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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을 위한 산모의 전신마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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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idal Volume Breathing and Deep Breathing Preoxygenation
Techniques for a Cesare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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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Suk Chung, M.D., and Hee Sang Park,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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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reoxygenation is routine prior to rapid sequence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for 

a cesarean sec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reoxygenation techniques of tidal volume 

breathing (TVB) and deep breathing (DB) for a cesarean section.

  Methods:  One hundred twenty ASA I and II patients scheduled for a cesarean sec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participated in the study.  Preoxygenation was performed with 5, 7, and 10 L/min 100% 

oxygen.  The following techniques were tested: 1) normal TVB for a 5-min period (TVB/5 min) and 

2) DB for a 2-min period (4 DB/0.5 min, 8 DB/min, 12 DB/1.5 min and 16 DB/2 min).  Inspired (FIO2) 

and end-tidal oxygen fraction (FETO2), end-tidal carbon dioxide pressure (ETCO2) and oxygen saturation 

(SpO2) were measured at 0.5-min intervals.

  Results:  During TVB, FETO2 increased rapidly between 0.5 and 3.5 min and plateaued by 3.5 min 

at 78.5%, 83.3% and 90.8% with 5, 7 and 10 L/min 100% oxygen, respectively.  Four DB/0.5 min 

increased FETO2 to 64.7%, 67.2% and 72.3% at 5, 7, and 10 L/min 100% oxygen,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four DB/0.5 min, the values of FETO2 with TVB/1.5 min and TVB/2 min were high at 

7, 10 and 5 L/min 100% oxygen.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TVB/2 min was more effective than four DB/0.5 min in achieving 

preoxygenation but eight DB/min could be used in case of an emergent operation.  (Korean J An-

esthesiol 2003; 44: 6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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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 내용물의 역류나 기관내 삽관의 어려움이 예견

되는 환자의 전신마취시 빠른 마취유도를 위해 마취

유도와 근육이완을 시행하기 전에 100% 산소를 사

용한 충분한 마취전 산소화(preoxygenation)는 무호흡

에 의한 저산소증 발생기간을 연장시키므로 매우 중

요하다.
1,2)

  특히 임신 중에는 폐의 기능적 잔기량이 감소하고 

위 내용물의 기도내 흡인의 위험성이 매우 증가하므

로 제왕절개술을 위한 전신마취시 빠른 마취유도와 

마취전 산소화를 시행하여 산모와 태아의 저산소증

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4)

 이 때 이용되는 

마취전 산소화는 100% 산소를 3-5분 동안 정상 일

회 호흡량으로 자발호흡을 시키는 방법을 흔히 사용

하지만 응급으로 시행되는 제왕절개술인 경우에는 

100% 산소를 30초에 4번 정도의 심호흡시키는 방법

을 이용하기도 한다.5) 반면 Baraka 등은6) 기관내 삽

관이나 환기가 어렵다고 예견될 경우에는 마취전 산

소화의 방법으로 분당 10 L의 100% 산소를 1분 동

안에 8회 심호흡하는 방법을 보고하 는데 이와 같

이 전신마취전 산소화 방법은 다양하고 이 때에 공

급되는 산소의 유량과 호흡기간도 다양하게 사용되

지만 제왕절개술을 위한 산모에서 마취전 산소화를 

위한 산소의 호흡방법, 호흡기간과 공급되는 산소 

유량에 따른 마취전 산소화의 효과는 논란이 있으며 

특히 마취전 산소화의 방법으로 100% 산소를 1분 

이상 심호흡을 시행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전신마취에 의한 선택적 제

왕절개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마취전 산소화

를 위해 정상 일회 호흡량을 5분 동안 자발호흡을 

시행한 경우와 2분 동안 폐활량에 해당하는 심호흡

을 시행한 경우에 각각에 공급되는 산소유량의 변화

에 의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마취전 산소화의 변화

를 매 30초 간격으로 각각 지속적으로 비교 관찰하

고 이 기간 중 100% 산소를 4번 심호흡을 시행한 

때에 비해 100% 산소를 정상 일회 호흡량으로 5분 

동안 자발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어떤 시점에서 흡입

산소농도와 호기말 산소농도가 증가하는지를 관찰하

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선택적 제왕절개술이 예정된 산모 중 실험의 취지

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급분류 1-2에 해당하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 환자의 나이는 21-43세, 체중은 56-

93 kg이었고 평균 임신기간은 270일, 혈중 hemo-

globin은 평균 11.1 g/dl이었으며 임신중독증, 태아절

박가사를 동반하 거나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의 과

거력이 있는 산모와 기관내 삽관이 어려운 환자는 

실험대상에서 제외하 다(Table 1). 대상 환자는 무

Table 1. Demographic Data
ꠧꠧꠧꠧꠧꠧꠧꠧꠧꠧꠧꠧꠧꠧꠧꠧꠧꠧꠧꠧꠧꠧꠧꠧꠧꠧꠧꠧꠧꠧꠧꠧꠧꠧꠧꠧꠧꠧꠧꠧꠧꠧꠧꠧꠧꠧꠧꠧꠧꠧꠧꠧꠧꠧꠧꠧꠧꠧꠧꠧꠧꠧꠧꠧꠧꠧꠧꠧꠧꠧꠧꠧꠧꠧꠧꠧꠧꠧꠧꠧꠧꠧꠧꠧꠧꠧꠧꠧꠧꠧꠧꠧꠧꠧꠧꠧꠧꠧꠧꠧ

5TVB 7TVB 10TVB 5DB 7DB 10DB
(n = 20) (n = 20)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0.0 ± 4.5  31.4 ± 5.7  30.5 ± 3.8  29.3 ± 4.6  31.9 ± 3.5  30.6 ± 3.4

B.W (kg)  72.8 ± 9.8  70.6 ± 8.8  72.4 ± 8.1  69.8 ± 9.7  68.4 ± 7.0  70.7 ± 7.8

G.P (day) 273.8 ± 8.8 270.7 ± 13.8  269 ± 7.0 267.7 ± 12.3 271.1 ± 7.7 272.9 ± 10.6

Hb (gm/dl)  10.8 ± 1.2  10.8 ± 1.3  11.6 ± 1.5  10.8 ± 1.2  11.1 ± 1.5  11.3 ± 1.4

A.P (s)  48.6 ± 8.8  51.2 ± 3.9  49.3 ± 4.1  49.0 ± 6.8  52.1 ± 8.7  48.2 ± 3.9

IDI (s) 352.1 ± 67.0 336.8 ± 76.3 370.1 ± 47.5 344.3 ± 76.9 365.3 ± 44.2 343.1 ± 7.0

UDT (s)  45.8 ± 21.0  52.0 ± 22.1  47.0 ± 27.6  51.4 ± 24.0  57.5 ± 35.0  39.7 ± 23.2

N.B.W (kg)   3.5 ± 0.4   3.1 ± 0.4   3.3 ± 0.5   3.3 ± 0.6   3.1 ± 0.4   3.3 ± 0.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B.W: body weight, G.P: gestational period, A.P: apneic time, IDI: induction to delivery interval, 

UDT: time from uterine incision to delivery, N.B.W: neonatal body weight, TVB: tidal volume breathing, DB: deep 

bre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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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로 각각 20명씩 실험 군을 6군으로 나누어 전신

마취기(Sulla 909V, Dragerwerk AG, Germany)를 통해 

공급되는 100%산소를 유량계에 의해 각각 분당 5 

L, 7 L, 10 L로 조절하여 정상 일회 호흡량으로 자

발호흡을 시행한 군은 각각 5TVB (tidal volume 

breathing), 7TVB, 10TVB 군으로 하 으며 폐활량에 

해당하는 심호흡을 시행한 군은 각각 5DB (deep 

breathing), 7DB, 10DB 군으로 하 고, 실험 대상 환

자의 나이, 체중, 평균 임신기간, 혈중 hemoglobin은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1).

  실험은 산모가 수술대에 누운 후 모든 수술준비가 

끝난 후에 정상 일회 호흡량을 자발호흡하는 방법과 

심호흡하는 방법을 환자에게 교육시킨 후 산소마스

크의 안면 착시 불안감을 갖지 말도록 주지시킨 후 

전신마취기의 순환식 회로에 연결된 90 cm 길이의 

파형호흡도관과 5 L 용적의 호흡낭에 산소를 채운 

후 환자가 호기말 양압호흡을 하지 않게 호흡회로의 

감압밸브를 조절하 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이 되면 마취 전 산소화를 

위해 각각의 실험 군에 따라 환자에 공급되는 100% 

산소의 유량을 조절한 후에 TVB 군은 정상적인 일

회 호흡량으로 5분 동안 자발호흡을 한 후, 그리고 

DB군은 30초 동안에 4번씩 2분 동안 폐활량에 해당

하는 심호흡을 시행한 후 thiopental sodium 5 mg/kg

와 succinylcholine 1 mg/kg을 정주한 후 무호흡 상태

에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에 바로 수술을 시행

하 고 이 때의 평균 무호흡 시간은 49.7 ± 5.7초로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마취유지는 

N2O-O2-enflurane으로 하 고 수술 중 근이완제는 ve-

curonium 0.1 mg/kg을 사용하 으며 마취기에 부착

된 인공호흡기(Ventilog 2, Dragerwerk AG, Germany)

로 조절호흡을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실험 동안과 수술 중에 환자감시장

치(PM 8014, Dragerwerk AG, Germany)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심전도, 심박수, 혈압을 관찰하 고 또 

흡입가스모니터(PM 8050, Dragerwerk AG, Germany)

를 이용하여 마취가스농도, 흡입산소농도 및 호기말 

산소농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맥박산소계측에 

의한 경피적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다.

  마취전 산소화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군에

서 100%산소를 각각의 호흡방법으로 호흡을 시작한 

후 TVB 군은 5분 동안, DB 군은 2분 동안 매 30초 

간격으로 흡입산소농도, 호기말 산소농도, 산소포화

도,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을 측정하여 기록하 으

며 또 실험기간 중 100%산소를 4번 심호흡을 시행

한 시점에 비해 100% 산소를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

으로 자발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어떤 시점에서 마취

전 산소화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흡입산

소농도, 호기말 산소농도를 비교하 다. 그리고 마취

전 산소화를 시행한 후 무호흡에 따른 각각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기관내 삽관 직후에는 100% 산소

로 첫 번째 일회 호흡량으로 조절호흡을 시행하 을 

때 흡입산소농도, 호기말 산소농도, 산소포화도, 호

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모두 다시 측정하 다. 또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분 및 5분 

Apgar 점수를 평가하 고 마취유도에서 분만까지의 

시간(induction to delivery interval, IDI)과 자궁절개부

터 분만까지의 시간(uterine incision-delivery time, UDT) 

및 신생아 체중을 평가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

계학적 검증은 SPSS for Windows 10.0을 사용하여 

각각의 군내 비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 고 

각각의 TVB 군간의 비교와 각각의 DB 군간의 비교

는 multivariate-ANOVA로 분석하 고 post hoc test는 

Tukey test를 이용하 으며 동일한 유량의 100% 산소 

공급을 받는 상태에서의 각각의 시간변화에 따른 

TVB 군과 DB 군간의 비교는 independent-samples t-test

로 분석하 다. 통계학적 검증은 P ＜ 0.05인 경우에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흡입산소농도

  TVB 군의 흡입산소농도는 7TVB 군은 산소투여 

후 1분 그리고 2분 30초에서 3분 30초 사이, 또 

10TVB 군의 경우는 산소투여 1분 후부터 기관내 삽

관 후까지 5TVB 군에 비해 의의 있게 증가하 고

DB 군의 흡입산소농도는 5DB 군에 비해 7DB 군과 

10DB 군이 산소투여 1분 30초 이후부터 기관내 삽

관 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 

(Fig. 1).

  또 산소 유량을 각각 5 L, 7 L 그리고 10 L로 투

여한 TVB 군과 DB 군의 흡입산소농도는 투여 후 

30초에서만 TVB 군이 DB 군에 비해 각각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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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의 있게 증가하 으나 공급되는 산소 유량에 

상관없이 산소를 투여한 1분 30초 후부터는 TVB 군

이 DB 군에서 30초 동안 심호흡을 시행한 경우보다

는 흡입산소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 ＜ 0.05)(Fig. 1).

    호기말 산소농도

  TVB 군의 호기말 산소농도는 5TVB 군에 비해 

7TVB 군은 산소투여 후 2분 30초부터 4분 사이 그

리고 10TVB 군은 산소투여 1분 30초 후부터 기관

내 삽관 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DB 군의 호기말 산소농도는 10DB 군이 5DB 군에 

비해 산소투여 1분 후부터 기관내 삽관 후까지 의

의 있게 증가하 다(P ＜ 0.05)(Fig. 2).

  또 5 L, 7 L 그리고 10 L로 각각 100% 산소를 공

급한 경우 TVB 군과 DB 군의 호기말 산소농도는 투

여 후 1분 30초까지는 DB 군이 TVB 군에 비해 각각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투여 후 2분에

서는 5 L와 10 L에서만 DB 군이 TVB 군에 비해 각

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5TVB 군

은 산소투여 2분 후, 그리고 7TVB 군과 10TVB 군은 

산소투여 1분 30초 후에서 DB 군에서 30초 동안 심

호흡을 시행한 경우보다는 호기말 산소농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Fig.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5TVB 군에 비해 

10TVB 군이 100% 산소 투여 후 2분, 2분 30초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 고 3분 30초에서 

Fig. 1. Comparison of tidal volume breathing (TVB) and 

deep breathing (DB) preoxygenation techniques using 5, 

7 and 10 L/min 100% oxygen on inspired oxygen fraction. 

*: P ＜ 0.05 compared with 5TVB group at each time, 
†: P ＜ 0.05 compared with 5DB group at each time, ‡: P 

＜ 0.05 compared with four DB/0.5 min using 5, 7, and 

10 L 100% oxygen, P-IN: post-intub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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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사이에서는 7TVB 군과 10TVB 군이 5TVB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기관내 삽관 후에는 

7TVB 군이 5TVB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Fig. 3). 반면 DB 군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각각의 DB 군간에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으

나 100% 산소투여 1분 후부터 2분 사이와 기관내 

삽관 후에 모든 DB 군이 TVB 군에 비해 호기말 이

산화탄소 분압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Fig. 3).

  산소포화도는 100% 산소를 투여하여 마취 전 산

소화 시행 후부터 기관내 삽관 후까지 모든 TVB 군

과 DB 군에서 각각 95% 이상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1분 및 5분 Apgar 점수는 모든 TVB 

군과 DB 군에서 7 이상이었으며, 마취유도에서 분

만까지의 시간, 자궁절개부터 분만까지의 시간 및 

신생아 체중은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1).

고      찰

  제왕절개술을 위한 산모의 전신마취시 마취 유도

전 산소화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겠으나 

임신 말기에는 위의 충만이 일어나며 위식도 경계부

위의 반응이 둔화되어 위 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

도흡인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유방이 커져 흉벽의 전

후 직경이 증가하여 기관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7)
 또 자궁이 커져서 횡격막을 위로 올려서 

정상에 비해 기능적 잔기량이 9.5-25% 정도 감소

하며 임신 중에는 산소소모량이 증가하므로 제왕절

개술을 시행하기 위한 전신마취 시에는 빠른 마취유

도가 필요하며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증은 산모와 태

아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100% 산소를 사용한 충분

한 마취전 산소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4,8)

  마취전 산소화의 목적은 마취유도 전에 폐의 기

능적 잔기량을 산소로 보충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무호흡의 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있으

며9,10) 이런 마취전 산소화는 폐포, 동맥혈, 조직과 

정맥혈에 충분한 산소 공급의 유무, 혈중 헤모그로

빈 농도 이외에 적절한 마스크의 착용 유무 등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11,12)

  마취전 산소화의 효능과 효율성의 평가지표는 환

자가 적절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 마취전 산소

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마스크를 통한 100%

 산소 투여 시 산소누출 및 공기유입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한 흡입산소농도와 100% 산소투여에 따른 탈

질소화에 의한 호기말 산소농도가 증가하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한 호기말 산소농도를 마취전 산소화의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
13,14)

 본 실험에서는 환

자에게 공급되는 100% 산소가 마스크 주변으로 누

출되는 것과 흡기 동안의 공기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마취의사가 환자의 안면에 마스크를 고정하 고 이 

때 불안감을 갖지 말도록 주지시켜 마스크로 공급되

는 산소의 누출과 공기유입을 방지한 후 흡입산소농

도와 폐포 산소화의 지표로 호기말 산소농도 및 맥

박산소계측을 시행하여 경피적 산소포화도를 측정하

고 고탄산증 및 저탄산증 유무를 알기 위해 호기

말 이산화 탄소분압을 측정하 다.
13-15)

 그러나 마취 

전 산소화 효율성의 평가지표로 동맥혈가스분석을 

시행하여 동맥혈 산소분압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

으나
16)
 이 방법은 침습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동맥

혈을 채취해야하는 단점이 있어 본 실험에서는 사용

하지 않았다.

  마취 전 산소화에 이용되는 기구는 Margill 호흡

회로, Bain 호흡회로, Mapleson 호흡회로 그리고 순

환흡수식 호흡회로 등 다양하나 본 실험에서는 마

취전 산소화에 효과적이고 수술실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순환흡수식 호흡회로를 사용하 다.17) 임

신 말기에는 산소 소모량이 매우 증가하므로 산모

는 1분 정도의 무호흡 기간일지라도 현저히 동맥혈 

산소분압이 감소하는데8) 본 실험에서 경피적 산소

포화도는 마취전 산소화 시행 후부터 기관내 삽관 

후까지 모든 TVB 군과 DB 군에서 각각 95% 이상

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양 군에서 모두 무

호흡을 유지한 후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는데 

무호흡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은 38초 고 가장 긴 

기간은 58초로 평균 무호흡 기간은 49.7 ± 5.7초로 

각 군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무호흡 기간은 1

분 이내로 무호흡에 따른 산모에 미치는 위험성은 

실험에서 배제하 다.

  마취 전 산소화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되어 Mar-

gill 호흡회로를 사용하여 100% 산소를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으로 2분 동안 자발호흡을 시행한 경우

가 30초 동안에 4회 심호흡을 시킨 경우에 비해 효

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었으나 순환흡수식 호흡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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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산모의 경우에는 두 방법이 효과가 동일

하다는 보고도 있어 마취전 산소화 방법과 효과에는 

논란이 있다.
4,5)

 또 건강한 환자에서는 순환흡수식 

호흡회로를 사용하여 100% 산소를 4회 심호흡만 시

켜도 마취 유도에 따른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마취 유도시 무호흡 기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노인 환자는 Bain 호

흡회로나 비재호흡회로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으로 최소한 2-3분 동안 100% 산소를 자발

호흡시키는 것이 마취 유도시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

증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1,18,19)

  저자들의 실험에서 100%산소를 공급한 경우 흡입

산소농도는 5TVB 군은 1분 30초 후부터 83.8 ± 

3.9%로 의의 있게 증가를 보인 후 2분 30초에 88.8 

± 3.8%로 더욱 증가한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으며 3분 30초 이후부터 흡입산소농도는 90% 이상

을 유지하 다. 7TVB 군은 산소투여 1분 후부터 

86.0 ± 8.2%로 의의 있게 증가하여 2분 30초에 

91.7 ± 3.9%로 더욱 증가한 후 기관내 삽관 후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2분 후부터 흡입산소농도는 90%  

이상을 유지하 다. 또 10TVB 군은 산소투여 1분 

후부터 86.5 ± 4.0%로 의의 있게 증가하 고 2분 

후에 92.5 ± 4.8%로 더욱 증가한 후 큰 변화가 없

다가 4분 30초 이후부터 96.5 ± 1.4%로 증가하여 

기관내 삽관 후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2분 후부터 

흡입산소농도는 90% 이상을 유지하 다.

  반면 5DB 군에서는 흡입산소농도가 산소투여 후 

1분 30초까지는 87.0 ± 7.5%로 증가하 으나 기관

내 삽관 후까지 90% 이하를 유지하 고 7DB 군은 

산소투여 후 1분 30초까지는 91.7 ± 5.2%로 증가한 

후 90% 이상을 유지하 다. 또 10DB 군은 산소투여 

1분과 2분 후에 각각 83.7 ± 5.9, 92.3 ± 1.5%로 

증가하여 기관내 삽관 후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2분 

후부터 흡입산소농도는 90% 이상을 유지하 다. 그

러나 공급되는 산소 유량에 상관없이 산소를 투여한 

1분 30초 후부터는 TVB 군이 DB 군에서 30초 동안 

심호흡을 시행한 시점보다는 흡입산소농도가 의의 

있게 증가하 다.

  산모의 마취 전 산소화의 평가인 호기말 산소농도

는 5TVB 군은 100% 산소투여 30초 후부터 54.6 ± 

8.0%로 증가를 보인 후 1분 30초와 3분 30초에 다

시 각각 67.8 ± 9.1, 78.5 ± 7.1%로 증가하여 기관

내 삽관 후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7TVB 군의 경우

는 산소투여 후 1분 30초까지 74.2 ± 7.9%로 증가

한 후 계속 유지되다가 투여 3분 30초 후에 83.3 ± 

5.8%로 증가하여 기관내 삽관 후까지 유지하 다. 

또 10TVB 군은 산소투여 1분 30초까지 78.0 ± 

9.1%로 증가한 후 계속 유지되다가 투여 후 2분 30

초와 3분 30초 후에 각각 84.9 ± 6.1, 90.8 ± 1.8%

로 의의 있게 증가하여 기관내 삽관 후까지 큰 변화

가 없었고 투여시작 3분 후부터 90% 이상을 유지하

다. 반면 5DB 군의 호기말 산소농도는 산소투여 

30초 후부터 의의 있는 증가를 보인 후 1분 30초에 

74.1 ± 8.2%로 증가하여 기관내 삽관 후까지 지속

되었고 7DB 군은 산소투여 후 1분 30초까지는 81.7 

± 5.4%로 증가한 후 기관내 삽관 후까지 지속되었

다. 또 10DB 군의 호기말 산소농도는 1분까지 82.4 

± 6.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후 유지되다가 2

분 후에 91.2 ± 4.8%로 증가한 후 기관내 삽관 후

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TVB 군과 

DB 군간의 경피적 산소포화도는 차이가 없지만 

5TVB 군은 산소 투여 2분 후, 그리고 7TVB 군과 

10TVB 군은 산소 투여 1분 30초 후부터는 DB 군에

서 30초 동안 심호흡을 시행한 시점에 비해 산모의 

마취 전 산소화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또 5TVB 군에 비해 7TVB 군은 투여 후 2분 30초

부터 4분 사이 그리고 10TVB 군은 투여 후 1분 30

초 후부터 기관내 삽관 후까지 호기말 산소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는데 대부분 전신마취

기의 순환식 호흡회로는 10 L 이상의 산소를 사용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10)
 또한 산소 유량을 증가

시켜도 흡입산소농도의 증가가 산소투여 30초 이후

에는 TVB 군과 DB 군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마

취전 산소화를 시행할 경우에는 산소 유량을 증가시

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Baraka 등은6) 기관내 삽관이나 환기가 어

렵다고 예견될 경우에는 마취전 산소화의 방법으로 

Mapleson D 호흡회로를 사용하여 분당 10 L의 100% 

산소를 1분 동안에 8회 심호흡하는 방법을 보고하

는데 저자들의 실험결과는 100% 산소를 8회 심호흡

시킨 시점과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으로 2분 동안 산

소 투여를 시행한 시점에 산소 유량에 상관없이 호

기말 산소농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VB 군에 

비해 DB군이 1분 30초까지 각각의 시간에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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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가하므로 응급상황에서는 심호흡 방법을 산

모의 마취전 산소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VB 군에서는 모두 유의한 변화가 없으나 DB 군은 

모두 산소 투여 1분 후부터 기관내 삽관 후까지 감

소하여 5DB, 7DB 그리고 10DB군의 기관내 삽관 직

후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각 군의 최저치는 

23.0 mmHg이었고 최고치는 35.0 mmHg로 각각의 

DB군의 평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28.9 ± 3.8 

mmHg, 28.9 ± 2.9 mmHg, 28.5 ± 2.8 mmHg로 저

탄산증 소견을 보 다. 따라서 마취전 산소화의 방

법으로 심호흡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탄산증을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저탄산증이 양압환기 동안에 

자궁혈류량을 감소시키며 특히 동맥혈 이산화 탄소

분압이 20 mmHg 이하의 저탄산증은 산화 헤모 로

빈 해리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태아의 산소공급

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
 또한 저탄산증은 

산소소모의 증가와 뇌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 이외에 

일시적으로 현기증과 오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

심하여야 한다.
21,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호기말 이

산화 탄소분압의 최저치가 20 mmHg 이하인 경우는 

없었으며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분 

및 5분 Apgar 점수를 평가하 는데 모든 TVB군과 

DB군에서 모두 7 이상으로 저탄산증에 의한 태아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취유도에서 분만까지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신

생아 억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분만 전의 마

취기간은 가능하면 짧은 것이 좋고 자궁절개부터 분

만까지 3분 이상 걸리지 않는 것이 태아곤란을 예방

하는 방법인데20) 본 실험에서도 마취유도에서 분만

까지의 시간이 최소 190초에서 최대 542초로 평균 

352.0 ± 64.8초로 10분 이내 으며 자궁절개부터 분

만까지의 시간은 최소 18초에서 최대 140초로 평균 

49.0 ± 26.0초로 3분 이내 다. 또 신생아의 평균체

중은 3.3 ± 0.5 kg으로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의

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위한 산모의 전신마취 

시 마취 유도전 산소화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겠으나 100% 산소를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으

로 자발호흡을 시행하는 경우는 공급되는 산소의 유

량에 관계없이 산소투여 1분 30초 후까지 상승한 후 

3분 30초 후에는 더 이상의 호기말 산소농도의 증가

가 없으므로 2분에서 3분 30초 사이의 기간이 적당

하다고 생각되며 100% 산소를 정상적인 일회 호흡

량으로 2분 이상 자발호흡을 시키는 방법이 30초 동

안에 4회 심호흡을 시킨 경우에 비해서는 산모의 마

취 유도전 산소화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응급 상황

인 경우에는 100% 산소를 1분 동안에 8회 심호흡하

는 방법도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으로 2분 동안 자발

호흡으로 산소 투여를 시행한 경우에 비해 호기말 

산소농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저탄산증을 조심한

다면 마취 유도전 산소화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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