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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수술시 Andrews frame을 이용한 복와위에서 발생한 심정지

—증례보고—
구 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재 ㆍ김은주ㆍ이지향ㆍ이상곤ㆍ반종석ㆍ민병우

Cardiac arrest in the prone position with the Andrews frame during lumbar spine surgery

− A case report−
Jae Young Kim, Eun Joo Kim, Ji Hyang Lee, Sang Kon Lee, Jong Suk Ban, and Byung Woo Mi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aegu Fatima Hospital, Daegu, Korea

  The prone position during anesthesia sometimes causes hemodynamic changes such as a decrease in blood pressure.  These changes 

are caused by a decrease in venous return from venous pooling in the legs, and decreased left ventricular compliance secondary to 

increased intrathoracic pressure, when patients are placed prone with an Andrews frame.  We report on a patient who experienced 

cardiac arrest in the prone position with the Andrews frame during lumbar laminectomy and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After 

1.25 h in the prone position, bradycardia and hypotension occurred.  Ephedrine, atropine and epinephrine were infused intravenously, 

but bradycardia and hypotension progressed to asystole.  Cardioinhibitory reflex was likely triggered by decreased venous return and 

increased intrathoracic pressure, and the patient developed cardiac arrest as a result.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7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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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복와 는 때때로 압감소와 같은 역학  변

화를 래한다. 경식도 음 를 이용하여 앙와 와 복와

에서의 역학  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복와 에서는 하

정맥의 압박으로 인한 정맥환류 감소와 흉강내 압력 증

가로 인한 좌심실 유순도 감소 때문에 수축기 폐정맥 류

속도 감소와 이완기 폐정맥 류속도 증가가 찰되었다[1]. 

복와  상태에서 수술  심정지의 발생은 흔하지 않지만 

술 에 존재하는 심장질환이나 수술 의 출 , 공기색 증, 

정맥환류 감소가 심정지 발생의 험인자가 될 수 있다[2]. 

요추수술시 복와 를 해서는 Andrews frame과 Wilson frame 

등 다양한 종류의 수술침 가 사용되고 있다[3]. 이  Andrews 

frame을 이용한 복와  시에는 다른 수술침 에 비해 하지

가 좀 더 심장아래에 치해 있고 흉부지지 로 인해 흉강

내 압력이 증가되어 정맥환류 감소가 더 심하며 이완기말 

좌심실면 의 감소도 더 큰 것으로 찰되었다[4]. 자들은 

요추수술시 Andrews frame을 이용한 복와  상태에서 심장

의 구심성 미주신경을 통한 억제 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

되는 심각한 서맥을 동반한 압 후 발생한 심정지를 경

험하 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체  40 kg, 신장 146 cm인 76세 여자로 척추 착

증으로 요추 4-5번 추궁 제술(lumbar laminectomy)  후방

요추간융합술(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을 받기 해 

내원하 다. 환자는 폐결핵의 과거력 외에 특별한 병력은 

없었다. 술  심 도 상에서 불완  우각차단이 있었으나 

평소에 실신이나 흉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은 없었고 심장

음  검사에서도 좌심실 박출계수는 65% 고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술  액학  검사, 흉부 X선 검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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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검사도 모두 정상 소견이었으며 색소는 11.8 g/dl, 

구용 율은 35.4%이었다. 환자는 수술에 한 불안감으로 

수술 날 녁 식사를 제 로 못하 다고 하 다. 수술 당

일 아침에 18 게이지 카테터로 정맥로를 확보하여 하트만 

용액을 100 ml/hr의 속도로 수술실 도착 약 2시간 부터 

주입하 으며 수술실 도착 30분 에 glycopyrrolate 0.2 mg

을 근주하여 처치를 하 다. 수술실 도착 당시 압은 

124/72 mmHg, 심박수 78회/분, 산소포화도는 98%이었고 심

도는 술  검사소견과 동일하 다. Propofol 60 mg과 ro-

curonium 40 mg을 정주한 후 remifentanil을 0.2 μg/kg/min의 

속도로 정주하여 마취유도  기 내 삽 을 하 고 이때 

압은 142/83 mmHg, 심박수는 84회/분, 산소포화도는 100%

이었다. 마취유지는 sevoflurane 1−2 vol%, 산소 1.5 L/min, 

공기 2.5 L/min으로 하 다. 수술  식시간 동안의 수액공

 부족을 감안하여 마취유도 시부터 수술시작 까지 하

트만 용액 300 ml를 정주하 다. 마취유도 후 우측 쇄골하

정맥에 심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Andrews frame에 복와

로 환시킨 후 우측 요골동맥에 22 게이지 카테터를 삽

입하여 심정맥압과 지속 인 침습  동맥압 감시를 시작

하 다. 이때 압은 108/61 mmHg, 평균동맥압 79 mmHg, 

심박수는 65회/분이었고, 심정맥압은 6 mmHg 다. 복와

 후 수술 시작 1시간까지의 압은 118−81/65−43 mmHg, 

심박수는 79−98회/분, 심정맥압은 5−6 mmHg,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3−36 mmHg, 산소포화도는 100%이었

다. 수술  평균동맥압이 60 mmHg 미만일 경우에는 phe-

nylephrine 50 μg을 정주(심정지 까지 3회)하여 압을 안

정 으로 유지하 다. 복와 를 취한지 1시간 15분이 경과

하 을 때 근육층박리 후 추궁 제술을 시행하던  갑자

기 심박수 40회/분, 압 58/36 mmHg으로 떨어져 ephedrine 

8 mg과 atropine 0.5 mg을 정주하 으나 반응이 없어 sevo-

flurane을 단시키고 100% 산소를 공 하면서 수술자에게 

앙와  비를 요구하고 동시에 epinephrine 0.1 mg을 2회 

정주하 으나 압 23/15 mmHg, 심박수 20회/분으로 떨어

지며 심정지가 발생하 다. 심정지 발생 직후에 앙와 로 

치를 바꾸었고 그 순간 압은 183/78 mmHg, 심박수는 

130회/분으로 상승하 다. 이때 측정한 동맥  가스분석에

서 pH 7.16, PaCO2 53.2 mmHg, PaO2 444 mmHg, K＋ 4.2 

mEq/L이었으며, 색소는 9.7 g/dl, 구용 율은 29.3%이

었다. 심 도는 동성빈맥외에는 술 과의 변화는 없었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30−43 mmHg를 유지하며 정상

인 형을 나타내었고 심정맥압은 5 mmHg, 산소포화

도는 100%로 심정지 후에 큰 차이없이 유지되었다. 수술

시작 후부터 심정지 까지의 추정 출 양은 50 ml, 소변량

은 80 ml이었고 주입된 수액양은 하트만 용액 200 ml와 생

리식염수 200 ml이었다. 하지만 앙와 로 체 를 환하기

 복와  상태에서 환자의 골반이 Andrews frame의 골반지

지 에서 이탈되어 다소 아래에 치해 있었다. 앙와  상

태로 30분 정도 찰 후 활력징후가 압 110−90/60−45 

mmHg, 심박수 85−110회/분으로 안정 으로 유지되어 Wilson 

frame으로 교체하여 복와 를 취한 후 수술을 진행하 다. 

이 후 압은 115−98/64−51 mmHg, 심박수 74−100회로 

유지되었고 심 도의 변화는 없었다. 이로부터 2시간 10분 

후 수술이 종료되어 앙와 로 환 후 자발호흡과 의식회

복을 확인하고 발 하 으며 회복실로 이송하여 자가통증

조 장치로 통증조 을 하면서 심 도, 침습  동맥압, 산

소포화도, 체온을 측정하 다. 심정지 이후 수술종료시까지

의 추정 출 량은 1,000 ml, 소변량은 600 ml이었으며, 주입

된 수액량  액량은 하트만 용액 800 ml, 생리식염수 

1,200 ml, 교질액(10% pentastarch) 500 ml,  2단 , 농축

구 2단 이었다. 회복실에서 1시간 45분동안 활력징후

는 안정 이었고 의식은 명료하게 회복되어 환자실로 이

송하 다. 수술 후 시행한 심 도는 우각차단 외에 다른 변

화는 없었고 심장 음 와 흉부 X선 검사도 술 과 변화가 

없었으며 심장효소검사도 정상 소견이었다. 동맥  가스분

석에서 pH 7.36, PaCO2 33.5 mmHg, PaO2 95.5 mmHg, 산소

포화도 97.1%이었으며, 색소는 12.2 g/dl, 구용 율은 

36.5%이었다.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수술 1일 후 일반

병실로 이동하 다. 

고      찰

  복와 는 후방척추수술, 하지수술, 두개골의 후두와(posterior 

fossa)수술 시에 흔히 이용된다[3]. 복와  상태에서는 환자

의 체 이 골반과 무릎 그리고 흉부지지 의 형태에 따라 

가슴 는 복부에 실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하지가 심장보

다 아래에 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정맥 의 하체 류

가 발생하기도 하며 하 정맥 압박에 의한 정맥환류 감소

와 흉부지지 에 의한 흉강내 압력 증가로 인한 좌심실 유

순도 감소 때문에 압감소와 같은 역학  변화가 래

된다[1]. 특히 요추수술시 복와 에서는 수술부 의 노출과 

하 정맥 압박으로 인한 정맥환류 억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막외 정맥얼기(epidural venous plexus)를 통한 출 을 이

기 해 무릎에서 어느 정도 체 을 지지해 주는 무릎의탁

자세(kneeling position)를 선호하게 된다[3]. 이러한 이유로 

요추수술 시에는 하 정맥의 압박을 유발하는 복압을 감소

시키기 해서 Andrews frame이나 Wilson frame과 같은 형

태의 수술침 가 이용된다[3]. 

  하지만 하 정맥의 압력 감소는 공기색 증의 험을 증

가시킨다[3]. Albin 등은[5] 요추수술시 복와 에서 발생한 

공기색 증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보고된 세  모두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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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질소가 사용되었다. 한 에서는 심정맥 카테터를 통

하여 공기가 흡인되었고, 두 에서는 부검 결과 상동맥

과 우심실 등에서 공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한 에서는 

난원공개존(patent foramen ovale)이 있었다. 수술  공기색

증의 발생 시에는 심 도의 변화나 빈맥이 흔히 발생하며 

폐동맥압의 증가에 따른 이차 인 효과로 심정맥압이 증

가되기도 하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동맥

산소분압의 감소가 생길 수 있다[6]. 공기색 증의 확인은 

경식도 음 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나 용의 어

려움이 있다[6]. 본 증례에서는 심정지 에 심 도의 변화

나 빈맥 없이 갑자기 압 하와 서맥이 나타났고 심정지 

후의 심정맥압 증가 는 산소포화도나 뚜렷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는 찰되지 않았으며 복와 에서 

앙와 로 환 후 즉시 압상승과 동성빈맥이 나타났다. 

한 본 증례에서는 수술 후 시행한 심장 음  검사에

서 심방 는 심실의 격결손은 없었고 아산화질소를 사

용하지 않고 공기를 사용하여 약 50%의 산소흡입농도가 되

도록 조 하 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 발생한 심정지는 폐

나 심장의 공기색 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

라고 생각하 다. 한 수술 후  심정지시의 심 도에

서 특징 인 변화가 없었고 심장 음 와 심장효소검사에

서도 이상소견이 없어서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의 가능성

은 없어 보이며, 수술  식시간 동안 경도의 량 상

태 으나 이를 감안하여 마취유도 시부터 수술시작 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하트만 용액 300 ml를 정주하 으며 심정

지 까지의 추정 출 량이 50 ml이었고 심정지 에 심박

수 상승이나 압 하, 심정맥압 하와 같은 량증

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음을 고려해 볼 때 량증이 

심정지의 직 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생각하 다.

  요추수술시 Andrews frame을 이용한 복와 에서는 정맥

의 하체 류로 인한 정맥환류의 감소가 래된다. 정맥환류

의 감소는 심실의 기계  수용체를 자극하여 심장의 구심

성 미주신경의 항진에 의한 심각한 서맥과 압을 나타

내는 Bezold-Jarisch reflex (이하 BJR)를 유발할 수 있다[7]. 

D'Alessio 등은[8] 사각근간 상완 신경총 차단 하에 좌 로 

경 견부수술을 받던 환자들에게서 좌 에 의한 심장의 

정맥환류 감소와 신경차단 시 사용한 epinephrine의 심근 수

축력 증가 효과 때문에 래된 BJR에 의한 갑작스러운 서

맥과 압의 발생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증례에서 사용된 

Andrews frame에서 복압 증가를 이기 한 흉부만을 지지

하는 형태의 흉부지지 는 흉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심장의 

압반사를 통한 교감신경 활성화를 유발하므로 심근 수축력 

증가의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4,9]. 따라서 본 

증례에서 Andrews frame를 이용한 복와 에서 심각한 서맥

을 동반한 압 후 발생한 심정지는 심장으로의 정맥환

류의 감소와 흉강내 압력증가에 의한 심실의 기계  수용

체 자극에 의해 유발된 BJR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BJR는 심실벽에 치하는 기계 , 화학  수용체에서 기

원하는 구심성 미주신경 통로를 갖는 억제 반사로 그 결과 

부교감신경의 항진과 교감신경의 억제에 의해 서맥, 

압, 말  확장이 나타난다[7]. BJR는 심리  압박감, 통

증 는 심장으로의 정맥 환류 감소에 의해 발될 수 있

다[10]. Lee 등은[11] 경부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려고 카테

터를 삽입하던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서맥과 

심한 압에 이은 의식소실이 생긴 경우를 보고하 으며, 

이를 통증에 의한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한 BJR의 활성화가 

원인일 것으로 생각하 다. 한 D'Alessio 등의[8] 보고에서

처럼 수술 체 에 따른 정맥 환류 감소도 BJR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수술에 한 불안감으로 수

술 날 녁 식사를 제 로 하지 못하 고 정맥로 확보도 

수술 당일 아침에 이루어져 환자는 수술실 도착 시에 

량 상태 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술시작 에 추가 인 수

액 정주가 이루어졌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앙와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한 량 

상태라 하더라도 복와 에서는 정맥 환류 감소에 따른 

부하 감소를 더욱 심하게 하 을 것이다. 그리고 심정지 후 

앙와 로 환하기 직  복와 에서 환자의 골반이 Andrews 

frame의 골반지지 에서 이탈하여 다소 아래쪽에 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골반지지 가 환자의 하복

부를 압박하고 있어 하 정맥의 압박에 의한 정맥환류 감

소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서구인의 체

격에 맞게 제작된 수술 침 에 비해 작은 환자의 체격(체  

40 kg, 신장 146 cm)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복와 에 이용되는 수술침 의 종류에 따라서 심기능  

역학  변화는 차이를 나타낸다[4]. Andrews frame은 Wilson 

frame에 비해 하지가 심장보다 좀 더 아래에 치하게 되어 

력에 의한 액의 흉강내에서 하지로의 재분포가 더 많

아져 은양의 출 이나 탈수에 의해서도 심장은 더 심한 

량 상태가 될 수 있다[12]. 이들 수술침 의 가장 큰 차

이 은 흉부지지  형태이다. Andrews frame은 흉부만을 지

지하는 흉부지지 (torso lift)와 이와 분리된 골반지지 로 

이루어지며, Wilson frame은 흉부에서 복부, 골반  퇴부 

일부에 이르는 흉부의 양쪽 가장자리에 치하는 두개의 

흉부지지 (longitudinal bolsters)로 이루어져있다[4](Fig. 1). 

Andrews frame의 흉부지지 (torso lift)는 흉부 앙부를 압박

하여 좌심실 유순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Winson frame

등 다른 복와 용 수술침 에서는 찰되지 않는 이완기말 

좌심실 면 의 감소를 나타낸다[4]. 본 증례에서 Andrews 

frame에 의한 역학  변화가 갑작스런 서맥과 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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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ndrews frame. The arrow indicates a torso lift. (B) Wilson frame. The arrow indicates longitudinal bolsters.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심정지 이후 Wilson frame

으로 교체하여 복와 를 취하 고 충분한 수액 공   수

을 하 으며 수술이 끝날 때 까지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

지 않았다. 

  아직까지 마취  복와  상태에서 환자의 체 나 수술침

의 특성에 의해 유발된 BJR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심

정지의 발생이 보고된 경우는 없지만 임신  자궁의 하

정맥 압박과 척추 마취나 경막외 마취  두부상향체 에 

의한 정맥환류 감소가 BJR를 유발하여 심 계 허탈을 발

생시켰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볼 때[10] 요추수술시 Andrews 

frame을 이용한 복와 에서도 BJR에 의한 심각한 심 계 

허탈의 발생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립 시에는 체 

액의 75%까지 심장 아래의 정맥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이 

액은 부분 하지나 골반 부 에 머물게 된다[12]. 량

증 환자에서는 두부상향체  시에 액의 흉강내에서 하지

로의 재분포로 인하여 심장은 상 으로 더 심각한 

량 상태가 되어 심실벽의 변형과 텅빈심실의 과도한 수축

이 심실의 기계  수용체를 역설 으로 활성화시켜 BJR에 

의한 미주신경성 상(vasovagal event)이 좀 더 쉽게 발

생할 수 있다[7,10]. 

  따라서 이러한 수술이 정된 환자에서 BJR에 의한 

미주신경성 상을 방하기 해서는 수술  식시간 

동안에 충분한 수액 정주로 정한 순환 액량을 유지하

여야 하며 압박붕 를 이용하여 하지를 감아주거나 심장과 

하지의 높이 차이를 여주는 것이 BJR의 발생을 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8]. 한 수술 에는 환자의 의도치 

않은 체  변화가 있어도 수술용 소독포에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수술 에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BJR의 방을 해서는 

항콜린제의 투여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빈맥이나 압상승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β-아드 날린성 수용체 차단제의 투

여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8]. 한 phenylephrine과 같은 

α-아드 날린성 수용체 작용제는 심장의 억제 수용체를 활

성화할 수 있고 epinephrine과 isoproterenol의 β-아드 날린

성 효과는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 BJR를 유발할 수 있으

므로 이들 약제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7,8]. 

  BJR에 의한 심각한 서맥  압이 발생하 을 경우에

는 항콜린제, ephedrine  α-아드 날린성 수용체 작용제의 

투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체 에 따른 원인이 의심될 때에

는 하지거상  두부하향체 를 취하거나 본 증례에서처럼 

복와  시에는 앙와 로 환하여야하고 하 정맥이 압박

된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제거하여 정맥환류를 회복시켜야 

한다[10]. 본 증례에서는 ephedrine과 epinephrine을 정주하

지만 반응이 없었고 복와 에서 앙와 로의 체  환 후 

환자의 역학  상태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BJR에 의한 

심 계 허탈이 발생했을 때에는 약물 투여도 필요하지만 

BJR의 발생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것이 더 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결론 으로 수술  복와 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수술

침 의 특성을 악하여 그에 따른 역학  변화를 상

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 증례에서처럼 요추수술시 

Andrews frame을 이용한 복와 에서는 정맥 환류의 감소에 

의한 부하 감소와 흉부지지 에 의한 심실의 기계  수

용체 자극으로 인한 BJR로 인해 갑작스런 서맥과 압에 

따른 심정지까지 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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