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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입마취와 경막외마취의 병용은 전신마취하 수술 시 수

술자극에 의한 교감신경계 항진을 억제시키고 심근 산소균

형 개선 및 전신마취제의 사용량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되

고 있으며
1,2)
상복부 장관 수술 시에는 수술 후 장폐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3,4)
수술 부위인 장 조직의 산소화 및 혈

류를 개선하여 문합부 누출을 줄여주는
5,6)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복부 수술을 위한 경막외마취에는 고위 흉

추 경막외마취가 요구되어 요추 경막외마취에 비해 심한

심혈관계 변화가 야기될 수 있으며,
7)
더욱이 대부분의 흡입

마취제는 심혈관 억제 작용이 있어 따라서 흡입마취와 흉

추 경막외마취를 병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억제 작용이 상

승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8)

Sevoflurane은 빠른 유도와 각성, 적은 심혈관 억제작용

등의 장점을 가진 흡입마취제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근수축력에 대해서는 isoflurane과 유사한 억제작

용을 나타낸다.
9)
Ropivacaine은 amide계 국소마취제로 다른

국소마취제에 비해 운동신경 차단보다 감각신경 차단이 우

수한 특징을 지니며 bupivacaine에 비해 심혈관계 억제 작용

이 비교적 적어 경막외마취 및 수술 후 통증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하는 흡입마취제의 종류, 농도 및 국소마취제

The Cardiovascular Effects of Thoracic Epidural Injection of Ropivacaine during Sevoflurane Gener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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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TEA) combined with general anesthesia is commonly used in major upper abdominal

surgery. The advantages of this method is the suppression of the perioperative stress response, the improvement in endocardial perfusion,

and the reduction of myocardial oxygen consumption, postoperative morbidity and mortality. In particular, this method reduces the level

of postoperative ileus and intestinal anastomosis leakage during gastrointestinal surgery.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evere

cardiovascular depression using this combination method. This study evaluates the cardiovascular effects of extensive TEA combined

with sevoflurane general anesthesia.

Methods: Fifty patients scheduled subtotal gastrectomy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fter administering a bolus injection of

20 ml of 0.375% ropivacaine through an epidural catheter during sevoflurane general anesthesia, mean arterial pressure, heart rate,

stroke volume, cardiac output, and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measured by Hemosonic (HemoSonic
TM
100, Arrow, USA) every

5 minutes over a 30-minute period after the injection.

Results: All the data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from 5 minutes after the epidural bolus injection except for the stroke

volume, but that was not important clinically.

Conclusions: A thoracic epidural injection of 20 ml of 0.375% ropivacaine can be used safely during sevoflurane anesthesia

without severe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during upper abdominal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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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농도, 용량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에 대한 결과들

이 서로 상이하고 명확히 확립된 바가 없어 저자들은 sevo-

flurane 마취 중 흉추 경막외강으로 ropivacaine을 투여 시 심

혈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하에 개복 위부분절제술이 예정된 환자 중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는 환자 50명을 대상

으로 하 다. 기왕력상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본

원 임상 연구 윤리 위원회의 승인하에 마취 전 환자를 방

문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환자에

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환자의 나이, 성별, 체

중, 신장은 Table 1과 같았다.

마취유도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mg 및 midazolam 2

mg 근주로 마취 전투약하고, 수술실 도착 후 비침습적 동

맥압, 심전도,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등의 기본적인 감시

를 하 다. 좌위 하에 제 6-7 혹은 7-8번 흉추간을 17 게

이지 Tuohy 바늘로 정중법으로 시술하여 1.5-2 ml의 공기

를 이용한 저항 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하 다. 19 게

이지 카테터를 두부 쪽으로 약 5 cm 전진한 후 혈액이나

뇌척수액의 흡인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용량으로 0.375% ro-

pivacaine 3 ml에 1：20만 epinephrine을 혼합한 약제를 카테

터를 통해 주입하여 혈관 내 혹은 거미막하 주입 유무를

확인한 후 카테터를 고정하 다. 환자를 앙와위로 한 후 전

신마취유도로 lidocaine 0.7 mg/kg, propofol 2 mg/kg, rocuro-

nium 1 mg/kg을 정주한 후 기관내 삽관을 하 고, O2 (2

L/min)-N2O (2 L/min)-sevoflurane (1.5-2.5 vol%)으로 마취유

지를 하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35 ± 3 mmHg의

정상범위가 유지되도록 조절하 고, 맥박산소포화도는 98-

100%의 정상범위를 유지하도록 하 다.

마취유도 전부터 혈압, 맥박수, 심전도를 통한 심장리듬

과 부정맥 발생 여부 등을 감시, 기록하 으며 수액은 하트

만 용액 혹은 생리적 식염수를 유지 용량으로 투여하 고

그 외에 환자의 감시로 요골동맥에 거치시킨 카테터를 통

한 지속적인 동맥혈압 및 내경정맥에 거치시킨 카테터를

통한 중심정맥압 등을 감시하 다.

수술 시작 약 1시간 후 혈역학적 변화가 안정된 것을 확

인한 뒤 일회심박출량, 심박출량, 전신혈관저항 등의 심혈

관계 감시를 위하여 Hemosonic (HemoSonic
TM
100, Arrow,

USA)을 식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하여 관찰된 혈역학 수치

들은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 기록하여 기준치로 삼았으며

경막외 카테터로 0.375% ropivacaine 20 ml를 주입한 후 5분

간격으로 6회 30분간 측정, 기록하 다.

기준치 혈압에 비해 20% 이상 평균 혈압이 감소한 저혈

압의 경우에는 승압제로 ephedrine 0.1 mg/kg 혹은 phenyle-

phrine 1 mcg/kg을 정주하 고, 심박수 50회/분 이하인 서맥

의 경우에는 atropine 0.5 mg을 정주하기로 하 다. 모든 측

정 후에는 수술 중과 수술 후에 경막외 카테터를 통한 적

절한 약물 투여로 통증 조절을 계속 유지하 다.

통계적 처리는 SPSS 프로그램(vesion 12.0)을 이용하여,

repeated ANOVA 검사로 시행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기준치의 평균 혈압은 95.3 ± 12.0 mmHg 고 경막외강

으로 약제 주입 후 5, 10, 15, 20, 25, 30분의 혈압은 각 86.5

± 15.0 mmHg, 81.1 ± 15.5 mmHg, 79.6 ± 15.8 mmHg,

77.9 ± 16.0 mmHg, 79.0 ± 16.0 mmHg, 80.0 ± 17.3

mmHg로 기준치에 비해 모든 시간대에서 의의 있는 감소를

보 다(Fig. 1). 평균 혈압이 기준치에 비해 20% 이상 감소

하여 ephedrine을 정주한 경우는 11명, phenylephrine을 정주

한 경우는 25명이었고 14명에서는 승압제의 투여가 필요하

Table 1. Demographic Data (n = 50)

Age (yr) 56 ± 2

Sex (M/F) 35/15

Weight (kg) 60.9 ± 9.5

Height (cm) 161.1 ± 7.9

Values are mean ± SD.

Fig. 1.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0.375% ropivacaine 20 ml through thoracic epidural catheter. Mean

arterial pressure after the inje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0 min compared with baseline.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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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기준치의 평균 심박수는 74.0 ± 12.8회/분이었고 경막외

강으로 약제 주입 후 5, 10, 15, 20, 25, 30분 후 심박수는

각 71.0 ± 12.1회/분, 70.6 ± 14.0회/분, 68.0 ± 12.6회/분,

67.0 ± 13.3회/분, 67.3 ± 12.7회/분, 65.3 ± 11.9회/분으로

기준치에 비해 모든 시간대에서 의의 있는 감소를 보 다

(Fig. 2). 서맥으로 인하여 atropine을 정주한 경우는 없었다.

기준치의 평균 일회 심박출량은 66.1 ± 12.4 ml/beat 고

경막외강으로 약제 주입 5, 10, 15, 20, 25, 30분 후 일회 심

박출량은 각 66.9 ± 13.3 ml/beat, 65.9 ± 16.0 ml/beat, 66.9

± 17.3 ml/beat, 68.2 ± 15.5 ml/beat, 68.8 ± 17.5 ml/beat,

70.2 ± 17.5 ml/beat로 기준치에 비해 모든 시간대에서 의

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기준치의 평균 심박출량은 4.9 ± 1.1 L/min 고 경막외

강으로 약제 주입 5, 10, 15, 20, 25, 30분 후 심박출량은 각

4.7 ± 0.9 L/min, 4.6 ± 1.0 L/min, 4.5 ± 1.1 L/min, 4.5

± 1.1 L/min, 4.6 ± 1.2 L/min, 4.6 ± 1.1 L/min로 기준치

에 비해 25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의의 있는 감소

를 보 다(Fig. 4).

기준치의 전신혈관저항은 1,641.7 ± 404.3 dynes·sec/cm
5

Fig. 3. Changes in stroke volume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0.375%

ropivacaine 20 ml through thoracic epidural catheter. Stroke volume

after the injection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throughout 30 min

compared with baseline.

Fig. 2. Changes in heart rate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0.375%

ropivacaine 20 ml through thoracic epidural catheter. Heart rate after

the inje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0 min compared with

baseline.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5. Changes in total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0.375% ropivacaine 20 ml through thoracic epidural

catheter. Total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after the injec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0 min compared with baseline.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4. Changes in cardiac output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0.375%

ropivacaine 20 ml through thoracic epidural catheter. Cardiac output

after the inje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0 min compared

with baseline.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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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막외강으로 약제 주입 5, 10, 15, 20, 25, 30분 후 전

신혈관저항은 각 1,548.9 ± 440.4 dynes·sec/cm
5
, 1,496.1 ±

507.2 dynes·sec/cm
5
, 1,464.0 ± 481.0 dynes·sec/cm

5
, 1,458.6

± 491.1 dynes·sec/cm
5
, 1,483.2 ± 504.0 dynes·sec/cm

5
,

1,500.4 ± 484.9 dynes·sec/cm
5
로 기준치에 비해 모든 시간

대에서 의의 있는 감소를 보 다(Fig. 5).

고 찰

최근 흉부 혹은 상, 하복부 수술 중 전신마취제의 사용량 감

소 및 심근산소 균형의 개선, 심실부정맥 발생률의 감소 등의

장점으로 전신마취와 병행해서 흉추 경막외 약물 투여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1,2)
더욱이 전신마취와 경막외마취의

병용은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내분비계 반응을 경감시

켜주며,
10)
특히 상복부 장관 수술 시에는 수술 후 장폐쇄의 발

생을 감소시키고,
3,4)
수술 부위인 장의 조직 산소화 및 혈류를

개선하여 문합부 누출을 줄여주는
5,6)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막외마취가 수술 중 스트레스로 인한 내분비계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막외마취로 인한 교감

신경차단이 T4까지 되어야 하는데,
11)
이 부위까지 교감신경

차단이 발생되면 심한 심혈관계 억제가 발생되어 심박수,

평균동맥압, 심박출량, 좌심실의 수축력 등이 감소된다.
12,13)

이와 같은 흉추 경막외마취와 연관된 심혈관계의 변화는

광범위한 교감신경 차단과 상대적으로 경쟁이 없는 미주신

경 긴장도에 의해 발생된다.

척추마취 시에는 교감 신경 차단의 범위가 감각 신경 차

단보다 2 신경분절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막외마취

시에는 이에 관한 논란이 매우 많아 연구자에 따라 교감신

경 차단과 감각신경 차단의 범위가 같다고
14,15)

또는 위 아

래로 2 신경분절 정도 더 퍼진다고도 보고하고 있으나
16,17)

이에 대한 보고는 모두 요추 경막외마취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흉추 경막외마취의 경우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Omi와 Yokoyama는
18)
저위 흉추 경막외마취(T9-T10) 후

의 교감신경 차단의 범위에 대해 goose-flesh 반사 소실로

평가하여 2% lidocaine 2 ml를 준 경우 7.7 ± 2.2 피부분절

에서, 2% lodicaine 5 ml를 준 경우 14.1 ± 4.3 피부분절에

서 광범위한 교감신경 차단이 발생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혈역학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하지

만 그 이상의 연구는 없어 이 결과만으로 흉추 경막외마취

시의 감각신경 차단에 따른 교감신경차단 범위에 대해 예

측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심한 심혈관계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

Sevoflurane은 빠른 유도와 각성, 비교적 적은 심혈관 억

제작용 등의 장점을 가진 흡입마취제로 최근 그 사용이 증

가하고 있으며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보고도 점

차 많아지고 있다. Halothane보다는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

이 적으나 sevoflurane도 동맥압과 심박출량의 감소를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또한 심근수축력에 대해서는

isoflurane과 유사한 억제작용을 나타낸다. 개를 이용한 실험

에서 sevoflurane은 관상동맥의 혈류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으

나 자율신경계와 무관하게 1.75 MAC에서 심근수축력을 40-

45% 정도 억제시킨다고 한다.
21)
또한 좌심실의 후부하 감소

기전을 통하여 동맥압을 감소시킨다. Bernard 등은
22)
동물

실험에서 1.2-2 MAC의 sevoflurane은 대동맥압, 전신혈관

저항, 1회심박출량, 좌심실 수축기능을 감소시키고 심박수

는 증가시키며 2 MAC에서는 심박출량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evoflurane의 심혈관계 억제 작

용이 흉추경막외 마취 후 측정하는 혈역학적 수치에 미치

는 향을 가능한 줄이고 임상 사용농도에서의 효과를 관

찰하기 위하여 sevoflurane을 2 vol%로 실험 30분간 지속 유

지하 으며 모든 혈역학적 변화가 안정된 수술 한 시간 후

부터 연구를 시작하 다. 또한 경막외마취가 심혈관계에 미

치는 향은 교감신경 차단에 의한 자율신경 균형의 교란

여부, 수술 전 혈량과 심혈관 기능과 접한 관계가 있고,
23)

고탄산혈증 역시 심박수, 일회 심박출량, 심박출량, 평균동

맥압, 평균 폐동맥압등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24)
본

연구는 수술 전 혈량은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양호한 전신상태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술 전 금식

시간 동안에는 수액제제를 유지용량으로 투여하여 저혈량

증을 예방하 으며 수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5

± 3 mmHg가 유지되도록 하 다.

국소마취제의 심근에 대한 주요 전기 생리학적 효과는

Purkinje fiber와 심실근육의 빠른 전도조직의 탈분극율을 줄

이는 것이다.
25)
이것은 심세포막에서 빠른 나트륨이온통로

를 방해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때 활동전위기간과 효과적인

불응기도 역시 줄어든다.
26)
이와 같은 작용으로 인해 국소

마취제는 용량 의존적으로 심근 대해 음성 변력(negative

inotropic effect)을 나타낸다.
27,28)

이런 음성 변력은 전도차단

의 역가와 관련이 있어,
29)
bupivacaine과 tetracaine이 lidocaine

보다 심근 억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국소마취제는

말초혈관평활근에 대해 양면적인 작용을 나타낸다. 저농도

에서는 혈관평활근이 수축함으로서 혈관수축을 나타내지만

고농도에서는 수축을 억제시켜 혈관확장을 나타낸다.
30)

Ropivacaine (1-propyl-2',6' pipecoloxylidide hydrochloride mo-

nohydrate)은 amide 계열의 국소마취제로서 그 구조가 bu-

pivacaine과 매우 유사하다. Ropivacaine과 bupivacane의 약리

작용을 물리 화학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pKa가 같아서 발현

시간은 유사하지만 ropivacaine의 단백질 결합력이 약해 작

용기간이 짧고, 지방용해성이 적어서 약제의 역가가 약하

406



유인상 외 4인：전신-경막외마취의 심혈관계에 대한 향

다. 또한 ropivacaine에 의한 운동차단은 bupivacaine에 비해

발현시간이 느리고, 작용기간이 짧으며, 덜 강력하다.
31,32)

이

와 같이 ropivacaine의 지방용해성이 bupivacaine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감각과 운동신경을 감별 차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

고 있다. 또한 bupivacine이 다량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경우

에는 심정지의 우려가 큰 반면에 ropivacaine은 bupivacaine에

비해서 심독성이 적고, 이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31,32)

저

자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국소마취제 자체로 인한 심혈관

계 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흉추 경막외마취로 인한 심혈관계

에 대한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소마취제로 ropivacaine

을 사용하 다.

고위 흉추 경막외마취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Niimi 등은
7)
도플러 초음파를 사용한 측정

에서 2% lidocaine으로 T1-T5 범위의 감각분절을 차단시킨

고위 흉추 경막외마취가 저위 흉추 경막외마취보다 심박수,

수축기 혈압, 심박출량을 더 감소시켰으나 일회 심박출량은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경막외마취의 차단범위가 심혈관계

에 미치는 향과 관계됨을 보고하면서 상복부 수술을 위한

고위 흉추 경막외마취 시에는 부작용의 발생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 고, Raner 등은
8)
개를 이용한 실험에서 iso-

flurane 마취 후 mepivacaine 10 mg/kg 흉추경막외 주입 병용

이 맥박수(28%), 평균동맥압(63%), 심박출량(54%), 좌심실의

기능(LV dP/dt-75%)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Licker 등은
1)
흉복부 수술 시 흉추 경막외마취의

병용이 교감신경성 심장 반응을 억제시키고 심박수의 변화

율을 감소시켜 심혈관계 안정성에 더 좋다고 하 고, Hogan

등은
33)
동물실험에서 흉추 경막외마취가 심근경색이나 심허

혈 상태에서 자발적인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을 줄인다고

하면서 이는 교감신경 차단이 주 기전이라고 하 다. 또한

Kamibayashi 등은
34)
흉추 경막외마취에 의한 교감신경차단

이 halothane과 epinephrine 간의 부정맥 발생에 미치는 향

을 연구하여 halothane으로 마취한 개에서 epinephrine의 부

정맥을 발생하는 역치가 경막외강으로 saline을 투여한 군보

다 mepivacaine을 투여한 군에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Kang 등은
35)
개흉술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전

신마취군과 전신마취 전에 흉추경막외강으로 0.15% bupiva-

caine 15 ml, 5 mcg/ml fentanyl citrate 15 ml, 0.15% bupiva-

caine 15 ml에 75 mcg의 fentanyl citrate를 첨가한 용액을 투

여한 4군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수술 한 시간 후 측정한

심박출량, 심박출지수, 일회 심박출량, 전신혈관저항, 평균

동맥압, 맥박수에서 4군 간에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Shin 등은
36)
위부분절제술을 받는 환자 40명을 대

상으로 제6, 7번 흉추 경막외강으로 saline, morphine 1 mg/kg,

fentanyl 1 mcg/kg, 1% lidocaine, morphine 0.1 mg/kg + fen-

tanyl 1 mcg/kg +1% lidocaine을 혼합한 용액 각각 10 ml를

주입한 결과 1% lidocaine군과 세 가지 약제를 혼합한 군에

서 수축기 혈압이 약물 투여 10분 후부터 대조치보다 유의

한 감소를 보 으나 기준치의 20% 이상 하강하지 않아 치

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심혈관 질환이 없고

전신상태가 양호한 정상 성인에서 상복부 수술을 위한

sevoflurane 마취 중 흉추 경막외강을 통한 1% lidocaine 10

ml, morphine 0.1 mg/kg과 fentanyl 1 mcg/kg의 투여는 심혈

관계 억제, 부정맥 발생, 맥박산소포화도나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 등의 유의한 변동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다고 보고하 다. 더욱이 최근 들어 관상동맥 우회술을 비

롯한 흉부수술에서 전신마취와 병용한 경막외마취의 긍정

적인 효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37-39)

이와 같이 국소마취제의 종류, 농도, 용량에 따라 심혈관

계의 변화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자들

은 Ok 등이
40)
유방절제술을 위한 흉추 경막외마취 시 0.375%

ropivacaine 20 ml를 T4-5 부위로 주입한 경우 혈압 및 맥

박 그리고 호흡 억제가 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토대로 본

실험을 진행하 으며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이 없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성인 환자에서 전신마취와 흉추 경막외마취

의 병용은 심혈관계를 억제하 지만, 적절한 승압제의 투여

로 안정되게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

은 심혈관계의 억제는 주로 심박수의 감소로 인한 심박출

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혈압의 감소는 전신혈관 저항의 감소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신마취와 경막외마취의 병용은 심혈관계를 향

상시킨다는 보고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 억제, 장폐쇄

의 발생 감소, 수술 부위의 조직관류에 좋은 장점들이 있으

므로 심혈관계의 억제를 되도록 줄이면서 이러한 장점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국소마취제의 종류 및 용량, 농도에

관한 연구와 아편양제제의 첨가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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