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정맥마취 2005; 9: 47∼53

저 □

복강경 담낭 절제술 후 주술기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강종만․황정원․김진희․전영태․박희평․오용석

Abstract
Risk Factors and Associations with Acute Postoperative Hypertension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Jong-Man Kang, M.D., Jung-Won Hwang, M.D., Jin-Hee Kim, M.D.,
Young-Tae Jeon, M.D., Hee-Pyoung Park, M.D., and Yong-Seok Oh,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Background: Acute postoperative hypertension (APH) is defined as a significant elevation of arterial
blood pressure during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The well-known causes of APH are pain, anxiety,
hypothermia and hypoxemia and so on. We investigated other predictable factors for APH by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We studied a number of factor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APH in 216 patients
undergo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retrospectively. We classified APH into mild (140-159/9099 mmHg), moderate (160-179/100-109 mmHg), severe (＞ 180/110 mmHg) APH. The potential
2
risk factors are old age (＞ 65 yr), sex, BMI (body mass index ＞ 27 kg/m ), ABO blood type, history
of hypertension, DM, current smoking, history of drinking, hypercholesterolemia (＞ 200 mg/dl), high
blood pressure (＞ 140/90 mmHg) at ward, midazolam premedication, intratracheal tube insertion (vs
LMA), anesthetic maintenance method (inhalant vs propofol infusion), use of intraoperative antihypertensive drugs, use of intraoperative atropine, immediate postoperative hypothermia. We constructed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Results: The proportion of mild APH was 27.3%, moderate 11.6%, severe 6.0%. Old age (＞ 65
yr) was identified to be associated with the all type of APH. High blood pressure at ward was related
to moderate and severe APH. The blood type AB was related to mild APH, the use of antihypertensive
drugs and the postoperative hypothermia were associated with moderate APH and the history of
hypertension was the factor that caused severe APH.
Conclusions: Old age, high blood pressure at ward, the blood type AB, postoperative hypothermia
and the history of hypertension are associated with 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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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술 후 급성 고혈압의 빈도는 보고된 논문에서 사
용된 고혈압의 계량적 정의에 따라 좌우된다. 두 번
이상 연속 측정하여 수축기/확장기 혈압이 190/1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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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 경우도 있고1) 140/90
mmHg 이상

2)

또는 160/90 mmHg 이상,

압만 220 mmHg 이상으로

4)

3)

수축기 혈

정의하기도 했다. 이에

로 마취 유지한 경우는 60명이었고, target-controlled
Ⓡ

infusion (TCI) system (Diprifusor , Fresenius Vial Co.,
France)을

이용하여

목표

농도를

4μg/ml로

하여

저자 등은 술 후 급성 고혈압의 기준의 혼란과 모호

propofol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며 유도하였고 rocuro-

함을 없애기 위해 이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세분

nium 0.6-0.9 mg/kg, alfentanil 5-10μg/kg 정맥 주

하고 각각의 발생 빈도 및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입 후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마취유지는 O2와

알아보았다.

N2O 각각 1 L/min 투여하면서 propofol 목표 농도를

흔히 알려진 원인으로는 통증, 저산소증, 각성시

3-5μg/ml

범위로

하여

유지하였다.

후두마스크를

흥분, 저체온, 수액 과다 투여, 과탄산혈증, 고혈압의

삽입한 경우에도 상기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였

병력 등이 있다. 저자 등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고 단지 기관내 삽관 대신 ProSealTM (laryngeal mask

단일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 국한하여 흡입마취와 전

airway ProSeal )을 삽입하였다. 술 중에 사용된 항

정맥마취의 마취 유지 방법의 차이를 포함해서 주술

고혈압제는 esmolol, labetalol, nicardipine이었고 혈압

기 여러 위험인자들의 술 후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상승 정도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하였

영향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 적정 혈압을 목표로 간헐적으로 투여하였다. 수

TM

술이 종료된 후 glycopyrrolate와 pyridostigmine으로
근육이완을 반전시켰으며 100% O2로 충분히 산소화

대상 및 방법

시킨 후 환자의 호흡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 연구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3

발관하였다. 회복실에 도착시 안면 마스크로 O2 5 L/

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본원에서 동일한 집도의

min을 공급하였고, 대기 호흡으로 전환시 맥박 산소

에 의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미국 마

포화도 97% 이하면 O2를 다시 공급하였다. Thermos-

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 또는 2군에 해당되는 환자

can (Instant Thermometer, Braun, Germany)로 고막을

를 대상으로 하였고 수술 중 개복하거나, 의무기록

통한 심부온도를 측정하여 저체온이거나 마취 후 전

지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기

율이 있는 경우는 모포와 forced air warmer (Bair

관내 삽관을 유지하여 회복실로 이송된 경우, 중환

Hugger , Augustine Medical, USA)로 따뜻한 바람을

자실로 이송된 경우, 환자가 원하여 정맥로를 통한

송풍하였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keto-

통증 자가 조절 장치를 시행한 경우 등을 제외한

rolac 15-30 mg을 일시 정주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216명을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흡연과 음주력은 기록지상 현재 흡연하거나 금연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한 지 1년 이내인 경우를 흡연군으로 하였고, 음주

High Blood Pressure에서 정의한 고혈압 분류체계에

력은 주 2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맞추어

5)

140-159/90-99

mmHg는

경도,

160-179/

마취 전 투약은 midazolam 0.02-0.05 mg/kg으로

100-109 mmHg는 중등도, 180/110 mmHg 이상인

하였다. 환자는 수술실 입실 후 심전도, 비침습적 자

경우는 중증 술 후 급성 고혈압으로 구분하였다.

동혈압계, 맥박 산소 계측기를 설치하여 심박수, 혈

139/89 mmHg 이하인 경우는 정상군으로 간주하였

압,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다. 회복실에 도착한 후 처음 측정한 혈압 수치는

모든 환자의 배측에 circulating-water Blaketrol (Subzero,

제외하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기록된 혈압 중 2회

USA)를 설치해서 가온하였다. 흡입마취제로 마취

이상 상기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 술후 급성 고혈압

유지한 경우는 156명이었고 propofol 1-2 mg/kg,

으로 분류하였다.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서

rocuronium

로 다른 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다 상위에 속

0.6-0.9

mg/kg,

alfentanil

5-10μg/kg를

정맥 주입후 기관내 삽관하였고, 수술 중 마취는 반

한 쪽에 따르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폐쇄 순환식 방법으로 O2와 N2O 각각 1 L/min와

비교할 위험인자로는 연령 65세 이상/이하, 성별,

sevoflurane (1.0-3 vol%, 121명) 또는 desflurane (8-

체질량계수 27 kg/m 이상/이하, 혈액형, 고혈압 병

12 vol%, 35명)를 투여하여 유지하였다. 정맥마취제

력 유무, 당뇨 유무, 흡연 유무, 음주력 유무, 고콜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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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 of APH with Respect to Potential Risk Factors
ꠧꠧꠧꠧꠧꠧꠧꠧꠧꠧꠧꠧꠧꠧꠧꠧꠧꠧꠧꠧꠧꠧꠧꠧꠧꠧꠧꠧꠧꠧꠧꠧꠧꠧꠧꠧꠧꠧꠧꠧꠧꠧꠧꠧꠧꠧꠧꠧꠧꠧꠧꠧꠧꠧꠧꠧꠧꠧꠧꠧꠧꠧꠧꠧꠧꠧꠧꠧꠧꠧꠧꠧꠧꠧꠧꠧꠧꠧꠧꠧꠧꠧꠧꠧꠧꠧꠧꠧꠧꠧꠧꠧꠧꠧꠧꠧꠧꠧꠧꠧ
No. of cases (%)
Potential risk facto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rmal
Mild APH
Moderate APH Severe AP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Yes (31%)
18 (26.9)
22 (32.8)
17 (25.4)
10 (14.9)
Age ＞ 65 yr
No (69%)
101 (67.8)
37 (24.8)
8 (5.4)
3 (2.0)
Male
BMI ＞ 27 kg/m

2

Yes (46%)
No (54%)

54 (54.5)
65 (55.6)

28 (28.3)
31 (26.5)

15 (15.2)
10 (8.5)

2 (2.0)
11 (9.4)

Yes (21%)
No (79%)

19 (43.2)
100 (58.1)

15 (34.1)
44 (25.6)

7 (15.9)
18 (10.5)

3 (6.8)
10 (5.8)

16
14
9
20

10
5
2
8

Blood group

A (36%)
B (24%)
AB (8%)
O (32%)

48
29
5
37

(61.5)
(56.9)
(29.4)
(52.9)

(20.5)
(27.5)
(52.9)
(28.6)

(12.8)
(9.8)
(11.8)
(11.4)

4
3
1
5

(5.1)
(5.9)
(5.9)
(7.1)

History of hypertension

Yes (29%)
No (71%)

20 (32.3)
99 (64.3)

18 (29.0)
41 (26.6)

14 (22.6)
11 (7.1)

10 (16.1)
3 (1.9)

Diabetes mellitus

Yes (10%)
No (90%)

7 (31.8)
112 (57.7)

9 (40.9)
50 (25.8)

6 (27.3)
19 (9.8)

0 (0)
13 (6.7)

Current smoking

Yes (19%)
No (81%)

22 (53.7)
97 (55.4)

12 (29.3)
47 (26.9)

6 (14.6)
19 (10.9)

1 (2.4)
12 (6.9)

History of drinking

Yes (32%)
No (68%)

43 (62.3)
76 (51.7)

17 (24.6)
42 (28.6)

8 (11.6)
17 (11.6)

1 (1.4)
12 (8.2)

Cholesterol ＞ 200 mg/dl

Yes (22%)
No (78%)

27 (56.3)
92 (54.8)

13 (27.1)
46 (27.4)

4 (8.3)
21 (12.5)

4 (8.3)
9 (5.4)

Hypertension at ward

Yes (19%)
No (81%)

8 (19.0)
111 (63.8)

10 (23.8)
49 (28.2)

15 (35.7)
10 (5.7)

9 (21.4)
4 (2.3)

Preoperative midazolam

Yes (60%)
No (40%)

71 (55.0)
48 (55.2)

32 (24.8)
27 (31.0)

15 (11.6)
10 (11.5)

Airway

Intratracheal tube (68%)
LMA (32%)

80 (54.8)
39 (55.7)

42 (28.8)
17 (24.3)

19 (13.0)
6 (8.6)

5 (3.4)
8 (11.4)

Anesthetic maintenance

Inhalant (73%)
Propofol (27%)

84 (53.8)
35 (58.3)

44 (28.2)
15 (25.0)

22 (14.1)
3 (5.0)

6 (3.8)
7 (11.7)

Use of intraoperative
antihypertensive drugs

Yes (21%)
No (79%)

16 (36.4)
103 (59.9)

14 (31.8)
45 (26.2)

10 (22.7)
15 (8.7)

4 (9.1)
9 (5.2)

Use of intraoperative
atropine

Yes (14%)
No (86%)

12 (38.7)
107 (57.8)

9 (29.0)
50 (27.0)

9 (29.0)
16 (8.6)

1 (3.2)
12 (6.5)

Immediate postoperative
hypothermia

Yes (17%)
No (83%)

16 (43.2)
102 (57.3)

9 (24.3)
50 (28.1)

8 (21.6)
17 (9.6)

11 (8.5)
2 (2.3)

4 (10.8)
9 (5.1)

Use of postoperative
Yes (49%)
58 (53.2)
32 (29.4)
14 (12.8)
5 (4.6)
analgesics
No (51%)
61 (57.0)
27 (25.2)
11 (10.3)
8 (7.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PH: acute postoperative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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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롤혈증 유무, 수술전날 병동 혈압 140/90 mmHg
이상/이하, 술 전 midazolam 정주 유무, 기도 유지

고

찰

방법(기관내 튜브/ 후두마스크), 마취 유지 방법(흡입
마취제/정맥마취제), 수술 중 항고혈압제 사용 유무,

술 후 급성 고혈압은 대개 140/90 mmHg 이상 혹

수술 중 atropine 사용 유무, 회복실에서 측정한 첫

은 기저 혈압의 20-30% 이상 상승한 경우로 정의

o

6)

체온 35 C 이상/이하, 술 후 진통제 사용 유무로 하

된다.

였다. 통계는 SPSS 10.0으로 시행하였고 정상군과

만 문헌상에서 정확하고 계량적인 정의는 일치되지

비교하여 경도, 중등도, 중증 고혈압군을 다항 로지

않고 있다. 술 후 급성 고혈압은 흔하게 발생하며

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

회복실, 중환자실, 외과 병동 등에서 치료를 요하는

석하였다. P ＜ 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된 용어이지

데 치료가 부적절하면 심각한 신경학적, 심혈관적,
7)

수술 창상 부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결

대개 6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항고혈압제를 사

과

용하기 전에 우선 통증, 불안, 저체온, 저산소혈증
발생률은 전체 216명 중 경도 술 후 급성 고혈압
은

59명으로

27.3%,

중등도

고혈압은

25명으로

등 가역적이고 치료 가능한 원인부터 고려해야 한
6)

다.

11.6%, 중증 고혈압은 13명으로 6.0%였다. 각 위험

저자 등은 동일한 집도의에 의한 복강경 담낭 절

인자의 빈도와 위험인자 유무에 따른 술 후 급성 고

제술의 단일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 국한하여 술 후

혈압의 각 단계별 발생률은 Table 1과 같다. 다항 로

급성 고혈압의 발생 빈도와 원인을 연구하였다. 수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65세 이상의 연령은 모든 정

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일정하며 수술에 의한 자극

도의 술 후 급성 고혈압과 연관이 있었고 수술 전날

이 심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동 혈압 140/90 mmHg 이상은 중등도와 중증, AB

수술 종류, 시간, 통증의 정도에 의한 차이는 연구에

형은 경도, 술 중 항고혈압제 사용과 마취 회복 후

서 배제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수술을 대상으로

저체온은 중등도, 고혈압 병력은 중증 술 후 고혈압

한 연구보다는 환자간 출혈양, 수액 주입량이 거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었다(Table 2). 회귀분석의 결정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

계수 R2은 50.9%이었다.

도 적다고 하겠다. 마취 방법에 따른 술 후 고혈압
발생에 관해서는 enflurane이나 halothane에 의한 마

Table 2. Independent Perioperative Risk Factors for Acute Postoperative Hypertension b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APH
Risk factors
Odds ratio (95% CI)
Significa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ild
Age ＞ 65 yr
2.8 (1.2-6.6)
0.016
Blood type AB
4.4 (1.1-18.4)
0.043
Moderate

Severe

Age ＞ 65 yr
Hypertension at ward
Intraoperative antihypertensives
Postoperative hypothermia

6.2
29.3
4.7
5.1

(1.7-21.8)
(6.5-131.6)
(1.0-21.9)
(1.2-21.8)

0.005
＜ 0.01
＜ 0.01
0.027

Age ＞ 65 yr
16.8 (1.8-156.2)
0.013
Hypertension at ward
138.1 (8.9-2123.5)
＜ 0.01
History of hypertension
21.2 (1.8-243.9)
0.0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PH: acute postoperative hypertension,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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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에 비해 균형마취에서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
다.

8)

이에 반해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isoflurane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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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0.3oC로 유지한 군과 34.2 ± 0.2oC로 유지한
군에서 수술에서 발관 후 15분까지 혈역학적 변화와

하지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장 농도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

만 기존의 연구는 심장수술이나 개두술 등 수술 과

가 있다.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

정과 결과, 합병증 등이 술 후 고혈압 발생에 영향

서 회복실 체재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회복실 퇴실

을 주기 쉬운 비교적 큰 수술이므로 마취 방법에 의

직전에는 술 전 체온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한 술 후 고혈압 발생의 영향을 알아보기에는 무리

기간 동안의 생체적 변화 차이에 의해 저체온이 술

가 있다.

후 급성 고혈압 발생에 연관되어진 것 같다.

의한 마취에서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carotid endarterectomy)와 근치

65세 이상과 수술 전날 병동 혈압 140/90 mmHg

적 목수술(radical neck dissection)후 발생한 고혈압에

이상인 경우는 술 후 급성 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4,9-11)

심한 고혈압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며 오즈비(odds ratio)는 술 후

발생하는 원인으로 수술 자체에 의해서 경동맥굴 압

고혈압 단계별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Benzel

력수용체(carotid sinus baroreceptor) 손상으로 설명하

과 Hoppens도15) 65세 이상에서는 49%, 65세 미만은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었으며

9)

대뇌의 자가 조절 기전의 상

28%로 술 후 고혈압 발생률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

실에 당뇨, 대뇌 피질의 저혈류, 허혈성 발작, 뇌 경

다. 노인은 연령에 비례해 중추신경계, 심혈관, 폐,

고 있다. Skydell 등은

색, 뇌 혈관 자가조절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취약제

간,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

가 관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Isoflurane이 대뇌

신경계 흥분이 증가하여 심혈관계의 변화가 발생하

혈관 확장을 일으키고 대뇌 자동조절 기전 상실의

며, 불안, 긴장에 의한 혈압 상승의 위험이 크다.

역치를 낮출 수 있고 고농도에서는 이 기전을 완전

또한 노인에서는 동시에 측정한 동맥내 혈압 측정은

16)

히 사라지게 하여 대뇌 혈류가 전신 혈압에 좌우되

정상치인데 상박 혈압측정띠(arm cuff)로 측정한 혈

어 두개강 내압 상승과 전신 혈압의 반사성 상승이

압은 고혈압을 나타내는 현상 즉 위고혈압(pseudo-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

hypertension)이 나타나기 쉽다.17) 본 연구에서도 비

서는 sevoflurane과 desflurane을 1-2 MAC 정도로

침습적 자동혈압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기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수술 전날 병동 혈압은

사료된다. Godet 등은12) sevoflurane군과 propofol TCI

병동에서 측정한 혈압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하

군에서 회복시간과 발관시간, 요정체, 입원 기간을

고 3회 이상의 측정치를 평균해서 얻어진 값이다.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입원 전후의 혈압 변동여부가 기관삽관후의 혈압 변

도 마취유지방법이 술 후 고혈압 발생에 차이가 없

화나 술후 급성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

음을 알 수 있다.

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수회에 걸쳐서 측정한

회복실 도착 후 첫 혈압 측정시는 기관 발관의 영

혈압의 평균이 정서적 영향 및 일주기적(circadian)

향과 마취로부터의 각성에 의한 즉각적인 영향 때문

혈압 변화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

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고혈압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화되는 경우, 즉 15분 간격으로 기록되는 회복

전신마취 유도시 기관내 삽관은 교감신경을 자극

실 기록지에서 일회성 고혈압인 경우는 술후 급성

하여 고혈압, 빈맥, 부정맥 및 혈청내 catecholamine

고혈압 발생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시간대의

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에 비해 후두마스크는 비교

혈역학적 변화는 근육 이완을 회복시키기 위한 pyri-

적 자극이 적어 혈역학적 변화가 기관내 삽관에 비

dostigmine과 glycopyrrolate의 투여로도 영향을 받을

해 거의 없다. 그러나 제거시에는 둘 사이에 혈역학

수 있다.

적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Reuler는

o

저체온을 35 C 이하의 심부온도로 정의

하고 있다. 정상인에 있어서 직장 온도가 35oC 이하

18)

본

연구에서 술후 급성 고혈압 발생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로 떨어지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

본 연구에서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다. 같은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술중 체온을 평균

모두 당일 아침 항고혈압제를 투여한 후에 마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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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었다. 고혈압 환자는 항고혈압 치료를 받을지라

결론적으로 흡입 마취나 정맥 마취와 같은 마취

도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병변이 이미 존재하므로

유지 방법이나 기관내 삽관이나 후두 마스크를 이용

중증 술후 급성 고혈압을 유발시킨 것으로 사료된

한 기도 유지 방법은 모두 술후 급성 고혈압 발생에

다. 고혈압은 미국에서만 6천만명의 환자가 있고, 또

영향이 없었고, 65세 이상의 연령은 모든 정도의 술

한 자신이 고혈압 환자임을 알지 못하는 개인이 많

후 급성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5)

이러한 연유로 고혈압 병력

또한 수술 전날 병동 혈압 140/90 mmHg 이상은 중

자체보다 수술 전날 병실에서 측정한 혈압 상승이

등도와 중증, AB형은 경도, 술 중 항고혈압제 사용

술 후 급성 고혈압 발생에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것

과 마취 회복 후 저체온은 중등도, 고혈압 병력은

같다.

중증 술후 고혈압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

이 존재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서처럼 술 중 항고혈압제를 사용한 경

다.

우에는 중등도 술 후 급성 고혈압 발생률이 상당히
2)

높았다.

이는 같은 수술적 자극에 과민하게 혈압

참 고

문

헌

상승이 있는 환자에서 항고혈압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회복기에도 같은 기전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
다.
ABO 혈액형이 사회경제적 상태와 허혈성 심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19)

있다.

B 항원을 가지고 있는 혈액형(B, AB)은 be-

ta-lipoprotein cholesterol치와 수축기 혈압에서 다른
20)

혈액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AB형이 경도의 술 후 급성 고혈압의 위험
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차후 혈역학적 연구에
서 혈액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술 후 급성 고혈압의 합병증으로는 출혈성 뇌졸
중, 허혈성 뇌질환, 심근 허혈, 심근 경색, 심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혈관 문합술의 실패, 수술 창상의 출
혈 등이 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 후 발생한 고혈
압이 뇌졸증, 사망, 심장 합병증 발생에 연관이 있었
고 이때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 220 mmHg
4)

이상으로 하였다.

Asiddao 등은

21)

경동맥 내막 절제

술 1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7%가 심
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중 55%는 관상 동맥 질
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 다수의 논문에
서도 경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관상 동맥 질환
을 비롯한 심장 질환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심근 경
색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수술의 범위가 작고 출혈이
거의 없고 복강경 수술이라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였
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술
후 급성 고혈압 정도에 따른 이환율, 사망률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차후 다른 모델로 이에 대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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