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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왕절개술에 대한 적절한 마취법의 선택은 산모와 태아

의 상태 그리고 마취과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전신마취 또

는 부위마취가 결정되는데 최근 마취제에 의한 전신 독작

용, 기관삽관, 폐흡인 등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의미에서 부위마취가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기존의 흡입마취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흡입마취제인 할로겐화 methyl isopropyl계

통의 sevoflurane ((CF3)2 CHOCH2F, fluoromethyl-1, 1, 1, 3, 3, 

3,-hexafluoro-2-propylether)은 1970년초에 합성된 전신마취제

로서 호흡계에 자극이 적고, 향긋한 냄새를 가지며 낮은 혈

액-가스 용해도 (blood-gas solubility) 0.686 ± 0.0074 (평균

± 표준편차)를1,2) 보여 기존의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마

취 유도 및 각성이 빠른 강력한 흡입마취제이고3,4)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sevoflurane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따라 sevoflurane이 제왕절개술 산모 및 신생아에 

미치는 기전과 그 정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저자들은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하 제왕절개

술에 의해 분만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마취유도에서 분만까

지의 기간(induction-to-delivery interval, IDI), 자궁절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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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neonatal outcome biochemically and clinically.  We examined the 

administration of sevoflurane below 1.0% with 50% oxygen and 50% nitrous oxide and spinal anesthesia during elective cesarean 

section. 

  Methods:  The study examined 60 parturients, who were planned after 36 weeks gestation, ASA I-II, at term undergoing elective 

cesarean section, and who were allocated to receive 1.0% sevoflurane with 50% oxygen and 50% nitrous oxide (n = 30), and 

spinal anesthesia (n = 30).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with thiopental 5 mg/kg followed by succinylcholine 1.0 mg/kg to 

facilitate tracheal intubation. Parturients received sevoflurane given in a 50 : 50 oxygen and nitrous oxide mixture, using 0.5-1.0% 

progressive incremental dosing up to 1.5-2.0 MAC.  Spinal anesthesia involving a spinal injection of 8 mg hyperbaric (plain) 

bupivacaine 0.5% with 20μg fentanyl was added.  A systolic blood pressure of less than 90 mmHg or a reduction in the systolic 

pressure of greater than 20% from baseline was considered as hypotension and treated with a bolus of 5 mg of intravenous ephedrine.  

We studied neonatal data including umbilical artery gas analysis results and Apgar scores at 1 and 5 min.

  Results:  Comparing the general and the spinal anesthetic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could be detected in neonatal outcome 

biochemically or clinically. 

  Conclusions:  Anesthesia type does not seem to influence the biochemical or clinical results of the neonates delivered by elective 

cesarean section.  We believe that both general anesthesia with sevoflurane and spinal anesthesia could be performed in elective 

term cesarean sections without risk to neonates.  (Korean J Anesthesiol 2003; 45: 6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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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까지의 기간(uterine incision-to-delivery interval, UDI)과 

신생아 제대동맥혈의 가스분석치, Apgar 점수 등을 분석하

여각각의 마취방법이 신생아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연구내용에 대해 수술팀 및 환자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의 임신 36주 이상의 임산부 중 자간증, 미숙아, 태아긴

박증을 보이는 경우나 고혈압 및 신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

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60명을 대상으로 하

여 무작위로 두 군으로 분류하 다. 대상 환자 표본수는 유

의수준 0.05, 검정력 0.90으로 하여 각 군당 30명을 선정하

다.

  제1군 30명에게는 마취 전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

을 마취유도 30분 전에 근주하 으며, 수술실에 도착하여 

수액을 투여하면서 환자가 안정되면 thiopental 5 mg/kg를 

정주 한 후 의식소실을 확인하고 succinylcholine 1 mg/kg를 

투여한 후, 100% O2로 90초간 용수환기 하여 기관내삽관을 

하 다.

  호흡음 청진과 탄산가스 측정장치(NAD 2B. vitalert 3200, 

USA)를 기관내 튜브에 연결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과 

파형으로 기관내삽관을 확인한 후 atracurium 25 mg을 투여

하고 마취는 50% N2O-O2-1.0 vol% sevoflurane으로 유지하

다. 일회 호흡량은 10 ml/kg, 호흡수는 분당 12회로 시작하

여 End-tidal CO2 28-32 mmHg를 목표로 조절 호흡을 실시

하 다. 그리고 회복실 퇴실전 술중 각성에 대해 수술실에

서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을 질문하여 기록하 다.

  제2군 30명에게는 마취 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에 도착하여 lactated Ringer's 1 L를 신속히 투여한 후 산모

를 좌측와위로 하여 L3-4 요추간에 25 G Quincke 척추천자

바늘을 이용하여 정중접근법으로 경막을 천자하고 뇌척수

액의 유출이 확인되면 0.5% 고비중 bupivacaine 8 mg에 

fentanyl 20μg을 혼합하여 서서히 주입한 후 즉시 환자를 

앙와위로 하고 오른쪽 둔부 아래에 쐐기를 받쳐 자궁을 왼

쪽으로 이동시켜 저혈압증후군을 예방하 다.

  각 군에서 마취유도에서 분만까지의 기간(induction-to-de-

livery interval, IDI), 자궁절개에서 분만까지의 기간(uterine 

incision-to-delivery interval, UDI)과 태아만출 직후 제대를 이

중겸자하여 제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pH, 산소분압

(PaO2), 이산화탄소분압(PaCO2), 산소포화도, 염기과다(base 

excess)를 분석하 고 태아만출 후 1분과 5분에 Apgar score

를 측정하 다. 혈압은 비침습적 측정기를 이용하여 태아분

만 전까지는 1분 간격으로, 이후에는 2.5분 간격으로 측정

하 고 수축기 혈압이 마취 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90 mmHg 이하면 ephedrine 5 mg을 정주하 고 필요시 반

복하 다. 

  각 군 간 비교에 있어서 비모수 자료(Apgar score)는 Man-

n-Whitney U test를 사용하 고 Apgar score를 제외한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0.0 program Student's t-test를 이용하

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임산부의 연령, 체중, 신장, 임신주수 등은 두 군 간에 차

이가 없었으며 제왕절개술을 받게 된 원인으로는 제1군에

서는 반복제왕절개술이 16명(53%), 제2군에서는 아두골반불

균형이 12명(40%)이었다(Table 1). IDI는 제1군에서 14.3 ± 

2.3분, 제2군에서는 17.6 ± 1.5분이었고, UDI는 제1군에서 

102.5 ± 10.7초, 제2군에서는 102.8 ± 10.2초이었다. 1분, 5

분 Apgar score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군 

모두에서 7점 미만의 신생아는 없었다(Table 2). 제대동맥혈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0.5 ± 4.9  29.7 ± 2.9

Weight (kg)  70.7 ± 7.5  68.5 ± 6.0

Height (cm) 160.2 ± 4.6 159.5 ± 4.9

Gestational age (wks)  38.8 ± 1.1  38.8 ± 0.7

Indication for C/Sec

 CPD      12      10

 Breech       6       4

 Repeat      12      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General Anesthesia with sevoflu-

rane, Group 2: Spinal Anesthesia.

Table 2. Delivery Time and Apgar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DI (min)  14.3 ± 2.3  17.6 ± 1.5

  UDI (sec) 102.5 ± 10.7 102.8 ± 10.2

Apgar score

 1 min   8.8 ± 0.7   8.7 ± 0.6

 5 min   9.7 ± 0.5   9.4 ± 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General Anesthesia with sevoflu-

rane, Group 2: Spinal Anesthesia, IDI: Induction-to-delivery interval 

UDI: Uterine incision-to-delivery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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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석치는 두 군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통계적으

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3). 제1군에서 각성을 보

인 산모는 없었으며, 제2군에서 5명(17%)에게 ephedrine을 

사용하 다.

고      찰

  제왕절개술 시 시행하는 마취방법 가운데 척추마취는 전

신마취의 단점인 기관내삽관의 실패나 위 내용물 흡인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외에 수기가 간단하며 작용 발현 

시간이 짧고 신경차단이 완벽한 장점이 있어 흔히 사용하

나 갑작스럽고 심한 혈압하강, 마취부위의 조절에 어려움, 

작용시간의 제한 그리고 경막천자 후 두통 등의 단점이 있

다.5,6) 반면 척추마취의 적응이 되지 않을 때는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새로운 halogenated 계통의 흡입마취제인 sevoflu-

rane은 비폭발성이며 비가연성이고 기분 좋은 냄새를 가지

고 있어 기도에 자극적이지 않으며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다른 halogenated 계통의 흡입마취제에 비해 월등히 낮은 

0.6으로 마취 유도와 각성이 빨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3,4) 

Halothane이나 isoflurane에 비해 sevoflurane은 대사물질로 다

량의 비유기성 불소를 유리하여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고 알려졌으나7) Cousins 등은8) 화학구조상 불소가 포함된 

마취제는 체내에서 대사되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유기

성 불소가 유리되고 혈청내 불소가 50μmol/L를 넘지 않는

다면 신장의 뇨농축 능력이상이 오지 않는다고 하 고, 일

반환자에 비하여 신부전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중화상 수

술환자를 대상으로 sevoflurane 3.3 vol% hours로 마취를 시

행하여 혈청 불소 최고치가 마취 종료 후 4시간째에 30.99

μmol/L가 되었으나 신장애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하 으

며,9) Kikuchi 등도10) 같은 결과를 보고하여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에서 명백한 신독성은 보고되지 않았다.11-14) Sevoflurane

의 심근수축 억제정도는 isoflurane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

며 sevoflurane과 isoflurane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혈역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5) 

  Sevoflurane을 제왕절개술에 적용한 보고는 일회성 보고가16,17) 

주를 이루나 최근 임상연구도18,19) 증가하는 단계에 있다. 이

에 저자들은 척추마취와 최근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흡입마취제인 sevoflurane을 사용하여 각각의 마취방

법이 태아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IDI, UDI, Apgar score, 제대동맥혈 가스분석

치 결과는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고 모두 정상 범위에 속

하 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Gambling 등 

에19) 의한 연구에서도 sevoflurane과 척추마취를 비교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두 군 간 Apgar score, 제대동맥혈 가스분

석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sevoflurane 군에서는 1분 Apgar score가 8점 이하인 경

우는 없었으나 Gambling 등은19) 18%에서 7점 이하를 보고

하 는데 이는 end-tidal 1%를 목적으로 마취유도 직후 고농

도의 sevoflurane을 사용하 으나 본 연구는 계속 1%로 유

지한 sevoflurane의 농도와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

나 5분 Apgar score는 같은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낮

은 농도의 sevoflurane의 사용으로 인한 술중 각성은 나타나

지 않았으나 대상 산모의 수가 적어 각성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전신마취 시 IDI의 연장은 Apgar 

점수를 떨어뜨리고 신생아의 산증 발생율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20) 있지만 Crawford 등은21) 신생아의 임상적, 생화학

적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인자는 IDI가 아니라 

UDI라고 하 으며, UDI가 90초 이내인 경우 좋은 Apgar 

score를 얻을 수 있다고 하 고, Datta 등은22) 제왕절개술에

서 전신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UDI가 3분 이상인 경우 상

당히 낮은 신생아의 산염기 수치와 Apgar score를 보인다고 

하 으나 본 연구는 두 군 모두에서 UDI가 3분 이상인 경

우는 없었다. 이 태  등은23) 수술 전 임산부 상태가 심한 

전신적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신생아의 전신적 

상태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보고하 으며, 마취방법, 수

술시간, 집도의, 제대 연령 등도 신생아의 전신 상태에 별

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또한 제대동맥혈 

가스분석은 태아의 산소화와 산염기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제대동맥혈 산증은 대개 

pH가 7.20 이하일 때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어떤 연구에서는 

정상 제대동맥혈 pH의 하한치를 7.02-7.18사이로 생각하며24-27)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성숙아의 제대동맥혈 pH의 최소

치는 약 7.10-7.20이라고 보고하고28-30) 있어 실제 정상범위

는 매우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제대동맥

혈 가스분석치중 pH ＜ 7.20을 보인 경우가 없었고 정상범

위에 있었다. 척추마취군에서 혈압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척추마취로 인한 혈압감소는 즉각적인 처

치에 의해 태아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

며31)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Sevoflurane은 소아

Table 3. Umbilical Artery Blood Gas Analysi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H 7.31 ± 0.03 7.30 ± 0.03

PCO2 (mmHg) 45.6 ± 5.8 47.1 ± 5.3

PO2 (mmHg) 22.1 ± 5.8 22.0 ± 6.4

HCO3
- 
(mEq/L) 23.9 ± 2.1 23.2 ± 2.5

BE (mEq/L) -1.2 ± 2.8 -1.6 ±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General Anesthesia with sevoflu-

rane, Group 2: Spin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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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성시 흥분과 섬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32)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 sevoflurane으로 술 후 흥분, 섬망을 보인 산

모는 없었으며 이는 소아와 성인의 차이로 생각된다.

  Sevoflurane은 중요장기에 대한 독성이 임상 마취농도에서

는 거의 없고 제왕절개술에 지장없이 유효하 으므로 전신

흡입마취에 유용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

히 빠른 각성이 요구될 때 좋은 적응이 되겠으나, 자간증, 

미숙아, 태아긴박증 등의 산모에 대한 유용성 평가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sevoflurane을 이용한 제왕절개술에 의해 분만

된 태아의 제대동맥혈 가스분석, Apgar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척추마취에 의해 분만된 태아와 비교해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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