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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마취하 제왕절개술 시 저혈압 발생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유해한 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유해한 향으로

는 자궁․태반 혈류의 감소, 태아 산증, 저혈압으로 인한 

산모의 증상들(오심, 구토, 어지럼증, 의식소실 등)이 있

다.1,2) 그래서 저혈압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액의 전부하, 

자궁의 좌측 전위와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

지만 저혈압의 발생을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임상에

서는 승압제가 자주 요구된다.2,3) 

  앞선 보고에서 임신한 양을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β- 

adrenergic agonist인 ephedrine이 다른 승압제들에 비해 자궁 

혈류를 유지하면서 모체의 혈압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4) 산과 마취에서 승압제

로는 ephedrine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승압제에 비해 ephedrine이 산모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동물이 아닌 사람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태아 산증에 있어서 다른 약제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1-3,5)

  최근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 마취

에서 phenylephrine이 저혈압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며,1) 또 다른 연구에서는 ephedrine과 phenylephrine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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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spinal anesthesia for cesarean section.  But recent studies reported that phenylephrine was more effective f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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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This study compared ephedrine 2 mg/min infusion with 6 mg bolus (n = 30), phenylephrine 33.3μg/min infusion 

with 50μg bolus (n = 30), and ephedrine combined phenylephrine with half the dose infusion rate & bolus (n = 30).  Hypotension, 

defined as systolic blood pressure less than 100 mmHg and less than 80% of baseline, was treated with additional bolus injection. 

  Results:  In ephedrine group, the number of bolus given for hypotension was larger than other groups (P ＜ 0.001), the incidence 

of hypotension was also higher than other groups (P = 0.02).  The heart rate was lower in phenylephrine group than other groups, 

but bradycardia which needs to be treated didn't occur.  Umbilical blood gas analysis and Apgar score were similar for three 

groups, but only one patient in ephedrine group had fetal acidosis (pH = 7.130).  Nausea and vomiting were more frequent in 

ephedrine group than other groups.

  Conclusions:  In our study, giving phenylephrine alone was more effectiv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maternal 

hypotension and nausea & vomiting than giving ephedrine alone or combined phenylephrine.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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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투여하는 것이 ephedrine 단독 투여에 비해서 척추마취 

하 계획 제왕절개술에서 산모의 저혈압의 빈도를 줄여주고 

제대혈 pH도 더 높게 측정된다는 보고도 있다.3) 하지만 

phenylephrine이 고농도에서 산모의 서맥을 유발했다는 보고

가 있으며,6) 또한 α-adrenergic effect로 인한 자궁 혈류 감

소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ephedrine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

지는 않고 단지 ephedrine으로 해결되지 않는 저혈압의 경우

에서만 phenylephrine을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7)

  이에 저자들은 척추마취 하 계획 제왕절개술에서 ephedrine 

단독, phenylephrine 단독, 그리고 ephedrine과 phenylephrine를 

같이 투여해 보고 산모의 저혈압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비교해 보고, 더불어 신생아의 

Apgar score와 제대혈 pH를 측정하여 각 방법이 태아에게 

미치는 향도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척추마취하에 계획된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는 제태 기간 

37주 이상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과 2의 산모 

90명을 대상으로 본원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 산모에게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척추마취에 금기가 있거나 키 150 cm 이하, 몸무게 90 kg 

이상이거나 태아 곤란증, 당뇨,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다태아 임신, 기저 심장 질환 등이 있는 산모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전 처치를 특별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대기실 도착 후 마

취 유도 전까지 15분 이내에 lactated Ringer's solution 10 

ml/kg을 빠르게 정주하 다. 수술실 내로 환자를 옮긴 후 

지속적인 심전도, 비침습적 동맥압(Lifescope 14MU, NIHON 

KOHDEN, Japan), 맥박산소포화도 등의 기본적인 환자 감시

를 시행하 으며 산모가 수술대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었

다고 판단되었을 때 1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혈압 및 맥

박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기준치로 삼았다.

  척추마취는 좌측 측와위 하에 L3-4 혹은 L4-5 요추 간에서 

25 gauge Quincke needle로 요추 천자를 시행하 다. Needle

을 통해 뇌척수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0.5% 고비중 

bupivacaine (Marcaine HeavyⓇ, AstraZeneca AB, Sweden) 10 

mg과 fentanyl (펜타닐Ⓡ, 하나제약, 대한민국) 10μg을 섞어

서 주입한 후, 즉시 앙와위로 눕히면서 좌측 자궁 전위를 

위해서 산모의 우측 허리에 쐐기(wedge)를 대어 주었다.

  척추마취 후 10분간은 1분 간격으로 다음 10분간은 2분 

간격으로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 다. 수축기 혈압이 마취 

전에 측정한 기준치보다 80% 이하인 경우나 100 mmHg 이

하인 경우를 저혈압이라 규정하 고 맥박은 50회/min인 경

우를 서맥으로, 120회/min인 경우를 빈맥으로 규정하 다.

  모든 환자는 수액로에 three way stopcock을 연결해서 sy-

ringe pump (TERUMOⓇ, Terumo Corporation, Japan)를 연결

하 다. 90명의 환자를 30명씩 무작위로 나누어 척추마취 

직후에 각 군별로 예방적으로 일회 주입량을 정주하고, 이

어서 즉시 각 군 별로 따로 혼합한 실험 약제를 지속 주입

하기 시작하 다. 첫 번째 군은 일회 주입량으로 ephedrine 

(염산에페드린Ⓡ, 대원제약, 대한민국) 6 mg을 정주한 후, 총

용량 20 ml가 되도록 60 mg의 ephedrine을 생리 식염수에 

혼합해서 지속 주입하 다(E 군; n = 30). 두 번째 군은 일

회 주입량으로 ephedrine 3 mg과 phenylephrine (염산페닐에

프린Ⓡ, 하나제약, 대한민국) 25μg을 혼합하여 정주한 후, 

총용량 20 ml가 되도록 30 mg의 ephedrine과 0.5 mg의 phenyl-

ephrine을 생리 식염수에 혼합하여 지속 주입하 다(EP 군; 

n = 30). 그리고 마지막 군은 일회 주입량으로 phenylephrine 

50μg을 정주한 후 총용량 20 ml가 되도록 phenylephrine 1 

mg을 생리 식염수와 혼합하여 지속 주입하 다(P 군; n = 

30). 지속 주입 속도를 모두 40 ml/hr로 하여서 결국, E 군

은 ephedrine 2 mg/min, E + P 군은 ephedrine 1 mg/min & 

phenylephrine 16.6μg/min, P 군은 phenylephrine 33.3μg/min

의 속도로 주입하 다. 지속 주입에도 불구하고 저혈압이 

발생하면 각 군의 일회 주입량을 다시 투여하 고 서맥인 

경우엔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하 다.

  최고 감각 차단 높이는 척추마취 시행 후 20분 후에 차

가운 알콜 솜을 이용한 냉각으로 측정하 으며 5-10분 내

에 T4 내지는 T6 높이까지 감각이 차단된 후 수술을 시작

하도록 하 다. 척추마취 후 태아 분만까지는 심한 호흡 곤

란이 있거나 맥박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산모에게 산소 투여를 하지 않았으며, 산소를 투여한 

경우에는 실험에서 제외하 다.

  이상의 모든 마취 과정은 1명의 숙련된 마취 통증 의사

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요추 천자 후 약제를 주입하는 시

점을 마취 시작으로 정의하고 이 시간부터 피부 절개까지

의 시간, 마취 시작부터 분만까지의 시간, 자궁 절개부터 

분만까지의 시간을 각각 측정하 다.

  제대의 double-clamped segment에서 집도의가 제대 동맥혈

과 정맥혈을 각각 채취하여 즉시 혈액가스 분석(i-STATⓇ, 

i-STAT corporation, USA)을 시행하 으며, 척추마취 15분 정

도 경과 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

우 실험 약제의 지속 주입을 중단하 다. 측정된 혈액 가스 

분석에서 pH는 7.2 이하를 산증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분

만 1분 및 5분 후 신생아의 Apgar score도 각각 측정하 다.

  척추 마취 후 부작용으로 산모에서 오심이나 구토가 생

길 수 있는데, 오심이나 구토가 없는 경우를 0, 오심만 생

긴 경우를 1, 오심과 구토가 동반된 경우를 2라고 정의하고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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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분석

은 SSPS 한 판(version 10.0)을 이용하 다. 혈압 및 심박수

의 군내의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Dunn test

를 이용하 고, 군간 비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

다. 나머지 수치들은 one-way ANOVA with Turkey test로 비

교하 으며, P ＜ 0.05인 값을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

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각 군의 환자들의 나이, 키, 몸무게, 임신 주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마취 시작부터 피부 절개까지의 시간, 마

취 시작부터 분만까지의 시간, 자궁 절개부터 분만까지의 

시간, 그리고 측정한 최고 감각 차단 높이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각 군의 기준치 혈압과 맥박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수축기 혈압은 P 군에서는 마취 시작 후 4-5분, 

EP 군은 2-5분, E 군은 2-8분에서 기준치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으며 세 군 간의 비교에서는 E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3-7분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특히 4분 정도에 가장 

낮다(Fig. 1). 이완기 혈압은 세 군 모두에서 모든 시간대에

서 기준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세 군 간의 비교에서

는 E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3-8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Fig. 2). 저혈압으로 인해 일회 주입량을 준 횟수는 E 군에

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특히 E 군에서 1명이 9번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저혈압 발생률도 P 군(30%)과 EP 군(20%)에 

비해 E 군(53.3%)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맥박수는 최고 맥박수와 최소 맥박수 모두 P 군에서 유

의하게 낮았지만(Table 2),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서맥은 발생

하지 않았다. E 군과 EP 군에서는 시작하고 10분까지 기준

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반면에 P 군에서는 시작하고 12

Table 1. Demographic Data, Anesthet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group EP group E group
(n = 30)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ight (cm) 158.5 ± 6.3 161.3 ± 3.7 158.9 ± 5.4

Weight (kg)   68.3 ± 10.4  70.9 ± 8.5  69.2 ± 9.5

Age (year)  32 ± 4  32 ± 4  30 ± 3

Gestational age (weeks)   38 ± 0.7   38 ± 0.8   38 ± 0.7

SA to SI (min)   8 ± 1   7 ± 1   8 ± 2

SA to delivery (min)  14 ± 1  14 ± 1  15 ± 2

UI to delivery (sec)   53 ± 36   49 ± 27   64 ± 22

Max. sensory
T4 (T2-T6) T4 (T2-T6) T4 (T1-T6)

 block leve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 is expressed as mean (range). 
P group: phenylephrine, EP: ephedrine with phenylephrine, E: ephed-
rine. SA: spinal anesthesia, SI: skin incision, UI: uterine incision.

Table 2. Maternal Complication Baseline Blood Pressure & Heart Rat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group EP group E group
(n = 30)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number

0.57 ± 1.2 0.2 ± 0.4 2.13 ± 2.6
†

 of bolus given

Incidence
9/30 (30%) 6/30 (20%) 16/30 (53.3%)

†

 of hypotension*

Maximum heart rate
87.3 ± 21.6‡ 105.4 ± 19.7 114.7 ± 12.0

 (bpm)

Minimum heart rate
59.8 ± 8.0

‡
69.3 ± 11.9 74.1 ± 12.2

 (bpm)

3/30 2/30 11/30
Nausea & vomiting*

(10%) (6.7%) (36.7%)
†§

Base systolic blood
131.4 ± 11.5 135.9 ± 11.8 133.0 ± 9.7

 pressure (mmHg)

Base diastolic blood
73.6 ± 10.4 74.8 ± 11.9 73.6 ± 8.1

 pressure (mmHg)

Base heart rate (bpm) 79.3 ± 14.9 82.8 ± 10.1 84.0 ± 8.8

5/30 6/30 13/30
Incidence of tachycardia*

(16.6%) (20%) (4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 is expressed as ratio (per-
centage). P group: phenylephrine, EP: ephedrine with phenyle-
phrine, E: ephedrince. 

†
: E group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groups, ‡: P group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groups, 

§
: one patient have both nausea and vomiting.

Fig. 1. Systolic blood pressure in ephedrine group is lower than other 

groups at 3-7 minute. P group: phenylephrine, EP group: ephedrine 

combined phenylephrine, E group: ephedrin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 P ＜ 0.05 vs baseline, †: P ＜ 0.05 vs P group and E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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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까지 기준치보다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Fig. 3). E 군

과 EP 군에서는 5분가량에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P 군에

서는 4-5분에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빈맥은 E 군

에서 43.3%로 가장 많이 발생하 다(Table 2).

  제대혈 pH, PCO2, basal excess는 동맥과 정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pgar score도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E 군에서 1명의 산모가 제대 

동맥혈 pH가 7.130으로 태아 산증을 나타내었다(Table 3). 

다른 두 군과는 달리 E 군에서는 제대 동맥혈 pH가 PaCO2

와 PvCO2의 차이와 음의 관계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주

었다(Fig. 4).

  오심 및 구토는 E 군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 으며, P 군은 10%, EP 군은 6.7%, 그리고 E 

군은 36.7%에서 각각 발생하 다(Table 2). 구토는 E 군에서 

1명이 발생하 으나 이 경우 산모에서 저혈압은 발생하지 

않았고, 저혈압으로 인해 일회 주입량을 준 횟수와 오심 및 

구토의 발생도 특별한 연관성은 없었다(Fig. 5).

고      찰
 

  계획된 제왕절개술에서 척추 마취는 경막외 마취에 비해 

부적절한 마취의 빈도가 낮고 신속한 작용 발현이 가능하

며 전신 마취 시 유발될 수 있는 산모의 폐흡인, 기관내 삽

관 곤란 및 마취 약제에 의한 신생아 억제 등의 문제를 피

할 수 있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8) 하지만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술에서 산모의 저혈압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 

빈도에 대해 Choi 등은9) 0.5% bupivacaine 8, 10, 12 mg을 

fentanyl 10μg과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45-60%에서 저혈압

이 발생했다고 보고하 고, Ngan Kee 등은10) 0.5% bupiva-

caine 10 mg과 fentanyl 15μg을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95%

에서 저혈압이 발생했다고 보고하 다. 일반적으로 척추 마

취 시에 국소 마취제와 마약 제제를 같이 사용하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충분한 마취 심도를 얻으면서, 사용되는 국

소 마취제의 용량 감소로 교감 신경의 차단이 줄어들어 부

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 으므로 이상의 결과들도 국소 

Fig. 2. Diastolic blood pressure in ephedrine group is lower than other 

groups at 3-8 minute. P group: phenylephrine, EP group: ephedrine 

combined phenylephrine, E group: ephedrin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 P ＜ 0.05 vs baseline, 
†
: P ＜ 0.05 vs P group and EP 

group.

Fig. 3. Heart rate in phenylephrine group is lower than other groups 

through whole time. P group: phenylephrine, EP group: ephedrine 

combined phenylephrine, E group: ephedrine, HR: heart rate, bpm: beat 

per minute. *: P ＜ 0.05 vs baseline, †: P ＜ 0.05 vs E group and 

EP group.

Table 3. Fetal Blood Gas Analysis & Neonatal Outco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group EP group E group
(n = 30)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UA pH (mmHg)    7.34 ± 0.03   7.34 ± 0.03    7.33 ± 0.05

†

UA PCO2 (mmHg)   46.0 ± 4.3  45.1 ± 5.2  49.1 ± 8.9

UA basal excess
-1.81 ± 2.0 -2.21 ± 1.73 -1.33 ± 1.99

 (mEq/L)

UV pH (mmHg)    7.37 ± 0.02   7.38 ± 0.04   7.37 ± 0.05

UV PCO2 (mmHg)   40.8 ± 2.6  39.1 ± 4.3  42.9 ± 5.1

UV basal excess
 -2.11 ± 1.32 -2.19 ± 1.13   0.14 ± 8.68

 (mEq/L)

Apgar score at 1 min*   8.7 (7-10)   9 (7-10)   8.9 (6-10)

Apgar score at 5 min*   9.5 (9-10)  9.8 (8-10)   9.7 (9-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 is expressed as mean (range). 

P group: phenylephrine, EP: ephedrine with phenylephrine, E: ephedrine. 

UA: umbilical artery, UV: umbilical vein, 
†
: one patient have fetal 

acidosis (pH ＜ 7.20).



 정순우 외 5인：Ephedrine과 Phenylephrine 주입

339

마취제에 의한 저혈압의 발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모

에서 발생한 저혈압으로 인하여 산모에서는 오심, 구토, 어

지럼증, 의식소실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태아에서

는 태아 산증, 저산소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2) 

따라서 저혈압의 빈도와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 수액의 

전부하, 자궁의 좌측 전위, 하지 거상과 같은 보조적인 방

법이 사용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7,11,12) 부가적

인 승압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2,3) 

  1974년 Ralston 등이4) 임신한 암양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서 순수한 α-adrenergic agonist들에 비해서 β-adrenergic effect

가 강한 ephedrine이 자궁 혈류를 가장 잘 유지시켜 준다고 

보고한 후 ephedrine은 산과 마취에서 가장 좋은 승압제로 

여겨져 왔다.13,14) 아울러 Eisler 등은15) 분만 전에 투여한 β

2-adrenergic agonist로 인하여 신생아에 있어서 폐 순응도

(lung compliance)의 증가, 기도 저항 감소, 호흡 횟수의 감

소, 저혈당의 위험성 감소 등의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ephedrine이 산과 마취에서 

가장 선택적인 약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King과 Rosen은16) ephedrine 일회 주입량(10 mg)과 in-

fusion (20 mg) 모두에서 약 50%에서 저혈압이 발생하여 

ephedrine이 예방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 으며, Tsen 등

은17) ephedrine 일회 주입량(10 mg)을 주었을 때 70%의 산

모에서 저혈압이 발생하여 저혈압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Ngan Kee 등은10) ephedrine 10 mg과 20 

mg의 일회 주입량에서는 각각 85%, 80%에서 저혈압이 발

생하여 예방에 효과가 없었으며 30 mg의 일회 주입량에서

만 35%로 저혈압 발생률을 낮추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Tong과 Eisenach가14) 동물 실험을 통해 α-adrenergic 

Fig. 4. (A) PaCO2-PvCO2 and umbilical arterial pH in phenylephrine 
group are not correlated. (B) PaCO2-PvCO2 and umbilical arterial pH 
in ephedrine-phenylephrine group are not correlated. (C) PaCO2- 
PvCO2 and umbilical pH in ephedrine group are correlated with r = 
0.72. Only one patient in ephdrine group have low umbilical arterial 
pH (＜ 7.20).

Fig. 5. Number of bolus given for treatment of hypotension is not 

correlated with number of patients who have nausea or vomiting. N/V: 

nausea and vomiting (0: none, 1: nausea only, 2: nausea and vo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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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ist인 metaraminol에 비해서 ephedrine이 자궁 혈류를 더 

잘 유지시켜 준다고 보고하 으나,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 산모에서 측정한 자궁 혈류는 meta-

raminol과 ephedrine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8)

  이렇게 ephedrine의 효과에 있어서 논란이 생기면서 ephe-

drine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들이 연구되어 왔다. Vincent 등

은19) Angiotensin II infusion이 산모의 빈맥이나 태아 산증을 

억제하면서 산모의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는 좋았지만 현실

적으로 임상에 두루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하

고, Ngan Kee 등은18) metaraminol과 ephedrine 간의 혈압 조

절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또한 최근에는 α-adrenergic 

agonist인 phenylephrine을 사용한 실험들에서도 ephedrine과 

비교해서 산모의 혈압 조절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

는데,2,20) Cooper 등은1) phenylephrine군과 ephedrine군 그리고 

phenylephrine-ephedrine 혼합군 모두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이 

유사하 다고 보고하 다. 뿐만 아니라 Mercier 등은3) ephed-

rine-phenylephrine 혼합군에서 37%, ephedrine군에서 75%로 

phenylephrine을 혼합한 경우 오히려 저혈압이 적게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ephedrine-phenylephrine 혼합 약제를 

포함하여 ephedrine과 phenylephrine을 모두 실험해 보기로 

하 다. Cooper 등이1) 실험하 던 phenylephrine 33μg/min과 

ephedrine 1 mg/min의 주입 속도와 Mercier 등이3) 실험하

던 ephedrine 2 mg/min의 주입 속도를 참고하여, phenyl-

ephrine 33μg/min과 ephedrine 2 mg/min 그리고 혼합군은 각 

군의 절반의 용량으로 본 실험을 계획하 다. 그 결과, P 

군과 EP 군에 비해 E 군에서 저혈압으로 인해 일회 주입량

을 준 횟수와 발생률 모두에서 E 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phenylephrine이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 마취에서 발생하는 저혈압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척추 마취 후 6분 전후로 모

든 군에서 저혈압의 발생률과 강도가 가장 심하게 나왔으

므로 초회 주입량(bolus)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

다. 하지만 일회 주입량의 용량이 늘어나면 반응성 고혈압

(reactive hypertension)과 같은 약제의 부작용도 늘어날 수 있

으므로 임상에서는 신중하게 초회 주입량의 용량이나 초반 

주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동물 실험에서 α-adrenergic agonist가 자궁 혈류를 

감소시킨다는 보고 이후,4) 이런 약제는 자궁 혈류의 감소를 

통해 태아의 저산소증 내지는 태아 산증을 유발할 가능성

이 높다고 여겨져 산과 마취에서 α-adrenergic agonist은 ephed-

rine에 반응하지 않는 저혈압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

는 것이 추천되어 왔다.7,13)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제대혈 pH는 ephedrine에 비해서 오히려 α-adrenergic agonist

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1,2,6,18) Mercier 등

은3) ephedrine-phenylephrine 혼합 약제에서도 ephedrine에 비

해 제대혈 pH가 높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군의 제대 동맥혈과 정맥혈 pH는 모두 비슷하 으며 단

지 E 군에서 태아 산증(제대 동맥혈 pH = 7.130)이 1명 발

생하 다. 이 1명의 경우에 신생아의 Apgar score는 1분에 8

점, 5분에 10점으로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산모에서 

저혈압의 발생이 9분 정도로 다소 길었으며, 제대 동맥과 

정맥혈 PCO2의 차이[P(a-v)CO2]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LaPort 등은21) 사람에서 산모를 통해 주입된 ephedrine

은 태아에게 향을 미쳐 태아의 심박수와 catecholamine 수

치를 높인다고 하 으며, Eisler 등은15) 제왕절개술 2시간 전

에 산모에게 β2-adrenergic stimulant를 주면 태아의 대사성 

산증을 초래한다고 하 다. 또한 Cooper 등은1) P(a-v)CO2

와 태아 산증이 매우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

는데, 저자들은 그 결과를 ephedrine의 β-adrenergic stimula-

tion에 의해 이차적으로 태아 대사가 증가하고 이에 의해 

P(a-v) CO2가 증가하며, 따라서 태아 산증이 증가하 다고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도 다른 두 군과는 달리 ephedrine 

군에서 제대 동맥혈 pH가 P(a-v)CO2와는 연관성이 있었지

만 태아 산증이 단지 1명에서만 발생하여서 태아 산증과의 

연관성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연구에

서는 태아 산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 5분 Apgar 

score는 모두 양호하여서 태아 산증이 신생아의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세 군 전체의 Apgar score도 역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제대 동맥혈 pH

보다 Apgar score가 신생아의 예후에 더 나은 지표가 된다

고 보고되고 있으므로22) 임상에서 ephedrine이나 phenylephrine 

중 어느 약제도 태아에게 더 해롭거나 이득이라고 말하기

는 어렵다. 

  대개의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 마취 시에 T4 정도의 높

은 수준의 감각 신경 차단은 심장으로의 교감 신경 차단을 

일으켜서 서맥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ephedrine을 사용할 

경우 β-adrenergic effect로 이런 효과를 상쇄시켜서 서맥이 

드러나지 않지만 phenylephrine은 이런 작용이 없어서 서맥

이 생길 수 있다. Hall 등은23) 저혈압의 치료를 위해 phenyl-

ephrine을 반복해서 투여한 산모 2명에서만 서맥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으며 다른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서맥은 매

우 드물게 발생하 다. 하지만 예외로 Thomas 등은6) 50%의 

산모에서 서맥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으나 이는 phenyl-

ephrine의 용량이 많았으며(600μg) 서맥의 기준 또한 60회/ 

min 이하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Mercier 등은3) 서맥

은 ephedrine과 phenylephrine을 혼합한 군에서 단 1명에서만 

발생하 고 오히려 ephedrine 군에서 생기는 빈맥을 ephed-

rine과 phenylephrine을 혼합한 군에서는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빈맥이나 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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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기 위해서 ephedrine과 phenylephrine의 혼합 약제를 같

이 실험하여 보았는데, P 군에서 최대 맥박수와 최소 맥박

수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50회/min 이하의 서맥은 세 군 모두에서 생기지 않았

으므로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지는 않았다. 반면에 E 군에서

는 EP 군이나 P 군에 비해 산모에서 빈맥이 더 자주 발생

하 다. Gajraj 등은24) 제왕절개술을 위해 척추 마취를 시행

한 산모에서 저혈압과 함께 supraventricular tachycardia가 쉽

게 발생하는데, 이를 ephedrine보다 phenylephrine으로 효과적

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경험을 보고하 다. 따라서 phenyl-

ephrine이 제왕절개술을 위해 척추 마취를 시행한 산모에게

서 발생하기 쉬운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을 예방함에 있

어서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 마취 시 산모에서 오심과 구토

가 많이 발생하 는데 유발 원인으로는 일차적으로 T5 이

상의 차단으로 인한 vagal tone의 증가로 인한 위장관계 항

진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며 그밖에 저혈압 등이 관련

이 있다고 한다.25,26) Liguori 등은27) 심장의 전부하가 감소하

면 반사적으로 vagal tone이 증가할 수 있으며, β-adrenergic 

stimulation이 있으면 이런 반사 작용이 좀 더 잘 일어난다

고 하 는데, 심장 전부하의 감소는 척추 마취 하 제왕절개

술에서 혈관 확장과 대정맥 압박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

게 된다. Cooper 등은1) phenylephrine의 사용이 ephedrine의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β-adrenergic stimulation을 막으며, 또

한 α-adrenergic agonist로써 효과적인 혈관 수축 작용을 함

으로써 이런 vagal tone의 반사적인 항진을 막을 수 있어, 

phenylephrine 군에서 오심 및 구토가 적게 발생했을 것 같

다고 보고하 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저혈압을 생각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도 저혈압이 많이 발생한 E 군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서 오심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 고, E 군에

서만 1명이 구토까지 발생하 다. 하지만 저혈압의 발생 정

도와 오심 및 구토 발생률에서 보듯이 구토까지 생긴 1명

의 경우 저혈압은 생기지 않았으며 나머지 오심 발생도 저

혈압의 발생과 연관성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vagal tone

의 반사적인 증가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phenylephrine 군이 ephedrine 군

보다 유의하게 저혈압 예방 효과가 있었고 phenylephrine을 

사용한 군에서 오심 및 구토 발생률도 유의하게 낮았다. 또

한 세 군에서 태아의 제대 동맥혈 pH와 Apgar score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ephedrine 군에서 태아 산증이 1명 

발생하 다. 그리고 ephedrine과 phenylephrine을 혼합한 군은 

ephedrine 군보다 저혈압 예방이나 오심 및 구토 억제에는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으나 phenylephrine 군에 비해서는 특

별한 이득이 없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듯

이 phenylephrine이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마취 시 산모의 

저혈압 예방 및 치료에 ephedrine을 보조하는 지금까지의 역

할과 함께 향후 ephedrine을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산모와 태아

에 가장 적절한 용량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태아 곤란증, 

임신성 고혈압 등의 문제를 가진 산모와 태아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용량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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