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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전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마취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수술 전 불안은 환

자에게 stress로 작용하여 혈중 catecholamine 분비를 촉진한

다.1-5) 혈중 catecholamine의 증가는 α1수용체를 자극하여 말

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서 β1수용체를 자극하여 심장

의 활동성을 활성화시켜 혈압 상승과 심근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이나 근육에서 β2수용체를 자극하

여 세포 외의 potassium을 세포 내로의 이동을 촉진시켜 

혈중 potassium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6,7) 한편, 혈중 

potassium치가 낮으면 catecholamine에 의한 부정맥의 가능

성이 증가하고, 저potassium혈증을 교정하기 위해 potassium

을 빠른 속도로 투여하게 되면 부정맥과 사망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8-10) 일반적으로 마취 전 처치는 수술 전 불

안감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어 지나 적정 수준의 마

취 전처치가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 혈중 catecholamine 증

가를 방지하여 저potassium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1,11) 저자들은 환자의 수술 전 불안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와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수술 전 불안지

수가 수술 전 혈중 potassium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Level and Serum Potassium Level just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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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atients experience preoperative anxiety which stimulates the release of catecholamines.  They have influences 

on serum K+ level by shifting them into the intracellular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the serum potassium level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Methods:  Thirty patients were asked about their anxiety levels at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and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0; nil, 1; slight, 2; moderate, 3; marked.  At those times, arterial blood was taken for checking serum 

K+ level and blood gas analysi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nxiety level and serum potassium level.  At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the anxiety levels of patient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hanges of serum potassium level (“K1-K2”; 

K1 = serum potassium level of patient at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K2 = serum potassium level of patient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Definite correlation between the anxiety level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and 

the changes of serum potassium level has been documented.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43% of patients had 

hypokalemia (K+ ＜ 3.5 mEq/L).

  Conclusions:  Anxiety level has no correlation with serum potassium level, but the anxiety level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has the changes of serum potassium level.  If a patient has high anxiety level immediately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the possibility of hypokalemia is increased.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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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으며 환자에게는 구두 동의를 받았다. 연구 대상은 삼성서

울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받는 환자 중 나이 20-60세,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분류 1등급인 환자 30명을 대상 (남/

녀 17/13, 나이 46.0 ± 7.3세, 체중 64.1 ± 9.3 kg, 키 166.0 

± 7.6 cm)으로 하 다(Table 1). 천식, 서맥, 좌심실 비대증, 

저혈압 환자 및 수술을 위해 관장을 필요로 하거나 이뇨제

를 먹던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아침 7시 30분

에 첫 수술이 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8시간 동

안 금식하 다. 금식기간 동안 환자는 Lactated Ringer' solu-

tion을 2 ml/kg/hr의 속도로 투여하 다. 환자의 불안지수

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apprehension과 excitement를 이용하

다.12)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불안지수를 수술 전날 저녁 7

시경, 마취유도직전 2회에 걸쳐 측정하 으며 각각의 불안

감에 대하여 “0 ; 전혀 아님 1; 약간임 2; 보통임 3; 많이 

느낌”으로 환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 하에 점수를 주도록 하

여 기록하 고 바로 요골동맥을 이용하여 동맥혈을 채취하

여 혈중 potassium 농도를 측정하고 혈액가스를 분석하 다 

(NOVA Biomedical Analyzer, NOVA. Biomedical, USA).

  모든 수치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수술 전날 혈중 

potassium 농도와 마취직전 혈중 potassium 농도의 비교는 

repeated measures of ANOVA를 이용하 으며 수술 전날 불

안지수와 마취 직전 불안지수의 비교는 Mann Whitney Rank- 

Sum test를 이용하 고 불안지수와 potassium 농도의 상관관

계는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검정하 으며 P값

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

하 다. 

결      과

  연구 대상환자의 혈중 pH는 7.39 ± 0.04, 동맥혈 이산화

탄소농도는 39.4 ± 2.15 mmHg이고 알카리혈증이나 산성혈

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없었으며 금식기간 동안 투여 된 

Lactated Ringer' solution은 1036 ± 171 ml 다. 수술 전날 

밤 7시에 측정한 불안지수는 1.27 ± 0.94, 마취유도직전의 

불안지수는 1.87 ± 1.04 으며 두 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술 전날 밤 7시에 측정한 혈중 

potassium 농도는 4.16 ± 0.32 mEq/L이었으며 3.5 mEq/L이

하의 저potassium 혈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없었다. 마취유도

직전의 혈중 potassium 농도는 3.54 ± 0.26 mEq/L이었으며 

총 30명 환자 중 13명(43%)의 환자에서 3.5 mEq/L 이하의 

저potassium 혈증을 보 으나 심전도상 정상 소견을 보 다

(Table 2). 마취유도 직전의 혈중 potassium 농도는 수술전날 

밤 7시에 측정한 혈중 potassium 농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Table 2) 불안지수와 혈중 potas-

sium 농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Fig. 1). 수술 

전날 밤 7시에 측정한 불안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 변

화(수술전날 밤 7시에 측정한 혈중 potassium 농도와 마취유

도 직전의 혈중 potassium 농도와의 차) 사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Fig. 2) 수술 직전의 

불안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변화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x (M/F) 17/13

Age (yr) 46.0 ± 7.3 

Weight (kg) 64.1 ± 9.3 

Height (cm) 166.0 ± 7.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able 2. Potassium and Anxiety Level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ime K

+
 level (mEq/L) Anxiet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1 4.16 ± 0.32 1.27 ± 0.94 

T2  3.54 ± 0.26*  1.87 ± 1.0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1: 7：00 pm of the day before sur-

gery, T2: immediately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P ＜ 

0.05 compared with the data at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xiety levels and the serum 

potassium levels. Note that there is no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anxiety levels and the serum potassium levels (r = 0.150). The anxiety 

levels are those of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and immedia-

tely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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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 다(Fig. 3).

고      찰

  수술 전 환자는 대부분 수술과 마취에 대해 불안감을 느

끼며 마취의는 마취 전 방문과 필요한 경우 마취 전처치를 

통하여 환자의 불안을 줄여 주려고 노력한다.1-4) 이러한 불

안을 없애는 것이 환자를 안락하게 해 주는 인도적인 차원

에서 뿐 아니라 불안으로 야기되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줄여주어 보다 안전하게 마취할 수 있는 이점을 주기도 한다.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patient adjective selec-

tion test, linear analogue scale completed by the patient, ob-

server rating 등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불안의 평가 방법을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객관적인 측정 방

법으로 심박수, 동맥압 등의 교감신경계 활성도를 간접적으

로 측정하거나, 혈중 catecholamine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13) 본 연구는 불안 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와의 상

관관계를 보는 연구로 환자의 주관적 판단 기준을 연구대

상으로 하고 있다. Mainzer 등은14)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심

전도상 일시적인 T파의 변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 으며 

Fell 등은5) 불안이 혈중 catecholamine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 다. 혈중 catecholamine의 증가는 β2-receptor를 자극하여 

potassium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저potassium혈증을 일으킨

다. 혈중 전해질 농도가 세포흥분과 심장 자율 박동에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저potassium혈

증은 심근 활동 전위의 제4단계인 이완기 탈분극을 조장하

여 박동률을 조장시키고 전기 전도 속도를 감소시키며 불

응기를 증가시켜 일 방향성 차단(unidiredctional block), 나아

가 희귀성 부정맥(re-entrant cardiac arrhythmia)을 야기시키

며, 심전도 소견상 혈중 potassium의 농도를 낮춤에 따라 ST

분절과 T파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U파가 생기고 QU 간격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15) 환자에게 저potassium혈증은 심전도

상 비정상파의 발생회수나 위험정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는 보고가 있으나5) 환자에게 협심증, 심근경색증, digitalis치

료, 호흡성 알카리증이 있을 때 저potassium 혈증이 부정맥

을 악화시키거나 야기시키기도 한다.16) 본 연구에서는 정상 

심전도 소견을 보 으며 ST분절이나 T파의 변화, U-파나 

비정상파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Fell 등의5) 연구 결과

에 더 가까우며 또한 본 연구가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에 해당하는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한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우선 불안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 던 바 불안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와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이

는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불안지수를 수치화 하

는 것의 어려움과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환자 혈

중 potassium 농도의 다양성(3.5-5.5 mEq/L)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자들은 불안지수와 수술전날 밤 7시

의 혈중 potassium 농도(K1)와 마취유도직전의 혈중 potas-

sium 농도(K2) 차(K1-K2)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관찰하

다. Lichtor 등에17) 의하면 수술 전날 오후의 불안지수는 

수술대기실에서의 불안지수와 차이가 없으며 수술 전날 오

후의 불안지수가 수술 당일의 불안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

고 하 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를 추론해 보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xiety levels at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and the differences of serum potassium levels 

between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and immediately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Note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anxiety levels and the differences of serum potassium levels (r = 

0.328).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xiety levels immediately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and the differences of serum potassium 

levels between 7：00 pm of the day before surgery and immediately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Note the high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the anxiety levels and the differences of serum potassium 

levels (r =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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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술전날 밤 7시의 불안 지수와 “K1-K2”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 결과에서 그러한 상

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Fig. 2) 단지 마취유도직전의 

불안지수와 “K1-K2” 사이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Lichtor 등의17)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마취유도직전의 불안 지수가 수술전날 밤 7시에 측정한 불

안지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취 유도직전의 불안

지수가 높으면 혈중 potassium 농도가 많이 감소할 가능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마취유도 직전의 43% 환자에서 

혈중농도 3.5 mEq/L 이하의 저potassium혈증이 관찰되는 것

으로 볼 때 마취유도 직전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는 

저potassium혈증의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지수와 혈중 potassium 농도 사이

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마취유도

직전의 불안지수가 높을 경우 그것에 비례해서 혈중 potas-

sium 농도가 많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

안감을 줄이기 위한 마취 전 처치가 마취유도직전의 혈중 

potassium 농도 감소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마취유도 

전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는 저potassium혈증의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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