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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o determine if positive pressure pneumoperitoneum has adverse effects on 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 

we examined baroreflex sensitivity (BRS) during carbon dioxide pneumoperitoneum in patients undergoing laparoscopic surgery.

  Methods:  Twenty adult patients scheduled for laparoscopic gynecologic surgery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fter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with sevoflurane, continuous electrocardiography and blood pressure were monitored.  Spontaneous BRS 

was achieved using sequence method immediately before, and 5 minutes after, pneumoperitoneum.  Heart rate variability (HRV) 

was also determined.

  Results:  After pneumoperitoneum, BRS decreased from 12.9 ± 1.8 ms/mmHg to 8.1 ± 1.1 ms/mmHg (P ＜ 0.05), and the 

power of the high frequency band decreased from 237.8 ms
2
/Hz to 49.6 ms

2
/Hz (P ＜ 0.05).

  Conclusions:  Compared to recordings obtained before pneumoperitoneum, BRS was decreased during pneumoperitoneum.  This 

may predispose patients undergoing laparoscopic surgery to hemodynamic instability in addition to pneumoperitoneum itself.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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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강경수술은 환자에게 외상을 게 주어 이환율, 사망

률, 재원일수, 비용을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복압

을 올려 스트 스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기도내압이 증

가하여 역학  변화를 유발한다.1,2) 이러한 변화에 보상하

는 반응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의존하는데 수술  자율

신경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기복(pneumoperitoneum) 후 서

맥과 압의 빈도가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3) 자율신경계

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심박수변이도(heart rate var-

iability, HRV)와 압반사기능평가가 표 이나4) 기복이 자

율신경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는 HRV를 본 것이 

부분이고5-8) 압반사기능에 한 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동맥 압반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압반사민감도

(baroreflex sensitivity, BRS)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실험

 조작을 가하는 방법과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발생

인 압반사를 측정하는 자발  압반사 민감도(spontaneous 

baroreflex sensitivity)가 있으며 자발  BRS 측정에는 시간 

역(time domain) 분석법인 sequence 법과 주 수 역

(frequency domain) 분석법인 transfer function 분석법이 있

다.9) 본 연구에서는 sequence법을 이용하여 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요한 기 인 동맥 압반사(arterial baroreflex)에 

기복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에 해당하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복강경수술이 정된 산부인과 환자 20명을 

상으로(Table 1) 본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

를 얻었다. 심 계  호흡기계 질환과 자율신경계에 

향을 끼치는 질환이나 약물 복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으며 나이는 35.9 ± 10.3 세, 체 은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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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rt Rate, Blood Pressure and Respiratory Data before 

and after Pneumoperitoneum

Variables
Before 

pneumoperitoneum

After 

pneumoperitoneum
P value

HR (beats/min)

SBP (mmHg)

DBP (mmHg)

MBP (mmHg)

ETCO2 (mmHg)

Vt (ml)

PIP (mmHg)

ETsevo (vol%)

SpO2 (%)

BT (
o
C)

60.8 ± 10.0

94.8 ± 11.3

57.4 ± 11.5

70.7 ± 11.3

31.0 ± 2.2

536.2 ± 78.8

14.5 ± 2.2

1.39 ± 0.28

99.9 ± 0.4

36.1 ± 0.5

65.1 ± 10.2

121.9 ± 18.1

76.4 ± 13.9

94.9 ± 14.2

33.5 ± 2.0

521.2 ± 57.5

20.1 ± 4.2

1.50 ± 0.16

99.8 ± 0.7

36.0 ± 0.5

0.046

0.000

0.000

0.000

0.000

0.209

0.000

0.092

0.330

0.061

Values are mean ± SD. HR: heart rate, SBP: systolic blood pres-

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BP: mean blood pressure, 

ETCO2: end tidal CO2 concentration, Vt: tidal volume, PIP: peak 

inspiratory pressure, ETsevo: end tidal sevoflurane concentration, 

SpO2: pulse oxygen saturation, BT: body temperature. 

Table 2. Baroreflex Sensitivity and Values of the HRV Variables 

before and after Pneumoperitoneum

Variables
Before 

pneumoperitoneum

After 

pneumoperitoneum
P value

BRS (ms/mmHg)

TP (ms
2
/Hz)

LF (ms
2
/Hz)

HF (ms
2
/Hz)

LF/HF

12.9 ± 1.8

329.3 ± 87.1

 91.5 ± 37.0

237.8 ± 83.4

 0.6 ± 0.2

 8.1 ± 1.1

100.3 ± 24.6

50.7 ± 16.3

 49.6 ± 11.7

1.3 ± 0.4

0.003

0.004

0.709

0.001

0.012

Values are mean ± SEM. BRS: baroreflex sensitivity, TP: total 

spectral power of all range (0−0.4 Hz),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LF/HF: low-to-high frequency ratio.

7.2 kg, 신장은 160.9 ± 4.0 cm 이었다.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마취유도는 propofol 

2 mg/kg, alfentanil 10 mcg/kg, vecuronium bromide 0.15 

mg/kg으로, 마취유지는 sevoflurane 1−2 vol%으로 하 다. 

RR 간격은 심 도(Solar 8000M, GE/Marquette
Ⓡ, USA) lead 

Ⅱ로 측정하 고, Parati 등의10) 연구에서 침습 이고 지속

인 압측정방법과 높은 상 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FinometerⓇ (Finapress Medical System, Netherlands)를 사용하

여 지속 으로 동맥압을 측정하 다. 그외에 비침습  진동

식 압, 맥박산소포화도, 체온,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호

기말 가스농도, 그리고 최 흡기압을 감시하 다. 마취 

에 호흡수는 분당 10회로 고정한 상태에서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을 30−35 mmHg로 유지하기 해 일회호흡량을 

조 하 다. BRS와 HRV 측정시기는 마취 유도 후 이산화

탄소가스 주입  5분과 주입 5분 후 각각 5분간 하 고,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시 복강내압은 12 mmHg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자극만을 허용하 다. 

  심 도와 FinometerⓇ를 통한 동맥압은 아날로그 출구에서 

얻은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통해 500 Hz로 디

지털화하여 장(WinDaqⓇ, DATAQ instruments, Inc. USA)한 

후 상용 로그램(NevrokardⓇ BRS, Nevrokard, Slovenia; 

NevrokardⓇ HRV, Nevrokard, Sloveni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BRS의 계산은 seqence법을 이용하 는데, sequence법은 

수축기 압이 1 mmHg, RR간격이 4 ms이상 이  beat와 차

이를 보이며 연속 으로 3개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

든 baroreflex sequence를 선형회귀분석 후 각각의 기울기를 

구한 후 그  회귀선의 상 계수 값이 0.85이상인 sequence

의 평균기울기를 구해 이를 spontaneous BRS라 한다. HRV

의 측정은 워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 고 주 수 역

(low frequency, LF; 0.04−0.15 Hz)과 고주 수 역(high fre-

quency, HF; 0.15−0.4 Hz)으로부터 각 역의 워 도 면

을 계산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과 표 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 로

그램(SPSS ver 13)을 이용하여 가스 주입 과 후를 paired 

t-test 는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경우는 Wilcoxon signed 

rank test 로 비교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이산화탄소 주입후 역학  변수  심박수, 압이 유

의하게 증가하 다. 한 최고흡기압이 평균 6 mmHg 증가

하 고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Table 1). 

BRS는 평균 12.9 ms/mmHg 에서 8.1 ms/mmHg 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 고, HF는 237.8 ms2/Hz 에서 49.6 ms2/Hz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한 LF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LF/HF 비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Table 2). 

고      찰

  동맥압 반사는 어떠한 자극이나 조건하에서 압의 변동

을 최소화하려는 조 기 으로 그 지표로는 BRS가 있다. 

Rovere 등의11) 연구결과 BRS 감소는 심근경색환자에서 사

망률 증가와 련있으며, Parati 등에12) 의하면 베타차단제를 

통한 BRS 증가는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기복 후 BRS가 유의하게 감소하 는데 이는 기복이 

환자의 압조 능에 부정  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하

며 이는 여러 요인-기복에 의한 역학  변화,13) 호흡의 

향,
14) 신경호르몬13,15) 등이 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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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복은 심장충만압(cardiac filling pressure)을 증가시킨다. 

Pawelczyk와 Raven은16) 심폐수용체로부터의 긴장억제에 의

한 압반사의 반응성은 심정맥압 는 심정맥 량과 역

의 계라 하 으며, 수액주입으로 량부하를 하 을 때 

압반사의 약화가 유발되었고,17) 경막외마취 시 정맥환류감

소로 인한 우심방압의 압력감소가 압반사를 강화시켰다는18) 

보고가 있다. 따라서 기복이 심장충만압을 증가시켜 BRS의 

감소가 유발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Hachenberg 

등에19) 의하면 기복시 흉곽내 량과 폐 량의 유의한 변화

가 없었고, Andersson 등은20) 심장충만압은 증가하나 일회심

박출량과 심박출계수의 변화는 없어 심장충만압의 증가는 

단순히 기복에 의해 증가된 흉곽내압의 반 으로 보았다. 

그 다면 기복시 BRS의 감소가 심장충만압의 증가에 기인

했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호흡 추와 자율신경 추 사이는 직 인 연 이 있으며,21) 

양압환기 여부,22) 호흡수와 일회호흡량23)은 BRS에 향을 

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기복시 동맥 이산화탄소분압을 

직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호기말이산화탄소농도가 정상범

내로 유지되었으며, 호흡수를 일정하게 유지하 고, 기복 

후 일회호흡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일정하 다. 반면 

기복으로 인해 횡격막이 두부쪽으로 이동하고 하부 흉벽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흉강내압과 최고흡기압이 증가하 다. 

따라서 앞서 언 한 흉강내압이 심장충만압에 미치는 향과 

별개로 증가된 흉강내압 자체가 는 최고흡기압의 증가가 

BRS의 변화를 유발하 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복은 카테콜아민, renin-angiotensin system, vasopressin 등

의 신경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3,15) 

vasopressin의 경우 기복 후 즉시 뚜렷하게 증가하며 역학

 변화와 상 도가 높다고 한다.24) Oikawa 등에25) 의하면 

vasopressin은 추신경계의 수용체를 통하여 압반사에 작용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복에 의한 vasopressin의 증가가 BRS

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한 조작에 의해 유발된 

자극의 향이 있을 수 있다. Biber 등은26) 침해자극 시 

central suppression에 의한 BRS 감소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Tanaka와 Nishikawa는27) sevoflurane 마취 시 수술

자극 유무가 BRS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으며, 침해

자극으로 인한 카테콜아민의 증가가 압수용체의 감작화를 

유발하여28,29) B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마취제가 BRS 

억제에 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HRV의 워스펙트럼분석을 통하여 기복 후 

HF의 워 도가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HF는 부교감

신경성 심박수 조 의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30) 

기복시 부교감신경의 심장에 한 조 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HF의 감소는 sequence법에 의한 BRS가 부교감신

경의 향을 잘 반 하는 특징을 나타내며31) Uemura 등의5) 

결과와 유사하나 LF의 경우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은 LF가 

증가한 다른 연구들과 차이를 보 다.6-8) 이는 LF가 교감신

경과 부교감신경의 향을 모두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0) 

하지만 교감신경성기능을 잘 반 한다고 알려진 LF/HF 비는30) 

유의하게 증가하여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5,6,8) 기복이 

교감신경계 항진을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복강내압의 증가는 역학  변화와 호

흡의 변화에 더불어 압조 의 완충작용을 하는 압반사 

민감도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심 계 비력이 하된 심

질환자나 노인에서 복강경 시술을 한 기복 유발시 심

계 변화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결론 으로 복강경시

술을 하여 복강내압을 증가시킬 경우 자율신경계의 조

능이 감소되므로 역학  변화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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