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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latelet function in patients undergoing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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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Colloid solutions are used to treat hypovolemia and expanding plasma, but they may inhibit platelet function 

and reduce the level of coagulation factors during surge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s of hydroxyethyl 

starch (HES) on adenosine diphosphate (ADP)- and collagen-induced platelet aggregation in patients undergoing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Methods:  Patients undergoing endoscopic sinus surgery unde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were 

divided into a group that underwent fluid management with only crystalloid solution (n = 15) and a group that was managed 

with crystalloid solution that included 6% HES (130/0.4) (n = 15).  ADP- and collagen-induced platelet aggregation were measured 

5 minutes before induction, after the first intraoperative hour, and one hour postoperatively.

  Results:  Significantly diminished ADP- and collagen-induced aggregation values were observed intraoperatively when compared 

with the preoperative value in the patients that were managed with colloid solution that included HES.  In addition, significantly 

diminished collagen-induced aggregation values were observed intraoperatively when compared with the preoperative value in the 

group that was managed with the solution that only contained the crystalloid.  However, ADP- and collagen-induced platelet ag-

gregation were recovered postoperatively in both group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fluid therapy with colloid solution that contained 6% HES (130/0.4) may 

diminish ADP-induced platelet aggregation intraoperatively in patients subjected to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Korean J Anes-

thesiol 2009; 56: 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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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  수술 에 여러 가지 생리학  는 약리학 인 

원인에 의하여 출  는 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응

고작용의 변화가 래 될 수 있다. 이  각종 마취 약제가 

지  과정에 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수술 도 에 발생하

는 액 손실과 이를 보충하기 하여 투여하는 정질액이

나 장 증량제도 지 과정에 향을  수 있다. 하트만 

용액, 생리식염수와 같은 정질액의 투여는 응고유발(proco-

agulant)-항응고(anticoagulant) 물질간의 불균형을 유도해 응

고를 더욱 항진시키고[1], 일반 으로 사용하는 hydroxyethyl 

starch (HES)용액과 같은 장 증량제는 액의 응고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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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roup 1 Group 2

Age (yr)

Gender (M/F)

Weight (kg)

ASA classification

Anesthesia duration (min)

46.6 ± 11.8

13/2

72.3 ± 11.1

1.3 ± 0.5

127.3 ± 34.6

44.9 ± 10.7

14/1

69.4 ± 11.3

1.2 ± 0.4

129 ± 30.1

Values are mean ± SD. Group 1: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only crystalloid solution infusion, Group 2: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crystalloid and hydroxyethyl starch (6%, [130/0.4]) infus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2. Preoperative Laboratory Variables

Group 1 Group 2

Hb (g/dl)

Hct (%)

Platelet (10
3
/ul)

Collagen-induced platelet 

 aggregation ratio (%)

ADP-induced platelet 

 aggregation ratio (%)

14.2 ± 1.0

41.6 ± 2.3

205.0 ± 31.5

 47.7 ± 18.5

 47.9 ± 17.1

14.4 ± 0.7

42.0 ± 1.9

218.3 ± 44.1

 50.3 ± 16.2

 41.7 ± 18.1

Values are mean ± SD. Group 1: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only crystalloid solution infusion, Group 2: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crystalloid and hydroxyethyl starch (6%, [130/0.4]) infusion,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ADP: adenosine diphosphat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억제하여 지  과정에 향을  수 있다[2,3]. 지  과정 

 소 이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질액

과 교질액 투여에 따른 소  기능 변화에 한 여러 연

구가 보고 되고 있다[4-7].

  수술  실 로 인한 량 상태를 교정하기 하여 

HES가 리 사용되고 있는 교질액이다. HES는 dextran의 단

으로 지 되어온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히 감소한 장

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  기능 장애와 응고 장애의 가

능성에 하여는 여러 보고들이 있다. 고분자량의 HES는 

장 증량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 을 가지고는 있으

나 다량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재 분자량의 

HES를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 이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지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8]. 한, 

소  기능은 HES의 사용뿐만 아니라 수술의 종류, 마취 

 사용하는 마취제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9-11]. HES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  억제의 

기 은 von Willebrand factor의 소  연결특성(platelet-linking 

properties)의 감소, fibrinogen치의 감소, thrombin 형성, plate-

let 표면에서의 fibrinogen에 한 기능  수용체의 작용 감

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자량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12]. 그러나, propofol과 remifentanil에 의한 완 정맥마

취에 의한 수술  정질액과 동시에 투여한 HES의 소  

기능에 하여 어느 정도 향을 나타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 정맥마취에 의한 내시경하 부

비동수술이 이루어지는 환자에서 교질액으로서 분자량의 

HES (VoluvenⓇ, 6%, [130/0.4], Fresenius Kabi)를 정질액과 

동시에 4 ml/kg/h로 일정하게 투여하는 경우에 adenosine di-

phosphate (ADP)와 collagen을 응집 진제(agonist)로서 사용

하는 소  응집능검사(platelet aggregation test)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선택수술이 정되어 있는 

미국마취과학회(ASA)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
70세 사이의 총 30명의 환자를 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

게 연구의 목 , 마취 방법  투여하는 수액에 하여 설

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실험을 시행하 다.

  성별, 나이, 몸무게, 마취시간  ASA 신체 분류 등 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수술  색소

치, 소 수, 구비율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2).

  HES 사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향을 배제하기 해 

마취 방법은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완 정맥마취

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수술은 이비인후과의 내시경하 부

비동 수술로 제한하 다. 소  기능에 향을  수 있는 

허 성 심장질환이나 뇌  질환이 있는 환자, 간 질환이 

있는 환자, 액질환  가족력이 있는 환자, 정된 수술 

2주일 내에 액응고에 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환자, 

교질액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환자, 그리고 수술  수 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 하

다. 

  수술의 종류는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로 제한하 고, 연구 

기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비인후과 의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역시 동일인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마취  투약제로서 60세 미만에서는 midazolam 2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60세 이상에서는 midazolam 1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실 도착 30분 에 근주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환자감시를 해 비침습  압

계,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하 고, 요골동맥에 

20 G 카테터를 삽입하여 지속  동맥압 감시와 채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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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matologic Variables in Perioperative Period

T1 T2 T3

Hb (g/dl)

  Group 1

  Group 2

Hct (%)

  Group 1

  Group 2

Platelet (103/ul)

  Group 1

  Group 2

14.2 ± 1.0

14.4 ± 0.7

41.5 ± 2.3

42.0 ± 1.9

205.0 ± 31.5

218.3 ± 44.1

13.7 ± 1.1a)

13.0 ± 0.8a)

 39.5 ± 2.2a,b)

 37.8 ± 1.8a,b)

201.8 ± 66.7

206.1 ± 37.3a)

13.5 ± 0.7a)

13.1 ± 1.2a)

39.5 ± 1.5a)

38.2 ± 3.0a)

198.1 ± 27.7

199.0 ± 34.1a)

Values are mean ± SD. Group 1: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only crystalloid solution infusion, Group 2: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crystalloid and hydroxyethyl starch (6%, [130/0.4]) infusion, 

T1: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T2: the first hour intraope-

ratively, T3: the first hour postoperatively, a)P ＜ 0.05 compared 

with T1, b)P ＜ 0.05 between group 1 and 2.

사용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   수술 에 하트만 용

액  생리식염수를 투여 받았다.

  상 환자는 정질액(생리식염수, 8 ml/kg/h)만 투여 받은 

군(n = 15)과 HES (VoluvenⓇ, 6%, [130/0.4]) 4 ml/kg/h를 정

질액(생리식염수, 4 ml/kg/h)과 같이 투여 받은 군(n = 15)의 

두 군으로 분류하여 무작 로 할당하 다. 마취는 완 정맥

마취를 이용하 으며 Master TCIⓇ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목표농도를 propofol은 4 μg/ml, remifen-

tanil은 4.0 ng/ml가 되도록 유도한 후 rocuronium 0.6 mg/kg

을 정주하여 충분히 근이완을 시킨 후 기 내 삽 을 실시

하 으며 propofol  remifentanil로 마취를 유지하 다. 일

회 호흡량은 환자에 따라 8−10 ml/kg로 하고 호기말 이산

화탄소 농도가 33−35 mmHg가 되도록 호흡수를 조 하 다.

  수액의 투여는 각 환자의 체 에 따라 계산된 체액 소실

량과 수술에 따른 불감성 소실량  흡인기를 통하여 나온 

출 량을 종합하여 히 유지하 으며 수술  수 이 

시행된 환자는 없었다. HES 용액은 수술 시작과 동시에 4 

ml/kg/h로 일정하게 투여하 다.

  소  기능 검사를 해 ADP와 collagen에 의한 응집반

응 검사를 실시하 고, 마취유도 5분 (T1)에 처음 채 을 

하여 조군으로 설정하 으며, 수술 시작 후 1시간(T2)  

수술 후 1시간(T3)에 각각 채 을 하여 검사실로 이송하

다. 한 시간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하여 즉시 검사가 

시작되었다. Whole Blood Lumi-AggregometerⓇ (Chrono-Log 

Coporation, Havertown, PA)를 이용하 고, 응고분석을 하

여 소  응집물질로 ADP 10 μg 는 collagen 4 μg을 

소  풍부 장 1 ml에 첨가하여 투과는 소  풍부 장

에서는 0%, 소  결핍 장에서는 100%로 하여 최  응집

률 혹은 응집 속도를 비교 측정하 다[13,14].

  모든 자료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분석

은 SPSS (version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두 군 

간의 인구 통계 자료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 고 성별 

분포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두 군내에서의 액학  측

정치, collagen  ADP에 의한 응집 반응의 수술  측정치

와 수술 , 수술 후 측정치의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 test를 시행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시행하

으며, 두 군 간의 비교는 측정치 차이를 분율로 환산하고 

Wil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를 통계학 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수술   수술 후 측정된 색소치와 구비율은 모든 

군에서 수술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두 군 간에 

있어서는 수술  구 비율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소

 수는 두 군 모두에서 수술   수술 후 감소하 으며, 

특히 HES를 같이 투여한 군에서는 수술   후에 206,000, 

199,000으로 마취 유도  218,000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 = 0.04),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HES 용액의 투여량은 4 ml/kg/h을 유지하 다.

  ADP에 의한 소  응집은 정질액만 투여한 군에서는 

마취유도  5분(T1)에는 47.9%, 수술시작 1시간 후(T2)는 

43.5%. 수술 종료 후 1시간(T3)에는 48.9%로 채  시간에 

따른 ADP에 의한 소  응집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질액과 함께 HES를 같이 투여한 군에서는 각

각 41.7%, 24.9%, 31.5%로 수술 (T2)에 ADP에 의한 소

 응집능이 유의하게 억제된 것을 확인하 다(P = 0.005). 

HES를 같이 투여한 군에서 수술 시작 1시간 후에 측정한 

ADP에 의한 소  응집능이 정질액만 투여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 되었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 다(P = 

0.002). 한 수술 종료 후 1시간 후에는 억제된 소  응

집능이 회복되었으나 정질액만 투여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1) (P = 0.04).

  Collagen에 의한 소  응집은 정질액만 투여한 군에서

는 각각 47.7%, 38.9%,  48.7%로 수술 시작 1시간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 = 0.001), HES

를 같이 투여한 군에서도 50.3%, 31.3%, 38.5%를 보여 유의

한 차이를 보 다(P = 0.005). 그러나, 수술 종료 후 1시간

에 측정한 결과는 마취유도  5분에 측정한 결과와 비교

하 을 때 회복되는 경향을 보 다. 한 두 군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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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crystalloid or crystalloid and hydroxyethyl starch 

(HES) infusion on adenosine diphosphate-induced platelet aggregation. 

Values are mean ± SD, T1: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T2: the first hour intraoperatively, T3: the first hour postoperatively. 
a)
P ＜ 0.05 in each group, 

b)
P ＜ 0.05 between group 1 and 2.

Fig. 2. Effects of crystalloid or crystalloid and hydroxyethyl starch 

(HES) infusion on collagen-induced platelet aggregation. Values are 

mean ± SD, T1: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T2: the first 

hour intraoperatively, T3: the first hour postoperatively. 
a)
P ＜ 0.05 

in each group, 
b)

P ＜ 0.05 between group 1 and 2.

고      찰

  본 연구 결과 정질액만 사용한 군에서는 수술 시작 후 1

시간에 측정한 검사 결과에서 collagen에 의한 유의한 소

 응집억제가 있었으며, ADP에 의해서는 유의한 응집억제

가 없었다. HES를 같이 투여한 군에서는 수술 시작 후 1시

간에 측정한 검사 결과에서 ADP와 collagen에 의해 소  

응집 억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 모두에

서 이러한 응집억제가 수술 종료 1시간 후에 측정한 검사 

결과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검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수술  마취기간 동안 교질액의 투여가 액 응고 장애

와 같은 지  과정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여러 보고들

이 있다[7]. 지 작용에 있어서 소 의 생리기능은 소  

부착, 소  응집  소 의 응고작용 등이다. 소 은 

자신의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의해 collagen과 내피막하 

미세섬유에 부착하여 의 내피간극에 작은 덩어리가 생

기게 함으로써  내인성을 유지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분비된 ADP, ATP, thrombin  serotonin 등의 자극에 의하

여 일차  지 이 일어난다. 반면 이차  지 은 주로 소

에서 분비된 thromboxane A2에 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소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

고 있으며 출 시간이 가장 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검사

는 지 과정  의 수축  소 의 부착과 응집에 

의한 일차  지 기능을 반 한다. 실험실에서 가장 리 

이용되는 방법은 소  응집검사이며 소  이상을 평가

하는 매우 민감하고 특수한 방법이다.

  일반 으로 수술실에서 일차 선택 수액으로 사용하는 하

트만 용액, 생리 식염수와 같은 정질액들은 액 응고 측면

에서 항트롬빈 III (antithrombin III; AT III) 감소를 통한 트롬

빈 형성을 진시켜 응고항진을 유발하는 단 이 있다[2,3]. 

  장 증량제로 리 쓰이는 인공 교질액인 HES 용액은 

처음에는 고분자량으로 체내 축 과 액 응고 장애와 같

은 원치 않는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 으나[7], 분자량의 

HES가 개발되어 체내 축 이나 과민 반응은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액 응고 장애 발생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

히 HES를 1.5 L 이상 다량 투여 시 장에 축 되어 응

고 문제를 래할 수 있다[15]. 이의 기 으로는 HES 분자

들이 응고인자인 von Willebrand factor (vWF), factor VIII :c

를 감소시켜[16,17] aPTT를 연장시키고, 항응고 물질인  

헤 린의 활성도와 AT III 농도를 떨어뜨리며[18], 소 을 

둘러싼 소  손상을 유도하여 응고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섬유소원 수용체의 가용성을 떨

어뜨려 응고 련 ligand의 근을 차단하고[18], 소  표면 

당단백 IIb-IIIa 표 을 방해하여 생체 외에서 collagen, epi-

nephrine 등에 한 응집 속도 지연과 같은 소  기능 장

애를 래한다[18-21]. 한 정상 성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기능이 하된 환자에게 사용하 을 경우 세뇨  

손상이 보고되기도 하 다[22].

  출 검사로서 소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측정자의 경

험이나 피부체온, 소 의 유  결함, 요독증(uremia), 간

경화(liver cirrhosis) 등에 의하여 획득되는 소  기능 이상 

등의 향을 받을 수 있고 aspirin, clopidogrel 등의 항 소

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는 결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떨어져서 ADP, epinephrine을 이용한 

소  응집검사로[13] 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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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의 장 증량 효과는 조성에 따라 80−140%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6% HES (VoluvenⓇ, [130/0.4])의 경우 

100%의 장 증량 효과를 나타내고 효과가 4−6시간 지속

되며 지  작용에 미치는 향이 매우 은 것으로 되어있

다. HES 용액을 주입하 을 때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에 

하여 알려져 있지만 그 기 은 확실하지 않다[23].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주입량이나 주입 기간 등의 향을 받을 

수 있다. 권장 용량의 고분자의 HES의 소  응집 반응에 

한 유의한 향은 없다는 보고도 있으나[19] 본 연구에서

의 HES 4 ml/kg/h 용량에서 유의한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

은 정질용액과 동시에 투여된 것도 향을 미쳤으리라 생

각할 수 있다.

  한 소  응집에 한 propofol의 효과 역시 다양한 보

고가 있다. 즉 propofol이 소  기능을 억제시킨다는 보고

와[24], 소 기능의 억제가 없다는 보고 등의[25,26]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한 propofol-remifentanil을 

사용한 완 정맥마취는 수술 에 collagen 유도에 의한 

소  응집을 억제시켰다고 하 다[11]. 본 연구에서도 pro-

pofol을 이용한 완 정맥마취 시 정질액만 사용한 군에서 

collagen에 의한 소  응집 억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HES를 같이 사용한 군에서는 collagen 뿐만 아니라 

ADP에 의한 소  응집 억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색소치와 구비율은 수술 , 수술 , 수술 후 1시간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이는 출   수액 

투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소  수는 HES를 동시에 투여한 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

하 지만 ADP와 collagen에 의한 소  응집능이 모두 유

의하게 억제 효과를 보인 것은 HES를 4 ml/kg/h로 일정하

게 투여하여도 소 의 수와 기능에 향을 나타낼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완 정맥마취에 의한 수술 에 수액 요법으

로서 HES를 4 ml/kg/h로 일정하게 정질액과 동시에 투여하

는 경우에도 소  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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