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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 광학적 수술 내시경의 발달 및 수술 조작법의 발달

로 인해 복강경을 이용하여 전자궁적출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인과적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1) 그러나 복강경

을 이용한 수술은 복강내로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복압

상승의 효과, 수술체위, 마취약제의 효과 등에 의해서 수술 

전기간에 걸쳐 혈역학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있

다. 복강경 수술시 급격한 동맥압 감소뿐만 아니라 쇽이나 

심정지와 같은 심혈관계 허탈 소견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2,3) 

  심혈관계 혈역학적 변수 중 특히 심한 변화를 보이는 평

균동맥압, 심박출량과 전신혈관저항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

하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전신혈

관저항의 변화가 기복유도 5분에서 10분사이의 짧은 순간

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어 

왔지만 심한 심혈관계 허탈이 예상되는 환자들은 수술 중

에 심박출량이나 전신혈관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환

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4) 경우에 따라서는 침습적인 폐동

맥도자(pulmonary artery catheterization)가 필요할 수도 있겠

으나 지금까지 부인과적 복강경수술에서 폐동맥도자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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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evaluate the hemodynamic changes during the use of different general anesthetic 

methods in laparoscopic gynecologic surgery.

  Methods:  45 women undergoing laparoscopic gynecologic surgery were randomly divided into 3 groups.  The first group, 

called group P, used propofol for general anesthesia.  The second group, called group D, used desflurane and the third group, 

called group S, used sevoflurane.  The hemodynamic parameters HR (heart rate), MBP (mean blood pressure), CO (cardiac output), 

SV (stroke volume), CI (cardiac output), and SVR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were obtained 7 times by using a partial CO2 

rebreathing method and an automated blood pressure device.

  Results:  In the group D and group P, HR decreased significantly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In 

the all groups, the MBP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is test.  In the all groups, CO, SV and CI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followed by a slight recovery to near-normal values or higher than normal after 

CO2 deflation, with the exception of group P.  SVR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followed by a slight recovery to near-normal values or higher than normal after CO2 deflation.

  Conclusions:  Laparoscopic gynecologic surgery with CO2 insufflation induces significant hemodynamic changes including 

increases of MBP, SVR and reduction of HR, CO, SV, CI (P ＜ 0.05).  These changes are especially significant in group P, 

used propofol except MBP (P ＜ 0.05).  But these changes of group P were all within normal limits.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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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온도희석법으로 심박출량을 연구 발표한 예는 없다. 

이러한 온도희석법에 비하여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비침습

적인 방법으로 심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방

법에는 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경식도 심초음파 도

플러(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ic pulse doppler) 또는 최

근에 개발된 부분 이산화탄소 재호흡법(partial CO2 rebreath-

ing method)등이 있다. 이중 Thoracic bioimpedence의 경우는 

전극을 환자의 몸 여러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그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의문시되는 단점이 있으며,5) 경식

도 심초음파 도플러 역시 장비가 비싸고 사용자의 기술적

인 훈련이 필요하며 환자의 식도내에 소식자(probe)를 거치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4)

  근래 소개된 부분 이산화탄소 재호흡법을 이용하여 심박

출량을 비침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장비로는 심박출량 뿐만 아니라 심박출계수,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 최대흡기압, 호흡기계의 동적유순도, 기도저항, 

산소포화도, 폐모세혈관혈류 등도 함께 측정이 가능하기 때

문에 호흡기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수술실에서 쉽게 부인과적 복강경수술 환자에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시 sevoflurane, desflurane과 정맥 

마취제인 propofol의 혈역학적인 효과(심박수, 평균동맥압, 

심박출량, 일회박출량, 심박출지수, 전신혈관저항)를 서로 

비교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 본원에서 동일한 산부

인과 의사에게 복강경하 부인과적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신체상태가 미국마취과학회 분류상 1, 2급에 해당하는 

45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 집단별로 propofol군(P군, 15

명), desflurane군(D군, 15명), sevoflurane군(S군, 15명)으로 분

류하 다. 이번 임상 실험은 전신마취에 따른 혈역학적 자

료의 수집 단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환자들에게는 

따로 사전 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은 생략되었다. 대상 환자

들의 나이, 체중 및 체표면적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 전 투약으로 midazolam 2 mg과 glycopyrolate 0.2 mg

을 근육주사로 투여하 으며,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

전도와 자동혈압계,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 다. 

전신마취 유도시에 세 군 모두에서 propofol 정주에 따른 통

증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lidocaine 40 mg을 정주하 다. D

군과 S군은 마취유도제로 propofol 2 mg/kg을 정주하고 기

관내 삽관을 위해 rocuronium 0.7 mg/kg를 정주한 뒤 충분한 

근이완을 확인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각각의 군에 

맞는 흡입마취제를 선택하여 혈역학적으로 안정되는한 0.5 

MAC에서 1.5 MAC 사이를 유지하 다. P군에서 마취의 유

도는 propofol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의 Master TCI (Fresenius Vial S.A, France) flash mode를 이

용하여 목표농도 5μg/ml로 시행하 고 환자의 의식이 소실

된 후 rocuronium 0.7 mg/kg을 정주하여 충분한 근이완을 확

인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수술 중에는 3μg/ml 정

도로 유지하 다.

  마취유지는 산소 1.5 liter, 아산화질소 1.5 liter, 일회환기

량 8-10 cc/kg로 하여 기계적 환기를 유지하면서, 기복전에

는 호흡수를 10회로 하고 기복기간 동안 및 기복해제 후에

는 호흡수를 14회로 유지하 다. 

  수술전 환자체위는 앙와위로, 수술중 환자의 체위는 15－

20o 정도로 두부하강체위를 유지하 으며 복강내압은 12 

mmHg로 자동적으로 유지하 다. 기복제거 후에는 다시 앙

와위로 하여 혈역학변화를 측정하 다.

  혈역학적 측정은 컴퓨터로 조절되는 재호흡밸브가 부착

된 호흡회로(NICO Sensor, Novametrix Medical System INC., 

USA)를 환자 체중(kg)당 10 cc에 해당하도록 적당히 부풀려 

삽관 직후 환자의 기관내튜브와 마취기의 호흡회로 사이에 

연결하여 혈역학적 자료들을 측정하 다. 혈역학적 수치의 

측정은 수술 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기관내 삽관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5분(T1)과 10분(T2), 두부하강위에

서 기복조장 직후(T3), 10분 후(T4), 20분 후(T5), 기복제거 

후 앙와위로 된 직후(T6)와 5분 후(T7)의 시점에서 심박출

계수, 심박수, 평균동맥압, 심장지수 및 BP = CO × SVR에 

의거하여 얻어진 BP 및 CO으로 SVR 값을 얻었다. 

  본 연구의 모든 혈역학적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 고 통계학적 검정은 SPSS 11.0의 GLM repeated 

measures analysis를 이용하 으며, 각 군내의 비교는 T2를 

기준으로 그 이후 시간에 측정된 각각의 혈역학적 수치를 

비교하여 paired t-test로 하 다. 그리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는 45명이었으며, 연구대상 

환자들의 나이, 체중 및 체표면적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측정된 혈역학적 지수들(Table 2)의 경우, 심박수는 각 군

내에서 시간에 따른 비교시 두부하강체위 직후(T3)부터 기

복제거 5분(T7)까지 기복 직전(T2)보다 P군에서는 12.7－

21.7%, D군은 2.2－8.7% 그리고 S군은 2.7－8.4%로 모두 기

복전보다 기복기간 동안 심박수가 감소하 다. 각 군간의 

비교에서는 P군이 D군과 S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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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 ＜ 0.05)(Table 2)(Fig. 1).

  평균동맥압은 기복이 시행된 전 기간(T3, T4, T5)에 걸쳐 

P군 32.5%, D군 31.0% 그리고 S군에서 31.0%씩 각각 증가

하 으며, 기복 제거 이후에도 기복 이전보다 유의하게(P ＜ 

0.05) 증가하 다. 그러나 각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Table 2)(Fig. 2).

  심박출량은 모든 군에서 기복 시작 직후 P군 19.4%, D군 

16.2% 그리고 S군 13.0%로 유의하게(P ＜ 0.05)감소하 으

Table 2. Hemodynamic Data during Laparoscopic Surge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neumoperitoneum Deflation
Hemodynamic

Group 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rameter

T1 T2 T3 T4 T5 T6 T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R P 15 80.0 ± 10.6 77.2 ± 10.7  64.0 ± 7.7*  63.7 ± 9.4*  63.4 ± 7.9* 68.5 ± 8.6*  67.1 ± 6.8* 

(beats/min) D 15 80.9 ± 11.9 75.8 ± 12.0  70.4 ± 11.9*  72.1 ± 11.6  69.7 ± 9.7* 74.1 ± 8.5  70.0 ± 10.1* 

S 15 91.3 ± 7.8 85.9 ± 10.6  83.6 ± 12.6  80.6 ± 9.6*  79.2 ± 8.3* 80.4 ± 10.1*  75.0 ± 10.3* 

MBP P 15 85.4 ± 13.8 79.8 ± 12.4 106.6 ± 13.0* 101.2 ± 14.8*  96.3 ± 10.7* 91.4 ± 12.1* 88.6 ± 13.4

(mmHg) D 15 82.7 ± 12.2 79.2 ± 6.1 104.3 ± 11.3* 102.4 ± 18.2* 103.1 ± 11.7* 94.1 ± 15.0*  93.0 ± 13.9*

S 15 83.0 ± 14.0 73.5 ± 11.7  96.7 ± 13.5*  93.2 ± 12.9*  81.1 ± 13.7* 82.5 ± 12.3*  85.4 ± 11.1* 

CO P 15  4.3 ± 0.8  4.2 ± 0.6   3.6 ± 0.5*   3.6 ± 0.8*   3.9 ± 0.8  3.9 ± 0.8  4.0 ± 0.8

(L/min) D 15  5.0 ± 1.0  5.0 ± 0.9   4.3 ± 0.8*   4.7 ± 1.2   4.9 ± 1.0  5.4 ± 0.9  5.2 ± 0.8

S 15  5.1 ± 0.7  5.2 ± 0.7   4.6 ± 0.8*   4.9 ± 1.3   5.3 ± 0.9  5.3 ± 1.0  5.2 ± 1.0

SV P 15 51.8 ± 11.0 54.4 ± 10.8 53.6 ± 12.3  57.8 ± 13.5  62.4 ± 14.8* 62.5 ± 13.6*  60.9 ± 13.6 

(ml/beat) D 15 61.0 ± 14.7 66.1 ± 14.5  55.0 ± 13.1*  65.8 ± 14.7  68.7 ± 15.5 77.4 ± 15.7*  75.4 ± 14.6* 

S 15 56.0 ± 10.4 60.8 ± 11.6  52.8 ± 12.1*  61.2 ± 16.3  67.2 ± 14.7* 68.3 ± 16.0*  69.4 ± 15.1* 

CI P 15  2.8 ± 0.6  2.7 ± 0.4   2.3 ± 0.5*   2.4 ± 0.6*   2.4 ± 0.6  2.5 ± 0.6  2.5 ± 0.6

(L/min/m
2
) D 15  3.2 ± 0.6  3.2 ± 0.6   2.7 ± 0.6*   3.0 ± 0.8   3.2 ± 0.9  3.3 ± 0.5  3.4 ± 0.4

S 15  3.3 ± 0.4  3.3 ± 0.4   3.0 ± 0.5   3.1 ± 0.8   3.4 ± 0.6  3.4 ± 0.7  3.5 ± 0.8

SVR P 15 20.4 ± 6.4 19.4 ± 4.9 29.8 ± 7.6*  28.6 ± 7.5*  25.2 ± 5.7* 24.2 ± 6.8* 23.2 ± 6.4* 

(mmHg D 15 16.6 ± 2.8 16.0 ± 3.1 25.1 ± 5.8*  22.4 ± 7.0*  21.7 ± 6.2* 18.0 ± 4.4 18.2 ± 4.0

 ×min/L) S 15 16.3 ± 3.7 14.2 ± 3.2 21.4 ± 5.5*  20.1 ± 6.4*  17.1 ± 4.0 16.2 ± 4.3 16.7 ± 3.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head-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CO2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P: group P with Propofol, D: group D with Desflurane, S: group S with Sevoflurane, 

HR: heart rate, MBP: mean blood pressure, CO: cardiac output, SV: stroke volume, CI: cardiac index, SVR: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 P ＜ 

0.05 compared with T2.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P (n=15) Group D (n=15) Group S (n=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2.8 ± 7.7  43.0 ± 8.3  35.4 ± 8.7

Height (cm) 154.0 ± 7.0 156.4 ± 5.9 156.1 ± 6.2

Weight (kg)  54.7 ± 10.1  55.8 ± 9.3  54.6 ± 8.7

BSA (m
2
)   1.5 ± 0.1   1.5 ± 0.1   1.5 ± 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BSA: body surface area.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Fig. 1. The changes of HR (heart rate). In the group D and group P, 

HR decreased significantly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This was not the case with group S. In the comparisons 

among the groups, HR decreased more dramatically in group P than 

the others.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head-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2.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1권 제 2호 2006                                                                                            

142

나 점차 회복되었다. 각 군간에서는 P군이 D군, S군에 비하

여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Table 2)(Fig. 3).

  일회박출량은 D군, S군에서 기복전에 비해 기복 시작 직

후(T3) 유의하게 감소하다가(P ＜ 0.05)점차 회복되어 기복 

제거 후 앙와위 체위에서는 P군이 20.6%, D군은 26.8% 그

리고 S군은 23.9%로 유의하게(P ＜ 0.05) 증가되었다. 군간 

비교에서는 P군이 D군과 S군에 비해 변화가 적었다(Table 

2)(Fig. 4).

Fig. 3. The changes of CO (cardiac output). CO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followed 

by a slight recovery to near-normal values or higher than normal after 

CO2 deflation, with the exception of group P.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head-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2.

Fig. 4. The changes of SV (stroke volume). SV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followed 

by a slight recovery to near-normal values or higher than normal after 

CO2 deflation, with the exception of group P.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head-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2.

Fig. 5. The changes of CI (cardiac index). CI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followed 

by a slight recovery to near-normal values or higher than normal after 

CO2 deflation, with the exception of group P.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head-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2.

Fig. 2. The changes of MBP (mean blood pressure). In the all groups, 

the MBP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is test.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

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operitoneum in head- 

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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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박출계수는 각 군내 비교에서 기복 조장 직후(T3) P군 

21.7%, D군 18.5% 그리고 S군이 10% 정도로 각각 감소하

다. 기복조장 20분(T7)에는 P군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에

서는 거의 기복 이전의 심박출계수로 회복되었다. 각 군 간

의 비교에서는 P군이 D군과 S군에 비해 심박출계수가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P ＜ 0.05)(Table 2)(Fig. 5).

  전신혈관저항은 각 군내 비교에서 기복 직후(T3) P군 

53.6%, D군 56.8% 그리고 S군은 50.7% 증가하 다. 이후 기

복 기간 동안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기복 전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 다. 각 군 간 

비교에서는 P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하여 기복 이전, 기복 상

태, 기복 제거 후 모든 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전신혈관저항을 나타냈다(P ＜ 0.05)(Table 2) (Fig. 6).

고      찰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고 절개

부위가 작으며 빠른 회복과 조기퇴원 등의 장점이 있음으

로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고에 의하면 

복강경 수술시 급성 심혈관계 허탈이 발생될 수가 있으며 

그 확률은 약 1：2,000 내지 1：10,000 정도로 보고되고 있

다.1) 역Trendelenburg 자세를 유지하는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과는 달리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은 두부하강 체위에서 수

술이 진행된다. Wilcox와 Vandam에6) 의하면 두부하강체위

로 인한 생리적 효과는 두부하강의 정도, 환자의 나이, 혈

량상태, 심혈관계통의 질환유무, 마취약제 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강경하 부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측정할 혈역학 요소 중 심박출량을 비침습적으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NICOTM를 사용하 다. NICOTM은 간접 Fick 

방법 중에서 부분 이산화탄소 재호흡법을 이용하는 장비이

며 심박출량 측정에 있어서 온도희석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무엇보다도 침습적인 폐동맥도자를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 장점이다.7,8)

  부분 이산화탄소 재호흡방법은 재호흡되는 이산화탄소의 

구성(composition)변화를 측정하여 심박출량을 계산하는데, 

50초 정도의 재호흡으로는 혼합정맥혈의 이산화탄소 함량

이 변하지 않는다는 관찰을 기초로 한다.9) 따라서 이 방법

은 혼합정맥혈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함량 변화만 측정하면 심박출량을 측

정할 수 있다. 동맥혈 이산화탄소 함량 변화는 동맥혈이산

화탄소분압 변화로 대치될 수 있고 이는 다시 호기말 이산

화탄소분압 변화로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심박출량(Q)은 

이산화탄소 제거율(∆VCO2)의 변화를 호기말 이산화탄소분

압의 변화(∆PETCO2)로 나눈값에 비례한다.
10) 

    Q=∆VCO2/S∆PETCO2

    S=slope of CO2 dissociation curve

  상기 식에서 계산된 심박출량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50초

의 재호흡기 동안에 측정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변화

(∆PETCO2)가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에서

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을 정

확하게 반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들이 있다.11,12) 

따라서 분모인 S∆PETCO2의 오차로 인하여 심박출량 측정

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Gehring 등

은13) 복강경 담낭 절제술시 propofol이 isoflurane에 비해 생

리적 사강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기복 유도 후에 PaCO2- 

PETCO2 경사가 기복 유도 전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이는 propofol로 마취를 할 경우 기복 유도 전이든 기복 유

도 후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가 동맥혈 이산화탄

소분압 변화와 거의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propofol로 

마취한 본 연구에서는 분모인 S∆PETCO2가 동맥혈 이산화

탄소분압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반 하 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방법으로 심박출량을 측정

한 연구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인과적 복강경수술 시

에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분 재호흡법으

로 측정한 심박출량이 온도희석법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Fig. 6. The changes of SVR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SVR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reaching the head-down position and CO2 

insufflation, followed by a slight recovery to near-normal values or 

higher than normal after CO2 deflation. T1: 5 min after intubation, T2: 

10 min after intubation, T3, T4, T5: 0, 10, 20 min after pneum-

operitoneum in head-down position, T6, T7: 0, 5 min after deflation 

in supine position, Group P used propofol for intravenous anesthesia, 

group D used desflurane, group S used sevoflurane for anesthesia.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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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번 연구가 propofol과 흡입마취제인 desflurane과 

sevoflurane의 각 군간의 혈역학적 차이를 비교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혈역학적인 변화는 기복이 된 상태

에서 심박수의 감소, 평균동맥압의 증가, 심박출량의 감소, 

그리고 전신혈관저항의 증가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복 조장 

직후 가장 현저하 다. Johannsen 등의14) 보고에 의하면 부

인과 역에서 단시간의 복강경 수술시 야기되는 혈역학적 

변화의 정도는 평균동맥압이 25% 정도 증감, 심박출량이 

15% 정도 증감 그리고 전신혈관저항이 50% 정도 증감한다

고 하 으며, Chung 등의15) 보고에서도 평균동맥압이 20%, 

심박출량이 25% 그리고 전신혈관저항이 70% 정도 증감한

다고 하 던 바 본 연구에서의 변화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동안의 혈역학

적 변화는 평균동맥압의 증가(35%)와 심박출지수의 감소

(20%) 및 전신혈관저항(65%)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는데16) 

심박출지수의 경우에는 기복을 만든 10분 후에 가장 많은 

감소가 관찰되어 약 50%까지 감소하 다고 한다. 이와 같

은 심박출량의 감소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술시 환

자의 체위가 반대로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따른 것도 하

나의 원인일 수 있다. 즉 Trendelenburg 자세를 취하는 부인

과적 복강경 수술 시에 정맥환류가 증가되나 역Trendelenburg

자세를 취하는 담낭절제술시에는 심박출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17) 정맥환류의 감소로 심박출량의 감

소가 생긴다고 한다. Johannsen 등은14) 15o 두부하강체위를 

취한 후 일회박출량(SV)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 으나 정

상 체액량을 가진 건강한 사람을 15o 두부하강체위를 취하

을 경우 단지 1.8% 정도의 혈액이동이 있을 뿐이며 따라

서 의미있는 혈역학적 변동은 없다고 한다.6) 본 연구에서도 

두부하강체위로 인한 정맥환류량의 증가에 의한 일회박출

량의 증가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 다. 두부하

강체위에 의한 정맥환류의 효과보다는 전신혈관 저항의 증

가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후부하 증가에 의해서 일회박

출량의 감소되었다고 보여진다.

  심박출량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다.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인자가 정맥환류량, 심근수축력, 후부

하 등이라고 할 때, 정맥환류량의 감소는 곧 심박출량의 감

소로 나타난다.18) 동물실험에서 복압을 증가시킬 때 하지 

대퇴정맥의 압력이 증가되고 말초혈액의 저류가 생기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는데19) 복강경 수술시 복압의 증가는 정맥

환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부하강체위를 

유지하는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의 체위와 복압 상승은 각

각의 정도에 따라 서로 상쇄되어 정맥 환류량의 변화가 없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맥환류량은 두부 하강 체위를 유지

하는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과 두부상승체위를 취하는 담낭

절제술 사이에 심박출량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 중 

한 요소에 해당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혈역학적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전

신혈관저항의 증가 다. 전신혈관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는 catecholamine, prostaglandine, renin-angiotensin sys-

tem, vasopressin 등이 있다.20) 이중 vasopessin은 복압이 10 

mmHg 증가될 때 약 5배 정도 수치가 올라가며, 이러한 증

가는 복압과 흉곽 내압의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한

다.21) Johannsen 등은 복강 내로 CO2를 주입할 때 전신저항

이 증가되는 이유로 대동맥의 압박과 교감신경계의 활성에 

따른 소동맥의 수축 그리고 정맥 저항의 증가로 설명하

다. 그리고 이러한 전신혈관저항의 증가가 심박출량의 감소

로 나타난다.16) Chung 등의 연구에서는15) 복강경 수술시에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정맥환류의 감소와 전신혈

관저항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심박동수나 일회

박출량의 변화는 미미하고 전신혈관저항은 상당히 증가된 

면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hung 등의 연구

에서와 같이 정맥환류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 증거가 불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ist 등에 의하자면,22) 복강

경적 하복부 수술은 받은 여성에서 기복과 환자의 체위가 

전부하 및 내장혈류에 미치는 향에 관한 보고에서 복강

내압력을 15 mmHg 유지하면서 두부하강체위시에서 경식도 

초음파로 우심수축말기면적(right ventricular end-systolic area)

과 좌심확장말기면적(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area)을 측

정한 결과 우심수축말기면적 55% 증가하고 좌심확장기말면

적 45.5% 증가되었고, 경질식 초음파로 복강내 common iliac 

vein의 내경이 22%까지 감소된 연구를 통해 기복으로 인해 

압박된 내장 혈류가 흉강내로 이동되어 전부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전부하의 증가는 정맥환류

로 이어지고 이는 정맥환류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정맥환류의 증가로 인해 반사적으로 두부하강

체위 직후에 심박동수의 감소가 P군과 D군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심박출량이 감소한 원

인은 정맥환류가 증가된 정도보다 전신혈관저항이 더 유의

하게 증가된 것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흉강내에 있는 심장

과 폐혈관 쪽에 울혈이 증가된 상태로 된다. Kashtan 등은23) 

우심방압이 낮은 경우에는 복압상승시 정맥환류가 감소되

나 우심방압이 높은 경우 정맥환류가 증가된다고 하 다. 

이 같은 사실은 복강경 수술시 환자의 체액량이 혈역학적

인 변화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Rosen 등의24) 보고에 따르면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에서 

기복을 하지 않은 앙와위 자세에서 대퇴 정맥의 최대수축

정맥속도(peak systolic venous velocities, PSVV)는 23.1 cm/s, 

기복을 하지 않은 두부하강자세에서는 31.5 cm/s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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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기복 조장 후 두부하강자세에서는 15.9 cm/s로 유의

하게 감소함을 보고하 다.

  심박출량이 감소하 음에도 평균동맥압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신혈관저항의 증가(최고 56.8%)가 심박출량 감소치

(최고 19.4%)보다 의미있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부하강체위로 부인과적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

자의 마취관리에 있어 적절한 혈역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박출량의 감소 비율을 줄이면서 전신혈관저항

을 적절히 조절해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 desflurane 그리고 sevoflurane의 차

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 Propofol은 일회박출량이나 심박출

량의 감소 없이 전신혈관저항의 감소로 동맥압의 감소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propofol

을 전신마취제로 사용한 P군의 경우에는 다른 두 군에 비

하여 유의한 심박수 감소, 심박출량 감소, 일회박출량 감소, 

심박출계수 감소 그리고 전신혈관저항 증가를 보 다. 이러

한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원인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혈역

학적 측정을 위해 사용된 NICO Sensor (Novametrix Medical 

System INC., USA)로는 전신혈관저항을 측정할 수 없어서 

계산식(혈압 = 심박출량 × 전신혈관저항)으로 전신혈관저

항을 구했는데, 여기서 세 군간에 평균혈압의 증가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P군의 심박출량이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

라 상대적으로 전신혈관저항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전신혈관저항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

정맥압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어야 하지만 비교적 비침습적

이면서 짧은 수술에서 침습적인 중심정맥 도관을 삽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심정맥압에 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배재된 오류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요인들 중 가

장 큰 것으로는 환자의 술전 금식 기간에 따른 환자 간의 

체액량 상태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수술 시간이 이른 오전 시간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

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중요한 인자로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NICO 

Sensor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관 삽관 직후부터 혈역

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마취약제가 작용하기 이

전의 초기 기준값을 얻지 못해 이로 인해 생기는 오류 또

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혈역학적 감시 장치, 

thoracic bioimpedence의 경우는 마취약제가 작용하기 이전의 

기준값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복강내로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복강경하 부인과적 수

술 전기간에 걸친 혈역학적인 변화, 특히 복강내로 가스 주

입 시 전신혈관저항과 평균동맥압의 상승 및 심박출량의 

감소, 심장지수의 감소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혈역학

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로는 술 전 환자의 체액량과 수

술시 환자의 체위, 기복, 마취 전 투약 및 수술시 사용하게 

되는 마취약제 등 여러 가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술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감

시 장치인 심전도와 혈압만으로는 증가된 전신혈관저항이

나 혹은 감소된 심박출량을 인지할 수가 없으며, 특히 술 

전에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가 부인과적 수술을 위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심박출량이나 전신혈관저항 

등을 포함한 좀 더 신중한 감시가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부인과적 복강경하

수술시 전신 마취 방법에 따라 혈역학적 변화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sevoflurane, desflurane 그리고 propofol을 사용

한 모든 군에서 기복조장 및 두부하강체위에서 유의한 심박

수 감소, 평균동맥혈압 증가, 심박출량 감소, 일회박출량 감

소, 심박지수 감소 그리고 전신혈관저항 증가를 보 다(P ＜ 

0.05). 이러한 혈역학적인 변화는 평균동맥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ropofol을 사용한 P군이 더 유의한 변화를 보

다(P ＜ 0.05).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혈역학적인 변화들은 모

두 정상 범주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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