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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hanges in Respiratory Compliance and Peak Airway Pressure
during a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the Elderly

Guie Yong Lee, M.D., Dong Yeon Kim, M.D., and Chi Hyo Kim, M.D.

Depa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advantage of a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has led to a trend toward performing 

it in the elderly.  It is well recognised that this can cause changes in respiratory mechanics.  However, 

few studies have measured the effects of abdominal insufflation with CO2 in the elderly.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changes in respiratory compliance and peak airway pressure during a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Methods:  Thirty patients undergoing a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ged 65 years or more (elderly group) and under 60 years (control group).  A pneumoperitoneum up 

to an intraabdominal pressure of 12 mmHg was created with CO2 insufflation.  Respiratory and peak 

airway pressure were measured with a continuous spirometry.  Measurements were obtained pre-insuffla-

tion, just after CO2 insufflation, at 15, 30, 45 and 60 minutes and after abdominal deflation.  

  Results:  In both groups, respiratory compliance decreased significantly (P ＜ 0.05) and equally by 

about 40% after CO2 insufflation.  The decrement continued during the pneumoperitoneum, the changes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the groups. Each group showed an equal improvement immediately after 

abdominal deflation.  No differences between the peak airway pressure during a laparoscopic chole-

cystectomy was seen in either group.  

  Conclusions:  We have demonstrated that during a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the elderly the 

respiratory compliance decreased and peak airway pressure significantly increased as in the control group.  

(Korean J Anesthesiol 2001; 41: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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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로봇기술과 비디오기술의 개발로 복강경 수

술의 적응이 다양해지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술에 비해 술후 통증 및 폐 합병증이 적고, 입원기

간이 단축되어 정상적 생활로 복귀 시간이 빠르며 

의료비 감축의 장점이 있다.
1)
 근래에는 복강경을 이

용한 담낭절제술이 개복술보다 더 많이 시행되고 있

으며, 노인 및 심폐질환 환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강경 수술시에는 복강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

여 복압을 12-15 mmHg까지 증가시키므로 이에 따

른 혈역학적, 호흡계, 내분비계의 변화 및 외과적 합

병증에
2)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노화는 가스교

환 기능의 감소, 폐 탄성의 감소와 흉곽의 경직 등

으로 기계적 환기능력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시 복압의 증가로 인한 호

흡계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저자

들은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시 호흡기계 

유순도와 최고기도압의 변화를 관찰하 다.

대상 및 방법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60세 이하의 환자 15명은 대조군으로 하 고, 65세 

이상의 환자 15명은 노인군으로 하 다. 호흡기 질

환 및 폐기능 이상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복

강경 담낭절제술 중 환자 감시장치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각군의 연령, 성

별, 체중, 신장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마취전투약은 atropine sulfate 0.5 mg과 midazolam 

2-3 mg을 마취유도 30-60분 전에 근주하 다. 마

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4-5 mg/kg이나 propofol 

2 mg/kg을 정주하고 의식소실 후 succinylcholine chlo-

ride 1.5 mg/kg을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propofol 지속정주, fentanyl, 50% N2O- 

O2 또는 midazolam, fentanyl, enflurane, 50% N2O-O2

로 유지하 다. 술중 근이완제는 vecuronium을 0.1 

mg/kg 투여하 으며,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 대조군

은 0.02 mg/kg, 노인군은 0.015 mg/kg을 추가 정주하

여 capnography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파형에서 자발

호흡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지시켰다.

  마취유도 후 복강내압을 12 mmHg로 자동조절 되

도록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수술 중에도 12 mmHg

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주입되었

다. 술중 체위는 두부거상 및 좌측으로 기울여 유지

하 다.

  수술 중 기계적 환기는 Cato
Ⓡ
 (Dräger, Germany)를 

사용하여 일회환기량 10 ml/kg, 호흡횟수 12회/분으

로 조절하 으며 마취기에 설치된 side stream spiro-

metry를 이용하여 최고기도압, 고평압, 호흡기계 유

순도(Dynamic total compliance of respiratory system), 

일회환기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여 호

흡기계의 변화를 관찰하 다. 수술중 환자감시장치

는 PM 8060 Vitara (Dräger, Germany)를 사용하여 혈

압, 심박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 다. 최고기도압, 

호흡기계 유순도의 변화는 마취유도 후 이산화탄소

를 복강내 주입하기 전, 이산화탄소 주입 직후, 15

분, 30분, 45분, 60분, 수술종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

한 후에 측정하 다.

  각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반

복분산분석법, unpaired t-test를 이용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호흡기계 유순도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마취유도 

후 60.4 ± 6.3 ml/cmH2O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직후

부터 41.0 ±2.3 ml/cmH2O로 유의하게(P ＜ 0.05) 감

소하여, 15분에 32.7 ±5.0 ml/cmH2O, 그 후 60분 경

과하기까지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산화탄소 

제거 후에는 51.2 ± 8.0 ml/cmH2O로 회복되었다. 노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

Control Elderl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of patients  15  15

Age (yr)   40.9 ± 10.9  71.1 ± 4.8

Sex (m/f)  7/8  6/9

Height (cm) 161.6 ± 6.4 158.9 ± 4.9

Weight (kg)  63.8 ± 7.1  61.8 ± 7.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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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군에서는 54.8 ± 9.1 ml/cmH2O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직후 37.5 ± 8.6 ml/cmH2O로 유의하게 감소하

여, 15분에 30.7 ± 4.9 ml/cmH2O, 그 후 60분 경과

하기까지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산화탄소 제

거 후에는 47.0 ± 11.0 ml/cmH2O로 회복되었다. 매 

측정시마다 대조군과 노인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최고기도압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마취유도 후 

14.5 ± 2.0 cmH2O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직후 20.7 

± 3.6 cmH2O로 유의하게(P ＜ 0.05) 증가하여 15분

에 24.4 ± 3.3 cmH2O, 그 후 60분 경과하기까지 계

속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산화탄소 제거 후에

는 17.7 ± 2.4 cmH2O로 회복되었다. 노인군에서는 

15.4 ± 2.9 cmH2O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직후 21.8 

± 4.6 cmH2O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15분에 24.5 ± 

5.1 cmH2O, 그 후 60분 경과하기까지 계속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산화탄소 제거 후에는 18.0 ± 

3.1 cmH2O로 회복되었다. 매 측정시마다 대조군과 

노인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고      찰

  본 연구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시 복강내에 이산

화탄소 주입 후 노인군의 호흡기계 유순도 감소 및 

최고기도압 증가, 이산화탄소 제거 후 유순도와 기

도압이 회복되는 양상은 대조군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Fig. 1, 2). 또한 복압을 12 mmHg로 지속시키

는 동안에 감소된 유순도 및 증가된 최고기도압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기복은 복강경 수술시 수술부위 노출과 조작에 필

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복압이 12-15 mmHg가 

되도록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복부팽만으로 횡경막

을 상승시키고 횡경막과 복부측 흉벽을 경직시키고, 

폐 확장을 제한하여 기능적 잔류량을 포함한 폐용적

을 감소시킨다.3)

  기복에 의한 폐기능 변화는 체위 및 마취에 의하

여 향을 받는다. 전신마취시에는 기능적 잔류량 

및 유순도가 20% 감소한다.4) 기복으로 감소된 유순

도는 다른 체위로 바꾸어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고 하 으나
5,6)
 김지웅 등은

7)
 두부거상 체위가 Trend-

elenburg 체위보다 최고기도압과 폐유순도의 변화가 

적었으므로 두부거상 체위가 기복의 향을 상쇄시

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 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시 폐유순도 감소에 대한 연구

에서 Oikkonen 및 Tallgren은
8)
 20%, Makinen과 Yli는

9) 

30%, 황정원 등은
10)
 35.4%의 감소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복강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복압을 

12 mmHg로 기복을 유지하 을 때 유순도는 대조군

과 노인군에서 각각 45.9%, 44.0% 감소하 으며 두

Fig. 1. Respiratory compliance during laparoscopic chole-

cystectomy. Data points are shown as mean ± SD. Pre-inf 

= pre-insufflation, CO2 = just after the insufflation of the 

CO2. *indices differ from pre-insufflation value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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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ak airway pressure (PAW) dur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Data points are shown as mean ± SD. 

Pre-inf = pre-insufflation, CO2 = just after the insufflation 

of the CO2. *indices differ from pre-insufflation value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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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화와 관련된 환기-가스분포의 변화는 주로 폐와 

흉곽의 유순도 변화에서 생긴다. 노인에서는 폐 탄

성 반도가 감소하므로 폐 유순도가 증가한다. 그러

나 흉곽의 늑연골 관절의 석회화 및 경직화는 흉곽 

유순도를 감소시키고, 그 외에도 호흡근력의 저하로 

유순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호흡기계의 

유순도는 소량만 변한다.
11)
 본 연구에서 두군간에 

호흡기계 유순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노화에 의한 호흡기계 유순도 변화가 적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기복으로 횡경막이 두부측으로 이동되어 폐용적을 

감소시키고 횡경막 운동을 방해하여도 분시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압이 증가하게된다.
12)
 기도압

의 증가는 유순도가 감소된 것을 반 하는 것으로
13)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노인군에서 각각 68.3%, 

59.0% 증가하여 Makinen과 Yli의
9)
 40%, 황정원 등

의
10)
 50.7% 보다 많이 증가하 지만 각각 24.4 및 

24.5 cmH2O로 폐 압손상의 위험성은 없었다.

  Baydur 등은
14)
 전신마취시 마취기간에는 상관없이 

마취유도 후 처음 10분이 경과하면 호흡기계 및 폐

유순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며, 기도분비물의 축

적 때문에 호흡기계와 폐 저항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 다.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시에 지속적으로 유순

도가 감소한 것에 비해13) Makinen과 Yli의9) 복강경

하 담낭절제술시에는 기복이 되고나면 초기에 유순

도가 감소하여 그 후 기복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감

소된 상태에서 안정된 수치를 나타낸다고 하 다.9)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 및 노인군 모두 이산화탄소 

주입직후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시

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 다. 이는 술중 일정한 

압력으로 기복을 유지하므로 이산화탄소의 소실과 

추가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
 그러

나 조상윤 등은15) 이산화탄소 주입 직후와 5분까지

만 유의하게 감소하 고 10, 15분치는 주입전과 비

교해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

과의 차이는 술중 체위변화, 복압의 정도, 마취방법, 

근이완 정도에 따라 동적유순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수술종료와 함께 이산화탄소 제거 후 유순도의 회

복은 Bardoczky 등은
13)
 80-85% 회복을 보고하 으

나 Makinen과 Yli는
9)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제거 후 이산화탄소 주입

전 치에 비하여 대조군과 노인군에서 각각 84.8%, 

85.8%로 회복되었으며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노인군의 복강경 담낭절

제술시 이산화탄소 주입 후 호흡기계 유순도 감소와 

최고기도압 증가, 이산화탄소 제거 후 회복되는 양

상은 대조군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노인환자에

서 복강경 수술시 복압의 증가로 인한 호흡기계 변

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 노인 마취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호흡기계 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 기에 향후 폐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한 노인환자의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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