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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Hypercapnia augments cardiac output and can initiate a sympathetically mediated release of catecholamines to 

increase cardiac output.  Many studies of hemodynamic changes by hypercapnia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inhalation anesthetics 

besides sevoflurane.  This study examined the hemodynamic changes by increasing end-tidal carbon dioxide (EtCO2) under sevo-

flurane-N2O anesthesia. 

  Methods:  Twenty patien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We studied stable,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under general anes-

thesia maintained with O2 2 L/min - N2O 2 L/min - sevoflurane (1.5−2.5 vol%).  Hypercapnia were obtained by reducing tidal 

volume and respiratory rate.  EtCO2 was adjusted to 30, 40, 50 mmHg with each concentration maintained for 15 min.  Global 

hemodynamic variables were monitored with a pulmonary artery catheter. 

  Results:  There were no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or heart rate by hypercapnia.  Acute moderate hypercapnia increased 

cardiac output (4.9 ± 1.7, 5.5 ± 1.7, 6.2 ± 2.1 L/min; P ＜ 0.05), cardiac index (3.0 ± 0.9, 3.4 ± 0.9, 3.8 ± 1.1 L/min/m
2
; 

P ＜ 0.05), pulmonary artery pressure (16.9 ± 3.7, 19.6 ± 4.2, 23.0 ± 4.7 mmHg), but did not decrease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1,558.3 ± 500.4, 1,423.5 ± 678.6, 1,156.8 ± 374.0 dynesㆍsec/cm
5
; P ＞ 0.05). 

  Conclusions:  When we changed patient EtCO2 to 30, 40, and 50 mmHg, there were no changes in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but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decreased, and cardiac output, cardiac index and mean pulmonary arterial pressure 

increased significantly.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131～4)

Key Words:  Hemodynamic variables, Hypercapnia, Sevoflurane, Pulmonary artery catheter.

서      론 

  고탄산 증이 유발되면 교감신경매개로 인해 catechol-

amine이 분비되어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국소 인 확장

이 유발되어 류가 증가하게 된다 [1-3]. 그 결과 조직으로

의 류  산소 공 도 증가되며 따라서 수술 부 의 감

염율이 하게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 [4,5]. 이러한 이

유로 수술  마취  고탄산 증이 환자에게 이로운 상황

에 종종 직면하게 되지만 고탄산 증은 많은 심 계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이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탄산 증으로 인한 심 계의 변화에 한 

부분의 연구가 의식이 있는 경우 혹은 N2O, halothane, en-

flurane, isoflurane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연구 으며 각각

의 약제에 따라 고탄산 증으로 인한 변화가 약간씩 상이

했으나 [6] sevoflurane-N2O 사용 시에 한 연구는 거의 없

어 자들은 임상 으로 허용되면서, 자발호흡 시 가끔 

찰되는 경한 정도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면

서 이에 따른 역학  변화를 찰하 다.

상  방법

  췌십이지장 제술, 간 제술 혹은 간엽 제술을 시행 받

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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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Hemodynamic Profiles by Different End-tidal CO2 (EtCO2)

EtCO2 
MAP

(mmHg)

HR 

(beat/min)

CO 

(L/min)

CI 

(L/min/m
2
)

TSVR  

(dynesㆍsec/cm
5
)

PAP 

(mmHg)

30 mmHg

40 mmHg

50 mmHg

80.2 ± 10.7

78.3 ± 9.3

76.2 ± 11.7

72.7 ± 13.8

73.8 ± 13.2

77.8 ± 15.6

4.9 ± 1.7

5.5 ± 1.7*

6.2 ± 2.1
†

3.0 ± 0.9

3.4 ± 0.9*

3.8 ± 1.1
†

1,558.3 ± 500.4

1,423.5 ± 678.5

1,156.8 ± 373.9
†

16.9 ± 3.7

19.6 ± 4.2*

23.0 ± 4.7
†

Values are mean ± SD.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CO: cardiac output, CI: cardiac index, TSVR: total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PAP: pulmonary artery pressure. *P ＜ 0.05 compared with 30 and 50 mmHg. 
†

P ＜ 0.05 compared with 30 mmHg.

Table 1. Demographic Data (n = 20)

Age (yr)

Sex (M/F)

Weight (kg)

Height (cm)

  58 ± 10 

   8/12

  59.9 ± 10.7

160.0 ± 8.7

Values are mean ± SD.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기왕력 상 고 압, 심증, 심근경

색, 부정맥 등 심 계 질환이 있거나 실험 도  출 이 

300 mL 이상인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본원 임상 연

구 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 마취  환자를 방문하여 연

구 목 과 연구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환자에게 설명하

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환자의 성별, 나이, 신장, 체 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마취 유도 30분  glycopyrrolate 0.2 mg  midazolam 2 

mg 근주로 마취 투약하고, 수술실 도착 후 비침습  동

맥압, 심 도,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등의 기본 인 감시

를 하 다. 수술 후 통증 조 을 해 제 6-7 흉추간에 경

막외 카테터를 삽입하 다. 신 마취유도로 lidocaine 0.7 

mg/kg, propofol 2 mg/kg, rocuronium 1 mg/kg을 정주한 후 

기 내 삽 을 하 고, O2 (2 L/min)-N2O (2 L/min)-sevo-

flurane (1.5−2.5 vol%)으로 마취유지 하 으며 실험 동안에 

근이완을 해 rocuronium을 8 μg/kg/min의 속도로 지속정

주 하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35 ± 3 mmHg, 맥박산

소포화도 98−100%의 정상범 를 유지 하 다. 

  신마취 후 요골 동맥을 천자하 고 우측 내경정맥을 

통해 8.5 치 유도 (SI-09880, Arrow, USA)을 통하여 7.5

치 폐동맥 카테터(AH-05050-H, Arrow, USA)를 삽입하

다. 수술 시작 약 1시간 후 역학  변화가 안정된 상태

에서 sevoflurane의 농도를 1.5 vol% 정도로 유지하면서 일

회 호흡량  호흡수를 변화시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30 ± 3 mmHg, 40 ± 3 mmHg, 50 ± 3 mmHg으로 변화시키

면서 목표 분압을 15분 동안씩 유지한 후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폐동맥 카테터를 이용하여 심박출량, 

심장박출지수, 평균 폐동맥압, 신 항을 측정, 기록하

다. 열희석법으로의 측정은 5회 측정하여 최고값과 최

값을 제외한 3개의 값을 평균하 다. 10분 후 동일한 방법

으로 한차례 더 시행하여 두 측정치의 평균값을 기록하

다.

  통계  처리는 SPSS 로그램(vesion 12.0)을 이용하여, 

repeated ANOVA 검사로 시행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평균 동맥압  심박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30, 

40, 50 mmHg로 변화 시켰을 때 80.2 ± 10.7, 78.3 ± 9.3, 

76.2 ± 11.7 mmHg  72.7 ± 13.8, 73.8 ± 13.2, 77.8 ± 15.6

회/분으로 의의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심박출량  심장박출지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30, 40, 50 mmHg로 변화 시켰을 때 4.9 ± 1.7, 5.5 ± 1.7, 

6.2 ± 2.1 L/min  3.0 ± 0.9, 3.4 ± 0.9, 3.8 ± 1.1 L/min/m2

로 의의 있는 증가를 보 다(Table 2).

  신 항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30, 40, 50 

mmHg로 변화 시켰을 때 1,558.3 ± 500.4, 1,423.5 ± 678.6, 

1,156.8 ± 374.0 dynesㆍsec/cm5로 감소를 보여 30, 40 mmHg 

간에는 의의가 없었으나 30, 50 mmHg 간에는 의의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Table 2).

  평균 폐동맥압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30, 40, 50 

mmHg로 변화 시켰을 때 16.9 ± 3.7, 19.6 ± 4.2, 23.0 ± 4.7 

mmHg로 의의 있는 증가를 보 다(Table 2). 

고      찰

  Sevoflurane-N2O를 사용한 신마취시 고탄산 증은 다른 

신마취제(N2O,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심박출량, 심장박출지수, 폐동맥

압을 증가시켰으며 총 신 항은 감소시켰다. 

  고탄산 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호흡성 산증은 심박출량 

상승과  확장을 유발한다 [1-3,7]. 이것은 교감신경계의 

자극으로 인해 교감신경 말단과 부신 수질에서 분비된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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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lamine에 의한다 [2,3]. 이와는 달리 폐 은 신

과는 반 로 폐  수축이 유발된다 [8,9].

  고탄산 증이 역학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보고

로 Mas 등은 [1]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 환기를 

받는 환자를 상으로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을 40에서 

52 mmHg로 증가시켰을 때 심박수가 95에서 105회/분으로 

심장박출지수는 3.43에서 3.97 L/min/m2로 평균 폐동맥압은 

21에서 24 mmHg로 증가하 고, 신 항은 992에서 

813 dynesㆍsec/cm5로 감소하 으며, 동맥  이산화탄소 분

압을 41에서 34 mmHg로 감소시켰을 때에는 신 항

만 995에서 1,088 dynesㆍsec/cm5로 약간 상승한 외에 심박

수, 심장박출지수의 의의 있는 변화는 없어 탄산증으로 

인한 역학  변화는 고탄산 증시에 비해 그 정도가 덜 

하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인체의 고탄산 증 시 역학의 변화가 신 흡

입마취 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연구로 Magnus 등은 [10] 

고탄산 증이 심박출량, 신동맥압, 폐동맥압, 심정맥압, 

폐동맥 기압  폐 항 등을 상승시켰으나 신

항은 변화가 없었으며, 고탄산 증이 유발된 상태에서 

3% isoflurane을 흡입한 결과 신동맥압은 즉시 감소하 으

나 심박출량, 일회박출량, 폐동맥압등은 변화가 없었고 우

심박출작업량(right ventricular stroke work)은 감소하지 않았

고, 좌심박출작업량(left ventricular stroke work)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한 Akça 등은 [4] 1.5−2.0% sevoflurane으로 마취 하고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을 20−60 mmHg로 변화시키면서 

비침습 으로 NICOⓇ(Novametrix Medical System Inc, USA)

를 이용하여 심장박출지수를 측정한 결과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 10 mmHg 증가마다 심장박출지수는 평균 0.3 L/min/m2

씩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고탄산 증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신  항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조직으로의 류가 향상되어 수술 후 

감염이나 장문합의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 상하여 Mas 등

은 [1]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을 40에서 52 mmHg로 증가

시켰을 때 류의 변화를 산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막

내산도(intramucosal pH)와 막내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

차 (intramucosal arterial PCO2 gradient)를 측정한 결과 고탄

산 증이 류에는 별 이로운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는 상반된 보고로 Akça 등은 [4] 고탄산 증이 조

직으로의 산소공 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피하

조직의 산소분압을 측정한 결과 수술  경도의 고탄산

증은 조직으로의 산소공 을 향상시켜 창상 감염의 빈도를 

감소시키므로 마취  환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 다.

  임상에서 허용되는 범 의 고탄산 증의 범 에 하여

는 Feihl 등이 [11]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 80 mmHg 이하, 

pH 7.15까지는 별로 해롭지 않다고 보고하 지만 본 실험에

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임상 으로 허용 가능한 

정도인 50 mmHg까지 실험하 다.

  본 실험 외에 Akça 등도 [4] 1.5−2.0% sevoflurane으로 마

취하고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을 20−60 mmHg로 변화시

키면서 비침습 으로 NICOⓇ를 이용하여 심박출계수를 측

정한 보고가 있으나 이산화탄소 재호흡법을 이용하여 심박

출량을 측정하는 NICOⓇ는 사강이 일정하여 호기말 이산화

탄소 농도가 동맥  이산화탄소 농도를 잘 반 한다는 가

정 하에 Fick의 원리를 이산화탄소 배출에 용하여 체내에

서 생성되어 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심박출량

과 동, 정맥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의 곱과 같다는 공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NICOⓇ 장비는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과 심박출량이 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측정

하므로 [12] 본 실험의 경우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격히 변화 시키는 경우에는 오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와 같이 폐동맥 카테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

할 것이다. 

  본 실험의 한계로는 첫째; 일회 호흡량  호흡수의 변화

로 인한 평균기도압의 증감이 역학에 미치는 향을 배

제할 수 없었다는 , 둘째; 고탄산 증을 유발한 상태에서 

각 마취제를 서로 바꿔 가면서 역학  변화를 찰해야

겠지만 그 게 하지 못한 을 들 수 있고, 셋째;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30, 40, 50 mmHg로 유지 시키면서 실험

을 진행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이산화탄소에 한 심

계의 반응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 넷째; 다른 보고에

서와 같이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을 60 mmHg까지 증가 

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여 다른 보고의 결과들과 서로 비

교해 보지 못하 다는 , 그리고 신 과는 다르게 반

응하는 폐  항은 찰하지 못하 던  등을 들 수 

있겠다.

  결론 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30, 40, 50 mmHg로 

변화 시킬 때 심 계의 변화로 평균 동맥압  심박수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심박출량  심장박출지수는 의의 

있는 증가를 보 으며 신 항은 감소되었고 평균 폐

동맥압은 의의 있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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