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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sufflation with Heated CO2 upon Body Temperature and Arterial Blood Gas Analysis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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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Unheated CO2 insufflation can result in hypothermia during an extended operation, but heated CO2 may better 

preserve body temperature and arterial blood gas analysis.

  Methods:  Sixty-seven female patients scheduled for laparoscopic surgery were randomly divided to two groups. Group 1 (n 

= 37) and group 2 (n = 39) received unheated CO2 or heated CO2 during pneumoperitoneum, respectively.  We compared body 

temperature and arterial blood gas parameters every 10 min or 15 min, respectively, during and after pneumoperitoneum and 30 

min after postanesthesia care unit arrival.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data, hemodynamic data, body temperature, and arterial blood 

gas parameter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Heated CO2 insufflation during laparoscopy does not dramatically affect body temperature or arterial blood gas 

parameters in relatively short procedures without other methods such as warm saline irrigation and prewarming of extremities.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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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인과 수술 역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의 비 은 통증

이 개복 수술에 비해 고1,2) 미용 상의 이  등 다양한 이

유로 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계속 으로 복강

내에 주입함으로써 체온, 이산화탄소의 체내 흡수로 인한 

과탄산 증, 호흡성 산증 등 동맥  가스 분석 상의 변화를 

래하고 수술 에는 이산화탄소 분압계(capnometer) 상 호

기말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나타나기도 한다.3) 가스의 용

은 일정한 압력일 경우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샤를

의 법칙을 용하면 가온된 이산화탄소는 비가온 이산화탄

소에 비하여 자체 용 이 크기에 일정 복압에 이르기까지

의 주입량이 비교  고 용해도도 상 으로 낮은 결과 

체내 흡수되는 양이 더 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가온 

이산화탄소는 비가온 이산화탄소보다 복강내 체온에 한 

향이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7) 자들은 이러한 가

정 하에 가온된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환자의 체온 보존 면

에서나 동맥  가스 분석 변수들에 미치는 향이 을 것

이라고 추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  방법

  부인과  복강경 수술이 계획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2의 여자 환자 76명을 상으로 하 고 사 에 

병원 윤리 원회의 허락을 얻었으며 수술  환자를 방문

하여 본 연구에 한 설명 후에 서면 동의를 구하 다. 조

되지 않는 고 압이나 당뇨, 증 비만, 뇌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실 도착 30분 에 glycopyrrolate 0.2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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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idazolam 0.05 mg/kg을 근주하여 처치하 고 평소에 

복용하던 항고 압약과 당 조 제는 평상시 로 소량의 

물을 이용하여 복용하도록 하 다.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와 압계  맥박 산소 계측기를 부착하고 기본 활력 

징후를 기록하 다. 수술실의 온도는 23−25oC로 유지되게

끔 공조기를 조 하 고 상  습도는 40−45%로 유지하

다.

  마취의 유도는 lidocaine 0.5 mg/kg을 정맥 주사한 다음 

propofol 2 mg/kg을 정맥 주사하여 의식 소실 후 rocuronium 

bromide 0.6 mg/kg로 근이완을 시켰고, 기  삽 에 따른 

압  맥박 변화를 이기 하여 보조 으로 alfentanil 10μ
g/kg을 정맥 주사하 다. 이 후 100% 산소와 함께 isoflurane

을 압에 따라 1.2−2.5 vol%까지 조  흡입시킨 후 근 이

완이 충분하다고 단될 때 기  삽 을 실시하 다. 기  

삽 은 내경 7 mm의 튜 를 이용하 다.

  마취 유도 후 환자를 무작 로 두 개의 군으로 나 어서 

제 1군(n = 37)의 경우에는 20oC의 비가온 이산화탄소를 주

입할 수 있도록, 제 2군(n = 39)의 경우에는 36oC로 가온된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도록 수술실 간호사에게 가온 

장비(WISAP-FLOW-THERMEⓇ, WISAP, Germany) 설치를 요

청하 는데 두 군 모두 이산화탄소 습도의 인 인 조

은 하지 않았고 복강경은 모두 동일 기종(Tetraflator 45Ⓡ, 

WISAP, Germany)을 이용하 으며 복강내압을 12 mmHg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 다. 한 마취 유도 10분 후, 이

산화탄소 기복 실시 이 에 동맥도 을 거치하고 동맥 을 

채 하여 동맥  가스분석 조치를 기록하 고 모니터

(Dash 4000Ⓡ, GE Medical, USA) 상의 이산화탄소 분압계에 

표시된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기록하 다.

  마취의 유지는 isoflurane 1.2−2.5 vol%, N2O 1.5 L/min, 

O2 1.5 L/min으로 하 고 일회 호흡량은 10 ml/kg, 호흡수

는 분당 12회로 고정하여 인공 환기를 실시하 다. 만일 호

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격히 상승하거나 피하기종이 

지될 때에는 즉시 N2O의 사용을 단하도록 정하 다.

  정맥을 통해 투여되는 수액은 실온에서 보 된 것을 사

용하 는데 투여할 때 가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투여량은 5 ml/kg/hr의 속도로 정하 으며 액 소실량에 

해서는 동량의 실온 보 된 교질액(VoluvenⓇ, Fresinius 

Kabi, Germany)으로 보충하도록 하 다. 한 복강내 세척

용으로 주입되는 수액도 실온 보 된 것을 가온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 다.

  이산화탄소의 기복은 평균 복압 12 mmHg로 유지되도록 

설정하 으며 이산화탄소가 주입되는 시간 동안 10분 간격

으로 동맥 을 채취하여 동맥  가스분석을 실시  기록

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분압도 함께 기록하 다. 한 

기복 동안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총 주입량을 기복 시간과 

함께 기록하 다. 기복 종료 10분 후에 동맥 을 채취하여 

동맥  가스분석을 실시하 다. 

  환자의 체온은 마취 유도 후 비강을 통해 이블 체온계

(temperature probe)를 10 cm 삽입한 비인두강의 치에 테이

로 고정하여 측정하 고 동맥  가스 분석과 함께 기록

하 으며 회복실에서도 체온계를 유지하여 체온을 측정, 기

록하 다.

  수술 종료 시 에 맞추어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환자

의 자발 호흡을 확인한 후 pyridostigmine 0.2 mg/kg와 

glycopyrrolate 0.4 mg을 투여하여 근이완을 가역시켰다. 지

시에 따라 무릎을 충분히 구부릴 정도로 의식  근력이 

회복된 것을 확인 후 기도 분비물과 구강 분비물을 흡인하

고서 기  튜 를 발 하 다.

  회복실에 도착한 직후와 15분, 30분이 경과된 시 에서 

체온을 기록하 고, 30분 경과 시 에서 동맥 을 채취하여 

동맥  가스분석을 실시하 으며 회복실 퇴실 기 을 만족

시킨 환자는 병실로 이송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TM (version 12.0, SPSS inc, USA)

를 이용하 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두 군 간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용하 고 군 내

에서 기 치에 한 변화의 정도는 paired Student t-test와 

Bonferroni 교정을 이용하 으며 P ＜ 0.05인 경우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두 군 간에 나이, 체 , 신장,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수술 시간, 마취 시간, 기복 시간, 주입된 이산

화탄소의 총량, 평균 복압, 두부 하강 시간  각도, 실내 

온도  습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기복 , 기복 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복

강내 이산화탄소 배출 후 10분, 회복실 도착 시, 회복실 도

착 후 15분, 30분에 측정된 수축기/이완기 압  맥박, 동

맥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두 군 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시간 에 비인두강

에서 측정된 체온은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ig. 1) 동맥  가스분석 역시 두 군 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고      찰

  최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계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는데 많은 부인과 수술  상하복부 장기 수술에 응

용되고 있다. 수술  조직 손상의 감소는 복강경 수술의 가

장 큰 이 이며 이외에 술후 이환율과 통증의 감소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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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and Operation Profiles

Group 1 Group 2
(cold CO2) (warm CO2)
(n = 37) (n = 39)

Age (yr)  43.7 ± 6.5  42.2 ± 7.2

Weight (kg)  58.5 ± 7.1  59.8 ± 9.6

Height (kg) 158.6 ± 3.6 159.2 ± 4.6

Body mass index  23.0 ± 2.4  23.6 ± 3.3

Operation time (min)   82.0 ± 30.1   86.4 ± 37.8

Anesthesia time (min)  109.0 ± 30.7  114.1 ± 38.3

Pneumoperitoneum time (min)   53.8 ± 22.8   54.3 ± 32.1

Total volume of infused CO2 (liter)   44.0 ± 86.1   42.2 ± 61.8

Mean intraabdominal pressure (mmHg)  12.0 ± 0.0  12.0 ± 0.0

Trendelenburg position time (min)   66.2 ± 29.8   64.0 ± 43.6

Degree of Trendelenburg position (
o
)  16.1 ± 5.5  16.1 ± 3.6

Ambient temperature (
o
C)  25.0 ± 1.5  24.5 ± 4.7

Ambient relative humidity (%)  47.8 ± 5.6  45.0 ± 8.9

Values are mean ± SD.

Table 2. Arterial Blood Gas Analysis Parameters

pH PCO2 (mmHg) Base excess

T0 G 1 (n = 36) 7.45 ± 0.03 30.7 ± 3.4 −3.0 ± 2.3

G 2 (n = 39) 7.46 ± 0.03 30.2 ± 3.4 −2.8 ± 1.6

T1 G 1 (n = 35) 7.41 ± 0.03* 34.8 ± 3.2* −2.5 ± 2.7

G 2 (n = 33) 7.41 ± 0.03* 33.8 ± 3.5* −3.1 ± 2.0

T2 G 1 (n = 35) 7.40 ± 0.07* 35.9 ± 3.0* −3.2 ± 2.3

G 2 (n = 33) 7.39 ± 0.03* 35.4 ± 6.8* −3.0 ± 2.0

T3 G 1 (n = 28) 7.38 ± 0.04* 36.1 ± 3.3* −4.0 ± 1.9*

G 2 (n = 31) 7.40 ± 0.11* 36.4 ± 4.2* −3.4 ± 1.7*

T4 G 1 (n = 24) 7.37 ± 0.04* 36.8 ± 3.8* −4.2 ± 2.1*

G 2 (n = 17) 7.37 ± 0.04* 36.0 ± 9.6* −3.7 ± 1.5

T5 G 1 (n = 17) 7.36 ± 0.05* 37.2 ± 4.2* −4.4 ± 2.1*

G 2 (n = 14) 7.36 ± 0.04* 38.9 ± 5.3* −3.4 ± 1.6

T6 G 1 (n = 11) 7.35 ± 0.07* 37.3 ± 6.4* −5.0 ± 2.3

G 2 (n = 10) 7.36 ± 0.03* 39.5 ± 4.1* −3.4 ± 1.7

T7 G 1 (n = 32) 7.41 ± 0.05* 33.4 ± 3.9* −3.7 ± 2.2*

G 2 (n = 36) 7.39 ± 0.05* 34.4 ± 4.2* −4.0 ± 1.8*

T10 G 1 (n = 29) 7.40 ± 0.03* 33.7 ± 3.7* −3.7 ± 2.5*

G 2 (n = 24) 7.40 ± 0.03* 33.8 ± 3.5* −3.9 ± 1.6*

Values are mean ± SD. G (Group) 1: cold CO2, G (Group) 2: warm CO2. T0: right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T1: 10 min after 

pneumoperitoneum (PP), T2: 20 min after PP, T3: 30 min after PP, T4: 40 min after PP, T5: 50 min after PP, T6: 60 min after PP, T7: 

10 min after elimination of intraabdominal CO2, T8: on arrival at postanesthesia care unit (PACU), T9: 15 min after PACU arrival, T10: 

30 min after PACU arrival. T8, T9: not checked. *P ＜ 0.05 compared with T0.

Fig. 1. Body temperature. Values are mean ± SD. Group 1: cold CO2, 

Group 2: warm CO2. T0: right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T1: 10 

min after pneumoperitoneum (PP), T2: 20 min after PP, T3: 30 min 

after PP, T4: 40 min after PP, T5: 50 min after PP, T6: 60 min after 

PP, T7: 10 min after elimination of intraabdominal CO2, T8: on arrival 

at postanesthesia care unit (PACU), T9: 15 min after PACU arrival, 

T10: 30 min after PACU arrival. *P ＜ 0.05 compared with T0.

수 있으며 이는 복강경 수술 시 조직의 손상  염증이 

어서 면역 기능의 보존이 더욱 양호한 결과로 통증이 고 

회복이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1,2)

  그러나 심 체온 보존의 에서 복강경 수술  가온 

이산화탄소의 사용은 큰 이 이 없다. 비가온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체온 보존 측면에

서 이득이 없다.
8) 가온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체온 보존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정 인 연구도 있지만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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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많다. Ott,9) Hazebroek 등과,10) Bashirov 등은11) 이산

화탄소의 가온 주입이 체온을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지만 Davis 등,12) Wong 등,13) Yeh 등은14) 가온 는 가

습된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실제 임상 으로 체온이나 동맥

 가스 분석 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Castillo 등은15) 복강경 수술 동안 비록 기에 복강이 노

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복 수술보다 큰 체온 손실이 생기

며 매 50 리터의 이산화탄소(4oC) 당 0.4oC의 체온이 하강된

다고 하 다. Huntington과 LeMaster는16) 복강경 가스 유량이 

수술  체온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열 손실을 

측정하 는데 가온 이산화탄소의 주입 시의 손실이 304 

L/Cal, 증발로 인한 손실은 109 L/Cal이었고 완 히 건조한 

가스를 주입할 경우의 손실은 81 L/Cal로써 외과  체온

의 상 으로 비 이 낮은 요인이라고 하 다.

  이산화탄소의 가온과 동맥  가스 분석의 계에 있어서

도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다. Ozgonul 등은17)
 이산화탄소의 

가온이 동맥  가스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다 하고 

Wong 등은13) 이산화탄소의 주입 결과 가온이나 가습에 

향 받지 않는 심한 복막 산증이 래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Bashirov 등은11)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pH의 변화가 주

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분압과 pH의 변화가 이산화탄소의 온

도에 계없이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바 처음의 

측과 빗나간 결과를 보 다.

  가스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상승함에 비례해서 부

피가 증가된다는 샤를의 법칙을 용하면 36oC로 가온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0oC의 비가온 이산화탄소에 비해 부

피가 비례 으로 증가하여 같은 복강내압을 형성하는데 있

어서 비가온 이산화탄소보다 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측된다. 한 비가온 이산화탄소는 가온된 이산화탄소에 비

해 용해도가 높아서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이 더욱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온 

이산화탄소와 비가온 이산화탄소 모두 비슷한 분당 주입량

을 보여서 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

과의 원인으로는 실제로 가온되는 시간동안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충분히 팽창되지 못한 결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

정은 체온 보존 에서도 두 군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아니한 결과에도 용될 수 있다. Huntington 등은16) 

22oC의 비가온 이산화탄소가 트로카를 통해 나올 때는 32oC 

정도로 측정되었다고 하 는데, 본 연구의 가온된 이산화탄

소의 경우에도 빠른 가스 유속을 고려할 때 상 으로 짧

은 가온 장치를 거치는 동안 36oC로 충분히 가온되지 못하

여 비가온 이산화탄소와 가온 이산화탄소 군 간에 체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겠다. 참고로 본 연구

에 앞서 측정해본 복강내로 주입되기 의 비가온 이산화

탄소의 온도는 22−23oC, 가온 이산화탄소의 온도는 31−
32oC, 가온 장치의 온도는 41oC까지 측정되었다. 비가온 이

산화탄소에 비해서 가온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높기는 하나 

심 체온보다는 낮음을 확인했다. Mouton 등은2) 가온, 가

습된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술  체온 발생의 유의한 감

소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Puttick 등은6) 짧은 복강경 수술

에 있어서도 주입 가스의 가온으로 체온 하를 방할 수 

있고 부가 으로 술후 복막내 사이토카인 반응을 감소시킨

다고 하 으나 Nelskylä 등은18) 가온, 가습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더라도 술  체온의 발생을 방하지 못했다고 

하 다. 자들은 이러한 결과의 다양성이 아마도 여러 요

인들에 의해서 심부 체온이 향 받는데 이  하나는 시

간 으로 충분치 못한 가온  체온 감소의 제 1 기에 가

온, 비가온을 막론하고 심부 체온보다 다소 온도가 낮은 가

스의 유입으로 인해 심 체온의 하강이 더욱 빠르게 일어

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이산화탄소의 온도에 따른 용

해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에 차이

가 없는 것도 앞에서 언 한 충분히 가온되지 못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염기 과다(base excess)

의 경우에는 비가온 이산화탄소 군이 기 치(T0)에 비해서 

기복 후 40분(T4)과 50분 (T5)에 유의하게 감소하고 가온 

이산화탄소 군에 있어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기

복이 장시간 유지되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리라 추측되

지만 표본의 수가 은 계로 통계  의의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Table 2).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에 심 체온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는데 동일 군 안에서 체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가온 이

산화탄소군에서는 T7 (기복 해제 10분 후)−T10 (회복실 도

착 30분)의 시간 에 기 치 비 체온의 변화를 보인 반

면, 가온 이산화탄소 군에서는 T3 (기복 후 30분)와 T8 (회

복실 도착)−T10의 시간 에 기 치 비 체온의 변화를 

보여 미세한 차이 을 나타냈지만 임상  의의는 없는 것

으로 단된다. 이수철 등은19) 복강경 수술 동안 가온 세척

액의 사용으로 체온의 발생빈도와 체온하강 폭을 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 는데 가온 이산화탄소의 주입과 가온 

세척액의 병합 사용은 각각의 단독 사용보다 더욱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김덕경 등은20) 2.5 vol%의 고정된 sevoflurane을 사용하

고 압이 25% 이상 변동 시 일시 으로 sevoflurane의 농도

를 조 하 는데 모든 흡입 마취제는 기 재분포성 체

온 시기 이후 발생하는 추가  심부체온 하를 막는 주된 

방어기 인 말  피부 의 재수축의 역치를 동일한 최소

폐포농도에서 각기 다른 정도로 하시킨다고 하 다. 한 

동일 흡입 마취제는 용량 의존 으로 수축 역치를 낮

춘다고 한다.21) 본 연구에서는 1.2−2.5 vol%의 isoflura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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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흡입마취제로 사용하 는데 흡입 농도의 조 폭이 김

덕경 등의 연구에 비해 넓은 것도 말  피부  수축의 

역치에 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단된다.

  한 마취  체온은 3기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1기인 재분포 시기에 가장 격한 심부체온의 감소가 일어

난다고 하며 이를 방하기 해서는 강제 류성 공기 가

온 담요 등을 이용하여 30분 정도 환자의 말  부 를 충

분히 미리 보온하여야 1기의 체온 감소가 극소화된다고 한

다.22) Luck 등도23) 체온의 빈도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

술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장시간의 수술의 경우 강제성 

공기 가온 담요가 효과 이라고 하 다. 이러한 차원에서 

에서도 언 한 것처럼 단일 방법에 의한 체온 보존보다

는 환자의 말  피부를 충분히 미리 보온하는 것과 가온된 

이산화탄소의 주입, 가온된 세척액의 사용, 한 수술실

내 온도를 유지하는 등 복합 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효과

으로 체온 보존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

에서는 비교  일정한 수술실 온도를 유지하 지만 극

인 1기 체온 감소에 한 방은 하지 않았고 가온 세척액

을 사용하지 않았던 결과, 가온 이산화탄소의 주입만으로는 

비가온 이산화탄소의 주입의 경우보다 뚜렷한 체온 보존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체온 측정은 비인두강에 거치된 체온계로 하

는데 이를 정확한 심부체온의 반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두강의 체온으로 측정한 것은 

마취에서 깨어난 후 식도체온측정기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

감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직장으로의 체온 

측정도 쇄석  자세에서 시행되는 부분의 복강경 수술에 

합하지 못한 것으로 단했다. 고막 체온의 경우 측정자 

 측정 방법(귀를 당기는 방향  정도 등)에 따라 결과치

가 매번 달라지는 한계 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한 바 다양

한 부 에서 심부체온을 측정하여 비교했다면 더욱 정확한 

심 체온이 반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 으로 비교  단시간에 걸쳐 시행되는 부인과 복강

경 수술에 있어서 가온된 이산화탄소의 복강내 주입 단독 

사용으로는 비가온 이산화탄소의 주입의 경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체온 하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를 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며 다른 체온 유지 

방법들과의 병합 사용  장시간의 복강경 수술시의 용 

결과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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