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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7.3%로 고령

인구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술을 필요로 

하는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환자의 주술기 

사망률은 젊은 환자에 비해 3-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노화에 의한 생리적 변화는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

흡기계 및 간과 신장 등 모든 장기에서 일어나며 그 중에서 

특히 심혈관계의 변화는 주술기 이병률 및 사망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심혈관계의 변화로는 

좌심방 증대, 좌심실 벽두께의 증가, 교감신경활성도 증가, 

혈장 카테콜아민 농도 증가, 심근 수축력 감소, 심근 및 혈

관 탄력성의 감소, 신전성의 소실, 부교감신경활성도 감소, 

압수용체 반사 활성도 감소 및 β-아드레날린성 반응 감소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노인에서는 심박출량과 최대 심박수

가 감소하며, 수축기혈압과 전신혈관저항이 증가하여 좌심실 

비대를 초래함으로써 고혈압의 빈도가 높아지고, 심근경색과 

심부정맥의 이환율이 증가하며, 체위변화나 저혈압에 대한 

심박수의 반응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심박수 변이도의 분석은 심혈관계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고혈압,4-6) 

당뇨,7) 심근허혈,8) 심근경색9) 환자에서뿐만 아니라 수술 및 

마취 시에도10-12) 지속적으로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Kawamoto 등은13) 

21-56세의 성인에서 심박수 변이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

해 척추마취 후 동맥압과 심박수의 감소는 심장의 자율신경

계에서 교감신경 활성도의 감소와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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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We evaluated the changes in heart rate variability (HRV) in elderly patients with or without hypertension before 

and after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CSE).

  Methods:  Elderly hypertensive (group H, n = 28) and non-hypertensive patients (group C, n = 32) were recruited.  We analyzed 

the spectral components of HRV, total power (≤ 0.4 Hz), low and high frequency power expressed as natural logarithm (LnTP, 

LnLF, and LnHF), normalized HF (HFnorm), normalized LF (LFnorm), and LF/HF ratio, from 5-minute electrocardiography 

recordings.  We also measured blood pressures (systolic; SBP, diastolic; DBP, mean; MAP), heart rate (HR) and analgesia level 

before and after CSE.  Each group was divided into two subgroups (≤ T7 [L] or ≥ T6 [H]) according to fixed analgesia level.  

  Results:  Before CSE, group H showed significantly lower LnLF than that of group C (P ＜ 0.05).  Fifteen and 10 min after 

CSE, decrease of SBP and increase of HR in group HH were significantly greater compared with group CL and lesser with group 

CH, respectively.  LnTP, LnLF and LnHF in both control groups (CL and CH)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15-20 min after 

CSE compared with pre-CSE values.  LnLF and LnHF in group HH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group HL 10-15 

min after CS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f LFnorm, HFnorm and LF/HF in all four groups.

  Conclusions:  The group H showed significantly lower LnLF than that of group C before CSE.  In group HH, LnLF and 

LnHF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group HL 10-15 min after CSE, but the balance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was not changed significantly.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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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반 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Introna 등은14) 척추

마취 후 심박수 변이도의 저주파수 성분과 고주파수 성분의 

파워 둘 다 감소하여 심장의 교감신경 활성도와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모두 감소하지만, 교감미주신경 균형(sympathovagal 

balance)은 잘 유지된다고 하여 Kawamoto 등의13) 연구와 다

른 결과를 보고하 다. 

  고혈압은 수술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반 질환으

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환율이 높아지므로 노인 환자에서 노

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함께 마취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한 위험인자이다. Piccirillo 등은4) 심박수 변이도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고혈압 환자는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에 비해 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한다고 하 는데, 이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은 경한 정도의 고혈압을 가진 환자로 항고혈압제제

를 투여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당일까지 

항고혈압제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율신경계의 변화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혈압으로 치료 받고 있는 노인환자가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받는 경우에 

혈압 및 심박수의 변화나 심박수 변이도의 변화 양상이 고

혈압 병력이 없는 노인 환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고혈압 과거병

력이 있어 3개월 이상 항고혈압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

자와 고혈압 과거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첫째, 마취 전 심박

수 변이도를 비교 분석하고, 둘째,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시 

혈압 및 심박수의 변화와 함께 심박수 변이도의 변화를 분

석하여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대상 및 방법

  슬관절전치환술을 받기 위해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받는 

60세 이상의 환자로 고혈압 외에 심혈관계 질환이 없으며 미

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는 60명을 대상으

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환자의 서면 동의 하

에 연구를 진행하 으며, 기외수축,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있는 경우와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당뇨병 환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고혈압으로 진단 받고 최소 3개

월 이상의 항고혈압제제 투여를 받고 있으며 심근경색증, 심

부전증, 중풍, 신부전증, 대동맥박리 등과 같은 고혈압에 의

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 28명을 H군으로 하 으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 32명을 C군으로 하 다. 

  마취전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 등의 환자 

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5분간 앙와위 자세에서 안정을 취한 

후 심박수, 비침습적 혈압(수축기, 이완기, 평균 동맥압)을 

측정하 다. 심박수 변이도 측정용 장비인 QECG-3 (Model 

LXC3203, LAXTHA Inc, Korea)의 심전도 전극을 환자에게 부

착하고 심박수 변이도 분석 프로그램인 TeleScan version 2.0 

(LAXTHA Inc, Korea)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5

분간 심전도(lead I, II, III)를 기록, 저장하 다. 환자를 수술

부위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측와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하 으며 거미막밑 공간으로 뇌척수

액을 확인하고 0.5% bupivacaine (MarcaineⓇ 0.5% Spinal Heavy, 

AstraZeneca, Sweden) 8-9 mg을 천천히 주사하 다. 경막외

강내로 카테터를 거치한 후 확인을 위하여 시험 용량으로 

epinephrine 15μg을 섞은 0.375% levobupivacaine (Chiro-caineⓇ, 

Abbott, Norway) 3 ml를 카테터로 주입하 다. 환자를 다시 

앙와위 자세로 한 시점으로부터 30분에 걸쳐 심전도를 기록 

저장하되 5분간씩 여섯 번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 고, 5분 간격으로 30분까지 여섯 번에 

걸쳐 비침습적 혈압(수축기, 이완기,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를 

측정하고 동시에 마취의 높이를 평가하 다. 마취된 피부분

절의 높이는 좌측과 우측 각각 26 gauge 바늘로 찌르기 검사

를 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기록하 다.

  수액 주입은 금식시간에 의한 수액 부족량의 1/2을 척추-

경막외 병용마취 시술이 끝날 때까지 투여하도록 하 으며, 

마취 후 30분 동안 10 ml/kg/h의 속도로 투여하여 연구 전 

기간에 걸쳐 6% hydroxyethyl starch 400-500 ml와 생리식

염수 300-500 ml를 투여하 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 걸린 시간과 척추-경막외 병용마

취 후 마취된 피부분절 높이가 고정된 시간, 그때의 피부분

절 높이를 좌, 우측이 다를 경우 높은 쪽의 높이로 기록하

으며, 수술실 도착 시까지,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시술이 

끝날 때까지와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30분까지 각각 투

여된 수액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 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30분 동안 수축기혈압이 90 mmHg

이하이거나 오심, 구토, 안면 창백 등의 저혈압과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ephedrine 5-10 mg을 정맥주사 

하 으며 그때의 시간과 용량을 기록하 고, 분당 50회 미만

의 서맥이 나타나는 경우에 atropine 0.5 mg을 정주하 으며 

ephedrine이나 atropine이 투여된 환자의 자료는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의 분석에서 제외하 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환자의 체위는 변동시키지 않았으며 진정제는 투여하지 않

았고 모든 환자가 정상적인 호흡수와 호흡양상으로 자발호

흡을 하고 있었다.  

  심박수 변이도의 분석은 프로그램 Telescan version 2.0 

(LAXTHA Inc, Korea)을 이용하여 빠른 퓨리에변환(fast fou- 

rier transform, FFT)으로 파워스펙트럼 도곡선 하 면적으로

부터 저주파수(low frequency: LF, 0.04-0.15 Hz) 및 고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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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frequency: HF, 0.15-0.4 Hz)대역의 파워의 로그값(LnLF 

및 LnHF), 총파워(total power: TP, ≤ 0.4 Hz)의 로그값

(LnTP), 그리고 표준화된 LF 파워(normalized LF: LFnorm), 표

준화된 HF 파워(normalized HF: HFnorm), LF 대 HF의 비

(LF/HF)를 구하여 마취 전 안정 시, 척추-경막외 마취 후 0-

5분, 5-10분, 10-15분, 15-20분, 20-25분, 25-30분의 값

을 각각 구하 다.

  상기 심박수 변이도는 심전도 파형의 정상 R피크간 간격

에 의한 R-R Intervals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의 몸움직

임에 기인한 간헐적인 잡음 구간들은 최근접 이웃 보간법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에 의해 자동 보정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전에 H군과 C군 사이에 심박수 변이도, 혈압, 심박

수를 비교하 고, 둘째,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 의한 효과를 

보았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 의한 효과의 비교에서는 척추

-경막외 병용마취에 의해 고정된 피부분절 높이가 T7 이하인 

환자와 T6 이상인 환자의 비율과 ephedrine을 사용한 환자의 

비율, 그리고 시술이 끝날 때까지 투여된 수액의 양을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으며,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혈압, 심박수 및 심박수 변이도 변화의 비교 시에는 각 군에

서 고정된 피부분절 높이에 따라 T7 이하인 군(L)과 T6 이상

인 군(H)으로 다시 나누어, 대조-T7 이하(CL)군, 대조-T6 이상

(CH)군, 고혈압-T7 이하(HL)군 및 고혈압-T6 이상(HH)군의 네 

군간에 마취된 피부분절 높이가 고정된 시점에서의 마취 전에 

대한 혈압, 심박수 및 높이 고정 시점 5분 전에서 높이 고정 

시점까지 5분간의 심박수 변이도의 변화를 비교하 고, 또한 

마취 후 시간에 따른 각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 다. 

  통계적 검정은 SPSS version 11.0을 사용하 으며, 모든 측

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두 군간의 비교에는 

unpaired t-test를, 네 군간의 비교에는 one way ANOVA와 다

중비교에는 Tukey test를 이용하 고, 각 군 내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비교에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 으며, 

빈도분석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결      과

  연구대상 환자들의 연령, 성별, 신장, 체중, 신체비만지수, 

좌심실질량지수 및 심전도나 심초음파 상 좌심실비대의 빈

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H군의 환자

들이 복용하고 있던 항고혈압제제의 종류는 Table 2와 같으

며, 이 중에서 칼슘통로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β-차단제가 7명에서 투여

되고 있었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전 안정 시의 C군과 H군의 비교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평균동맥압, 심박수, 수술실 도착 

시까지 투여된 수액량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3). 

  C군과 H군의 심박수 변이도의 파워스펙트럼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H군의 LnLF가 4.45 ± 1.17로 C군의 5.01 

± 0.94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각 군에서 연령

에 따른 LnTP, LnLF, LFnorm, LnHF, HFnorm, LF/HF의 변

화에 대해 선형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C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LnTP (r = 0.43, P ＜ 0.05), 

LnLF (r = 0.46, P ＜ 0.05) 및 LnHF (r = 0.41, P ＜ 0.05)가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H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의 효과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에 소요된 시간은 C군이 317.3 ±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Group H 
(n = 32) (n =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69.3 ± 4.7 69.4 ± 4.9

Sex (M/F) 3/29 2/26

Weight (kg) 61.7 ± 6.7 63.5 ± 8.4

Height (cm) 151.2 ± 6.5 152.5 ± 6.6

Body mass index (kg/m
2
) 27.0 ± 3.0 27.3 ± 2.5

Left ventricular mass index 98.3 ± 23.3 108.6 ± 35.5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   7 (21.9)  12 (4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C: patients without hyper- 

tension history, Group 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due to hypertension. 

Table 2. Antihypertensive Agents Used in Hypertension Group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ntihypertensive agents Number of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alcium channel blocker (CCB) only 14

β-blocker only  2

α-blocker only  2

Diuretics only  1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1

  (ACEI) only

β-blocker + diuretics  2

β-blocker + ACEI  2

CCB + diuretics  1

ACEI + diuretics  2

CCB +β-blocker + diuretics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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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초, H군이 331.1 ± 91.4초 고, 마취 후 피부분절의 높

이가 고정된 시간은 C군이 18.4 ± 5.7분, H군이 15.4 ± 

6.4분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정된 피부분

절 높이가 T7 이하와 T6 이상인 환자의 비율은 C군이 

56.3%와 43.7% 고, H군이 각각 50%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tropine을 투여 받은 환자는 두 군에서 한 

명도 없었으며, ephedrine을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은 C군에

서 15.6% (5명), H군에서 14.3% (4명)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ephedrine을 투여 받은 9명의 

환자 중 C군의 1명을 제외한 8명의 환자가 모두 고정된 피

부분절 높이가 T6 이상이었다. 

    피부분절 높이 고정 시 혈압, 심박수 및 심박수 변이

도 변화

  피부분절 높이 고정 후 심박수 변이도 변화의 분석에는 

ephedrine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ephedrine을 투여받은 

환자 9명의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아 C군 27명과 H군 24

명을 비교하 다. 이들 중 고정된 피부분절 높이가 T7 이하

인 환자수는 C군이 17명, H군이 14명이었고, T6 이상인 환

자수는 각 군에서 10명씩 있었다. C군과 H군에서 각각 고

정된 피부분절 높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전에 비해 마취 후의 혈압, 심박수, 심박수 변이

도의 변화를 네 군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

(Table 6), 수축기혈압이 HH군에서 마취 전에 비해 21.7 ± 

11.6% 감소하여 CL군(7.5 ± 14.5% 감소)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폭이 컸다(P ＜ 0.05).

Table 5.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Heart Rate Variability and Age in Both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n = 32) Group H (n =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β1 r P β1 r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nTP -0.073 0.43 0.015* -0.057 0.33 0.089

LnLF -0.091 0.46 0.009* -0.079 0.33 0.084

LFnorm (nu) -0.083 0.03 0.887 -0.745 0.26 0.180

LnHF -0.086 0.41 0.021* -0.046 0.18 0.357

HFnorm (nu)   0.083 0.03 0.887   0.745 0.26 0.180

LF/HF -0.002 0.05 0.762 -0.010 0.24 0.2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powers of total power, low frequency and high frequency expressed as the natural logarithm in group C were inversely correlated with age 
significantly (P ＜ 0.05) but it was not the case in group H. Group C: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Group 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due to hypertension. LnTP, LnLF & LnHF: total, low frequency & high frequency power expressed as natural logarithm, respectively, 
LFnorm & HFnorm: normalized LF & HF power, LF/HF: ratio of low frequency power to high frequency power. *: P ＜ 0.05.

Table 3.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Mean Arterial Pressure, 
Heart Rate and the Amount of Infused Fluids before Combined Spinal- 
Epidural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Group H
(n = 32) (n =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50 ± 22.6 146 ± 24.2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1 ± 9.7   78 ± 12.0

Mean arterial pressure (mmHg) 111 ± 16.5 105 ± 17.6

Heart rate (beat/min)  72 ± 12.0  73 ± 12.1

Crystalloid solution (ml) 265 ± 244.6 201 ± 188.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C: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Group 

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due to hypertension.

Table 4. Heart Rate Variability before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Group H
(n = 32) (n =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nTP 6.52 ± 0.80 6.14 ± 0.87

LnLF 5.01 ± 0.94 4.45 ± 1.17*

LFnorm (nu) 55.8 ± 14.6 49.8 ± 14.1

LnHF 4.75 ± 0.98 4.45 ± 1.25

HFnorm (nu) 44.2 ± 14.6 50.2 ± 14.1

LF/HF 1.07 ± 0.14 1.03 ± 0.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 power of low frequency expressed as the 

natural logarithm in group 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group 

C (P ＜ 0.05). Group C: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Group 

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due to hypertension. 

LnTP, LnLF & LnHF: total, low frequency & high frequency power 

expressed as natural logarithm, respectively, LFnorm & HFnorm: nom- 

alized LF & HF power, LF/HF: ratio of low frequency power to high 

frequency power.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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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시간에 따른 혈압, 심박수 

및 심박수 변이도 변화

  네 군에서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30분까지 시간에 따

른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Fig. 1에 도시하 다.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과 평균동맥압의 변화는 CL군의 척추-경막외 병

용마취 직후의 이완기혈압(94.1 ± 13.7%)과 평균동맥압(92.4 

± 16.4%)을 제외하고는 네 군 모두에서 마취 직후부터 30

분까지 마취 전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P ＜ 0.05), 

네 군간의 비교에서는 마취 후 15분에 HH군의 수축기혈압

이 마취 전의 77.9 ± 11.4%로, CL군의 91.8 ± 15.1%에 비

해 유의한 감소(P ＜ 0.05)를 보인 것 이외에는 연구 전 기

간에 걸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박수의 변화는 

네 군 모두에서 마취 직후부터 30분까지 마취 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 네 군간의 비교에서는 마

취 직후에 HL군이 110.4 ± 6.4%로, CH군의 123.6 ± 

14.2%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마취 5분 후에는 HL

군(109.4 ± 7.9%)과 HH군(112.8 ± 8.0%)이 CH군(128.5 ± 

19.9%)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마취 10분 후에는 

CH군(130.4 ± 23.9%)에 비해 나머지 세 군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

  네 군의 시간에 따른 LnTP, LnLF, LnHF와 5분간 평균 심

박수(5-min HR)의 변화를 Fig. 2에 도시하 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전의 군 간 비교에서는 CH군의 LnTP가 7.04 ± 

0.74로 CL군(6.18 ± 0.65)과 HH군(6.02 ± 1.07%)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으며, HH군의 LnLF (4.0 ± 1.59)와 LnHF (3.95 

± 1.61)도 CH군(LnLF: 5.30 ± 0.81, LnHF: 5.37 ± 1.07)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5-min HR도 CH군이 65.3 ± 7.9로 

CL군(77 ± 9.4)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LnTP는 CL군에서는 마취 후 15-20분에 5.83 ± 0.73으

로 마취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 CH군에서는 마취 

후 5-10분에 6.13 ± 0.83, 15-20분에 6.19 ± 0.76으로 마

취 전의 7.04 ± 0.74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HH군

에서는 마취 후 10-15분에 5.17 ± 0.97로 마취 전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LnLF는 마취 후 15-20분

에 CL군(4.29 ± 1.10)과 CH군(4.57 ± 1.0)이 각각 마취 전 

수치인 4.7 ± 0.92와 5.3 ± 0.81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LnHF는 CL군에서는 마취 후 15-20분에 

3.75 ± 0.95로 마취 전 4.31 ± 0.69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고, CH군에서는 마취 후 5-10분(4.26 ± 0.88), 10-15

분(4.35 ± 1.22), 15-20분(3.98 ± 1.0) 및 20-25분(4.34 ± 

1.11)에 마취 전 5.37 ± 1.07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다

(P ＜ 0.05). 군 간 비교에서는 HH군이 마취 후 0-5분에 

LnTP가 5.19 ± 0.75로 HL군의 6.18 ± 0.82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LnHF도 3.27 ± 0.66으로 HL군의 4.49 ± 1.11과 CH

군의 4.61 ± 1.03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또한 

마취 후 10-15분에 HH군의 LnLF (3.38 ± 0.92)와 LnHF 

(3.22 ± 0.9)가 각각 HL군의 4.73 ± 0.6 (LnLF)과 4.69 ± 

0.64 (LnHF)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5-min HR는 마취 전에 비해 마취 후 15분까지만 유의한 

증가를 보인 HH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군 모두

에서 마취 후 30분까지 마취 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

  네 군에서 시간에 따른 LFnorm, HFnorm과 LF/HF의 변화

Table 6. Changes in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Heart Rate Variability according to Fixed Level in Both Groups after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L (n = 17) Group CH (n = 10) Group HL (n = 14) Group HH (n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P (%)   -7.5 ± 14.5  -16.0 ± 11.9  -18.0 ± 7.7 -21.7 ± 11.6*

DBP (%)  -12.7 ± 12.1  -13.3 ± 8.7  -14.5 ± 8.1 -17.1 ± 14.3

MAP (%)   -16.1 ± 12.7  -19.3 ± 12.4  -17.8 ± 8.3 -23.3 ± 10.6

HR (%)   11.4 ± 12.5   23.6 ± 23.8    6.0 ± 13.4  11.4 ± 11.1

LnTP  -0.31 ± 0.64  -0.43 ± 0.99   0.18 ± 0.74 -0.42 ± 0.80

LnLF  -0.49 ± 0.93  -0.14 ± 1.26  -0.08 ± 0.88 -0.22 ± 1.24

LFnorm (nu)  -0.72 ± 13.83   14.0 ± 15.43   6.24 ± 20.82   5.37 ± 15.54

LnHF  -0.50 ± 0.97  -0.75 ± 1.35  -0.35 ± 1.19 -0.47 ± 1.38

HFnorm (nu)   0.72 ± 13.83  -14.0 ± 15.43  -6.24 ± 20.82 -5.37 ± 15.54

LF/HF   0.05 ± 0.21   0.15 ± 0.18   0.62 ± 0.23   0.24 ± 0.3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CL: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CH: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Group HL: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H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LnTP, LnLF & LnHF: total, low frequency & high frequency power expressed as natural 
logarithm, respectively, LFnorm & HFnorm: normalized LF & HF power, LF/HF: ratio of low frequency power to high frequency power.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L.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0권 제 6호 2006                                                                                            

668

는 Fig. 3에 도시하 으며, 네 군 모두에서 시간에 따라 유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군 간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고      찰

  심박수 변이도 분석법에는 시계열분석법(time domain meth- 

od)과 주파수계열분석법(frequency domain method)이 있으며 

주파수계열 분석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는 5분 

분절분석(5-minute segment analysis) 혹은 단기분석(short-term 

analysis)으로, 이는 심박수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향을 

측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24시간 분석(24-hour analysis) 혹

은 장기분석(long-term analysis)으로, 이는 체온조절, renin 

angiotensin 시스템, 기타 다른 호르몬성 요인 등과 같은 장

기 조절 기전(long-term regulation mechanism)에 의한 극도로 

느린 심박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계열 측

정치는 계산하기가 쉽지만 자율신경계 중 어떤 가지(branch)가 

일시적인 파워의 분포에 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고, 자율

신경계의 균형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

다. 심박수 변이도 분석 시에는 연구의 표준화를 위해 가능

하다면 5분 단기 기록과 24시간 기록을 사용하여야 하며, 5

분 단기 기록은 주파수계열 분석으로, 24시간 기록은 시계

열 분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5,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5분 동안의 단기분석을 하 으므로 주파수계열 분석을 하

Fig. 1. The percent change of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SBP and 

DBP),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after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CSE). Fif-

teen and 10 min after CSE, decrease 

of SBP and increase of HR in group 

HH were significantly greater com-

pared with group CL and lesser with 

group CH, respectively. Group CL: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CH: patients without hyper-

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

gesia level is ≥ T6, Group HL: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

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H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 P ＜ 

0.05, compared with pre-CSE valu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L,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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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분간의 단기 주파수계열 분석 시 얻을 수 있는 변수들

로는 5-min TP, 초저주파수 대역(≤ 0.04 Hz)의 파워(VLF), 

LF, HF, LFnorm, HFnorm 및 LF/HF가 있다. VLF는 자율신

경의 향 이외에도 체온조절, renin-angiotensin 시스템과 다

른 여러 호르몬성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지만 이 대역 

활성도의 대부분이 자율신경계의 향에 의하므로, 거의 전

적으로 교감신경자극을 반 하여 교감신경 기능의 부가적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5분 이하의 단기 측정에서 얻어

진 VLF 수치는 신뢰할 만하지 않으며 단기 심전도의 파워

스펙트럼 분석에서는 빼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

서도 VLF는 비교하지 않았다.16) 

  TP는 전반적 자율신경계 활성도의 지표이나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주 요소이다. HF는 부교감신경에 의한 자극을 반

하며, 심박수의 변화가 호흡주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대역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LF는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 자극이 함께 작용한다.16,17) HF와 LF는 자율신경계의 

평균적인 활성수준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심장에 전달되는 

자율신경자극의 변동수준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낮은 심박수 변이도는 자율신경이 전적으로 차단

되거나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아주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낮은 심박수 변이도 

값이 관찰되었을 때 심박수의 평균값을 살피는 것이 실제

로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LF/HF

Fig. 2. The change of total power, 

low frequency and high frequency 

power expressed as natural logarithm 

(LnTP, LnLF, and LnHF), and mean 

heart rate (HR) during 5 minute after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CSE). LnTP, LnLF and LnHF in 

both control groups (CL and CH)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15-20 

min after CSE compared with pre- 

CSE values. LnLF and LnHF in 

group HH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group HL 10-15 min 

after CSE. Group CL: patients with-

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CH: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Group HL: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H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 P ＜ 0.05, com-

pared with group CL,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H,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HL, 
§
: P 

＜ 0.05, compared with pre-CS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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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사이의 전반적 균형을 정량

화 하는데 도움이 되며, 높을 경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

거나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LFnorm과 HFnorm은 VLF의 변화로 LF와 HF 요소가 향

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균형에 중점을 둔 것이다.15,16)

  본 연구에서 항고혈압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의 심박수 변이도는 C군에 비해 LnTP, LnLF, 

LnHF, LFnorm, LF/HF가 모두 낮은 경향을, HFnorm은 높은 

경향을 보 으나 LnLF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 ＜ 

0.05)(Table 4), C군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LnTP, LnLF, LnHF

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변화를 보 으나 H군에서는 연령 증가

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심박수 변이

도의 LF 파워가 증가하고, 고혈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LF 

파워의 하루주기 변화폭이 감소한다고 하며,4,18) 또한 휴식 

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HF 파워가 감소

한다고 한다.19) 이는 H군에서 LnLF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인데, 이에 대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고혈압 환자들이 칼슘통로차단제나 β-차단제, α-차단제 등

의 항고혈압제제를 단독 혹은 병용 투여를 하고 있었는데, 

Guzzetti 등과20) Sandrone 등은21) β-차단제의 투여로 LF는 감

소하고 HF는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둘째, Piccirillo 등

의4) 연구와 달리 60세 이상, 특히 평균 연령이 69세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는 점, 셋째, 심박수 변이도, 즉, 

VLF, LF, LF/HF 등과 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된 좌심실질량지수가4)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Table 1), 

넷째, 심박수 변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좌

심실비대의 빈도도22) C군에서 22%로 H군의 43%와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었으며(Table 1), 다섯째, 마취 전 혈압 또한 

C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150 ± 22.6 mmHg로 H군의 146 ± 

24.2 mmHg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

다(Table 2). 이러한 점들은 또한 본 연구의 C군과 H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겠

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평균 심박수가 감소하며, 

TP, VLF, LF, HF의 모든 주파수계열변수가 감소하는데, 부

Fig. 3. The changes of normalized 

low frequency and high frequency 

power (LFnorm and HFnorm), and 

the ratio of low frequency power to 

high frequency power after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CSE).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Group CL: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CH: patients without hypertension 

history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Group HL: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7, Group 

HH: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their fixed analgesia 

level is ≥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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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신경의 기능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HF 파워가 다른 

측정치보다 급속히 떨어지므로, LF/HF가 증가한다고 하

며,15) 이는 60세 이상의 C군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LnTP, LnLF, LnHF가 유의하게 감소한 본 연구와 비슷한 결

과이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는 척추마취나 경막외마취와 마찬

가지로 거미막밑 공간과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

여 주로 척수의 전근과 후근을 차단하는데 이에 따라 교

감신경이 차단되므로 혈관이 확장되어 심장으로 되돌아오

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며 차단

의 범위가 높아질 경우 척수의 T1-4의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절전 교감신경 심장촉진섬유가 차단됨으로써 교감신

경 활성도가 감소한다.13) 그러나 심장의 부교감신경지배는 

뇌줄기(brainstem)로부터 나와 미주신경을 통해 지배를 받

아 고위척추마취 시에도 차단되지 않는다. 척추마취 후 중

심정맥 환류의 감소와 함께 교감신경 활성도의 감소로 인

해 저항 받지 않는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증가는 저혈압과 

서맥을 일으키고 심정지까지 초래하게 된다.23) 척추마취 

후 교감신경의 차단은 감각소실의 피부분절 높이보다 2-

6분절 높게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심박수 변이도 분석 시 

심장촉진섬유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다른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C

군과 H군에서 각각 마취 후 고정된 피부분절 높이에 따라 

T7 이하 군과 T6 이상 군으로 나누어 네 군간 비교를 하

다.

  각 환자들의 피부분절 높이가 고정되는 시간이 달랐으므

로 피부분절 높이가 고정된 시점의 혈압, 심박수 및 심박수 

변이도 변수들의 마취 전 수치에 대한 변화를 네 군간 비

교해 본 결과 HH군에서 CL군에 비해 수축기혈압이 유의하

게 감소하 고(21.7 ± 11.6%), 다른 변수들은 네 군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Kawamoto 등은13) 척추

마취 후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증가는 3분 후부터 나타나고 

교감신경 활성도는 6분 후부터 감소하여 지속되며 이러한 

자율신경계 균형은 마취의 피부분절 높이와 상관관계가 높

다고 하 고, 이와 함께 혈압과 심박수의 감소가 동반되었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nTP, LnLF, LnHF 

모두 마취 후 감소하 고 혈압의 감소와 심박수의 증가를 

보 다. Introna 등은14) 젊은 성인에서 척추마취 후 피부분

절 높이가 T4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박수 변이도의 TP

와 LF, HF가 모두 감소하여 심장의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

경 활성도가 감소하지만 LF/HF 유의하게 변하지 않아 교감

-부교감신경 균형이 유지된다고 하 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T5-6의 높이 차단에서는 TP와 LF, HF가 유의한 감소를 보

이지 않았고, T1-2높이 차단의 경우 가장 심하게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 지만, 본 연

구에서는 피부분절 높이가 가장 높았던 경우라도 T1-2인 

경우는 없었으며 T6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군으로 처리하

여 비교하 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경우가 적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기 혈압조절은 압력에 민감한 압력수용체의 복잡한 연

결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압력수용체에서 감지되어 뇌로 

전달되는 구심성 신경자극들은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을 거

쳐서 연수의 혈관운동충주로 전달된다. 혈관운동중추는 심

장으로 가는 부교감신경 유출(parasympathetic outflow)을 일

부 조절하기도 하지만, 주로 심장과 혈관으로 가는 교감신

경 유출(sympathetic outflow)을 조절한다. 이러한 압수용체 

반사 반응은 노인과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감소하며,26) 칼

슘통로차단제나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억제제의 사용

은 압수용체 반사를 통한 혈압의 증가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보상 능력의 저하는 혈액량 

소실, 자세 변화, 마취에 따른 혈압 변화 등에 취약해져 순

환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27) Renin-angiotensin 시스템도 

단기 순환혈관계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주파수(0.1-0.15 Hz)대역의 파워가 압수용체 반사 반응

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17) 본 연구에서는 중주파

수 파워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LF 파워에 포함하여 분석

하여 압수용체 반사 반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HH군과 HL군이 마취 직후부터 10분에 비슷한 

정도의 혈압 감소에 대해 심박수의 증가가 CH군에 비해 

적었던 것은 고혈압 환자로 칼슘통로차단제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억제제와 같은 항고혈압제제를 복용하여 

압수용체 반사 반응이 감소되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심장의 교감신경 차단이 일어날 정도의 고위 척

추차단에서도 예상했던 바와 같은 부교감신경 항진(HF 파

워 증가)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HF 파워의 감소와 LF 파

워의 감소가 일어나며 동시에 압수용체 반사의 민감도를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으며,28) 고위 척추차단에서도 자세 

변화 없이 앙와위 자세에서는 LF 및 HF 파워 모두 변화가 

없으며, 40도 두부 거상 자세를 15분 동안 한 경우에도 LF 

및 HF 파워는 변하지 않고 LF/HF가 감소하 다는 보고도 

있어,29)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Backlund 등은30) 허혈성 심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

하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척추마취 또는 전신마취 하에 

고관절 수술이나 말초혈관 수술 시 VLF, LF, LF/HF의 감소

를 보 던 전신마취와는 달리 척추마취 시에는 심박수 변

이도의 감소를 보이지 않아 교감미주신경 균형이 잘 유지

되었으나, 수술 후에는 마취 방법에 상관없이 심박수 변이

도의 감소가 3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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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이나 후의 심박수 변이도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앞

으로 수술 중이나 후의 반응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항고혈압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의 심박수 변이도 분석 결과 C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LnLF를 보 으며, C군에서 보인 연령 증가에 따

른 LnTP, LnLF, LnHF의 유의한 감소는 H군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에는 피부분절 높이 고

정 시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HH군에서 수축기혈압의 감

소가 가장 심한 반면, 심박수의 증가는 유의하게 작았으며, 

LnTP, LnLF, LnHF가 다른 군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

치를 보이고, 마취 후 0-5분과 10-15분에 CH군이나 HL군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 으나 자율신경계 균형

은 시간에 따라 네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잘 

유지되었다.

참  고  문  헌

 1. Baek SW: Geriatric anesthesia. In: Anesthesiology and pain med- 

icine. Edited by Kim SD: Seoul, Ryomungak. 2003, pp 378-86.

 2. Priebe HJ: The aged cardiovascular risk patient. Br J Anaesth 

2000; 85: 763-78.

 3. Sieber FE, Pauldine R: Anesthesia for the elderly. In: Anesthesia. 

6th ed. Edited by Miller RD: Philadelphia, Elsevier Inc. 2005, pp 

2435-49.

 4. Piccirillo G, Munizzi MR, Fimognari FL, Maigliano V: Heart rate 

variability in hypertensive subjects. Int J Cardiol 1996; 53: 291-8.

 5. Huikuri HV, Ylitalo A, Pikkujamsa SM, Ikaheimo MJ, Airaksinen 

KE, Rantala AO, et al: Heart rate variability in systemic hy- 

pertension. Am J Cardiol 1996; 77: 1073-7.

 6. Lucini D, Mela GS, Malliani A, Pagani M: Impairment in cardiac 

autonomic regulation preceding arterial hypertension in humans: 

insights from spectral analysis of beat-by-beat cardiovascular 

variability. Circulation 2002; 106: 2673-9.

 7. Min SW: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 preoperative diabetic 

patients by linear and nonlinear dynamics. Korean J Anesthesiol 

2001; 41: 133-9.

 8. Min SW: Linear and nonlinear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 

postoperative myocardial ischemic patients: time domain analysis 

versus approximate entropy. Korean J Anesthesiol 2001; 41: 140-7.

 9. Fei L, Copie X, Malik M, Camm AJ: Short- and long-term 

assessment of heart rate variability for risk stratification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 J Cardiol 1996; 77: 681-4.

10. Bickel A, Yahalom M, Roguin N, Frankel R, Breslava J, Ivry S, 

et al: Power spectral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during positive 

pressure pneumoperitoneum. Surg Endosc 2002; 16: 1341-4.

11. Tetzlaff JE, O’Hara JF, Yoon HJ, Schubert A: Heart rate variability 

and the prone position under general versus spinal anesthesia. J 

Clin Anesth 1998; 10: 656-9.

12. Ireland N, Meagher J, Sleigh JW, Henderson JD: Heart rate 

variability in patients recovering from general anaesthesia. Br J 

Anaesth 1996; 76: 657-62.

13. Kawamoto M, Tanaka N, Takasaki M: Power spectral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after spinal anaesthesia. Br J Anaesth 1993; 

71: 523-7.

14. Introna R, Yodlowski E, Pruett J, Montano N, Porta A, Crumrine 

R: Sympathovagal effects of spinal anesthesia assessed by heart 

rate variability analysis. Anesth Analg 1995; 80: 315-21.

15. Choi BM, Noh KJ: Heart rate variability. Intrav Anesth 2004; 8: 

45-86.

16. Task Forc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and the North 

American Society of Pacing and Electrophysiology: Heart rate 

variability: standards of measurement, physiological interpretation, 

and clinical use. Circulation 1996; 93: 1043-65.

17. Akselrod S, Gordon D, Ubel FA, Shannon DC, Barger AC, Cohen 

RJ: Power spectrum analysis of heart rate fluctuation. A quan- 

titative probe of beat-to-beat cardiovascular control. Science 1981; 

213: 220-2.

18. Guzzetti S, Dassi S, Pecis M, Casati R, Masu AM, Longoni P, 

et al: Altered pattern of circadian neural control of heart period 

in mild hypertension. J Hypertens 1991; 9: 831-8.

19. Langewitz W, Ruddel H, Schachinger H: Reduced parasympathetic 

cardiac control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t rest and under 

mental stress. Am Heart J 1994; 127: 122-8.

20. Guzzetti S, Piccaluga E, Casati R, Cerutti S, Lombardi F, Pagani 

M, et al: Sympathetic predominance in essential hypertension: a 

study employing spectral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J 

Hypertens 1988; 6: 711-7.

21. Sandrone G, Mortara A, Torzillo D, La Rovere MT, Malliani A, 

Lombardi F: Effects of beta blockers (atenolol or metoprolol) on 

heart rate variability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 J 

Cardiol 1994; 74: 340-5.

22. Mandawat MK, Wallbridge DR, Pringle SD, Riyami AA, Latif S, 

Macfarlane PW, et al: Heart rate variability in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Br Heart J 1995; 73: 139-44.

23. Caplan RA, Ward RJ, Posner K, Cheney FW: Unexpected cardiac 

arrest during spinal anesthesia: a closed claims analysis of pre- 

disposing factors. Anesthesiology 1988; 68: 5-11.

24. Chamberlain DP, Chamberlain BDL: Changes in the skin tem- 

perature of the trunk and their relationship to sympathetic blockade 

during spinal anesthesia. Anesthesiology 1986; 65: 139-43.

25. Greene NM: Preganglionic sympathetic blockade in man. A study 

of spinal anaesthesia. Acta Anaesthesiol Scand 1981; 25: 463-9.

26. Parlow JL, Begou G, Sagnard P, Cottet-Emard JM, Levron JC, 

Annat G, et al: Cardiac baroreflex du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esthesiology 1999; 90: 681-92.

27. Sun LS, Schwarzenberger J: Cardiac physiology. In: Anesthesia. 6th 

ed. Edited by Miller RD: Philadelphia, Elsevier Inc. 2005, pp 738-9.

28. Tanaka M, Goyagi T, Kimura T, Nishikawa T: The effects of 

cervical and lumbar epidural anesthesia on heart rate variability 

and spontaneous sequence baroreflex sensitivity. Anesth Analg 



 권미숙 외 3인：고령 환자의 심박수 변이도

673

2004; 99: 924-9.

29. Hopf HB, Skyschally A, Heusch G, Peters J: Low-frequency 

spectral power of heart rate variability is not a specific marker 

of cardiac sympathetic modulation. Anesthesiology 1995; 82: 609-19.

30. Backlund M, Toivonen L, Tuominen M, Pere P, Lindgren L: 

Changes in heart rate variability in elderly patients undergoing 

major noncardiac surgery under spinal or general anesthesia. Reg 

Anesth Pain Med 1999; 24: 386-92.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0권 제 6호 2006                                                                                            

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