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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온동물은 거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상체

온에서 심하게 벗어나게 되면 대사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

데, 정상적으로 인간의 체온조절계는 심부체온을 37 ± 

0.2
oC 정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 저체온은 일반적으로 추위

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체온조절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약

물 및 질환들에 의해 유발된다. 수술 및 마취 중에는 환자

가 온도가 낮은 수술실에 노출되고 또한 마취제에 의한 체

온조절의 억제가 동반되면서 저체온이 흔하게 발생된다. 마

취 중에 발생되는 경정도의 저체온만으로도 창상감염, 입원

기간 연장, 심각한 심장합병증 및 심실성 빈맥의 빈도 증

가, 응고장애, 그 외 마취약제의 효과연장, 회복실 퇴실의 

지연, 전율(shivering), 및 면역기능의 약화 등의 저체온과 관

련된 다양한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도 

환자들에서는 마취 중 저체온의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 따

라서 저체온의 예방 및 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상적

인 체온조절 및 약물에 의한 체온조절 변화의 기전을 이해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체온감시

  마취 도입 이후 마취 중 체온감시는 상용화되지 않았으

나, 1970대 초에 악성고열증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

서 마취 중 체온감시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후 마취 중 

체온감시가 상용화되면서 마취 중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

서 저체온이 유발되며, 저체온에 의해 종종 부수적인 생리

학적 반응들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체온계: 최근에는 전통적인 유리체온계에서 빠르게 측정

되며, 사용하기 안전하며 또한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좀더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체온계로 대치

되고 있다. 

  터미스터와 열전기쌍이 가장 보편적인 전자 체온계로, 정

확하며 일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저렴하다. 이들은 피부

온도 측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주로 고막온도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더모그래피도 사용되고 있다. 

  체온측정 부위: 심부 체 조직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온

도가 높고, 관류가 매우 잘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의 온도인 심부체온(core temperataure)을 측정할 수 있

는 부위는 폐동맥, 원위 식도, 고막, 혹은 비인후 등이다. 

식도 청진기에 붙어 있는 식도 체온 탐침은 심장 박동이 

가장 잘 들리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심폐 회로술 같이 

급격하게 체온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들 체온 측정 부위

는 신뢰할 수 있다. 심부체온은 급격하게 체온이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강, 액와, 직장 및 방광 등에서도 비교

적 정확히 측정된다.

  심폐 회로술 중에도 위에 기술된 심부체온 감시 부위들

은 정확하게 심부체온을 반 한다. 반면 직장 체온은 다른 

심부체온 감시 부위들 보다 늦게 반응하므로 심폐 회로술 

같이 인위적으로 환자의 체온을 신속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에는 중간 단계 체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심장 수술 시에 

방광 체온은 소변량이 적을 경우에는 직장 체온과 비슷하

지만, 소변량이 많을 경우는 폐동맥 온도와 거의 비슷하다. 

심장 수술 시에 재가온의 적절함은 심부 체온과 중간 단계 

체온을 동시에 감시함으로써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 피부

온도는 심부온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으며 피부온도로 심부

온도를 대신할 수는 수 없다. 

    정상 체온조절 

  체온조절계는 부피이드백이 이용되고 있는 다른 체내의 

생리학적 조절계와 비슷하다. 체온조절계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구심성 입력, 중추성 조절 및 원심성 반응들로 이

루어진다. 체온조절계는 갑자기 진화해온 것이 아니고 기존

의 조절계를 발전시켜 좀더 효율적인 조절계로 발전된 것

이다. 결국 Satinoff 등은 미문 방향의 단계적이고 수직적인 

체온조절 가설을 제안하 는데, 이는 하급 조절계의 역할은 

단순하고 미약한 정도이나 좀더 미세한 조절은 상급조절계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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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심성 입력: 냉각은 A-delta fiber, 온각은 C-fiber에 의해 

감지되며 이들 감각세포들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어 체내의 

모든 조직들은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체온조절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부조직은 심부 조직들에 

비하면 체온조절에 기여도는 낮으나 피부는 주위환경과 접

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유류에서 시상하부, 그리고 시상하부를 제외한 다른 뇌 

조직, 척수, 심복부 및 심흉부 조직과 피부표면 등이 각각 

20% 정도씩 중추성 체온조절에 기여한다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정확한 %는 사람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조류에

서는 뇌하수체보다 척수가 더 많이 기여한다고 한다. 

  중추성조절(Central Control): Satinoff는 체온조절은 단계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는 조절

은 척수에서 이루어지며, 척수에서의 반응은 더 나중에 진

화된 상급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게 다시 조절된다고 하며, 

가장 정확한 조절은 뇌하수체의 시신경교차부위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체온조절반응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 즉, 역치

(threshold), 효율성(gain), 최대 반응 강도(maximum response 

intensity)가 이들인데, 역치는 자율신경성 체온조절 반응이 

유발되는 심부체온으로 정의된다(Fig. 1). 효율성(gain)은 자

율신경의 반응강도가 심부체온이 역치를 벗어나면서 증가

되는 정도로 정의되며, 실제로는 심부체온 변화에 대한 반

응강도의 기울기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체온조절반응의 

효율성은 매우 높으며, 십 분의 몇 oC 정도의 심부체온의 

작은 변화에도 효율성은 어렵지 않게 10-90%까지 증가된

다. 그리고 최대반응강도는 심부온도가 역치를 넘어서면서 

관찰되는 자율신경 반응의 최고치로 정의된다.

  자율성 체온조절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 심부체온 구간을 

역치간 범위(inter-threshold range)라고 한다(Fig. 1). 정상적인 

사람에서 이 범위는 약 0.3oC이며, 이 범위 이상으로 심부

체온이 조금만 변화하여도 체온조절 반응이 활성화된다.

  체온의 유지는 포유류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

능이지만, 특별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억제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수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고체온 상태에

서 초기에는 발한이 유지될 수 있으나 혈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발한은 멈춘다. 따라서 주위온도를 조절해주거나 수분

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심부고체온과 일사병이 유발된다. 

  원심성 반응들: 주위환경 변화에 대한 인간의 가장 중요

한 체온조절 반응은 춥거나 더우면 피난처를 찾고, 옷을 더 

입거나 벗고, 방안 온도를 조절하고 또한 주위로의 열의 이

동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등 

같은 행동조절 반응이다. 전반적인 행동반응의 효과는 전체 

자율성 체온조절반응의 합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행동 반응을 통해 혹독한 주위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

  추위에 대한 최초반응은 동-정맥 션트의 수축이다. 정상

온도에서는 동-정맥 션트가 열리며 또한 말초 피부혈관은 

최대로 확장되게 된다.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피부모세혈관

의 혈류는 변화 없이 동-정맥 션트의 관류가 감소된다. 반

면, 더위는 정상온도상태에서 최대로 유지되고 있는 동-정

맥 션트의 혈류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말초 피부모세

혈관의 혈류를 매우 증가시킨다. 이러한 체온조절성 혈관수

축은 국소적 α-아드레날린성 신경에 의해 중계된다. 

  비전율성 열생성(non-shivering thermogenesis)는 근육 활동

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대사성 열생성이 증가되는 것을 의

미한다. 대부분의 비전율성 열생성은 사립체가 매우 집되

어 있어 갈색으로 보이는 갈색 지방조직이라고 호칭되는 

특별한 조직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비전율성 열생성은 작은 

포유류와 , 유아에서 체온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율은 산소소모량을 최대 4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에너지 소모성 조절반응이므로 경제적으로 열손실을 감소

시킬 수 있는 혈관 수축의 발현 이후에 발생된다. 부위 마

취 시에는 신경이 차단된 부위에서는 운동신경도 같이 차

단되므로 저체온이 유발 되더라도 운동신경이 차단된 범위

만큼 전율을 할 수 있는 근육의 크기가 감소하여 체온상승

에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

  체온의 증가는 체온의 감소에 비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체온 증가에 대한 반응인 발한과 혈관확장 기능이 신속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역치들은 비교적 낮게 잡혀 있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rmoregulatory control mecha-

nisms. Mean body temperature is the integrated thermal input from 

a variety of tissues including the brain, skin surface, spinal cord, 

and deep core structures. A change of core temperature to below 

or above the thresholds for response provokes cold response (vaso-

constriction, nonshivering thermogenesis, and shivering) or warm 

response (active vasodilation and sweating). The interthreshold range 

is defined the range that no thermoregulatory responses are ini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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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취중의 체온 조절 

  전신 및 부위 마취는 역치간 범위를 정상범위 0.3oC에서 

4oC로 약 10배 정도 증가시킨다. 체온조절 중추는 마취 중

이라도 전신의 체온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또한 역치간 범

위 내에서는 자율신경성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체온조절반응이 유발될 정도로 심부체온이 변화되면 

각 반응들의 효율성 및 최대강도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체온조절 역치는 마취 중 크게 변화되지만 효율성 및 최

대강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

는 마취에 의한 체온조절반응의 변화에서 가장 정확한 조

절(예로, 역치의 조절)은 시상하부 같은 상위조직-이들 조직

들은 마취제에 매우 예민하다-에서 이루어지고, 효율성 및 

최대강도는 좀더 단계가 낮은 척수 같은 하부조직-이들 조

직들은 마취제에 비교적 강하다-에서 조절이 되는 단계적인 

조절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냉반응: 현재까지 연구된 모든 마취제들은 혈관수축 역

치를 비교적 크게 감소시키며 halothane의 임상 용량(0.86% 

호기말 농도), enflurane, N2O/fentanyl 등은 혈관수축 역치를 

34-35oC 정도로 감소시키며 propofol/N2O는 좀더 심하게 혈

관수축역치를 억제시킨다. Isoflurane은 용량에 따라 억제시

키는데, 약 3oC/l% 정도로 혈관수축 역치를 감소시킨다. 따

라서 체온조절성 혈관수축(대개 역치는 37oC 정도임)은 iso-

flurane의 임상용량에서는 심부체온이 34oC 정도로 감소되지 

않는 한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맥마취제를 포함한 대

부분의 마취제들은 용량에 비례하여 체온조절에 향을 미

친다(Fig. 2). 

  비전율성 열생성은 아에서는 마취 중에도 잘 유지되나 

성인에서의 이 기능은 매우 미미하여 체온조절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온 조절성 전율은 마취 중에는 마취제의 향에 의한 

역치의 감소와 근육이완제 등의 향으로 거의 발생되지 

Fig. 2. All four drugs slightly increase the sweating threshold (triggering core temperature) while markedly and synchronously decreasing the 

vasoconstriction and shivering thresholds dose-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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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수술이 종료되면서 마취제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

하는 시점에서는 저체온 시에 발현이 되어 성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시킨다.

  온반응(Warm Responses): Isoflurane 마취는 발한 역치를 

용량에 비례하여 상승시킨다. 그러나 발한 역치의 상승은 

혈관수축의 감소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Fig. 2). 예를 들

어 1.2%의 isoflurane은 혈관수축 역치를 약 33oC로 감소시

키나 발한 역치는 38.2oC 정도로만 상승시킨다. 이러한 현

상의 정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체온이 저체

온에 비하여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고체온에 대한 적극적

인 초기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 이동(Heat Transfer): 열은 네 가지 경로에 의해서 대

기로 소실되거나 대기에서 흡수되는데, 전형적인 대기온도

에서는 피부로부터 많은 양의 열이 복사(radiation)에 의해 

소실된다. 하지만 피부는 동시에 똑 같은 기전으로 열을 흡

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열 손실과 흡수의 차이가 총 열 이동

이 된다. 전도(conduction)성 열 이동 역시 피부온도와 주위

온도 차에 비례하게 되며, 피부와 접촉하고 있는 물질의 성

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금속과 물은 공기에 비해 다

섯 배나 전도성이 강하다. 전도는 피부 바로 가까이 정지되

어 훌륭한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층이 파괴되면 매

우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대류(convection)라고 하는데 공

기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열의 이동을 증가시킨다. 피부 

열 이동의 마지막 기전은 증발(evaporation)이다. 발한 외에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은 성인에서는 거의 의의가 없어 증발

은 기본 대사성 열 손실의 10% 정도만 기여한다고 한다. 

  수술 중 저체온의 양상: 수술실의 차가운 대기에서도 정

상 범위로 잘 유지되는 환자의 체온은 마취유도 후 서서히 

내려간다. 이러한 체온하강은 환자들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온도가 낮은 수술실의 대기에 노출되고, 마취제에 의한 혈

관확장으로 인하여 피부온도가 증가되고, 수술부위의 소독 

및 세척, 수술창상으로의 열 손실 및 마취에 의한 대사의 

감소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하지만 전신

마취는 열 생성을 20% 정도만을 감소시키고, 또한 마취제

에 의한 혈관확장은 열 손실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일반적인 

수술실 온도에서 수술창상 없이, 그리고 피부 소독이나 세

척을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여도 마취 직후 자원자들에

서 저체온이 신속하게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열생성의 감소, 

마취제의 혈관확장과 소독 및 세척 및 수술창상을 통한 열 

손실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마취 

직후 신속하게 발현되는 저체온은 마취제에 의한 혈관확장

으로 인하여 체열이 심부에서 좀더 온도가 낮은 말초부위

로 이동됨으로써 심부체온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이것은 재

분포성 저체온이라고 명명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재분포성 저체온의 초기단계는 마취 후 

약 1시간에 걸쳐 발생되며 이 시기에 약 1-1.5oC 정도 심

부체온이 하강된다. 이러한 체열의 재분포 과정은 체내에서

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체열량과 평균체온에는 변화가 

없다. 재분포성 저체온은 초기의 급속한 하강 이후 느리게 

그리고 약 2-3시간에 걸쳐 거의 직선적으로 하강한 후 고

평부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3). 그리고 열 손실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로는 대기온도, 수술포에 의한 전열, 

수술창상으로부터의 증발 등이며 많은 양의 차가운 정맥용 

수액투여도 향을 준다. 

    저체온에 의한 향 

  마취 중의 저체온은 장점도 있으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체온관리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에서

와 같이 장점과 위험성에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장점: 저체온은 조직 허혈 및 저산소증에 대해 상당한 

보호 작용을 갖고 있다. 25-30oC 사이로 심부체온을 유지

하는 저체온요법은 심폐 회로술 시에 뇌보호 목적으로 오

랜 동안 이용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정상 심부체온에 비하

여 2-3oC 정도 낮은 경정도의 저체온은 어떠한 약물치료

보다 허혈에 대한 보호 작용이 크다는 점이 임상에 이용되

어왔는데, 경정도의 저체온이 어떻게 조직 허혈 및 저산소

증에 대해 보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전은 정확히 밝혀

지지는 않았으나, 단지 대사율의 감소에 의해서만 보호 작

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체온의 

Fig. 3. Characteristic pattern of hypothermia during general anes-

thesia. An initial rapid decrease by a core-to-peripheral redistri-

bution of body heat is followed by a slow, linear reduction in 

core temperature that results simply from heat loss exceeding heat 

production. Finally, core temperature stabilizes and subsequently 

remains virtually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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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조직 보호 작용 때문에 신경외과 수술같이 조직 허

혈이 유발되기 쉬운 경우에 경정도의 저체온이 적응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체온은 복강경 수술 시에 복강

기종에 의한 유착형성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체온

이 저산소증 및 허혈-재관류 손상의 독성을 감소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단점: 마취 중에는 경정도의 저체온에 의해서도 응고장

애가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체온에 의한 혈색

소 기능 장애이다. 이러한 장애는 전신적이라기 보다는 국

소적인 온도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그리고 창상의 온도

는 심부온도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데, 체온이 정상이라면 

창상의 온도 역시 높으므로 혈색소의 기능이 보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체온은 응고 다단계의 효소에 직접적인 

장애를 유발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응고 검사는 37oC로 가

온되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응고장애가 확실하게 나타나

지는 않으나, 저체온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된다면 응고장애

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실험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경정도의 

저체온은 고관절 성형술에서 출혈량을 의의 있게 증가시켰

으며, 동종 수혈량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었다.

  창상 감염은 마취 및 수술 시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보다 수술 후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저체온은 면역 기능을 직접 억제하고 또한 

체온조절성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창상으로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켜 창상 감염을 유발한다. 임상 연구에서도 경정도의 

저체온은 대장 수술 환자에서 수술 창상 감염률을 3배로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저체온만으로도 감

염이 없는 환자에서 창상의 회복 및 입원 기간을 연장시켰

다고 한다. 

  또한 수술 후의 저체온은 환자에게 불쾌한 체온 감각을 

유발한다. 수술 후 수년이 지난 다음 환자에게 질문한 결

과, 일부는 수술 직후에 추웠던 기억이 오히려 통증보다도 

더 괴로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수술 후의 불쾌한 체온 

감각은 혈압, 맥박수, 카테콜아민치를 증가시켜 생리학적으

로도 부담을 주며, 이러한 생리학적 부담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근경색이라는 주술기의 중요한 합병증의 발생

과도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심근 허혈이 예기치 않은 주

술기 사망의 가장 많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물대사는 주술기의 저체온에 의해 매우 연장된다. 

Vecuronium의 작용시간은 2oC 정도 감소되는 저체온에 의

해서 두 배 연장된다. Atracurium은 심부체온에 향을 적게 

받는데, 심부체온이 3oC 감소하면 작용 시간은 60% 정도만 

연장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근육이완제들 사용 시에 저체

온은 근육이완제의 회복지수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근육이완제의 사용 없이 저체온만으로도 연축 강도를 10-

15% 감소시키며, 저체온은 흡입마취제의 약력학에 향을 

주어 MAC을 5%/oC 정도 감소시킨다고 한다. 

  주술기에 발생되는 전율(shivering)은 환자에게 불편을 초

래하고 대사적 압박을 주지만 저체온의 다른 여러 가지 합

병증들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떨어진다. 전율은 흡입마취제 

사용 시 40-60% 정도의 발생빈도를 보이며, 마취제에 의

한 체온조절의 억제와 추운 환경으로의 노출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체온조절성 전

율도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전율의 

발생기전은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

다. 전율은 환자에게 불편함과 대사성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는데, 효율적으로 전율을 치료한다면 

대사성 열 생성이 감소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

동적인 가온 장치를 사용하거나, 실내 온도 혹은 대기 온도

를 올려주어야 한다. 그 외 약물적인 치료로서 meperidine, 

butorphanol, nalbuphine, tramadol, clonidine, ketanserin, physo-

stigmine, doxapra, ketamine 등의 항-전율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제들은 서로 매우 비슷한 약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일시적인 혈관수축 작용, 경-중 정도의 진통작

용(ketanserin 제외) 등이 그것이다. 체온조절계는 매우 복잡

하고 단계적인 진화를 거쳐 온 것으로 어떤 약물의 약리적 

특성과 체내의 특정 물질 및 전율을 조절하는 부위와의 연

관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정상체온의 유지

  대사열의 약 90%는 피부표면을 통하여 소실된다. 따라서 

피부표면만이 효과적인 가온을 가능하게 하는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마취에 의한 혈관확장은 피부 열 이동

을 용이하게 하므로 수술 중 저체온의 치료는 비교적 용이

하다. 반면에 수술 후 혈관수축은 피부표면으로부터 심부로

의 열 이동을 심하게 억제한다. 마취유도 직후부터 발생되

는 재분포성 저체온은 일단 발현되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

으며, 마취유도 전 30분 동안 환자의 몸통 및 하지를 가온

시켜 심부체열의 이동을 최소화한다면 어느 정도 재분포성 

저체온을 예방할 수 있으나, 수술 환자를 마취유도 전에 미

리 가온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도 가온과 가습: 대사열의 10% 이하만이 호흡기계를 

통해 소실된다. 이점으로 볼 때 성인 수술환자에서 기도의 

가온과 가습의 효과가 적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다. 반면에 소아 및 아에서는 기도의 가온과 가

습 및 열-습기 교환장치(heat-and moisture exchange)는 효과

가 있다. 기관의 가습은 장시간 수술하는 경우에는 차갑고 

건조한 가스로부터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열-습기 교환장치들은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필터들도 포함하기 때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7권 제 5호 2004                                                                                            

614

문에 환자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할 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피부 가온: 수술자들은 무거운 수술가운을 착용하고 있

고, 또한 뜨거운 수술 무 등 아래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실의 실내온도가 23oC 이상이면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수술 중 저체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실내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수술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수술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실 실내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물순환 담요(circulating-water mattress)의 사용은 수술 중 

가온의 흔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

면 물순환 담요를 이용한 피부가온은 심부체온을 상승시키

는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등으로는 거의 열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

며, 더욱이 수술대에 접해있는 비교적 표면적이 작은 부위

를 가온하여 많은 양의 열을 환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순환 담요는 성인에서 화

상과 비슷한 조직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것의 가능한 원인은 압/열 괴사이다. 

  가온된 공기를 주입한 담요를 덮어 체온을 올려주는 강

제공기가온(forced-air warming)은 가온기계와 환자의 피부 

온도차를 대입하여 계산된 것 이상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온도가 낮은 대류성 환경에서 과다한 열 손

실이 발생되는 기전과 거의 같은 것이다. 강제공기가온은 

실험결과 물순환 담요 및 적외선 시스템보다 훨씬 많은 양

의 열을 이동시킨다. 따라서 강제공기가온이 물순환 담요, 

적극적인 기도 가온 및 가습보다 매우 효과적이며 이것은 

광범위한 수술 시에도 정상체온을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간이식, 관상동맥 수술, 다발성 외상, 및 결석술 체위의 복

부 수술 등의 경우에는 강제가온을 제공할 수 있는 피부를 

넓게 확보하기 어려워 이러한 강제공기가온 역시 정상체온

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미노산의 투여는 심부체온을 약 

0.3oC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아미노산 

투여로 인한 대사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시상

하부의 체온조절 역치들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맥용 수액: 가온된 정맥용 수액의 투여는 환자의 체온

을 의의 있게 증가시킬 수 없다. 반면, 상온이나 냉장된 수

액은 쉽게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린다. 성인에서는 상온에서 

보관된 크리스탈로이드 1 liter의 투여나 냉장 보관된 혈액 

1 단위의 투여는 평균체온을 0.25oC 감소시킨다. 마찬가지

로 아나 소아의 경우도 거의 성인과 비슷하게 체온이 감

소된다. 따라서 다량의 수액이 짧은 시간 내에 투여되는 경

우는 반드시 수액을 가온해야 한다. 

    열(Fever)과 고체온(Hyperthermia)

  열은 체온조절 중추의 변화로 인하여 자율신경성 체온조

절 반응들의 역치(set point)가 상승하면서 정상적인 체온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고체온는 시상하부의 자율신경성 체

온조절 반응들의 역치는 변화 없으면서 부적절한 열의 발

산으로 인하여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열의 경우는 

안정기에 들어서면 체온은 시상하부에 입력되어진 미리 상

승된 역치간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것은 체온조절이 성

공적으로 완료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체온은 심

부체온이 시상하부에 입력되어 있는 발한 및 혈관확장 역

치를 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체온 조절이 실패한 상태이며, 

열의 발산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부체온

의 상승은 계속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열: 120여 년 전에 Wunderlich에 의해 열은 체온이 37oC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정의되었고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18-40세 사이의 성인에서 하루 중 체온변화를 구강 온도

로 측정한 결과, 오전 6시 최저치 37.2oC, 오후 4-6시 최고

치 37.7
oC 다고 한다. 따라서 열은 오전에는 37.2oC 이상, 

오후에는 37.7oC 이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오

전에 낮고 오후에 높은 현상은 열성 질환 시에도 발현이 

된다.

  열을 유발하는 발열물질(pyrogen)은 크게 내인성 및 외인

성 발열물질로 나누는데, 외인성 발열물질은 외부에서 침입

한 병원균과 독성물질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이 내독소이

다. 이러한 외인성 발열물질은 내인성 발열물질을 유리시키

기도 한다. 반면, 내인성 발열물질은 체내에서 생성되며 주

로 대식세포 혹은 단핵세포에서 생성되는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인성 발열물질들은 cytokine이

라고 총칭되며, 이것이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열을 유발한다. 

Cytokine에는 IL-1α, IL-2β, TNF, 그리고 IL-6 등이 있다.

  시상하부의 시신경교차전방 부위는 organum vasculosum 

laminae terminalis라는 특수한 혈관망이 분포되는데 cytokine

이 이 혈관내벽에 작용하여 아라키돈산 대사물(주로 PGE2)

을 유리시켜 체온조절 반응들의 역치들을 상승시키게 된다.

  고체온: 고체온은 시상하부의 체온조절 반응들의 역치에

는 변화가 없으면서 발한 및 혈관확장의 활성화에도 불구

하고 체온조절이 실패하여 체온이 상승된 것으로, 임상적으

로는 발열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일사

병에 의한 위험성이 증가되며,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임신, 식사 후, 운동 후, 배란기, 더운 날씨 등의 경우

는 생리적으로 체온이 상승 할 수 있다.

  마취와 체온 상승: 일반적으로 주술기의 체온 상승의 원

인은 발열보다는 부주의한 체온관리에 따른 고체온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술기에는 감염, 염증, 약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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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발열, 수혈 부작용, 뇌출혈, 외상, 혈종, 폐색전증, 무

기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열이 유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취 중에는 발열 현상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것은 마취제에 의한 발열 억제 현상 때문으로 사료되며, 발

표된 연구에 의하면 interleukine2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발된 

발열 시에 흡입마취제인 desflurane은 용량에 비례하여 발열

을 억제한다고 한다. 

결      론
 

  마취 중에는 주로 저체온이 유발되나, 열, 혹은 고체온 

등도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저체온에 의한 다양한 생리학

적 변화는 환자의 예후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

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신 혹은 부위 

마취에 관계없이 마취 중에는 치료목적의 저체온이 적응되

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수술 중 정상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준적인 마취 관리이므로, 수술 중 적극

적으로 심부체온을 감시하여 심부저체온을 조기에 발견함

으로써 신속하게 저체온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체온의 치료로서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제공기가

온법이며, 또한 다량의 수액 및 혈액이 투여되는 수술에서

는 반드시 수액/혈액 가온기를 추가로 사용할 것을 추천하

고 있다.

참  고  문  헌

 1. Dominguez EA, Bar-Sela A, Musher DM: Adoption of ther-

mometry into clinical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Rev Infect 

Dis 1987; 9: 1193-201.

 2. Webb GE: Comparison of esophageal and tympanic tempera-

ture monitoring during cardiopulmonary bypass. Anesth Analg 

1973; 52: 729-33.

 3. Cork RC, Vaughan RW, Humphrey LS: Precision and accura-

cy of intraoperative temperature monitoring. Anesth Analg 1983; 

62: 211-4.

 4. Benzinger TH, Pratt AW, Kitzinger C: The thermostatic cont-

rol of human metabolic heat production. Proc Natl Acad Sci 

USA 1961; 47: 730-5.

 5. Jessen C, Mayer ET: Spinal cord and hypothalamus as core 

sensors of temperature in the conscious dog. I. Equivalence of 

responses. Pflugers Arch 1971; 324: 217-26.

 6. Rubinstein EH, Sessler DI: Skin-surface temperature gradients 

correlate with fingertip blood flow in humans. Anesthesiology 

1990; 73: 541-5.

 7. Ekenvall L, Lindblad LE, Norbeck O, Etzell B: α-Adrenoce-

ptors and cold-induced vasoconstriction in human finger skin. 

Am J Physiol 1988; 255: H1001-3.

 8. Jessen K: An assessment of human regulatory nonshivering 

thermogenesis. Acta Anaesthesiol Scand 1980; 24: 138-43.

 9. Sessler DI, Ponte J: Shivering during epidural anesthesia. An-

esthesiology 1990; 72: 816-21.

10. Sessler DI, Olofsson CI, Rubinstein EH, Beebe JJ: The ther-

moregulatory threshold in humans during halothane anesthesia. 

Anesthesiology 1988; 68: 836-42.

11. Hynson JM, Sessler DI, Belani K, Washington D, McGuire J, 

Merrifield B, et al: Thermoregulatory vasoconstriction during pro-

pofol/nitrous oxide anesthesia in humans: Threshold and SpO2. 

Anesth Analg 1992; 75: 947-52.

12. Sessler DI, Hynson J, McGuire J, Moayeri A, Heier T: Ther-

moregulatory vasoconstriction during isoflurane anesthesia mini-

mally decreases heat loss. Anesthesiology 1992; 76: 670-5.

13. Matsukawa T, Sessler DI, Sessler AM: Heat flow and distri-

bution during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Anesthesiology 

1995; 82: 662-73.

14. Sessler DI, Olofsson CI, Rubinstein EH: The thermoregulatory 

threshold in humans during nitrous oxide-fentanyl anesthesia. 

Anesthesiology 1988; 69: 357-64.

15. Busto R, Globus MY-T, Dietrich WE: Effect of mild hypo-

thermia on ischemia-induced release of neurotransmitters and 

free fatty acids in rat brain. Stroke 1989; 20: 904-10.

16. Schmied H, Jurz A, Sessler DI: Mild intraoperative hypo-

thermia increases blood loss and allogeneic transfusion require-

ments during total hip arthroplasty. Lancet 1996; 347: 289-92.

17. Heier T, Caldwell JE, Sessler DI: Mild intraoperative hypo-

thermia increases duration of action and spontaneous recovery 

of vecuronium blockade during nitrous oxide-isoflurane anes-

thesia in humans. Anesthesiology 1991; 74: 815-9.

18. Carli F, Emery PW, Freemantle CAJ: Effect of perioperative 

normothermia on postoperative protein metabolism in elderly 

patients undergoing hip arthroplasy. Br J Anaesth 1989; 63: 

276-82.

19. Kurz A, Sessler DI, Lenhardt RA: Perioperative normothermia 

to reduce the incidence of surgical-wound infection and shor-

ten hospitalization. New Eng J Med 1996; 334: 1209-15.

20. Brownbridge P: Shivering related to epidural blockade with 

bupivacaine in labour, and the influence of epidural pethidine. 

Anaesth Intensive Care 1986; 14: 412-9.

21. Lenhardt R, Marker E, Goll V: Mild intraoperative hypother-

mia prolongs postoperative recovery. Anesthesiology 1997; 87: 

1318-23. 

22. De Witte J, Sessler DI: Perioperative shivering: physiology and 

pharmacology. Anesthesiology 2002; 96: 467-84.

23. Hynson J, Sessler DI: Intraoperative warming therapies: A 

comparison of three devices. J Clin Anesth 1992; 4: 194-9.

24. Bissonnette B, Sessler ID: Passive or active inspired gas hu-

midification increases thermal steady-state temperatures in an-

esthetized infants. Anesth Analg 1989; 67: 783-7.

25. Crino MH, Nagel EL: Thermal burns caused by warming bl-

ankets in the operating room. Anesthesiology 1968; 29: 

149-50.

26. Kurz A, Kurz M, Poeschl G, Faryniak B, Redl G, Hackl W: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7권 제 5호 2004                                                                                            

616

Forced-air warming maintains intraoperative normothermia bet-

ter than circulating-water mattresses. Anesth Analg, 1993; 77: 

89-95.

27. Taguchi A, Ratnaraj J, Kabon B, Sharma N, Lenhardt R, Se-

ssler DI, et al: Effects of a circulating-water garment and 

forced-air warming on body heat content and core temperature. 

Anesthesiology, 2004; 100: 1058-64.

28. Nakajima Y, Takamata A, Matsukawa T, Sessler DI, Kitamura 

Y, Ueno H, et al: Effect of amino acid infusion on central 

thermoregulatory control in humans. Anesthesiology, 2004; 

100: 634-9.

29. Davatelis G, Wolpe SD, Sherry: Macrophage inflammatory pro-

tein-1: A prostaglandin-independent endogenous pyrogen. Science 

1989; 243: 1066-8.

30. Kotani N, Jushikata T, Matsukawa T: A rapid increase in foot 

tissue temperature predicts cardiovascular collapse during ana-

phylactic and anaphylatoid reaction. Anesthesiology 1997; 87: 

559-68.

31. Negishi C, Lenhardt R, Sessler DI: Desflurane reduces the feb-

rile response to interleukin-2 administration. Anesthesiology 

1998; 88: 1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