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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가온이 척추마취 시 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국립경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  *ㆍ김 정ㆍ김진태ㆍ김희수ㆍ이상철ㆍ김종성ㆍ김성덕

Effect of active warming on shivering during spinal anesthesia 

Young Joo*, Hyun-Jung Kim, Jin-Tae Kim, Hee-Soo Kim, Sang-Chul Lee, Chong-Sung Kim, and Seong-Deok Kim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ational Police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Hypothermia is considered one of the reasons for intraoperative shive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whether active warming can prevent hypothermia and shivering in young adults under spinal anesthesia.

  Methods:  Fifty male patients scheduled for an elective operation on lower extremity under spinal anesthesia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e warming group (n = 25) and the control group (n = 25).  The active warming was performed using a forced air-warming 

device, a warmed blanket and warmed fluid.  Axillary and tympanic temperatures, shivering degree, thermal discomfort, and anesthetic 

level were checked every 10 minutes after intrathecal injection of local anesthetics. 

  Results: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anesthetic levels were comparable between the groups.  Axillary and tympanic temperatures 

were maintained higher in the warming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10 minutes and 20 minutes after intrathecal injection respectively. 

The lowest temperature in operating room was higher in the warming group (36.3 ± 0.5
o
C)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35.7 

± 0.5
o
C) (P ＜ 0.05).  Incidences of intraoperative shivering and thermal discomfort were lower in the warming group.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intraoperative active warming can prevent hypothermia and shivering during spina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176∼80)

Key Words:  Hypothermia, Shivering, Spinal anesthesia, Temperature.

서      론

  율(shivering)은 수술 부 에 긴장을 주어 환자에게 수술 

통증보다 더 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환자 상태 감시

를 방해하며[1], 안압  두개강 내압 증가[2,3]  산소 소

모량 증가[4] 등을 유발 할 수 있다. 율의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취를 받은 환자에서 율이 일어나

는 많은 원인은 체온 하와 한 연 이 있다[5]. 경막외 

마취와 같이 하반신만 마취해도 신마취와 같이 체온 

발생이 흔하고, 그 정도도 심할 수 있다[6]. 한 경막외 마

취 시 율이 있기 , 심체온의 하가 항상 먼  선행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7]. 하반신 마취 시 교감신경 차

단과 동반된  확장으로 인한 심체온의 말 로의 재

분포(core-to-peripheral redistribution), 낮은 수술실 온도, 차가

운 수액의 정주 등으로 인해 체온이 유발되고 이와 함께 

율 상이 일어나게 된다[8,9]. 한, 마취된 부 의 구심성 

온도신호가 시상하부 시각  구역에 있는 체온조  추

로 달되지 않아 온도조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10]. 

  이러한 마취와 련된 율을 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으

로 meperidine이[11] 효과 인 약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fen-

tanyl [12], tramadol [13], clonidine [14]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약제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의 문제 도 있을 것이다.

  최근 체온 조 을 한 다양한 장비가 많이 시  되어있

고 그  체온 유지에 효과 인 것으로 강제 공기 가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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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Shivering

Grade Clinical signs

0

1

2

3

4

No shivering

Piloerection or peripheral vasoconstriction but no visible 

 shivering

Muscular activity in only one muscle group

Muscular activity in more than one muscle group but not 

 generalized

Shivering involving the whole body

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Warming group

(n = 25)

Control group

(n = 25)

Age (yr)

Height (cm)

Weight (kg)

Anesthetic time (min)

Fluid (ml)

23.9 ± 6.2

173.0 ± 4.2

69.1 ± 10.1

68 ± 10

573 ± 110

21.5 ± 2.5

175.5 ± 6.4

69.5 ± 9.6

69 ± 9

598 ± 128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tatisticall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치(forced air-warming device)가 있다[15,16]. 경막외 마취  

피부를 가온하는 것은 체온 발생을 일 수 있다[17]. 

한 가온한 수액의 투여는 주술기 체온 발생을 일 수 

있다[18].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  마취 후 체온을 

방할 수 있다면, 체온 하로 인한 율을 막을 수 있다

고 가정하 다. 하지만 부  마취 시 물리 인 방법으로 가

온하여 체온을 실질 으로 방하고 율을 막을 수 있

는 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술  강제 공기 

가온 장치를 이용한 가온이 체온과 율을 방 할 수 

있는 가를 척추마취를 받은 산모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이를 방하지 못하 다고 결론지었으나[8], 경막외 마취

를 시행 한 경우에는 이를 방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리

고 있다[16]. 이에 성인환자에서 극 인 가온으로 환자 체

온 하를 막는다면 척추마취 후 율 발생을 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해 본 연구를 실시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임상윤리심의 원회의 승인 하에 환자의 동

의를 얻은 후,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 등  분류 상 1, 2등

이고 척추마취 하에 계획 인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하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 50명을 상으로 하 다. 척추에 

기형이 있는 환자, 내, 외과  질환으로 정기 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 마취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는 제외하

다. 

  마취  투약을 하지 않았으며 극 인 가온을 실시하

는 가온군(Warming군)과 실시하지 않는 조군(Control군)으

로 무작 로 분류하 다. 가온군에서는 온장고에 보 한 하

트만씨 용액 300 ml를 마취  빠르게 주입하 으며 40oC

의 공기 가온기(Warm Touch 5800Ⓡ, Mallinckrodt Medical, 

USA)를 덮어주고 수술 침 에 40oC 가온 담요(BlanketrolⓇ, 

Cincinatti Subzero Products, USA)를 깔아주었다. 조군에서

는 실온에서 보 한 하트만씨 용액만 300 ml를 주입하고 

수술포 1장으로 상체를 덮고 가온은 하지 않았다. 수술장 

온도는 23oC로 유지하 다.

  척추마취는 측와  상태에서 제3-4 요추간으로 25게이지 

Quincke 바늘로 천자하여 뇌척수액의 유출을 확인한 다음 

0.5% 고비  tetracaine (PantocainesterileⓇ, Daihan Pharm Co. 

Ltd, Korea) 13 mg을 주입하 다. 마취 직후 고막 체온, 액

와 체온, 압, 심박수, 율 정도, 환자 추  지각 정도, 감

각 차단 범 를 기록한 후 10분 간격으로 측정을 지속하

다. 고막 체온은 ThermoscanⓇ (Instant Thermometer HM3, 

Braun, USA)을 이용하 고 액와 체온은 Skin Temperature 

ProbeⓇ (REF 16560, 400 Series, Datex-Ohmeda, Finland)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마취 후 율 발생 여부와 정도는 

Table 1과 같이 분류하여 동일한 찰자가 측정하 다[19]. 

동시에 환자가 추 를 느끼는 지를 확인하여 기록하 다. 

마취 유도 후 10분 간격으로 감각 차단의 범 를 21게이지 

바늘을 사용하여 최  감각 차단 높이를 측정하 다. 

  회복실 입실  퇴실 시에도 고막 체온, 액와 체온, 압, 

심박수, 율 정도  추  지각 정도를 측정하 으며, 회

복실에서는 가온군과 조군 모두 공기 가온기나 가온 담

요, 가온된 수액으로 극 인 가온은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의 수축기 압이 90 mmHg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는 ephedrine 5 mg을 정주하고, 심박수가 45회/분으로 떨어

지는 경우에는 atropine 0.5 mg을 정주하여 압  심박수

를 조 하 다.

  선행 연구의 자료에서 power가 0.9, alpha error가 0.05일 

때 양군 간의 체온 차이 1oC를 발견하기 한 표본수는 각 

군당 23이었다. 결과는 평균 ± 표 편차, 값(범 ), 빈

도로 표시 하 다. 두 군간의 차는 Student’s t-test 혹은 Mann 

Whitney-U-test, 그리고 교차분석을 이용하 다. 통계 로그

램은 SPSS 12.0 (Chicago, IL)을 이용하 고, P값이 0.05이하

이면 통계 으로 유의 하다고 분석하 다. 

결      과

  상 환자의 성별, 연령, 신장, 체 , 마취 시간, 정주된 

수액량은 양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척추마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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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ympanic temperature after spinal anesthesi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
P ＜ 0.05 vs. control group.

Fig. 2. Changes in axillary temperature after spinal anesthesi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
P ＜ 0.05 vs. control group.

Fig. 3. Tympanic-axillary temperature gradien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
P ＜ 0.05 vs. control group.

Table 3. Shievering and Cold Discomfort

Warming group 

(n = 25)

Control group 

(n = 25)
P value

Shivering at OR

Shievering Gr1 at OR

Shievering ≥G2 at OR

Cold discomfort at OR

Shievering at PACU

Shievering Gr1 at PACU

Shievering ≥Gr2 at PACU

1 (4%) 

0 (0%)

1 (4%)

1 (4%)

 8 (32%)

 4 (16%)

 4 (16%)

12 (48%)

 6 (24%)

 6 (24%)

13 (54%)

15 (60%)

 5 (20%)

10 (40%)

＜0.001

 0.011

 0.049

＜0.001

 0.044

0.5

 0.057

Values are numbers (percent). OR: operating room, PACU: post-

anesthetic care unit.

실패한 경우나 신 마취로 환한 경우는 없었다. 두 군간

에 최  감각 차단 높이는 가온군 T4 (T11-T2), 조군 T4 

(T10-T2)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동맥압, 심박수의 

역학  변화는 양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phedrine을 정주한 경우는 각 군에서 2명씩 있었고, atro-

pine을 정주한 경우는 없었다. 

  고막 체온은 척추마취 20분 후부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 고, 액와 체온의 경우는 마취 10

분 후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1, 2). 수술  최  

고막 체온은 가온군에서 36.3 ± 0.5oC, 조군에서 35.7 ± 

0.5oC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 다(P ＜ 0.001). 수술  최  

액와 체온 역시 가온군에서 35.4 ± 0.7℃, 조군에서 34.4 

± 0.7℃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01). 수술  고막 

체온과 액와 체온의 차이는 20분부터 두 군간 유의한 차이

를 보 다(Fig. 3). 

  고막 체온은 회복실 입실시 가온군에서 36.4 ± 0.5oC, 

조군에서 35.1 ± 0.7
oC 고(P = 0.094), 퇴실시는 가온군에서 

36.3 ± 0.6oC, 조군에서 36.0 ± 0.5oC로 가온군에서 높았다

(P = 0.024). 액와 체온은 회복실 입실 시 가온군에서 36.3 ± 

0.4oC, 조군에서 35.8 ± 0.6oC로 가온군에서 높았고(P ＜ 

0.001) 퇴실시에도 가온군 36.4 ± 0.4oC, 조군 35.9 ± 

0.4oC로 가온군에서 높았다(P ＜ 0.001). 

  율의 발생 빈도는 수술장과 회복실에서 모두 가온군에

서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었고, 수술  추 를 호소한 

경우는 가온군에서 었다(Table 3). 수술장에서 율은 

부분 10분경에 유발되었고, 20분경에 2명, 40분경에 1명이 

발생 하 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마취  극 인 가온을 실시함으로써 마

취  체온 발생을 일 수 있었고 율의 발생 빈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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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감소 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취  가온

은 회복실에서의 체온 발생을 감소 시킬 수 있었고 회복

실에서 율 역시 감소 시킬 수 있었다.

  Horn 등도[16] 심체온의 말 로의 재분포를 방하기 

해서는 심체온과 피부온도의 차이를 마취 ㆍ후에 최

소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 으며, 체온과 율을 

최소화 하기 한 조치로서 경막외 마취 하에 제왕 개 수

술 시 극 인 가온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 다. 이에 

반해 Butwick 등은[8] 척추마취 하에 제왕 개 수술 시, 수

술  가온은 산모의 체온과 율을 방하지 못한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가온 방법

의 차이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Horn 등은[16] 제왕 개 수

술 시 경막외 마취 유도 15분 부터 강제 공기 가온 장치

로 가온을 하 고 카테터 거치기간과 마취 감각 차단 높이

를 측정 시에도 가온을 지속하 다. 수술  상체에 강제 

공기 가온 장치를 지속 으로 용하고 수액 역시 37oC로 

가온하 다. 이와는 조 으로 Butwick 등은[8] 마취 유도 

후부터 단지 강제 공기 가온 장치를 이용하여 하체만 가온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가온하는 것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 극 으로 가온하는 것이 부  마취 

시 체온 발생과 율을 방하는데 더 효과 이라는 것

을 단 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본 연구에서도 강제 공기 

가온 장치, 가온 담요, 가온된 수액을 사용하여 척추마취 

후 체온 하가 일어나기  다각도로 극 인 가온을 시

키기 해 노력하 고, 그 결과 두 군간 차이를 보일 수 있

었다.

  신 마취  기에 심 체온의 격한 하 후 완만

한 신 체온 감소가 뒤따르고, 그 뒤 심 체온은 일정하

게 유지된다[10]. 이러한 기 신 체온의 격한 하는 

체온의 재분포에 의해서, 이후의 완만한 신 체온 감소는 

열 생산에 비해 많은 열 소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10]. 

이러한 양상은 척추마취나 경막외 마취에서도 비슷하게 

찰 된다[10]. 기의 체온 하의 주요한 원인은 체내 열의 

재분포인데, 경막외 마취시 심 체온은 처음 한 시간 동안 

0.8 ± 0.3oC 가량 감소하게 된다[20]. 이것은 본 연구의 

조군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액와 체온을 말

 체온으로 보고 고막 체온을 심부 체온으로 봤을 때, 두 

체온의 차이가 큰 조군에서 체온이 빨리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체내 열의 재분포를 잘 유발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 다. 경막외 마취시 첫 1시간 동안 

체온 감소 후 그 이후의 2시간 동안 0.4 ± 0.3oC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0], 실제로 본 연구의 수술 시간은 1

시간 정도로 짧았기에 체 인 체온 하 양상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경막외 마취 혹은 척추마취는  수축과 율를 유발

시키는 체온을 0.6oC 정도 낮춘다[21]. 이것은 투여된 마취

제가 액 내로 흡수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차단

으로 구심성 열성 정보를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차단된 부 가 넓을수록 구심성 열성 정보를 받

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율을 유발시키는 체온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수술장에서는 구심성 열성 정보는 주로 냉

감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냉감각이 소실 되면서 뇌에서

는 다리가 따뜻해 진다고 인식하게 되고  수축과 율

을 유발시키는 체온은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하지를 가온

함으로써 경막외 마취에서 보이는 율 역치의 감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22]. 

  마취  율을 유발시키는 체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율이 일어나는 것은 체온 하가 율을 유발시키는 온

도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5]. 한 회복기에 감각 차단

이 회복 되면서 율를 유발시키는 체온은 증가하지만 체

온 하는 회복되지 않을 경우 회복기 율이 발생하게 된

다. 체온 하가 분명히 율과 계되지만, 체온 하만으

로 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5]. 그 이유는 율과 비슷한 

떨림이 정상 체온 환자에서도 발생하고 통증이나 불안, 스

트 스 등도 율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임상

으로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환자의 율을 측정하는 실험자가 

환자의 실험군 여부를 알고 있어 이  맹검이 되지 않아, 

환자의 율 정도 평가에 실험자의 주 이 개입될 수 있었

다는 이다. 한 척추마취로 인해  확장이 주로 일어

나게 되는 부 는 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표피 체온

이 측정 되지 않아 심체온과 하지의 말 체온의 차이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다.

  결론 으로 은 성인의 척추 마취시 강제공기 가온 장

치와 수액 가온 등을 이용한 극 인 가온으로 마취  

혹은 회복실에서의 체온을 방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율의 발생 빈도를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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