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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은 기존의 개복하 자궁적출술보다 

수술반흔이 작으며,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조기에 활동이 

가능하며,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 널리 시

행되고 있다.1)

  그러나 복강경 수술에서는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기

구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복(pneumoperitoneum)

형성을 만들고 환자의 자세를 Trendelenburg 체위로 변화시

킴으로써, 마취 중에 폐 및 심혈관계와 여러 장기들에 중요

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뿐만 아니라 시술 중 조직 

손상이나 공기색전증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2,3) 

뇌압 상승이나4)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Lentschener 

등은5)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isoflurane 마취는 기복

형성과 체위변화에 기인한 안압상승을 억제한다고 하 고, 

Mowafi와 Al-Ghamdi는6) 복강경 수술동안에 propofol 마취가 

isoflurane 마취보다 안압상승 억제 효과가 커서 안압 조절

이 중요한 환자에서 더 좋은 마취제라고 보고하 다.

  Sevoflurane은 혈액/가스 분배계수가 0.6 내외로, 기존의 

흡입마취제에 비해 비교적 낮아서 빠른 마취유도와 각성이 

가능하여 최근에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안압에 대한 연구

는 드물지만 부인과 및 비뇨기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sevoflurane마취가 propofol마취와 유사한 정도의 안압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7)

  이에 저자들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는 환자에서 

propofol 마취와 sevoflurane 마취가 안압변화에 미치는 향

을 관찰하여 비교하고자 하 다.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Propofol and Sevoflurane Anesthesias on Intraocular Pressure during 
Laparoscopic Hysterectomy

Youn Suk Son, M.D., Sae Cheol Oh, M.D., Kyu Don Chung, M.D., Kook Hyun Kim, M.D., and Keon Jung Yo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Laparoscopic surgery in the Trendelenburg position affects the cardiopulmonary system and may also influence 

intraocular pressure (IO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propofol and sevoflurane anesthesias on IOP 

change during laparoscopic hysterectomy.

  Methods:  Thirty-one women were randomly allocated to either a propofol (P-group, n = 15)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or 

a sevoflurane (S-group, n = 16) inhaled anesthesia group with fentanyl-N2O/O2-vecuronium.  Heart rate, mean arterial pressure, 

plateau airway pressure, ETCO2, and IOP were measured before induction (T1), 10 min after induction (T2), 1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the Trendelenburg position (T3), and 5 min after pneumoperitoneum deflation in the horizontal position (T4).

  Results:  IO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groups after induction.  IOP was increased in both groups after pneumoperito-

neum in the Trendelenburg position, but IOP in the sevofluran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propofol group.

  Conclusions:  Propofol intravenenous anesthesia may be a better choice for IOP control during laparoscopic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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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는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 또는 2군에 속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

구를 실시하 으며, 60세 이상이거나, 안질환, 뇌질환, 심혈

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 다.

  본 병원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모든 대상 

환자에게 수술 전날 환자 방문 시 본 연구의 방법 및 취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병실에

서의 전투약은 하지 않았고 무작위로 sevoflurane군(n = 16) 

과 propofol군(n = 15)으로 나누었다. 환자는 수술실 입실 후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맥박 산소 계측기를 설치하

여 심박수, 혈압,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다. Sevoflurane군에서는 fentanyl 1.5μg/kg과 thiopental so-

dium 5 mg/kg 투여 후 안검 반사가 소실되면 succinylcholine 

1 mg/kg을 정주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고, 수술 중 마

취는 반폐쇄 순환식 방법으로 O2와 N2O 각각 2 L/min와 

sevoflurane (1.5-3 vol%)를 투여하여 유지하 다. Propofol군

에서는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system (Master TCI, 

Astra Zeneca, UK)를 이용하여 propofol를 지속적으로 주입

하 다. 마취는 fentanyl 1.5μg/kg를 투여하고, propofol 목표 

농도를 5μg/ml로 하여 유도하 고, 안검반사가 소실되면 

succinylcholine 1 mg/kg을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

다. 마취유지는 O2와 N2O를 각각 2 L/min 투여하면서 pro-

pofol 목표농도를 3-4.5μg/ml 범위로 하여 유지하 다. 마

취 중 sevoflurane과 propofol 농도는 평균혈압이 마취유도 

전 수치의 ± 20%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조절하 고, 저

혈압이 동반된 서맥 발생 시 atropine을 투여하 다. 마취 

유지를 위해 근이완제로는 vecuronium bromide를 사용하

고, 용량형 마취 호흡기(Cato, Dräger, Germany)로 일회 호흡

량은 10 ml/kg, 호흡수는 10-16회/분으로 호기말 이산화탄

소 분압이 30-35 mmHg 정도로 유지되도록 조절호흡을 하

다. 수술 중 환자체위는 15-20o Trendelenburg 체위를 유

지하 으며, 복강내압은 10-12 mmHg로 유지하 다. 안압

은 하결막낭에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를 투여한 후 

마취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다른 1명의 연구자가 Tono-pen안

압계(Tono-pen XLⓇ, Mentor O & O inc, USA)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다. 평균혈압, 심박수, 기도 내 고

평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안압 측정은 마취유도 전

(T1), 마취유도 10분 후(T2),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체위 

10분 후(T3),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거 및 수평체위 5분 후

(T4)에 시행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

시하 으며, 각 군간의 비교는 Student's unpaired t-test를 하

고, 각 군에 있어서 시간대별 비교는 repeated measured 

ANOVA를 시행하 다. 모든 결과 비교는 P값이 0.05 미만

일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연령, 신장, 체중, 수술시간, 마취유도 전(T1) 안압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Propofol군에서 T2 안압은 T1 안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 다. T3 안압은 T2 안압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를 하 고, T1 안압보다 더 증가하 지만 통계적으로 의

의는 없었다. T4 안압은 T3 안압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를 

보 고, T1 안압보다 더 감소하 지만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Sevoflurane군에서 T2 안압은 T1 안압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 T3 안압은 T2 안압 및 T1 안압에 비해 유의한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n = 15) Sevoflurane (n = 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2.7 ± 6.1  44.3 ± 7.6

 Height (cm) 160.0 ± 3.2 157.4 ± 4.0

 Weight (kg)  56.5 ± 5.1  59.4 ± 5.7

 Duration of surgery (min)  90.9 ± 26.6  88.5 ± 16.2

 Preinduction IOP (mmHg)  15.6 ± 1.5  15.4 ± 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IOP: intraocular pressure.

Fig. 1. Changes in intraocular pressure (IOP) in the propofol and 

sevoflurane groups. T1: before induction, T2: 10 min after induction, 

T3: 10 min after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 T4: 

5 min after deflation and horizontal position, *: P ＜ 0.05 compared 

with T1, 
†
: P ＜ 0.05 compared with in-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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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하 다. T4 안압은 T3 안압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지만 T1 안압과는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의 안압 비교에서 T3 안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두 군 모두에서 T2 평균혈압은 T1 평균혈압에 비해 감소

하 고, T3 평균혈압은 T2 평균혈압에 비해 증가하 으며, 

T4 평균혈압은 T3평균혈압에 비해 감소하 지만, T4 평균

혈압을 제외한 각 시간대별 평균혈압은 두 군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1 평균 혈압의 ± 20% 내에서 

분포하 다(Table 2). 

  심박수는 모든 시간대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2).

  고평기도압은 모든 시간대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모두에서 T3 고평기도압이 T2 고평기도압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하 고, T4와 T2 고평기도압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2).

  Propofol군과 Sevoflurane군에서 각각 3명과 1명이 수술 중

에 atropine을 투여 받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고      찰

  안압은 안구 내 압력으로서 정상은 12-20 mmHg이고, 

안압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방수(aqueous humor)의 생

성과 배출, 맥락막(choroidal plexus)의 혈액량, 중심정맥압, 

외안근과 내안근의 작용, 안구에 대한 외부압력 및 공막경

축(scleral rigidity) 등이 있으며 동맥압과 폐환기의 과도한 

변화도 안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외에 후두경 조작, 기

관내 삽관, 기도폐쇄, 기침, Trendelenburg체위 등도 안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8-10)

  Trendelenburg체위에서 시행되는 복강경 수술은 혈압의 증

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증가, 기도내압 증가와 체위

변동에 따른 중심정맥압의 증가로 인하여 안압증가를 초래

할 수 있다.11)

  혈압의 상승 특히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 맥락막의 혈

액량 증가로 안압이 상승한다. 그러나 Murphy는10) 생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혈압 변화는 안압에 미치는 향이 아주 미

약하다고 하 고, Holloway는12) 급작스런 수축기 혈압상승

으로 인한 안압증가는 혈압상승이 지속되어도 방수액의 배

출 증가로 인해 곧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평균혈압이 마취유도 전 평균혈압의 ± 20% 내에서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안압에 대한 향이 적도록 하 다. 

두 군에서 저혈압이 동반된 서맥이 발생하여 atropine이 투

여되었지만 atropine같은 전신성 항콜린작동약(anticholinegics)

들이 특히 단시간 사용된 경우에는 정상안과 개방각 녹내

장안에서 안압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13) 하므로 atropine에 

의한 안압변화는 향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은 안압의 증가를 초래한다.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Hvidberg 등에14) 의

하면 안압의 변동이 신속한 것으로 보아 방수 순환의 변화

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맥락막 정맥혈액량의 변화와 연관

이 있는 것으로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가 중심

정맥압의 변동을 초래하여 맥락막 정맥혈액량을 변화시켜 

동시에 안압에 변화를 끼친다고 하 다. 한편 Smith 등은15) 

혈중 내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에 의한 안압상승은 중심정

맥압의 변화보다는 맥락막 혈관의 이완에 기인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안압에 대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향을 적게 하기 위하여 분당 환기량을 조절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 다.

  Trendelenburg체위는 안압에 향을 줄 수 있다. Gartner와 

Beck은16) Trendelenburg 체위변동 시 정상안에서는 안압의 

증가가 평균 0.42 mmHg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녹내장 환자

의 안압은 5.29 mmHg로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이러한 

체위변동에 따른 안압 상승은 상공막정맥압의 상승과 안구

내 혈액량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상공막

정맥압이 1 mmHg 높아짐에 따라 안압이 1 mmHg 증가한

다고 알려져 있다.13)

Table 2. The Changes of Mean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Plateau Airway Pressu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BP (mmHg) HR (beats/min) Ppl (cmH2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S P S P 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1 89.9 ± 8.9 90.1 ± 9.9 79.9 ± 11.8 80.6 ± 6.8

  T2 76.5 ± 9.9* 73.4 ± 7.1* 71.3 ± 10.5 75.9 ± 9.1 11.8 ± 1.4 12.5 ± 2.4

  T3 95.7 ± 9.4
†

91.6 ± 11.8
†

72.1 ± 7.7 78.9 ± 11.9 21.1 ± 3.5
†

23.6 ± 4.0
†

  T4 88.3 ± 9.6
†

81.7 ± 8.0
‡

70.0 ± 9.4 75.9 ± 10.2 13.9 ± 2.2 15.1 ± 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1: before induction, T2: 10 min after induction, T3: 10 min after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 

T4: 5 min after deflation and horizontal position, P: propofol group, S: sevoflurane group, HR: heart rate, MAP: mean arterial pressure, Ppl: 

plateau airway pressure, *: P ＜ 0.05 compared with T1, 
†
: P ＜ 0.05 compared with T2, 

‡
: P ＜ 0.05 compared with in-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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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압변화는 중심정맥압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

며, 중심정맥압은 기복형성에 따른 복압증가와 Trendelen-

burg 체위변동에 의해서 향을 받을 수 있다. Gannedahl 등

은11)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체위변동과 기복형성이 

혈역학적 지수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수평체위에서의 

기복형성 시에는 중심정맥압이 평균 4 mmHg 증가하고, 기

복형성 및 reverse-Trendelenburg 체위에서는 중심정맥압이 

평균 3 mmHg 감소하며,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 체위에서

는 중심정맥압이 평균 9 mmHg 증가한다고 하 다. Macri의17)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심정맥압이 4 mmHg 증가한 경우에

는 주목할 만한 안압상승을 가져오지 않지만, 중심정맥압이 

9 mmHg 증가한 경우에는 6 mmHg의 안압상승을 가져온다

고 하 다. 쥐를 이용한 실험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

었고,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 체위를 한 경우에서만 유

의한 안압 증가가 있었다.18) 

  기도내압은 기복형성에 의한 복압증가로 증가할 수 있고, 

기도내압의 증가는 중심정맥압을 증가시켜 안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Kim 등은19)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reverse-Trendelenburg 체위와 Trendelenburg 체위에서 기복형성 

후의 기도내압을 비교하여 Trendelenburg 체위에서 최대기도

압과 고평기도압이 더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Lentsche-

ner 등은5)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안압과 

기도내압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수평체위에서 기복형성 시 

기도내압은 유의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안압의 변화는 

없고,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 체위 시 기도내압은 단지 

3 mmHg 증가하지만, 안압은 6 mmHg 증가하기 때문에 서

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안압과 기도

내압이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 체위 시에 유의한 증가를 

보 지만, 기복형성 시의 기도내압과 안압을 측정하지 않아

서 안압과 기도내압의 연관성을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두 군 간에 기도내압 변화는 모든 시간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마취제는 뇌의 안압중추를 억제하고, 외안근을 

이완시키고, 방수 유출을 촉진하고, 혈압이나 정맥압을 감

소시켜서 안압을 감소시킨다. 많은 연구들에서 desflurane, 

halothane, isoflurane같은 흡입마취제, propofol, etomidate, thi-

opental같은 정맥마취제, 그리고 fentanyl, alfentanil, remifen-

tanil같은 아편양제제들이 안압감소 효과가 있음이 보고 되

었다.10,20,21)

  Propofol은 진정용량으로 지속적 주입 시 혈압 및 심박수 

변화와 무관하게 안압을 감소시킨다고 하 으며,22) 마취유

지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한 경우에도 안압을 감소시키

고 안압감소 효과가 마취 각성 후에도 지속된다고 하

다.20) Sevoflurane의 경우, Attru와 Momota는23) 쥐를 이용한 

실험연구에서 sevoflurane만을 투여 받은 군뿐만 아니라 sevo-

flurane과 alfentanil을 투여 받은 군에서 안압감소가 있었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부인과 및 비

뇨기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안압감소에 대한 propofol과 

sevoflurane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연구에서는 sevoflurane이 

propofol과 동일하게 안압을 감소시켰다고 하 다.7) 본 연구

에서도 두 군에서 마취유도 후에 안압이 감소하 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ee 등은24) 복강경 수술 시 기복형성과 Trendelenburg 체

위 변화는 정상안의 안압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안압상승

은 중심정맥압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 고, Lentschener 등

은5) isoflurane 마취 하에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

자에서 기복형성과 Trendelenburg 체위변동 시 유의한 안압

증가가 없는 것은 적절한 마취심도가 기복형성과 체위변동

에 의한 안압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 다. 

Mowafi와 Al-Ghamdi는6)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propofol 또는 isoflurane 마취방법에 따른 안압변화를 조사하

여 isoflurane는 기복형성과 Trendelenburg 체위로 인한 안압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지만, propofol은 안압 상승을 어느 정

도 억제하기 때문에 안압조절이 중요한 환자에게 더 추천

될 수 있는 마취제라고 하 다. 이들은 propofol마취 시 안

압상승이 억제되는 것은 propofol이 AVP (arginine vaso-

pressin)분비를 억제하는 것에25) 기인한다고 하 다. AVP는 

기복형성 시 분비가 증가하여 전신혈관저항의 증가를 일으

키는데, 뇌에 존재하는 AVP 중심수용체(central vasopressin 

receptor)에 작용하여 안압에 향을 미치고 용량에 비례하

여 안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8) 본 연구에서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 체위 시에 두 군에서 안압상승이 

있었던 것은 기도내압의 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만 기복형성과 Trendelenburg 체위로 인한 중심정맥압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propofol군에서 sevoflurane군보

다 안압증가가 적었던 것은 propofol 마취가 기복형성과 체위

변동에 따른 교감신경-부신반응(sympatho-adrenal response)을 

더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취심도는 안압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비록 두 군 간에 혈압이나 심박

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마취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마취를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안압에 대한 마취심도의 향을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기

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산화탄소 제거 및 수평체위 시의 안압은 기복형성 및 

Trendelenburg 체위 시의 안압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마취유도 전 안압수준으로 감소하 다. 안압 감소는 체위변

동과 복압감소로 인한 중심정맥압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취유도 후보다 안압이 높았던 것은 체위변동 

시 마취회복을 위하여 마취제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마취심

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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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Trendelenburg 체위 하 복강경 수술 시 propofol 

또는 sevoflurane 마취는 기복형성과 체위변동에 따른 안압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 으며, sevoflurane 마취는 propofol 마

취보다 안압상승을 억제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안압상승

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서는 propofol 마취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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