마취 유도 때의 시간농도 곡선과 회복 때의

시간농도 곡선이 항상 다르므로, 전체 시기에 대하여 가로축을 혈장농도, 세로축을 효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혈장 농도 하나에 대하여 효과가 두 개씩 대응되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하게 된다 (Fig. 1A). 따라서 효과를 대변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의

농도(효과처 농도, effect-site concentration)가 필요하며, 효과처 농도를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이력고리를 허탈시킬 수 있다. 효과처 농도에 대한 약물의 반응 곡선을 그리면

이력고리가 허탈됨으로써 하나의 효과처 농도에 하나의 효과가 대응되어 나타나며, Fig. 1B와

같이, 이력고리가 없어진 한 줄의 sigmoid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Figure 1. Propofol 혈장 농도에 대한 약물의 효과(state entropy)를 나타내고, 시계방향의 이력고리(hysteresis

loop)가 나타남. 동일한 propofol 혈장 농도에 대해 두 개의 효과(화살표 A와 B)가 대응됨 (A). Propofol 효과처

농도에 대한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고, 이력고리가 허탈됨 (B)

 



Fig. 1B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으며, 효과처 농도는 바로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CI 에서 효과처 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효과를 조절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3. 집단 약동약력 모형의 공변량

 

 

3.1. 약동학적 변이와 약력학적 변이 

 

우리가 propofol 100mg을 투여했을 때 사람마다 효과 즉 BIS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투여량이 같아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것을 쪼개 보면, 약동학적 변이(pharmacokinetic

variability)와 약력학적 변이(pharmacodynamic variability)로 나눌 수 있다. 약동학적

변이는 같은 용량을 투여하여도 사람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곡선이 다른 것을 말하며

(Fig. 2), 약력학적 변이란 같은 농도에서도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말한다(Fig. 3).

 



 

Figure. 2. Time-concnetration curves obtained from several patient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a drug.

X axis: time. Y axis: concentration.

 

 

Figure 3. Pharmacodynamic variability.

 



Fig. 2에서 보면, 동일 용량을 투여하여도 시간, 농도곡선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약동학적 변이(pharmacokinetic variability)라고 한다. 이러한

약동학적 변이는 개별 약동학 모수의 개체간 변이의 합으로 볼 수 있다. Fig. 3은 약력학적

변이의 소스를 설명한 것이다. 약력학적 변이 또한 약력한 모수인 E0, Emax, C50, γ의 개체간

변이의 합으로 보면 될 것이다.

 

3.2. 집단분석(population analysis)

 

 

Figure 4. Explainable part of inter-subject variability in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Typical person: a person without inter-subject variability in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parameters. Vd: volume of distribution. CL: clearance. E0: baseline effect. Emax: maximal effect. EC50:

a concentration associated with half maximal effect. γ: steepness of the dose-response curve.

 

Fig. 4에서 보면 약동학적 혹은 약력학적 모수의 개인간의 변이(inter-subject



variability)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성별, 체중, 인종, 연령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 변이, 질환 등 환자가 가진 모든 특이적인 속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공변량(covariate)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약동, 약력학적 변이(시간, 농도곡선,

혹은 용량, 반응관계 곡선의 개인간 차이)는 약동, 약력학 모수의 변이를 전부 합한 것으로

본다.

약동, 약력 모수마다 환자 특이적인 공변량을 수학적으로 관계 지어서 약동, 약력학의

개체간 변이를 설명하는 분석법을 집단 분석(population analysis)이라고 한다. TCI

시스템이 대표적인 집단 분석의 예이다. 집단 분석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 5).

 

 

Figure 5. Concepts of population analysis using nonlinear mixed effects modeling. PK:

pharmacokinetic. PD: pharmacodynamic. TCI: target-controlled infusion.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ing)이란 약동, 약력학적 모수를 특정 집단 내에서

변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값(이 값은 개인마다 달라지지 않으며 고정효과 모수라고 한다)과

inter-subject random effects parameter로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inter-subject

random effects parameter는 random inter-subject variability를 기술해준다. Random

inter-subject variability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며, 설명



가능한(explainable) 부분과 설명 할 수 없는(unexplainable)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설명 가능한 변이 부분을 공변량이라 하며, 앞에서 설명한 성별, 체중, 인종, 연령, 유전자 변이,

질환 등으로 환자 개인이 가진 특이적 속성이 이에 해당된다. 설명 가능한 변이 부분을

고정값쪽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전체적인 개인간 임의 변의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집단

분석의 개념이다.

 

 

4.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4.1. TCI에 들어가는 요소

 

TCI의 종류에는 혈중농도조절주입 (target plasma concentration-controlled

infusion)과 효과처농도조절주입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controlled infusion)

두가지가 있다. 혈중농도 조절주입 때는 앞에서 언급한 ‘이력고리’ 때문에 이론적으로 농도

하나당 2개의 효과가 대응된다 (Fig. 1A). 반면에 효과처구획(effect site compartment)을

사용하여, 약동학 모형과 약력학 모형을 직접 연결시키고, 약동학 모수를 사용하여 예측한

혈장농도와 혈액, 뇌 평형속도상수(blood-brain equilibration rate constant)인 ke0 두

가지로부터 효과구획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효과처 농도와 효과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력고리는 허탈되어, 효과처 농도당 하나의 효과가 대응된다 (Fig.

1B). 즉, 이 말은 효과처 농도와 효과 간에는 혈중 농도와 달리 시간지연이 없다는 의미이며,

효과처농도조절주입경우 임상에서 조절하고자 하는 효과처 농도가 단순히 농도의 의미보다는

효과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4.2. TCI 모형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TCI 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인 propofol의

Marsh, Schnider 모형, remifentanil의 Minto 모형에 어떤 공변량이 들어가 있으며 동일한

환자라도 모형이 다르면 같은 목표농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투여량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Marsh, Schnider, Minto 모형 모두 3구획에 이력고리를 허탈시키기 위해,

효과처구획을 중심구획에 일차역학으로 연결시킨 모형이다 (Fig. 6). 

 



 

Figure 6. 효과처구획(effect site compartment)이 일차 역학(first-order kinetics)에 의해 중심구획(central

compartment)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형. kij: i구획에서 j구획으로의 미세속도 상수(micro-rate constant). Vi:

i구획의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 ke0=ke1.

 

4.2.1. Propofol의 Marsh 모형98

 

 

4.2.2. Propofol의 Schnider 모형99,100

 

 



4.2.3. Remifentanil의 Minto 모형101,102

 

 

 

4.3. TCI 적용 예시 

 

4.3.1. 예시 1

• 환자 1: F/68, 155 cm, 50 kg

• 환자 2: M/21, 170 cm, 50 kg

• 목표효과처농도 3 mcg/mL로 10 분 동안 TCI, Marsh 모형과 Schnider 모형 각각에서

주입된 propofol 용량은 얼마일까?

  : Marsh 모형: 환자 1,2 모두에서 121.4 mg. Schnider 모형: 환자 1 = 108.0 mg,

환자 2 = 146.0 mg 즉, Marsh 모형은 연령, 성별, 키 영향 보정이 어렵다. 

 

4.3.2. 예시 2

• M/45, 170 cm, 65 kg

• 목표혈장농도 3 mcg/mL 로 10 분 동안 TCI, Marsh 모형과 Schnider 모형 각각에서

주입된 propofol 용량은 얼마일까?

 

 



 Marsh 모형의 V1이 14.82 L인데 비하여 Schnider 모형은 4.27 L이기 때문에, Marsh

모형에서 훨씬 더 많은 propofol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목표효과처농도 3 mcg/mL로 10 분 동안 TCI, Marsh 모형과 Schnider 모형 각각에서

주입된 propofol 용량은 얼마일까?

 

 

: V1이 작은 Schnider 모형에서 Marsh 모형보다 혈장농도의 overshoot이 크며,



총투여량이 적다 

 

 

5. 결론

 

 

TCI 장비가 없다면 propofol과 opioid 투여 용량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수동투여 방식과 computer-controlled drug delivery는 수술 중

투여량 적정의 빈도와 정밀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술 중 상태에 따라서 개별

약물마다 지속정주 속도를 수동 펌프에 입력하는 것보다는 TCI 장비에서 목표농도 수치만

바꾸어 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모형이 다르면 같은 목표농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투여량이 다르므로 환자의 상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슨

모형으로 투약하고 있으며, 그 모형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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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fol과 remifentanil과 약물의 효과 발현이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은 이상적인 약제의

출현과 약물의 약동학 및 약력학에 대한 지식의 증가 그리고 infusion pump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목표농도 조절주입(TCI)을 통해 전정맥마취(TIVA)를 임상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다. 실제 적용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이상적인 정맥마취제는 불필요한 심폐기능의 억제 없이 최면, 기억상실, 진통, 근육이완을

제공하여 수술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약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약제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대신

여러 약제를 쉽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각 약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등장했다. Propofol과 remifentanil과 같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체내 제거가 신속한

정맥마취제가 출현하고 이와 더불어 약물의 약동학 및 약력학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의 발전,

그리고 infusion pump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맥마취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Propofol

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목포농도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통해서

수면과 진통 심도를 각각 조절하므로써 수동 정맥 투여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와는 달리 투여량

적정시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과 더불어 약동, 약력분석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임상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약제의

특성과 전반적인 고려 사항 및 환자가 지닌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상 적용 시에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TIVA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약제

 

 

2.1. Propofol

 

Propofol은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마취제 중에 하나이다. 빠르게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고

중추신경계에 분포하고 이후 신속히 근육과 지방과 같은 조직으로 재분포하므로써 약물의

작용 시작 시간과 효과가 짧고 약물의 작용시간을 예측하기 용이하므로 목표농도 조절 주입을



이용한 마취에 적합한 약제이다. 간에서 신속하게 대사되면 신장 또한 전체 제거율의 30%

담당한다.1 제거반감기가 긴 이유는 propofol이 저관류 구획으로부터 중심구획으로 천천히

역으로 재분포하기 때문이다. Propofol은 간대사에 의해서 중심구획으로부터 빨리 제거되고

propofol을 8시간 투여할 때 상황민감성반감기는 40분 이하이다.2

 

2.2. Remifentanil

 

Remifentanil은 μ-receptor 작용제로 작용 개시시간이 극도로 빠르고 강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대사는 순환하는 비특이적 조직 에스테르분해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간장애, 신장애3, 또는 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삼구획 모형에 따른 약동학적 자료를

보면 항정상태 분포용적(Vdss)dl 0.3-0.4L/kg이다. 이는 약제의 짧은 작용 시간과 지속 정주

시간과 무관하게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3-5분으로 아주 짧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목표농도

조절 주입시 약물의 투여는 약 60초에 걸쳐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저혈압, 서맥, 근육

경축등과 같은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술 후 적절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수술

종료 30-60분 전에 작용시간이 보다 긴 마약성 진통제나 NSAID을 투여하여야 한다4. 

 

 

3. TCI-TIVA 준비

 

 

3.1. TCI 기계

 

현재 remifentanil은 propofol과 함께 정맥마취에 사용되거나 여러 수술에서

흡입마취제에 N2O와 같이 보조마취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전정맥마취를 시행할 경우 ORCHESTRA WORKSTATION, PION TCI, 또는 asan

pum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취를 시행하고 흡입마취제에 remifentanil을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개의 경우 infusion pump를 이용한 수동 정맥 투여 형태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TCI를 이용하여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3.2. 주입 전 확인 사항

 

TCI 기계에 환자의 등록번호, 나이, 성별, 키, 체중,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 및 선택한 PK

model, 주입모드 (혈장농도, 효과처 농도)등을 입력한다. 이러한 정보는 여러 약동, 약력학

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약물이 주입되는 양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중복해서 확인하여 오류의 발생을 줄여야 하겠다.

 

3.3. 정맥로 확보

 

TCI를 이요한 TIVA를 시행하는 경우 정맥로는 단순히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마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통로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위에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시로 감시하여 빠지거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Propofol은 정상 pH, 등장성 용액이므로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자연 치유되지만 드믈게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도 있다5,6

. 

 

3.4. 마취 심도 감시

 

현재 마취심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개발된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를 기반으로 한 여러 전기생리학적 감시장비들이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바이스펙트럼지수(bispectral index, BI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Entropy, PSI

(patient state index) 등이 있다.

 

3.5. 모형의 선택

 

약물마다 모형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모형이

있는 경우 환자의 변이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취 관리를

위해서 중요할 것이다. 대개 propofol의 경우에는 TIVA-TCI를 할 때 Marsh model이나

Schnider model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remifentanil은 Minto model을 사용한다.

 

3.5.1. Marsh model

Marsh의 최초 약동학 모형은 1987년 Gepts등의 연구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 모형은

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집단 약동학 분석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고, 개인별 약동학 자료를

삼구획 약동학 모형에 적합하여 모수 추정값을 구하였다(standard two stage method).7

특징을 살펴보면, 중심구획 분포용적이 228 ml/kg로 체중이 공변량으로 들어가 있고, k10

=0.119 min–1, k12=0.112 min–1 (혹은 0.114 min–1), k13=0.419 min–1, k21=0.055 min–1,

k31=0.0033 min–1로 micro-rate constants에는 공변량이 들어가 있지 않다(Table 1).8

 

 



Table 1. Marsh model of propofol

 

3.5.2. Schnider model

Schnider 모형은 비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집단분석으로 구축되었다(Table 2).9, 10

Schnider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심구획 분포용적이 4.27 L로 혈장용적보다 작다. V2와

Q1에 연령이 공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V2와 Q1 모두 고령일수록 작아진다. 특이하게도

대사성 청소율(Cl)에 체중, James 공식에 의한 제지방체중(lean body mass, LBM), 신장이

공변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체중과 신장이 클수록 대사성 청소율이 커지게, 제지방 체중이

클수록 대사성 청소율이 작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8 이 모형은 현재 Orchestra workstation®

에서 사용하고 있다.

 

 

Table 2. Schnider model of propofol

BW: body weight (kg), LBM: lean body mass (kg, James formulation), HT (cm)

 

3.5.3. Remifentanil (Minto model)

Minto 모형은 동일 집단 내에서 비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집단 약동, 약력분석을

시행하여 구축되었다. Minto의 약동학, 약력학 모형을 Table 3, 4에 각각 제시하였으며,11, 12

이 Minto 모형은 현재 임상에서 remifentanil을 목표농도 조절 주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다.

 



 
Table 3. Pharmacokinetic model by Minto et al. 

LBM: lean body mass (kg, James formulation)

 

 

Table 4. Pharmacodynamic model by Minto et al.

 

 

4. TCI-TIVA 마취 유도

 

 

propofol과 remifentanil을 TIVA-TCI로 마취 유도하는 경우 두 약물의 상승 작용에

의해서 혈압 및 심박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서서히 적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propofol을 투여하기 전에 소량의 midazolam

(0.03mg/kg)를 투여하는 것이 마취 약제의 요구량을 줄이면서 부드러운 마취 유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propofol과 rocuronium의 경우 정주통을 발생시키게 된다. 소량의

lidocaine (0.5mg/kg)을 투여는 이러한 정주통을 감소시키기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remifentanil을 TCI를 이용하여 미리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EC95

4ng/ml). TCI를 이용하여 propofol을 투여하는 경우 약제를 flash mode로 투여하며 목표

효과처 농도는 3 ㎍/㎖로 시작하여 0.5 ㎍/㎖씩 적정화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95%

환자에서 의식 소실을 유발할 효과처 농도가 약 2.2~3.2 ㎍/㎖ 이기

때문이다. Remifentanil의 경우 약 60초 정도에 걸쳐서 효과처 농도를 올리는 형태로

주입하고 2ng/ml로 시작하여 2ng/ml씩 증량하여 5-10 ng/ml로 적정화 한다.16, 17

심혈관계 억제를 보일 경우 마취 유도 전에 저혈량증이 있었거나 마취 유도 시 혈관 확장에



의한 혈압 저하일 수 있으므로 정맥로를 통한 수액을 적절히 공급하여야 하겠다.

 

 

5. TCI-TIVA 마취 유지

 

 

마취 유지시 원칙은 propofol의 투여량을 가능한 최소로 주입하고 remifentanil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취의 심도를 대변하는 BIS를 통해서 propofol를

적정화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통증의 정도는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 외에는 감시할

parameter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IS가 60 이하가 되도록 하면서 Ce 2.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propofol을 투여하고 remifentanil은 20ng/ml이 넘지 않도록 적정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흡입마취제와 달리 propofol의 경우 근육이완을 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TOF 감시를 통해서 근육이완제를 적절히 투여하여야 하겠다.

 

 

6. TCI-TIVA 마취 회복

 

 

TIVA를 시행한 환자에서 발관은 propofol < 1 ㎍/㎖, remifentanil < 1 ng/ml이면서,

BIS > 80, TOF ratio > 90%를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드러운 각성을 위해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약 2ng/ml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발관을 시행 할 수도 있다.18, 19

 

 

7. 특정 환자군

 

 

7.1. TCI-TIVA 노인 환자

 

노인 환자의 경우 세포와 기관 사이의 여로 조절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안전역이 좁은 마취 약제의 사용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체 구성상 점진적으로

체내 총수분 함량과 지방제외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약동학적으로 친수성 약물의 경우

분포용적이 감소하여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지방용해도가 큰 약물에 대해서는

분포용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결국 반감기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20 노인

환자에서 심박출량의 감소는 약동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박출량의 감소로 인한

전신 순환이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약물의 분포 및 재분포에 변화를 일으켜 악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고 약물의 제거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1 한편, 약력학적으로 보면 노인에서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약물의 투여요구량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remifentanil의

경우 약동학 및 약력학적인 변화 때문에 투여용량을 50%이상 감소시켜야 한다.22 따라서

65세 이상의 환자를 마취하는 경우 항상 목표 농도를 낮게 설정하여 천천히 적정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특히 propofol의 목표농도가 1.5㎍/㎖로 낮은 경우에도 마취 심도를

적절히 유지 될 수 있으며 마취 유지 시에 1.5-4㎍/㎖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Remifentanil의 경우도 1-4ng/ml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다. BIS 수치를 다소 높게

50-65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추천되며 BIS를 통한 마취 약제의 적정화가 노인 환자가

마취제에 노출되는 양을 줄이고 그로 인해 술 후 인지장애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3 

 

7.2. TCI-TIVA 비만 환자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TIVA는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마취 방법이다. 하지만

PK 모형은 정상 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고안되었기 때문에 비만 환자에서 약물의

배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병적 비만의 경우 상업적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TCI pump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즉 Marsh model의 경우 체중이 150kg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Schnider와 Minto model의 경우 신체질량지수(BMI)가 남자 42-43, 여자

35-36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약물의 적정화를 위해서 실제 체중을 이용하여 보정된

체중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Kim 등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Propofol의 경우

Total body weight (TBW)나 Corrected body weight (CBW, IBW + 0.4(IBW-FFM)),

Remifentanil 의 경우 IBW를 추천하고 있다.21 Servin등은24 비만한 사람과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서 propofol의 약동학을 연구하였는데 분포 용적은 실제 체중에 비례하고 약물의

작용시간이 연장되거나 약물이 체내 축적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propofol의 목표 농도를 적정화 하기 위해서 실제 체중을 사용하여야 한다. Remifentanil의

경우 Egan등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과 정상인이 약동학 변수상 눈에 띄는 차이는

없으며 이러한 수치가 TBW보다는 LBM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5 따라서 TCI 적용

시 propofol은 Marsh model을 사용하고 remifentanil은 Minto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비만 환자에서는 정상인 환자에서 보다 목표 농도를 낮게 추천하는데 이는 실제

약물의 혈중 농도가 계산된 것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IS 감시를 사용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8. 결론



 

 

TCI를 이용하여 TIVA를 시행하는 경우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약동, 약력

분석에 근거하여 약물 투여량을 적정 할 수 있다. TCI 시작 전에 주요 정보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물 주입시 천천히 목표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환자나 병적 비만 환자의 경우 환자의 약동, 약력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감시 장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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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ffects of µ-Opioid Receptor Gene Polymorphism on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in Patients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with Remifentanil: Double Blinded

Randomized Trial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Cheol Hwan Park, Chung-Sik Oh, Seong-Hyop Kim

 

Association between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and µ-opioid

receptor A118G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is undefiend and might

underlie inconsistent results of studies on PONV occurrence in patients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with the opioid, remifentanil. Four hundred and

sixteen Korean female adults undergoing breast surgery with general anesthesia

were evenly randomized to receive remifentanil 10 ng.ml-1 (plasma-site, Minto

model) using a target-controlled infusion device and either propofol fo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 group) or sevoflurane for inhalation anesthesia (I group)

with bispectral index values maintained between 40 and 60. Blood specimens

were collected after anesthesia induction for A118G SNP analysis. PONV

and postoperative pain were evaluated. A118G SNP type distribution among

Korean female adults studied was AG (n=195) > AA (n=158) > GG (n=63).

Regardless of anesthetic technique, patients with GG types had lower PONV scale

on arrival at postoperative care unit (PACU) (P = 0.002), while T group showed

lower PONV scale than I group up to 6 hours after PACU discharge in AA and AG

types. No differences were apparent for postoperative pain among opioid

receptor polymorphism. PONV occurrence differs according to opioid receptor

polymorphism and anesthetic technique in patients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with remifentanil.

 

Keyword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General Anesthesia, mu 1 Protein Opioid

Receptor,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able 1. Demographic data according to opioid receptor polymorphism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Hx, history;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Table 2. Demographic data according to anesthetic technique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T group,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I group, inhalation anesthesia group;

Hx, history;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 P<0.05 compared with T group in the same opioid receptor types.

 

 

Fig. 1. Flow diagram for the study.

 



 
Fig. 2.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change. (A) PONV scale, (B) Rhodes index, (C)

visual analogue scale (VAS).

Abbreviations: T1, post-anesthetic care unit (PACU) arrival; T2, 30 minutes after PACU arrival; T3, 6

hours after PACU discharge; T4, 24 hours after PACU discharge.

* P<0.05 compared with AA and AG type.

 



 
Fig. 3.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change by anesthetic technique. (A) PONV scale,

(B) Rhodes index, (C) visual analogue scale (VAS)

Abbreviations: T group,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I group, inhalation anesthesia group; T1,

post-anesthetic care unit (PACU) arrival; T2, 30 minutes after PACU arrival; T3, 6 hours after PACU

discharge; T4, 24 hours after PACU discharge.

* P<0.05 compared with T group in the same opioid receptor types.

† P<0.05 compared with AA and AG type in the same anesthetic technique.

 

 

 



1-2 A Comparison of QTc Intervals after Laryngoscopic

Intubation and i-gel Insertion

 

¹Department of Ana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nd Anaesthesia and Pain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²Department of Ana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Hyo-Jin Byon¹, Jeongyun Song², Helen Ki Shinn², Kyungchul Song², Choonsoo

Lee² and Hyunkyoung Lim²

 

BACKGROUND: Laryngoscopic intubation and supraglottic airway device

insertion can prolong the corrected QT (QTc) interval during anaesthetic

induction even in healthy patients. No prior study has compared the effect of

laryngoscopic intubation and supraglottic airway device, i-gel, insertion on the

QTc interval change.OBJECTIVE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QTc intervals after laryngoscopic intubation and insertion of the i-gel.

 

METHODS: Patients were randomised to either the intubation group (n=25) or

the i-gel group (n=25) before induction. The QT interval was sequentially

measured in lead II during induction of anaesthesia. Four sequential QT values

were applied to the Bazett’s formula to correct for the effect of heart rate on the

QT interval, and then averaged. The peak QTc interval, the duration of

QTc prolongation >20 ms compared to the QTc value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or i-gel insertion and the incidence of the QTc intervals >500 ms were

measured. 

 

RESULTS: The peak QTc interval was less prolonged in i-gel group than the

value of intubation group (p-value = 0.001). The duration of QTc prolongation

>20 ms compared to the QTc values at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or i-gel

insertion in the intub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the i-gel

group (p=0.031). The number of patients with QTc interval >500 m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i-gel group than in the intubation group. 

 



CONCLUSIONS: The insertion of the i-gel produces less QTc interval change

than laryngoscopic intubation. The i-gel insertion may be advantageous during

anaesthetic induction in situations where avoiding a prolongation of the QTc

interval is important.

 

Keyword

 

QT interval, laryngoscopy, supraglottic airway device.

 

 

Table 1. The peak QTc interval (ms), the duration (seconds) of QTc prolongation >20 ms compared

to QTc values at T1 and the number of patients (proportion) with QTc prolongation >500 m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T1, immediately before i-gel insertion or intubation

 



 

 

 

 

1-3 An exploratory study to evaluate the severity of pain

on injection and incidence of thrombophlebitis followed by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Freefol-MCT(R) in surgical

patients unde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Gyujeong Noh, Byungmoon Choi, Chanhye Park

 

배경: Propofol 정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주통(pain on injection)과

혈전정맥염(thrombophlebitis)은 수상의 유리 propofol이 정맥의 endothelial cell을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하며, propofol 제형에 따라 그 발생률에는 차이가 있다. Medium



chain triglyceride (MCT) propofol (Freefol, 대원제약, 서울)의 정주통과 혈전정맥염의

발생 빈도를 탐색하였다.

 

방법: 완전정맥마취로 정례수술이 예정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propofol 정주를 위한

추가 정맥도관을 거치하고, MCT propofol 30 mg을 2초에 걸쳐서 정주한 후 VAS (visual

analogue scale)로 정주통을 평가하였다. 수술이 종료되면 MCT propofol만 정주한

정맥도관을 제거한 후 최대 일주일까지 매일 방문하여 혈전정맥염의 발생여부를 평가하였다.

Propofol 제형 간의 정주통과 혈전정맥염 발생빈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long chain

triglyceride (LCT) propofol과 microemulsion propofol의 정주통, 혈전정맥염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1

 

결과: 정주로가 최소한 손목이나 손목보다 근위부의 굵은 정맥이었던 연구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MCT propofol: 96명, LCT propofol: 91명, microemulsion propofol:

103명). Propofol 제형별 평균(25, 75%) 정주통은 다음과 같았다. MCT propofol: 0 (0, 0)

mm, LCT propofol: 5 (0.0, 34.0), microemulsion propofol: 70.0 (37.0, 94.0) (Fig.

1). 제형별 혈전정맥염의 발생빈도(%)는 각각 0 (0%). 2 (2.4%), 7 (7.8%)이었다 (Table

1). 

 

결론: MCT propofol은 LCT propofol 및 microemulsion propofol에 비하여 정주통

및 혈전정맥염의 발생률이 적었다.

 

참고문헌

 

1. Jung JA, Choi BM, Cho SH, Choe SM, Ghim JL, Lee HM, Roh YJ, Noh GJ:

Effectiveness, safety, and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characteristics

of microemulsion propofol in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surgery under total

intravenous anaesthesia. Br J Anaesth 2010; 104:5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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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thrombophlebitis for microemulsion, long

chain triglyceride (LCT) and medium chain triglyceride (MCT) propofol.

Data are stated as count (percent). *: P = 0.0157 by Fisher’s exact test.

 



 

Fig. 1.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for pain on injection with microemulsion

(left), long chain triglyceride (LCT, middle) and medium chain triglyceride (MCT,

right) propofol in patients receiving a test dose of propofol 30 mg. The solid

horizontal red lines represent median VAS scores. Microemulsion propofol: 70.0

(37.0–94.0), LCT propofol: 5 (0.0–34.0), MCT propofol: 0 (0–0) mm (P < 0.0001

by Kruskal-Wallis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on Ranks). Data are stated as

median (25%, 75%).

 

 

 

1-4 Increments of propofol-dosage and left ventricular

systolic long-axis function during propofol-remifentanil

anesthesia for cardiac surgery: a preliminary report

 

1Department of Anesthesiolog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2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ung-Wan Hong1, Bo-Kyoung Chun1, Nazri Mohammad1, Tae-Yop Kim1,

Joon-Hum Yon2

 

BACKGROUND: There have been few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propofol

on left ventricular (LV) function in a clinical setting. Tissue Doppler imaging (TDI)

of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enabled quantification of intraoperative

changes in LV systolic function.

 

METHODS: During propofol-remifentanil anesthesia for cardiac surgery (n =

11), TDI of lateral mitral annular velocity at systole, early filling, and atrial

contraction (S', e', and a'); mitral inflow velocity Doppler at early filling (E), atrial

contraction (A); and LV-ejection fraction were determined following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ic data at 3-different dosages of propofol’s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effect-site concentrations of 1.0, 2.0, and 3.0

μg/ml, T1, T2, and T3, respectively) with a fixed dosage of remifentanil (0.7-0.8

μg/kg/min). 

 

RESULTS: S' showed significant reductions (T1 vs. T2 and T1 vs. T3 were all P <

0.001). a', e', E, A, DT and LV-ejection fraction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Phenylephrine infusion rate and BIS value at T3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at T1 (all P < 0.05), while arterial BP and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at T1,

T2 and T3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CONCLUSIONS: Increment of

TCI-propofol’s dosage 1.0-3.0 μg/ml showed significant declines in systolic LV

dysfunction in propofol-remifentanil anesthesia in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while all dosages provided sufficient depth of hypnosis. Efforts for

propofol’s dosage in remifentanil-sevoflurane anesthesia may be beneficial in

these patients with reduced myocardial reserve. 

 

References

 

1. Yang HS, Song BG, Kim JY, et al. Impact of propofol anesthesia induction on

cardiac function in low-risk patients as measured by intraoperative Doppler

tissue imaging. J Am Soc Echocardiogr 2013; 26: 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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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onitoring devices for analgesia/nociception balance:

a pilot study to evaluate new pain parameters in healthy

volunteers

 

1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Hosoo Ahn1, Doyang Park2, Byungmoon Choi1, Gyujeong Noh1,2

 

배경: 술중 유해자극은 스트레스 반응과 이화작용,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와 교감신경계의

활성, 면역학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창상의 치유과정과 수술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입원기간 연장 및 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술중 통증심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상용화된 세 가지 통증심도 장비(ANI (MetroDoloris, Lille, France), SPI (GE

healthcare, Freiburg, Germany), Algiscan (IDMed, Marseille, France))의 성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 건강 자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숫자평가척도로 5점이 될 때까지 정강이뼈에 10초

간격으로 30 N의 압박을 증가시켰다. 이후 생리식염수 혹은 remifentanil을 Minto 모형을

이용하여 3 ng/ml로 10분 간 유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골압박(bone pressure)을 가하였고,

2시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이전에 투여하지 않았던 약제를 선택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세 장비를 이용하여 각 단계에서 골압박을 가하기 전, 후의 값을 획득하였다(Fig.

1).

 

결과: 각 측정 시점에서 골압박의 정도와 ANI, SPI의 값의 변화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통증이 증가함에 따라 기저값에 비하여 SPI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ANI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lgiscan으로 측정한 동공크기와 빛 반사 후 동공크기의 변이는 통증 전, 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remifentanil이 정주하는 시기에서만 동공크기와 빛 반사 후

동공크기의 변이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골압박으로 유발한 통증을 객관적으로 정량화 하는데, Algiscan으로 측정한 동공

크기와 빛 반사 후 동공크기의 변이는 적합한 지표가 되지 못하였지만, ANI와 SPI는 유의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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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monitoring devices for quantifying nociception at various states with bone

pressure.

Data are presented as medina (25-75%) or mean (SD) as appropriate. *: P <0.05 vs. baseline, †:

(Maximal pupil size - minimal pupil size after light exposure)/maximal pupil size ´ 100 (%).  

 



 

Fig. 1 A flow chart for progression of   the clinical trial

 

 

 

1-6 A pilot study to evaluate new pain parameters in



parturient women

 

1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Jaewon-Kim1, Doyang-Park2, Byungmoon-Choi1, Gyujeong-Noh1,2

 

배경: 마취 중 통증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유해한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함을 물론 부적절한 진통제의 정주로 인한 합병증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통증심도를 정량화한 통증장비들이 개발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다양한 분만을 앞둔 산모에서 세 가지 통증심도 장비(ANI

(MetroDoloris, Lille, France), SPI (GE healthcare, Freiburg, Germany), Algiscan

(IDMed, Marseille, France))의 성능을 평가해 보기로 하였다.

 

방법: 자연 분만을 위하여 입원한 산모 10명을 대상으로, 통증이 없을 시기, 산통이 와서

visual analogue scale (VAS)로 5와 7점에 도달한 시기를 구분하여 세 장비로 측정한 값을

획득하였다. 

 

결과: 각 측정 시기에 따른 세 장비의 값의 변화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산통이 증가함에

따라 기저값에 비하여 SPI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ANI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lgiscna으로

측정한 동공크기와 빛 반사 후 동공크기의 변이는 산통 전, 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산통을 객관적으로 정량화 하는데, Algiscan으로 측정한 동공 크기와 빛 반사 후

동공크기의 변이는 적합한 지표가 되지 못하였지만, ANI와 SPI는 유의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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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monitoring devices for quantifying nociception at various states of labor pain. 

Data are presented as medina (25-75%) or mean (SD) as appropriate. *: P <0.05 vs. baseline, †:

(Maximal pupil size - minimal pupil size after light exposure)/maximal pupil size ´ 100 (%).VAS:

visual analogue scale

 

 

 

Session 2

 

16:30-17:30  컨벤션룸 2/ 좌장 김태균 (부산의대)

 

 

 

2-1 MEC and MEAC of intravenous oxycodone in major

intra-abdominal open surgeries

 

1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angmee An1, Byungmoon Choi1, Gyujeong Noh1,2

 

Backgrounds: In 2013, intravenous (IV) oxycodone was approved for market by

the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oxycodone has not been evaluated for determining MEC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as indicated by the need for administering IV oxycodone due to

pain) and MEAC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as indicated by

relief of pain by administering oxycodone) in major intra-abdominal surgery.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bout 3h at post-anesthetic care unit

(PACU) in a patient population, undergoing open stomach, colorectal and

hepatobiliary surgeries (n=50). All patients are administered oxycodone 0.1 mg/kg

before the end of surgery. Venous blood was sampled for measuring plasma

concentration of oxycodone as follows. 

• When patients complained of pain at PACU (1st MEC sampling), as indicated

by VAS (visual analogue scale) for pain ≥ 3 at rest, ≥ 5 with wound compression.

Wound area was compressed with a 20-Newton force. 

• Oxycodone 2 (BW <80 kg) or 3 (BW ≥ 80 kg) mg every 10 min until VAS for

pain <3 at rest, and <5 with wound compression (1st MEAC sampling).• When

patients complained of pain again (2nd MEC sampling), as indicated by VAS for

pain ≥ 3 at rest, or 5 ≥ with wound compression. 

• Oxycodone 2 (BW <80 kg) or 3 (BW ≥ 80 kg) mg every 10 min until VAS for

pain <3 at rest, and <5 with wound compression (2nd MEAC sampling).

 

Results: A total of 200 plasma concentration measurements from 50 patients,

undergoing major intra-abdominal open surgeries, was used to determine MEC

and MEAC, and to perfor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t the first onset of pain

(the 1st MEC), median plasma concentration of oxycodone was 31.5 ng/ml

(25%-75%: 26.2-35.1 ng/ml). At the first pain relief (the 1st MEAC), median

plasma concentration was 74.1 ng/ml (61.9-90.9 ng ⁄ml). The second MEC was

63.4 ng/ml (52.1-75.9 ng/ml), and the second MEAC was 76.1 ng/ml (69.9-91.6

ng/ml), (Fig. 1). Cp50 and γ for analgesia were 59.9 ng/ml and 3.73, respectively.

(Fig. 2)

 

Conclusion: The minimum effective analgesic concentration and analgesic

potency of oxycodone were approximately 75 ng/ml and 59.9 ng/ml,

respectively, in major intra-abdominal open surg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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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oxycodon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Kyeowoon Jung, Byungmoon Choi, Gyujeong Noh

 

Background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oxycodone following a single IV bolus of 0.1 mg/kg.

 

Methods: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oxycodone following a single IV bolus

of 0.1 mg/kg was evaluated in a patient population, undergoing open or

laparoscopic stomach, colorectal and hepatobiliary surgeries (n=54). Arterial

sampling to measure plasma concentration of oxycodone was taken at preset



intervals: 0, 2.5, 5, 10, 15, 20, 30, 45, 60 min, 1.5, 2, 4, 6, 8, 10, 12, 24

h following an IV bolus of oxycodone 0.1 mg/kg during operation.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estimated using nonlinear mixed effects

modeling (NONMEM VII level 3, ICON Development Solutions, Ellicott City, MD,

USA).

 

Results: A total of 849 plasma concentration measurements from 54 patients

was used to characterize pharmacokinetics of oxycodone in patient undergoing

major intra-abdominal open surgeries. The estimates of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V1 (L) = 11.8 + 0.36 (LBM 47), V2 (L) = 29.3 + 0.671 (LBM 47),

V3 (L) = 121 + 1.48 (LBM 47), Cl (L/min) = 1.58  (age/58)0.203, Q1 (L/min) = 2.52,

Q2 (L/min) = 1.81. (Table 1). Predictive checks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are shown in Fig.1. The percentage of data distributed outside of the 95%

prediction intervals of the predictive check was 2.3%. 

 

Conclusions: Time course of plasma concentration of oxycodone was well

described by three compartment mammillary model. Lean body mass and age

were significant covariates for volume of distribution and metabolic clearance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of oxycodon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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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 estimates, inter-individual variability, and median

parameter values (2.5 - 97.5%) of the nonparametric bootstrap replicates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for oxycodone.

 A log-normal distribution of inter-individual random variability was assumed. Residual random

variability was modeled using an additive (σ1)plus proportional (σ2)error model. Nonparametric

bootstrap analysis was repeated 2,000 times, RSE, relative standard error = SE/mean´100 (%). LBM:

lean body mass calculated by Janmahasatian formula (Clinical pharmacokinetics 2005; 44: 1051-65)

 

 

Fig 1. Predictive checks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for oxycodone. +, observed plasma

concentrations of oxycodone. Red solid line and shaded areas indicate the 50% prediction line and 95%

prediction intervals, respectively.

 

 

 

2-3 Vasopressin ameliorates the hypotension induced by

beach chair positioning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patients undergoing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 Pain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o Soo Young, Yoo Kyung-Yeon

  

Background: The beach chair position (BCP) is associated with a hypotension

that may lead to cerebral ischemia. Arginine vasopressin (AVP), a potent

vasoconstrictor, has been shown to prevent the hypotension on BCP. It also

improves cerebral oxygenation in different animal model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scalating doses of AVP on systemic hemodynamics and

cerebral oxygenation during a surgery in BCP under general anesthesia. 

 

Methods: Sixty patients undergoing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in BCP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llocated to receive either saline (control,

n=15)or three different doses of AVP (0.025, 0.05, or 0.075 U/kg; n=15 each) 2

minutes before BCP. Mean arterial pressure (MAP), heart rate (HR), 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SctO2) and jugular venous oxygen saturation (SjvO2)

were measured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and before (presitting in supine

position) and after BCP.

 

Results: AVP  per se given before BCP increased MAP, and decreased SjvO2,

SctO2 and HR in all (P <0.05). BCP decreased MAP, the magnitude of which and

hence the incidence of hypotension were decreased by AVP in a dose-dependent

manner. While in BCP, every dose of AVP reduced HR and SctO2. Accordingly, it

increased the incidence of cerebral desaturation (>20% SctO2 decrease from

baseline) with no differences in SjvO2 and the incidence of SjvO2 <50% or SjvO2 <40%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AVP ameliorates the hypotension associated with BCP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patients undergoing shoulder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However, AVP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SctO2 before and after

BCP and on SjvO2 before BCP.

 

 

 



2-4 Comparison of sugammadex and pyridostigmine for

reversal of neuromuscular blockade in the absence of

neuromuscular monitoring in patients undergoing

laryngeal microsurgery: A single-centered retrospective

stud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Byung Gun Lim, Eui Seok Park, Wonjoon Lee, Young Ju Won, Heezoo Kim, Il Ok

Lee

 

Purpose: The recommended dose of sugammadex depends on the level of

neuromuscular blockade, which requires the use of an appropriate

neuromuscular monitoring device. However, In Korea, routine clinical anesthesia

does not usually involve neuromuscular monitoring. In these clinical settings, the

efficacy and safety of sugammadex use has not been confirmed yet. Therefore, we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sugammadex shortens anesthesia time, extubation

time and recovery time and it reduces postoperative adverse events compared

with pyridostigmine when the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and its reversal agent

is not guided by neuromuscular monitoring.

 

Methods: One hundred forty patients, aged 19–75 years, who underwent

laryngeal microsurgery between July 2013–February 2015 wer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Finally, 135 patients were allocated to group S (sugammadex group;

n=68) or group P (pyridostigmine group; n=67) according to the neuromuscular

reversal agent which had been given. The study protocol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our hospital. All data, including patients’

characteristics,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 were collected by an

investigator not involved in the study from the electronic chart system. Primary

outcomes were anesthesia and extubation time. Secondary outcomes were as

follows: correlation between anesthesia time and extubation time, the total

amount of rocuronium and reversal agents, the interval between the surgery end

time and the administration of reversal agents, and recovery time [the time to

reach modified Aldrete score 10] and postoperative adverse events in the



postanesthesia care unit (PACU). 

 

Results: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name and time were comparable

between the groups. Anesthesia time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group S (30.7 ±

10.3 min) than in group P (35.8 ± 12.6 min). Extubation time was also

significantly shorter in group S (6.3 ± 3.9 min) than in group P (9.0 ± 5.4 min).

In the patients with anesthesia time of 30 min or les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nesthesia time and extubation time in group P (r=0.453), bu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n group S (Fig. 1). The total amount of rocuronium

was higher in group S (0.62 ± 0.11 mg/kg) than in group P (0.38 ± 0.14

mg/kg). The dose of pyridostigmine was 10 mg in all patients of group P. The

dose of sugammadex was 2.3 ± 0.5 mg/kg in group S. The interval between the

surgery end time and the administration of reversal agents and recovery time in

PACU were significantly shorter in group S than in group P. Postoperative

adverse events in PACU were comparable between the groups except

tachycardia events. The incidence of tachycardia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S (8.0%) than in group P (17.3%).

 

Conclusions: Sugammadex could shorten anesthesia and extubation time as well

as recovery time and reduce postoperative hemodynamic complication in a

clinical setting in which neuromuscular monitoring was not involved, which may

increase operating room turnover while improving postoperative condi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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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rrelation between anesthesia time and extubation time in the patients with anesthesia

time of 30 min or less. Group P: patients who received pyridostigmine as a reversal agent. Group S:

patients who received sugammadex as a reversal agent.

 

 

 

2-5 The role of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as

multimodal perioperative analgesia in total knee

arthroplasty : a retrospective evaluatio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ohee Jin, Jae Hee Woo, Hee Jung Baik, Jong Hak Kim, Jong In Han, Hahck Soo

Park, Youn Jin Kim, Guie Yong Lee, Chi Hyo Kim, Rack Kyung Chung

 

Background : Total knee arthroplasty (TKA) results in considerable

postoperative pain.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PCA) as

multimodal pain management is commonly used after general anesthesia, but the

amount used for IV-PCA varies among different centers and its efficacy remains

unknown.

 

Method : We reviewed the records of age 60-80 year patients who underwent

TKA under general anesthesia whose pain was managed with fentanyl IV-PCA

between December 2013 and March 2015. All patients received multimodal pain

management including periarticular injection (ropivacaine, epinephrine,

morphine, ketorolac), opioid, non-opioid analgesics given by IV-PCA, intravenous

and/or oral routes. The issue of using too much rescue analgesics (pethidine) for

old age patients undergoing TKA was raised at our hospital (Period I). From May

1, 2014, comprehensive postoperative care with close communication between

surgeon and anesthesiologists have been reinforced as a part of an effort for

quality improvement (Period II). Patient’s pain was managed with

individualized protocol with frequent follow-up rather than routine IV-PCA

protocol. If pain persists, intravenous pethidine 25 mg was injected to patients

as a rescue analgesic after precise assessment of pain score. 

 

Results : Total 104 patients underwent TKA under general anesthesia and had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After efforts of quality improvement

(n=73), the amount of pethidine used for postoperative 48 hour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238.71±137.67mg to 15.41±32.71mg. Patients who did not

request rescue analgesics also increased from 6.5% to 72.6%. For period II,

643.25±241.4 and 583.06±219.5 ㎍ of fentanyl were injected through IV-PCA for

60s and 70s patients respectively during postoperative 48 h. I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 group. Gender, unilateral versus bilateral TKA,

operation time and blood loss were not associated with analgesic use and

postoperative pain score. Several surgery and/or anesthesia related complication

was reported; nausea for 16, itching for 2, respiratory depression for 4 and

dizziness for 14 patients.



 

Conclusion : Individualized postoperative care with IV-PCA improved the

quality of pain management for patients undergoing TKA. Comprehensive

postoperative management with close communication between anesthesiologist

and surgeon is crucial. Further precise adjustment to IV-PCA protocol

considering old age patie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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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Response Surface Modeling Analysis of Interaction

between Rocuronium and Cisatracurium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Jeon So-eun, Kim Tae-kyun

 

배경 : Rocuronium과 cisatracurium은 마취 유도, 유지에 널리 쓰이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서 각각 steroid형과 benzylisoquinoline형의 구조를 가진다. Rocuronium과

cisatracurium에 대한 몇가지 연구들이 행해졌지만, 단편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sponse surface modeling을 통한 rocuronium과 cisatracurium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 연구방법 : 30-60세 사이의 전신마취 하에 이비인후과 정규 수술 예정인

미국마취학회 신체등급 분류 1 또는 2에 속한 여성 환자 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15개의 약물 농도 조합군에 무작위 배정되어 서로 다른 용량의 rocuronium, cisatracurium

또는 두 약의 혼합물을 투여 받았다. Propofol-remifentanil로 마취 유도, 유지하였으며,

척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엄지 모음근의 사연속반응비를 통해 신경근 차단의 정도를 10-20초

간격으로 평가하였다. Greco 상호작용 모형을 통하여 반응 표면 모델(response surface

model)을 만들고 rocuronium과 cisatracurium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Greco의 상호작용 모형을 통하여 계산된 rocuronium과 cisatracurium의 Ce50은

각각 1360 ng/ml, 424 ng/ml이었으며, 혼합 약물의 γ (용량-반응 곡선에서의 기울기

상수)는 10.2, 사연속 반응비 기준의 E0 (기저치)는 95.9%, Emax (최대효과)는 0%, 상호작용

계수 α는 1.28 이었다. 반응표면 곡선 그래프와 사연속반응비 5%, 50%, 95%에서의

isobologram에서 두 약물의 상승작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 Rocuronium과 cisatracurium의 근 이완에 대한 상승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esponse surface modeling을 통하여 모든 범위의 농도 조합에서 상승 작용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Keyword 

 

Response Surface Modeling Analysis, Rocuronium, Cisatracurium,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Drug interaction

 



 



Membership

회원가입

 

 

 

대한마취약리학회 회원 여러분, 2015년도 회원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sap.co.kr)의 My 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마취약리학회는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4월에 개최하는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저희

학회 주관 의료기기 및 생리학 심포지움 등록비가 할인됩니다. 약동약력학 분석에 필수적인

NONMEM 워크숍, 통계 이론과 R을 이용한 실습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귀분석 워크숍

또한 저렴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은 Anesthesia and Pain Medicine에 발표한

논문 성과에 따라서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상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구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대한마취약리학회는 대용량 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례 기록지를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는 e-CRF(electronic case report for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웹 기반 임상연구 관리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임상 데이터 베이스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의 강력한 편집기능으로 멀티센터 연구의 경우 데이터

관리가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마취약리학회는 e-CRF에 관한 정기적인

강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은 할인된 참가비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회원 혜택 이외에, 저희 학회와 협력하는 여러 연구기관의 저명한

학자들과 학술적, 인적 교류를 맺을 수 있고 이는 회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 강화와 더 나은

진료로 이어질 것입니다.

 

 

혜택

· 심포지움 등록비 할인

· 워크샵 등록비 할인

· 마취약리학회 학술상 후보 자격

· 마취약리학회 학술연구기금 신청 자격

· e-CRF (electronic-case report form) 무료 활용 가능

 



회비

· 정회원 (Full membership): 100,000원 / 년

· 전공의회원 (Resident membership) : 30,000원 / 년

· 간호사회원 및 일반회원 (Nurse or nonMD): 20,000원 / 년

 간호사 회원 및 일반회원은 사무국 승인후 가입 처리 완료 됩니다.

회비 납부방법 안내

· www.ksap.co.kr 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 후 신용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 계좌정보 : 하나은행 627-10003-86805 대한마취약리학회

10, Bamgogae-ro  1-gil, Suseo-dong, Gangnam-gu,  Seoul,  135-539,

 Korea 

Tel. +82-2-459-8251(02-459-8251)

Fax. 02-2040-7735 | Email. ksap@ksap.co.kr

http://ksa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