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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신마취하 수술시 수술자극에 의한 교감신경계 항진을 

억제시키고 출혈량을 감소시키며 심근 산소균형 개선 및 

전신마취제의 사용을 경감하기 위해 경막외강 내로 국소마

취제나 마약성 혹은 비마약성 진통제 등의 약제 투여를 병

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evoflurane은 빠른 마취유도와 각성, 적은 심혈관 억제작용 

등의 장점을 가진 흡입마취제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

으나 심근수축력에 대해서는 isoflurane과 유사한 억제작용을 

나타낸다.1) Lidocaine은 amide계 국소마취제로 신속한 작용발

현과 짧은 작용시간 등의 특징을 가져 경막외마취에도 널

리 사용되고 있으나 말초혈관 확장작용을 통한 저혈압의 

발생이나 부정맥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Morphine, fentanyl 

등 마약제의 흉추 경막외강내 투여는 요추경막외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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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voflurane is an inhalational anesthetic that produces rapid induction, emergence and little cardiovascular de-

pression.  Elevated sympathetic activity during surgery produces undesirable effects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such as 

hypertension, tachycardia or arrhythmias.  So combined general and epidural anesthesia have been used recently for the operation, 

especially the abdominal surger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ardiovascular effects of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during sevoflurane general anesthesia. 

  Methods:  Forty patients of ASA class 1-2 undergoing elective subtotal gastrectomy were divided into 5 groups.  Thoracic 

epidural bolus injection was administered via an epidural catheter during sevoflurane general anesthesia in a double-blind random 

manner:  Group 1; normal saline (N/S) 10 ml (placebo), Group 2; morphine 0.1 mg/kg mixed with N/S in 10 ml, Group 3; fentanyl 

1 mcg/kg mixed with N/S in 10 ml, Group 4; 1% lidocaine 10 ml, and Group 5; 1% lidocaine 10 ml mixed with morphine 

0.1 mg/kg and fentanyl 1 mcg/kg.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pulse rates,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levels (SpO2) 

and end-tidal carbon dioxide partial pressures (ETCO2) were measured every 5 minutes.

  Results: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from 10 minutes after epidural bolus injection in 

groups 4 and 5, but these decreases in blood pressure were not severe enough to require treatment in either group.  Pulse rat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0 minutes after injection in groups 3, 4, and 5, but these decreases in pulse rate were not 

so severe enough to require treatment in 3 groups.  SpO2 and ETCO2 were stable, and arrhythmia was not observed. 

  Conclusions:  The thoracic epidural injection of 1% lidocaine mixed with morphine 0.1 mg/kg and fentanyl 1 mcg/kg can 

be safely used during sevoflurane anesthesia without severe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during upper abdominal surgery in ASA 

1-2 patients.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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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심혈관계의 억제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는 흉부혈관 확장뿐 아니라 직접 심근수축억제와 심장전도 

억제 등의 기전을 통한다. 따라서 전신마취와 경막외마취의 

병용시에 심각한 심혈관계 억제작용으로 인한 혈압과 맥박수

의 감소, 부정맥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쇼크, 뇌

허혈, 심근허혈, 급성신부전 등 주요장기의 저관류성 합병증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고령, 심혈관계 질환이나 전

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에서는 그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전신마취 중 국소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혼합하여 경막

외강에 투여하면 각 약제의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나

은 진통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그러나 sevoflurane 

마취 중에 경막외 약물투여 용량에 관한 임상연구는 아직

까지 보고되지 않은바 저자들은 30-60세의 심혈관계 질환이 

없고 전신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대상으로 sevoflurane을 이

용한 전신마취하 위부분절제술 중 경막외마취를 위한 국소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혼합사용과 그 심혈관계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계속될 연구의 기준으로 삼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2의 위부분절제술을 

받는 환자 40명을 5군으로 나누었다. 술전평가에서 30-60

세의 연령에 해당하며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내분비계 혹은 자율신경계 

질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연구목적과 연구중 발

생가능한 합병증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Glycopyrrolate 0.003-0.004 mg/kg으로 전처치를 하 고 

수술실에서 흉추경막외강 내에 20 게이지 경막외강 카테터

를 제8번, 제9번 흉추간을 통하여 삽관하여 5 cm 두부로 진

행시켜 카테터 끝이 제6, 7번 흉추부위에 위치하도록 고정

하 다. 시험용량으로 0.01 mg의 epinephrine을 혼합한 1% 

lidocaine 3-4 cc를 투여하고 카테터가 경막외강 내에 위치

함을 확인한 뒤 전신마취를 유도하 다. Thiopental sodium 

3-5 mg/kg과 succinylcholine 1 mg/kg를 투여하고 기관내 삽

관 후 vecuronium bromide 0.1 mg/kg과 sevoflurane 2-2.5% 

그리고 50%의 산소농도로 마취를 유지하 다. 아산화질소

는 혈역학적 측정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사용하지 않

았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정화 기간 동안에 인공호

흡기를 통한 인공호흡량은 호기말탄산가스 분압을 35-40 

mmHg의 정상범위를 유지하도록 조절하 고 손가락에 거치

한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통한 맥박산소포화도를 98-

100%의 정상범위를 유지하도록 하 다.

  마취유도 전부터 혈압, 맥박수, 심전도를 통한 심장리듬과 

부정맥 발생여부 등의 감시를 시작하 으며 수액은 하트만 

용액 혹은 하트만 포도당 용액을 유지용량으로 투여하 다.

  수술이 진행되고 각 감시장치의 측정항목이 안정된 후에 

각 군별로 선택된 약제의 초회량(bolus)을 경막외강 내로 투

여한 뒤 5분마다 감시장치를 통한 측정을 계속하 다. 약물

투여자와 측정자를 다르게 하여 이중맹목 검사방법을 사용

하 다. 측정은 30분간 계속하 다. 측정항목은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맥박수, 부정맥 발생여부, 맥박산소포화도, 호

기말탄산가스 분압 등이었다. 측정 중에 혈압이나 맥박수의 

과도한 저하가 있을 경우를 위한 치료방침은 수축기 혈압 

30% 이상 감소시와 맥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일때로 정하

고, 혈압 감소시에는 수액의 신속한 투여와 에페드린 4-8 

mg 정주로 하 으며 서맥치료에는 atropine 0.25-0.5 mg을 

정주하기로 하 다. 모든 측정 후에는 술중이나 술후 적절

한 약물투여로 통증 조절을 계속 유지하 다.

  각 군별 경막외강내 투여약물

  제1군(n = 8) 위약(placebo; 생리식염수) 10 cc 투여

  제2군(n = 8) morphine 0.1 mg/kg를 생리식염수에 혼합하

여 10 cc 투여

  제3군(n = 8) fentanyl 1 mcg/kg를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10 cc 투여

  제4군(n = 8) 1% lidocaine 10 cc 투여

  제5군(n = 8) morphine 0.1 mg/kg + fentanyl 1 mcg/kg을 

혼합한 1% lidocaine 10 cc 투여

    분석과 통계

  각 측정항목별로 약물투여 후의 시간별 측정항목치의 변화

를 군내비교와 군간비교 하 으며 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고 검정의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 다.

결      과

    Demographic data

  각 군별 환자의 성별, 나이, 체중은 Table 1과 같고 군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압 측정

  모든 군에서 약물투여 전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대

조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축기 혈압은 제 4군과 5군에서 약물 투여 10분 후부터 

대조치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 는데 제 4군에서는 10분에 

7.3%, 15분에 9.6%, 20분에 11.1%, 25분에 12.3%, 30분에 

14.4% 고, 제 5군에서는 10분에 10%, 15분에 13.2%, 20분

에 13.9%, 25분에 16.4%, 30분에 17.4% 다. 두 군간의 감소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군 모두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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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 혈압감소는 대조치의 20%를 넘지 않아 치료하지는 않

았다. 제 1, 2, 3 군에서는 수축기 혈압의 유의한 변동이 없

었다(Table 2)(Fig. 1).

  이완기 혈압은 제 4군과 5군에서 약물 투여 10분 후부터 

대조치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 는데 제 4군에서는 10분에 

12.5%, 15분에 16.6%, 20분에 16.5%, 25분에 12.3%, 30분에 

20.2% 고, 제 5군에서는 10분에 12.5%, 15분에 17.9%, 20분

에 21.1%, 25분에 18.2%, 30분에 19.6% 다. 두 군간의 감소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1, 2, 3 군에서는 이완

기 혈압의 유의한 변동이 없었다(Table 3)(Fig. 2).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x (M：F) Age (yr) Body weight (k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4：4 46.3 ± 11.0 61.1 ± 7.7

Group 2 4：4 45.7 ± 6.0 62.4 ± 11.8

Group 3 3：5 51.5 ± 8.3 59.3 ± 5.3

Group 4 3：5 48.3 ± 5.8 60.7 ± 7.9

Group 5 4：4 48.2 ± 9.0 62.4 ±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 = 8) placebo(normal saline) 

10 cc. Group 2 (n = 8) morphine 0.1 m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3 (n = 8) fentanyl 1 mc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4 (n = 8) 1% lidocaine 10 cc. Group 5 (n = 8) morphine 

0.1 mg/kg + fentanyl 1 mcg/kg + 1% lidocaine 10 cc.

Table 3. Changes in Diastolic Pressure (mmH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trol After 5 min After 10 min After 15 min After 20 min After 25 min After 30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59.7 ± 11.8 58.3 ± 9.8 58.3 ± 7.6 60.7 ± 7.8 59.6 ± 8.7 63.8 ± 16.1 62.1 ± 15.6

Group 2 60.6 ± 9.7 57.3 ± 9.3 56.9 ± 7.0 55.7 ± 9.7 57.5 ± 13.8 58.1 ± 15.2 56.3 ± 13.6

Group 3 57.7 ± 8.2 55.3 ± 10.5 52.7 ± 6.8* 51.3 ± 8.0* 53.2 ± 11.3 55.4 ± 13.6 53.6 ± 11.7

Group 4  62 ± 4.6 60.2 ± 5.4 54.2 ± 7.8* 51.7 ± 10.9* 50.4 ± 9.7* 49.5 ± 10.7* 48.3 ± 16.5*

Group 5 63.1 ± 13.7 61.7 ± 10.6 55.2 ± 6.6* 51.8 ± 11.1* 49.8 ± 10.5* 51.6 ± 13.1* 50.7 ± 18.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 = 8) placebo (normal saline) 10 cc. Group 2 (n = 8) morphine 0.1 m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3 (n = 8) fentanyl 1 mc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4 (n = 8) 1% lidocaine 10 cc. Group 5 (n = 8) morphine 

0.1 mg/kg + fentanyl 1 mcg/kg + 1% lidocaine 10 cc. *: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control value.

Table 2. Changes in Systolic Pressure (mmH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trol After 5 min After 10 min After 15 min After 20 min After 25 min After 30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121.5 ± 6.5 123.3 ± 7.8 120.7 ± 8.5 119.1 ± 10.3 111.5 ± 11.7 109.3 ± 10.5 113.7 ± 14.3

Group 2 117.9 ± 7.3 115.4 ± 6.7 113.1 ± 7.6 112.7 ± 15.6 108.4 ± 10.4 107.3 ± 9.9 110.1 ± 12.6

Group 3 125.8 ± 8.2 121.9 ± 9.3 119.3 ± 6.8* 123.5 ± 7.0 119.9 ± 12.3 112.9 ± 13.6* 117.3 ± 11.7*

Group 4  109 ± 9.1  114 ± 6.4 101.2 ± 6.6*  98.5 ± 9.9*  96.9 ± 11.8*  95.5 ± 9.7*  93.3 ± 10.3*

Group 5 114.7 ± 9.8 113.6 ± 9.4 102.8 ± 6.1*  99.6 ± 12.0*  98.7 ± 10.3*  95.9 ± 14.2*  94.7 ± 16.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 = 8) placebo (normal saline) 10 cc. Group 2 (n = 8) morphine 0.1 m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3 (n = 8) fentanyl 1 mc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4 (n = 8) 1% lidocaine 10 cc. Group 5 (n = 8) morphine 

0.1 mg/kg + fentanyl 1 mcg/kg + 1% lidocaine 10 cc. *: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control value.

Fig. 1.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The systolic blood 
pressures show significant decreases after 10 minutes in group 4 

and 5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s but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group 1, 2 and 3, there were no changes. *, 

†: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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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박수 측정

  모든 군에서 약물투여 전의 맥박수의 대조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1군과 제2군에서는 대조치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제3군, 제4군, 제5군에서는 

약물투여 10분 후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 세 군간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제 3, 4, 5 군에서 맥박

수는 20-25분 후에 서맥(＜ 60회/분)을 보 으나 심하지 

않아 치료하지는 않았다(Table 4)(Fig. 3).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모든 군에서 약물 투여 전후의 맥박 산소포화도의 유의

한 변화는 없었다.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 측정

  모든 군에서 약물 투여 전후의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부정맥의 발생관찰

  모든 군에서 약물 투여 전후의 부정맥의 발생은 없었다.

고      찰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sevoflurane은 빠른 마취유도와 각성, 

적은 심혈관 억제작용 등의 장점을 가진 흡입마취제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보고가 점차 늘고 있다. Halothane이나 isoflurane과 같은 흡입마

Fig. 2.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The diastolic blood 

pressures show significant decreases after 10 minutes in group 4 

and 5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s but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group 1, 2 and 3, there were no changes. *, †: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control value.

Table 4. Changes in Pulse Rat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trol After 5 min After 10 min After 15 min After 20 min After 25 min After 30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76.3 ± 11.8 78.3 ± 9.8 78.3 ± 7.6 80.7 ± 7.8 79.6 ± 8.7 83.8 ± 16.1 82.1 ± 15.6

Group 2 77.4 ± 9.7 77.3 ± 9.3 78.9 ± 7.0 80.7 ± 9.7 81.5 ± 13.8 80.1 ± 15.2 83.3 ± 13.6

Group 3 75.3 ± 8.2 73.3 ± 10.5 66.7 ± 6.8* 64.3 ± 8.0* 60.2 ± 11.3* 59.4 ± 13.6* 60.6 ± 11.7*

Group 4  74 ± 4.6 71.7 ± 5.9 65.3 ± 4.0* 62.3 ± 4.0* 60.3 ± 4.7* 59.7 ± 4.2* 58.7 ± 4.2*

Group 5 78.5 ± 10.3  77 ± 8.5 70.2 ± 10.2* 63.5 ± 8.8* 59.5 ± 8.4* 57.2 ± 11.5* 56.2 ± 9.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 = 8) placebo (normal saline) 10 cc. Group 2 (n = 8) morphine 0.1 m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3 (n = 8) fentanyl 1 mcg/kg with normal saline 10 cc. Group 4 (n = 8) 1% lidocaine 10 cc. Group 5 (n = 8) morphine 

0.1 mg/kg + fentanyl 1 mcg/kg + 1% lidocaine 10 cc. *: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control value.

Fig. 3. Changes in heart rate. The heart rates show significant 

decreases after 10 minutes in group 3, 4 and 5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s but no differences between three groups. In group 

1 and 2,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
 †, ‡: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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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제보다는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이 적으나 sevoflurane도 동

맥압과 심박출량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심근수축력에 대해서는 isoflurane과 유사한 억제작용을 

나타낸다.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sevoflurane은 관상동맥

의 혈류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자율신경계와 무관하게 

1.75 MAC에서 심근수축력을 40-45% 정도 억제시킨다고 한

다.1) 또한 좌심실의 후부하 감소기전을 통하여 동맥압을 감

소시킨다. Bernard 등은4) 개를 사용한 실험에서 1.2-2 MAC의 

sevoflurane은 대동맥압, 전신혈관저항, 1회심박출량, 좌심실 

수축기능을 감소시키고 심박수는 증가시키며 2 MAC에서 

심박출량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evoflurane의 과도한 흡입농도 투여로 인한 심혈관계 억제

작용이 흉추경막외 마취시 측정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고 

임상 사용농도에서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1MAC 내외

의 범위에서 유지하 으며 전신마취유도후 일시적으로 감

소된 혈압이 수술시작과 함께 정상화된 뒤에도 안정화 시

간을 30분 이상 두었다.

  경막외마취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은 교감신경 차단

에 의한 자율신경 균형의 교란여부, 술전 혈량과 심혈관기

능과 관계가 있다.5) 흉추경막외 마취시 심박출량 감소와 흉

부혈관 저항 특히 폐혈관저항의 감소에 의한 폐션트의 감

소를 통하여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과 호기말 탄산가스 분

압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호흡기능중 

호흡계의 기계적 성상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는 관찰하지 

않았으며 이 연구기간 동안에는 근이완상태에서 조절호흡

을 하 기 때문이다. 또한 술전 혈량은 큰 이상이 없을 것

으로 사료되는 양호한 전신상태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으며 술전 8시간 정도의 금식시간동안에는 수액제제를 유

지용량으로 투여하여 저혈량증을 예방하 다. 경막외마취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Niimi 등

은6) 도플러 초음파를 사용한 측정에서 T1-T5 감각분절을 

차단시킨 고위흉추경막외 마취가 저위흉추경막외 마취보다 

심박출량을 더 감소시킨다고 하여 경막외 마취의 차단범위

가 관계됨을 밝혔고, Hogan 등은7) 동물실험에서 흉추경막외

마취가 심근경색이나 심허혈상태에서 자발적인 심실성 부

정맥의 발생을 줄인다고도 하 고 이는 교감신경 차단이 

주 기전이라고 하 다. Kamibayashi 등은8) 동물실험을 통하

여 흉추경막외마취가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하여 halothane 

마취시 catecholamine에 대한 심근감작을 경감시킨다고 하

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비롯한 흉부수술에서 전신마취와 병

용한 경막외마취의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다.9-11) 마찬가지로 복부수술시 전신마취와 함께 경막외 마

취를 병용하는 것이 심폐혈관계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Fortiadis 등은12) 상복부 위장관 수

술시 경막외 마취의 병용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심폐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하 고, Kabon 등은
13) 복부 수술시 흉추경막외 마취가 술중 조직산소화를 증가

시킨다고 하 으며, Licker 등은14) 흉복부 수술시 흉부경막

외 마취의 병용이 교감신경성 심장 반응을 억제시키고 심

박수의 변화율은 감소시켜 심혈관계 안정성에 더 좋다고 

하 다. 또한 Adolphs15)와 Sielenkamper16) 등에 의하면 흉부

경막외 마취의 병용은 진통이나 마취작용 이외에도 위장관 

수술시 발생가능한 저혈압이나 그에 따른 허혈-재관류 시에 

내장저관류 현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작용을 가진다고 하

다.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는 전신마취중 부분마취의 병용은 심혈

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흡입마취제에 의한 심근수

축력의 저하와 말초혈관저항 감소에 의한 혈압의 저하, 맥

박수의 감소, 부정맥 등에 국소마취제에 의한 심혈관계 억

제작용이 더해지면서 심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그 사

용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Niimi 등의6) 연구에서처럼 고위흉

추경막외 마취가 저위흉추경막외 마취보다 심박출량을 더 

감소시킨다고 하 으므로 상복부 수술을 위한 고위경막외 

마취시에는 부작용의 발생위험은 더 커질 수 있겠다. Raner 

등은17) 동물실험을 통하여 isoflurane 마취중 흉추경막외 마

취의 병용시 맥박수, 평균동맥압, 심박출량, 좌심실의 기능

이 심각하게 감소하며 dopamine으로 전처치하여 이를 예방

하거나 치료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이러한 심혈관계 억

제의 주 기전은 교감신경계 차단이므로 국소마취제의 농도

를 감소시킬수록 그 부작용 발생은 적어질 것이며 이를 위

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에 진통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추

세이다.

  Morphine과 fentanyl은 약물 특성에 의한 상이한 약역학적 

기전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수용성이 

강한 morphine의 경우 뇌척수액을 통한 넓은 부위로의 확산

으로 심혈관 중추 억제를 통하여 심혈관계 억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약제인 fentanyl은 국소적 확산을 통하여 보

다 도높게 척수수용체에 작용하여 심혈관계를 억제하여 

저혈압, 서맥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여용량 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 fentanyl은 morphine의 70-100배의 역가를 

가지므로 같은 역가의 효과비교를 위하여 용량을 산정하

으며 morphine 0.1 mg/kg은 초회량으로는 대부분의 임상사

용 농도보다 높지만 널리 실험연구에 사용되는 용량으로 

소개되어 이를 정했고 따라서 fentanyl은 1 mcg/kg로 정하

다.

  국소마취제로 lidocaine을 선택한 것은 작용발현 시간이 빠

르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그 부작용이 적어 경막외마취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앞으로 계속될 연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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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기 위해서 다. 그러나 경막외 마취시 lidocaine의 부

작용도 임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다. 또 그 농도가 높을수

록 부작용의 발생빈도는 높아지며 동맥압, 심박출량과 1회 

심박출량, 말초혈관저항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맥박수에 미치는 향은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달라 

Silbert 등은19) 1.5% 농도로 초회량 투여시 맥박수를 증가시

킨다고 하 고 Scott 등은18) 전신마취와 경막외마취를 병용

할 때 2% lidocaine은 다양한 맥박수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의 투여농도를 임상적

으로 전신마취중 초회량 투여시에 많이 사용되는 1%의 농

도로 정하 다.

  Halothane, enflurane이나 isoflurane을 사용하는 전신마취시 

국소마취제와 몇가지 진통제를 혼합하여 투여함으로써 각 

약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통증조절의 질은 높이는 대신 그 

부작용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Lim 등

은20) halothane 0.2-0.5% 혹은 enflurane 0.6-1.0%를 사용한 

전신마취 하의 개흉술시에 지속주입한 0.15% bupivacaine과 

5 mcg/ml의 fentanyl은 각각 단독 투여시보다 혼합 투여시 심

박출량과 맥박수 등의 혈역학 지수를 더 안정된 값으로 유지

한다고 하 다. 또한 Tan 등은21) 개흉술시에 0.1% bupivacaine

과 fentanyl의 혼합사용시 5 mcg/ml의 fentanyl이 통증조절과 

부작용의 최소화에 적절하다고 하 다. 그러나 약제를 혼합

할수록 그 부작용도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voflurane 마

취 중 lidocaine, morphine과 fentanyl을 단독투여하는 것보다 

혼합하여 흉추경막외 차단을 함으로써 진통효과의 질을 높

이려 할 때 심혈관계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 다. 

  Sevoflurane을 사용하는 전신마취 중 경막외 마취의 병용

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Koo 등

은22) 대장수술을 받는 40-50대 환자에서 sevoflurane 마취중 

경막외로 bupivacaine과 morphine을 혼합투여하면 sevoflurane

의 투여농도는 줄이지 못했지만 BIS 감시상 통증조절 효과

는 뛰어난 양상을 보인다고 하 다. Naganobu 등은23)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sevoflurane 마취중 요추경막외강내로 

morphine (0.1 mg/kg) 단독투여시와 달리 morphine과 fentanyl 

(10 mcg/kg)의 혼합투여시에 이완기혈압, 평균동맥압과 말초

혈관저항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증가하 다고 한다. 따라서 경막외강 내로 투여되는 혼합약

물 중 fentanyl에 의한 심혈관계 억제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fentanyl의 용량도 적었고 심폐혈

관계 질환이나 그 밖의 전신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혼합사용시 더 큰 부작용의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수축기 혈압의 변화에서 1% lidocaine을 사용한 제4군과 

1% lidocaine과 morphine 0.1 mg/kg 그리고 fentanyl 1 mcg/kg

을 혼합 사용한 제5군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혈압감소

를 보 지만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감소되지는 

않았다. 맥박수의 변화에서는 fentanyl 1 mcg/kg을 사용한 

제3군과 1% lidocaine을 사용한 제4군 그리고 1% lidocaine과 

morphine 0.1 mg/kg 그리고 fentanyl 1 mcg/kg을 혼합 사용한 

제5군에서 약물투여 20-25분 후 서맥으로까지 진행되는 

맥박수의 감소를 보 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요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른 흡입마취제에서와 같이 건강

한 성인환자에서 sevoflurane을 사용하는 전신마취시에도 국

소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혼합하여 경막외마취를 할때

는 용량선정을 주의하면 심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병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막외 마취가 전신마취 하의 상복부 수술중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만 연구목적을 국한시켰으므로 

술중이나 술후의 진통효과의 적정성이나 술후 호흡이나 각

성에 미치는 향 등 다른 부작용 발생의 평가에 관한 연

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없고 전신상태가 양호한 정상 

성인 환자에서 상복부 수술을 위한 sevoflurane 마취중 흉추

경막외강을 통한 1% lidocaine, morphine 0.1 mg/kg과 fentanyl 

1 mcg/kg의 초회 투여는 각 약제의 단독 투여시보다 더 큰 

심혈관계 억제, 부정맥 발생, 맥박산소포화도나 호기말탄산

가스 분압 등의 유의한 변동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고혈압, 내분

비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거나 노인환자 혹은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에서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흉추

경막외 마취의 병용시 lidocaine 이외의 국소마취제나 여러

가지 진통제의 혼합사용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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