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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저혈압을 예

방하는 것은 마취과 의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이

를 위해 자궁 좌측 전위, 마취 전 수액 부하, 승압제 투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 수액 부하(prehydration)로는 전해질 

용액(crystalloid solution)과 교질 용액(colloid solution)을 사용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용액의 적정 투여 용량과 투여 시간, 

저혈압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가 있고 전해질 

용액과 교질 용액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결

과를 보이고 있다.
1)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마취 시 아편유사제를 섞거나 최

근의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방법을 통하여 국소 마취제의 

용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2) 저용량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척추마취는 고위차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저혈압 및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2,3)

  이에 본 저자들은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받는 산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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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revention of hypotension continues to be one of major challenges in spinal anesthesia (SA) for cesarean 

delivery.  And prehydration is widely performed to prevent hypotension.  However, some controversy exists over the types of 

fluid used for prehydration.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rystalloid versus colloid preload on the incidences of 

hypotension, and the notion that minimal local anesthetic used in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CSEA) could further decrease 

the incidence of hypotension after colloid preloading.

  Methods:  One hundred and fifty partur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three groups: CR (crystalloid)-SA, CO (colloid)-SA, 

and CO-CSEA according to the types of preload and anesthesia.  In the CR-SA group, 1,000-1,500 ml of crystalloid was 

administered under spinal anesthesia.  In the CO-SA and CO-CSEA groups, 500 ml of colloid followed by 500-1,000 ml of 

crystalloid under SA and CSEA was administered, respectively.  Bupivacaine 9 mg with opioids was used for SA, and bupivacaine 

6 mg with opioids and epidural top-up with 0.25% bupivacaine 10 ml for CSEA.  Incidences of hypotension, nausea and vomiting 

were recorded until delivery.

  Results:  Colloid preload reduced the incidence of hypotension (18% vs 44%, P = 0.005), and side effects (2% vs 20%, P 

= 0.005) compared to crystalloid in SA.  However, lowering local anesthetic using CSEA (hypotension 20%, side effects 4%) 

did not further decrease the incidences of hypotension and side effects when using colloid.  

  Conclusions:  Colloid is a better fluid for prehydration in cesarean section under spinal anesthesia.  18-20% is considered 

a minimum incidence of hypotension.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40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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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마취 혹은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하의 제왕절개술 시 
Crystalloid와 Colloid의 저혈압 예방 효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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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척추마취를 실시하면서 전부하용 수액으로 전해질 

용액과 교질 용액을 투여하여 저혈압의 빈도와 이와 관련

된 부작용의 빈도를 비교하고자 하 고 더 나아가 본 저자

들의 지난 연구에서4) 척추마취에 비해 저용량의 척추마취

제를 사용한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의 경우 저혈압의 빈도가 

더 낮은 것을 참고하여,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시행하면

서 전부하용 수액으로 교질 용액을 투여하는 경우 저혈압

과 부작용의 빈도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원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택적 제

왕절개술을 받기로 예정된 15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다. 부위 마취에 금기가 

되는 산모 이외에도 임신성 고혈압, 태반 관련 이상, 산통

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으며 미국마취과학

회 신체등급 분류 1에 해당되며 제태 기간 38주 이상, 단태

(singleton) 임신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 다. 150명의 산모

를 무작위로 50명씩 세 군으로 나누어 CR-SA 군은 척추 마

취 하에 전해질 용액을, CO-SA 군은 척추마취 하에 교질 

용액을, 그리고 CO-CSEA 군은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하에 

교질 용액을 투여 하 다.

  모든 산모는 16 G 정맥 도관을 통해 체온으로 가온 된 

실험 용액을 빠르게 주입하 는데 수술장 입구에서 CO-SA 

군과 CO-CSEA 군은 먼저 6% hydroxyethyl starch (HES) 500 

ml (VoluvenⓇ, Fresenius Kabi, Germany)를, 그리고 CR-SA 군

은 lactated Ringer's (LR) solution 500 ml를 투여하고 수술장 

안에서 모든 산모에게 마취 직전까지 500-1,000 ml의 LR

을 더 투여하여 총 1,000-1,500 ml의 수액이 투여되게 하

고 마취 및 평가를 시행하는 의사는 수술장 입구에서 투

여 된 수액의 종류를 알 수 없게 하 다. 모든 수액 투여는 

지주막하에 마취제 주입 직전까지 15분 내에 이루어지게 

하 다. 

  수술실에 들어온 산모에게 비침습적 자동 혈압 측정기, 

맥박산소 계측기 및 심전도를 연결하고 비관을 통해 산소

를 3 L/분으로 투여하 다

  척추 마취는 산모의 우측 측와위에서 25 G Whitacre 침으

로 L3-4 혹은 L2-3 요추간을 천자하여 뇌척수액의 유출을 

확인한 후 0.5% 고비 중 bupivacaine 9 mg, fentanyl 20μg, 

morphine 0.1 mg이 혼합된 용액을 주입하 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는 척추마취 때와 동일한 자세, 동일한 요추간에서 

실시되었고 CSEA kit (EspocanⓇ, B.Braun, Germany)내의 18 

G Tuohy침으로 공기저항소실법을 이용하여 경막외강을 확

인 후 27 G Whitacre침을 삼입하여 경막 천자를 하 으며 

뇌척수액의 흡인 후 0.5% 고비 중 bupivacaine 6 mg, fentan-

yl 20μg, morphine 0.1 mg의 혼합 용액을 주입하 다. Whitacre 

침을 제거한 후 Tuohy 침 내로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여 

경막외강 내로 3-4 cm 어 넣은 후 Tuohy침을 빼고 카테

터를 산모의 등에 단단히 고정하 다. 마취 즉시 산모는 앙

와위 자세를 취하고 우측 둔부 밑에 위치한 공기 주머니를 

10 cm 높이로 부풀려 자궁 좌측전위를 확보하 다. 척추-경

막외 병용마취를 받은 경우는 국소마취제 주입 5분 후에 

0.25% bupivacaine 10 ml를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

다. 마취 직후부터 태아 분만까지 2분 간격으로 혈압을, 5

분 간격으로 오심과 구토의 발생 여부를 측정하 으며 오

심과 구토의 여부는 연구자가 매 측정 시간마다 산모에게 

먼저 질문하여 기록하 다. 감각 차단 높이는 25 G Whitacre 

침을 이용하여 왼쪽 유두선을 따라 따끔거리는 감각이 소

실되는 지점을 기록하 다. 수축기 혈압이 95 mmHg보다 

낮거나 병실에서의 수축기 혈압보다 20% 이상 감소되는 경

우를 저혈압으로 정의하여 ephedrine 5 mg씩을 혈압이 정상

화될 때까지 1분 간격으로 투여하 다. 부위 마취 시행자와 

저혈압과 부작용의 측정자를 달리 하고 마취 즉시 경막외 

카테터가 위치하는 부위를 포로 덮어 측정자는 마취의 종

류를 알지 못하게 하 다. 

  신생아를 확인시킨 후 모든 산모에게 목표농도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방법으로 propofol 혈 중 농도(effect site 

concentration)를 1.5μg/ml로 유지하면서 진정을 유도하 다.

통계로는 환자의 특성과 수액 투여량, 수술 시간, 감각 차

단 높이, ephedrine 투여량의 비교에는 One way ANOVA 

test 후에 사후 검정으로 Tukey test를 사용하 고, 저혈압의 

빈도 비교에는 Chi-square test, 오심과 구토의 빈도 비교에

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 다. P ＜ 0.05를 유의한 차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in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R-SA CO-SA CO-CSE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1.9 ± 3.6   31.7 ± 3.0   33.1 ±  3.9

Weight (kg)    69.4 ± 9.5   67.6 ± 7.5   68.9 ± 10.2

Height (cm)   159.6 ± 5.3  159.1 ± 4.5  159.2 ± 5.0

Preload        Co 0      Co 500    Co 500

 volume (ml) Cr 1280 ± 266 Cr 763 ± 215 Cr 801 ± 296

Op-duration 
   51.5 ± 14.6   56.0 ± 17.2   53.8 ± 16.3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 50 in each group. No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groups. CR-SA: 

Crystalloid-Spinal anesthesia. CO-SA: Colloid-Spinal anesthesia. CO- 

CSEA: Colloid-Combined spinal epidural anesthesia. Cr: crystalloid 

solution. Co: collo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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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간주하 다. 

결      과

  산모의 연령, 체중, 신장, 수액 전부하량, 수술 시간에는 

세 군 간 차이가 없었다. 교질 용액을 포함한 수액 전부하

량은 CR-SA 군이 1,280 ± 266 ml, CO-SA군이 1,263 ± 

215 ml, CO-CSEA 군이 1,301 ± 296 ml 다(Table 1).

  마취 후 30분까지 측정한 최고 감각 차단 높이는 세 군

이 T3로 동일하 다. 저혈압의 빈도는 CR-SA 군이 44%, 

CO-SA 군이 18%, CO-CSEA군이 20%로 교질 용액을 투여

한 군들이 전해질 용액을 투여한 군에 비해 의미 있게 낮

았고(P = 0.005) 교질 용액을 투여한 경우에는 척추마취 군

과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저혈압

을 보인 환자들에게 투여 된 ephedrine의 양은 CR-SA 군이 

10 mg (5-20 mg), CO-SA 군이 7.5 mg (5-20 mg), CO- 

CSEA 군이 5 mg (5-15 mg)으로 교질 용액을 투여한 군에

서 적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오심과 구

토의 빈도는 CR-SA 군이 20%, CO-SA 군이 2%, CO-CSEA

군이 4%로 역시 교질 용액을 투여한 군들이 전해질 용액 

군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았고(P = 0.005) 교질 용액을 투여

한 경우에는 척추마취 군과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군 사이

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고      찰

  본 연구에서 9 mg bupivacaine, 20μg fentanyl, 0.1 mg 

morphine을 투여한 척추마취의 경우 전 수액 부하로 전해질 

용액보다 교질 용액을 사용하 을 때 저혈압의 빈도가 낮

았다(44% vs 18%, Table 2). 이것은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

술을 시행 받는 산모를 대상으로 전해질 용액과 교질 용액

을 비교한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French 등은5) 

10% HES와 LR를 동량인 15 ml/kg씩 투여하여 저혈압의 빈

도비가 12.5% 대 47.5%라고 하 다. 전해질 용액을 교질 용

액보다 다량 투여한 경우도 교질 용액 군에서 저혈압의 빈

도가 낮았는데 10% HES 500 ml를 전 부하 한 군과 LR 

1,000 ml를 전 부하 한 군을 비교한 경우 교질액 군에서 저

혈압(40% vs 80%)과 오심, 구토의 빈도가 낮았고6) 6% HES 

500 ml와 LR 1,000 ml을 투여한 군과 LR 2,000 ml 전 부하 

한 군을 비교했을 때 교질액을 함께 투여한 군이 저혈압이 

적었다(45% vs 85%).7) Ueyama 등은8) 1,500 ml LR과 500 

ml, 1,000 ml의 6% HES solution을 비교하여 각각의 저혈압

의 빈도가 75%, 58%, 17%로 교질 용액을 투여한 군에서 

저혈압의 빈도가 낮았으며 1,000 ml를 투여한 군에서 제일 

낮다고 보고하 다. 500 ml의 10% dextran 40과 LR 1,000 

ml를 비교한 경우에도 저혈압의 빈도가 26.7% 대 53.3%

다.9) 유일하게 저혈압의 빈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 

연구는 각 군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LR 1,000 ml과 6% 

HES 500 ml를 투여하여 저혈압의 빈도를 62% 대 38%로 

보고한 것으로10) 이 경우는 통계적 파워가 부족하여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혈압 빈도가 전

해질 용액 군이 44%, 교질 용액 군이 18%로 다른 연구들에

서 비해 저혈압의 빈도가 낮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이 12 

mg,7) 혹은 13 mg의6,10) bupivacaine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9 

mg보다 용량이 많았고 Ueyama 등은8) 8 mg의 tetracaine을 

사용하 지만 전 수액 투여 기간이 30분으로 길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전해질 용액과 교질 용액 사이에 저혈압의 빈도에 차이

가 나는 이유로는 전해질 용액은 투여 즉시 조직내 재분포

(redistribution)가 시작되기 때문으로 실제 Uemya 등은8) in-

docyanine green을 포함한 전 부하 수액을 정주하고 맥박 분

광광도법(pulse spectrophotometry)을 사용하여 이의 혈중 농

도를 측정함으로써 혈관 내 잔류 수액의 양을 밝혔는데 투

여 30분 후에 LR은 투여 용적의 28%만이 혈관 내에 남아 

있는데 반해 HES는 100%가 혈관 내 잔류함을 보 다. 또한 

전해질 용액을 투여한 경우 심박출량의 증가가 없고 혈장

량에 대한 효과가 일시적인데 반하여 교질 용액은 혈장량

과 심박출량이 증가하 으며 저혈압도 감소한다고 하 다.

Table 2. Block and Side-effects Variables in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R-SA CO-SA CO-CSEA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nsory level T3 (C6-T5) T3 (T1-T6) T3 (C8-T5) NS

Pain/discomfort 0/0 0/1 0/0 NS

Hypotension 22 (44%) 9 (18%) 10 (20%) P = 0.005

Ephedrine (mg) 10 (5-20) 7.5 (5-20)  5 (5-15) NS

N & V 10 (25%) 1 (2%)  2 (4%) P = 0.0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 50 in each group. Values are mean (range) for sensory level, median (range) for ephedrine, and number of patients for the others. Ephedrine 

shows the median dose administered among hypotensive partu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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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와 다른 연구들은 전해질 용액을 교질 용액의 3

배로 투여하지 않았는데 전해질 용액을 교질 용액의 3배로 

투여하거나 10분 내의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투여하면 교

질 용액과 동일한 혈압 유지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Rout 등은11) 20 ml/kg의 전해질 용액을 급속 수액 

주입 기구를 사용하여 10분에 투여한 군과 보통 시행되는 

전수액 투여 시간인 20분에 걸쳐 주입한 군을 비교하여 저

혈압의 빈도가 10분 군이 70%, 20분 군이 60%로 차이가 없

었고 동시에 측정한 중심 정맥압도 양 군에 차이가 없었다

고 하 다. 다량의 전해질 용액 투여가 오히려 혈압을 낮춘 

경우도 있었는데 Carvalho 등에12) 의하면 10 ml/kg를 투여 

받은 산모보다 20 ml/kg를 투여 받은 산모에서 희석성 빈혈

과 저혈압이 많았다고 보고하 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급격한 혈장량 증가가 atrial natriuretic peptide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것을 들 수 있다.13) 

분만을 앞둔 산모에게 급격한 수액 투여는 과도한 희석성 

빈혈을 유발하여 산소 전달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미 삼투

압 감소와 혈장량 증가가 있는 산모에게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14) 평균 1,390 ml의 정질 용액을 10분에 걸쳐 투여

한 경우11) 일부 산모는 중심정맥압이 19 mmHg까지 상승하

으므로 급속 주입은 심혈관 이상이 있는 산모에게 위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혈관 내 용적을 유지하기 위

해 다량의 전해질 수액을 급속 주입하는 것 보다 교질 용

액을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저혈압을 보인 빈도는 전해질 용액 군과 교질 용액 군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저혈압을 보인 환자들에게 투여 

된 ephedrine의 양은 전해질 용액 군에서 10 mg, 교질 용액 

군에서 7.5 mg으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저혈압을 보인 

사람은 줄었어도 일단 저혈압이 발생하면 교정을 위해 투

여 되는 ephedrine의 양은 대동소이 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

러나 Siddik 등은6) 전해질 용액을 전투여 시 35.5 mg, 교질 

용액을 전투여 시 10.6 mg의 ephedrine이 투여되어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본 연구보다 많은 양의 ephedrine이 투여되

었는데 사용한 bupivacaine의 양이 13 mg으로 많아 ephed-

rine의 사용 양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심과 구토는 저혈압에 의한 뇌간의 허혈에 의해 발생

한다. 이외에도 나이, 체중, 함께 투여 된 마약 제제, 호르

몬 변화, 부적절한 마취 시 동반된 수술 통증, 자궁 외번 

등에 기인할 수 있으나 척추 마취 직후에는 대부분 혈압 

저하로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혈압 저하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 확실히 저혈압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

다.15) 오심과 구토의 빈도는 저혈압의 빈도와 합치하는 결

과를 보 고 정질 용액에서 20%, 교질 용액에서 2%로 현저

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 HES 130/0.4 (VoluvenⓇ)는 교질 

용액으로 6% HES 200/0.5 (pentastarch)보다 대체율이 낮아 

혈액 응고에 미치는 향이 작다. 또한 이 용액은 분자량 

130,000 dalton, 대체 수준(degree of substitution) 0.4, 대체 양

식(substitution pattern) C2/C6 9：1, 용적 효과 100%, 최대 

효과(plateau effect) 4시간, 용적 효율(volume efficacy) 6시간, 

혈관 내 반감기 3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태반 통과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안

전하다.16) 교질 용액의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양 반응과(빈도: 0.085%),17) 혈액 응

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신장 기

능과 세망내피 기능(reticuloendothelial function)에 대한 염려

가 있으나 제조사에서 최근 연구를 참고로 50 ml/kg/day까

지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 다른 연구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에서도 과도한 출혈을 비롯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마취 시 마취제의 저용량으로 인

한 내장통을 예방하고, 일회주입으로 인하여 차단높이와 차

단시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통상 충분한 용량인 

12-15 mg의 bupivaciane을 권고하고 있지만19-21) 아편유사제

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소마취제와의 상승효과로 인해 국

소마취제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22) Ben-David 등은23) 척추

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받는 산모에게 소량의 bupivacaine

을 사용하면 저혈압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역시 지나치게 적은 용량으로는 불충분한 마취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량의 용량의 사용이 바람

직하다. 본 저자들도 지난 연구에서 6 mg 고비중 bupiva-

caine과 20μg fentanyl로 척추마취를 시행하 는데 30% 산모

가 수술 중 불편감을 호소하 다.24) 그러나 척추-경막외 병

용마취를 이용하면 지주막하에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투여

하여 저혈압의 빈도를 낮추면서도 경막외 카테터를 이용하

여 수술에 충분한 마취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저자들의 이

전 연구에서 9 mg 고비 중 bupivacaine을 이용한 척추 마취

와 6 mg을 이용한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서 1,200 ml의 전

해질 용액으로 전 수액 부하를 하 을 때 저혈압의 발생 

빈도는 46%와 24%로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서 월등히 감

소하 고 ephedrine의 사용량과 오심과 구토의 빈도도 낮았

다.4) 다른 연구에서도 척추마취에 비해 척추-경막외 병용마

취 시에 저혈압의 빈도가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3,25) 척추-경

막외 병용마취에서 저혈압의 빈도가 낮은 이유로 처음에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므로 교감 신경 차단이 서서히 

이루어져 산모의 신체가 혈관 확장에 적응하게 되고 충분

한 수액 투여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질 용액을 전 부하 수액으로 사용하

면서 6 mg 고비 중 bupivacaine과 아편유사제를 이용한 척

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9 mg 고비 중 bup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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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e과 아편유사제를 투여하는 척추마취에 비해 저혈압의 

빈도를 더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러나 예상

과는 달리 교질 용액을 전 부하 수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척추마취와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는 저혈압의 빈도에 차이

가 없었다(18% vs 20%, Table 2).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부

위 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는 산모에게 발생하는 

저혈압의 최소 빈도는 20% 내외로서 더 이상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본 연구와 같이 소량

의 국소 마취제를 이용하여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실시하

고 교질 용액을 전투여한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보다 저

혈압의 빈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Vercauteren 등은2) 6.6 

mg 의 고비 중 bupivacaine과 3.3μg sufentanil을 사용하여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시행하고 6% HES 500 ml와 LR 

1,000 ml를 전투여 하 을 때 58%의 저혈압을 보 다. 본 

저자들 보다 더 낮은 저혈압의 빈도를 보인 경우는 사전 

ephedrine 정주를 하거나2,26) 전해질 용액만 전투여 한 후 5 

mg의 bupivacaine 을 이용하여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실시

하고 15분 후에 경막외강으로 lidocaine 3 ml씩 5분 간격으

로 마취 높이가 충분해 질 때까지 주입한 연구 다.3) 이 경

우 마취 15분 후 감각 차단 높이가 T9이었고 평균 10 ml의 

lidocaine을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이후에야 수술이 가능하

다. 소량의 국소 마취제를 지주막하강에 투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마취 높이를 올리는 방법은 저혈압의 

빈도를 낮출 수는 있으나 수술 시작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교질 용액을 포함한 충분한 전수액 투여와 최소량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교감신경 차단에 의한 혈압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앙와위 자세에서 필연적인 자

궁에 의한 대동정맥 압박과 이로 인한 정맥혈 환수의 감소

는 여전히 상존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10% 정도의 산모에게

서 앙와위 저혈압 증상(supine hypotensive syndrome)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아27) ephedrine 같은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척추마취 후 발생하는 저혈압을 완전히 차단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연구 결과로부터 소량의 국소 마취제와 교질 용액

을 전투여하는 척추마취가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 비해 시

술 시간과 비용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척

추-경막외 병용마취는 수술 시간의 증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후 경막외 진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권고할 만한 마취 방법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0.5% bupivacaine 9 mg, fentanyl 20μg, mor-

phine 0.1 mg을 이용한 척추마취의 경우 전해질 용액에 비

해 교질 용액을 투여하는 것이 저혈압과 이에 따른 오심과 

구토의 빈도를 낮추었다. 교질 용액을 전투여 하는 경우 척

추-경막외 병용마취를 이용하여 bupivacaine의 양을 6 mg으

로 감소시켜도 척추마취에 비해 저혈압의 빈도를 더 낮출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 정도의 저혈압이 부위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받는 산모의 최소 저혈압 빈도가 아닌가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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