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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시 척추경막외병용마취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학교 의학 문 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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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on stress responses 
during total knee replacement

Eun-Hee Chun, Jong-Hak Kim, Hee-Jung Baik, and Youn Jin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Intraoperative stress may evoke various changes in hormonal secretion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We 

designed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on stress hormone responses.

  Methods:  Thirty women more than 60 years of age, undergoing bilateral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were studied.  Patients 

were randomized to receive either general anesthesia (group I), or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group Ⅱ).  Blood samples 

were obtained immediately before anesthesia induction, immediately after skin incision, after first knee prosthesis insertion, and end 

of operation, immediately for measurement of cortisol,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Results:  The plasma concentration of cortisol,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Ⅱ after the prosthe-

sis insertion and at the end of operation, immediately.  The plasma concentration of cortiso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basal values 

in both of two groups through the surgery.

  Conclusions: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has the blocking effect of releasing catecholamine during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and immediately after the surgery.  The effect of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on stress responses during total knee 

replacement is better than that of genera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2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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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에 의한 신체 손상은 내분비 , 면역학 , 역학  

변화를 유발한다[1]. 수술 자극은 수술 부 로부터의 통증과 

구심성 신경자극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코티솔과 카테콜아민 등의 부신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고 당증, 지질 분해, 단백질 분해에 의한 음성

질소 균형 등을 일으킨다[2]. 수술 자극에 한 스트 스 반

응은 수상의 정도[3], 수술 시간[4], 마취 방법과[5] 같은 여

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술 자극에 

한 스트 스 반응을 이는 것이 수술의 결과 향상에 

요하다고 하여[6,7] 스트 스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마취약

제와 마취방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으로 흡입마취제는 스트 스 반응을 억제하지 못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Marana 등은[8] isoflurane과 비교하여 

sevoflurane의 경우 스트 스 반응을 유의하게 억제시켰다고 

하 다. 한 Cho 등의[9] 연구에서는 신마취와 병용된 

경막외마취가 수술  스트 스 반응을 경감시킬 수 있으

나 완 히 차단하지 못하 다. Norman 등도[4] 경막외차단

을 병용한 신마취의 경우 스트 스 반응의 유의한 억제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하 다. 한 수술시 조직손상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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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장시간의 수술이 스트 스 호르몬의 과 한 생산을 

래한다고 하 다[4,9]. 하지만 하복부 수술시 경막외마취

로 T4의 마취차단높이를 유지한 경우와[5,10], 자궁 제술 

시 척추마취로 T4의 마취차단높이를 유지한 경우 코티솔이 

수술 과 종료 직후 낮게 나타났다는[11] 상반된 결과도 

있다.

  슬 치환술의 상 환자들은 노화  만성질환을 동

반한 경우가 많다. 척추경막외병용마취는 척추마취나 경막

외마취 단독보다 수술을 한 마취의 질  효과 향상  

경막외카테터로 추가 인 약물 주입과 통증 조 이 가능하

다는 장 이 있다. 슬 치환술을 받는 환자에서 신마

취에 비하여 척추경막외병용마취가 스트 스 반응에 미치

는 향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양측 슬 치환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역학  변

화  코티솔과 카테콜아민을 측정하여 척추경막외병용마

취가 신마취에 비하여 수술에 한 스트 스 반응을 억

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선택  양측 슬 치환술을 시행 받는 60세 이상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속하고 아침 8시 첫 

수술이 정된 여자 환자 30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

에 하여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마취  환

자 방문 시 연구 목 과 방법에 해 설명 후 서면 동의하

에 연구를 진행하 다. 당뇨를 제외한 내분비계 질환이 있

는 환자나 루코코르티코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상에

서 제외하 다. 두 군 간에 연령, 신장, 체   미국마취과

학회 신체등  분류에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상 환자는 마취 방법에 따라 무작 로 신마취군(I군, n = 

15)과 척추경막외병용마취군(II군, n = 15)의 두 군으로 분류

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  처치는 하지 않았고, 수술실에 도착 

시 심 도, 비침습  자동 압계(SolarⓇ 8000M patient Mon-

itor, GE Medical System, USA), 맥박산소측정기  이 분

지수 감시장치(bispectral index [A-2000Ⓡ, Aspect medical 

System, Norwood, Massachusetts, USA])를 부착하 다. 알

씨 검사후 20 G 카테터를 요골동맥에 거치하여 지속  동

맥압 감시와 코티솔, 에피네 린과 노르에피네 린 측정을 

한 채 로로 이용하 다. 모든 환자에게 마취 유도  

midazolam 0.04 mg/kg를 정주하 다. I군은 thiopental sodium 

4 mg/kg, rocuronium 0.6 mg/kg, fentanyl 1－2 μg/kg의 정주

로 마취 유도 후 기 내삽 을 하 다. 일회호흡량은 8－10 

ml/kg, 호흡수는 분당 10－12회로 기계호흡을 설정한 후 호

기말이산화탄소분압을 30－35 mmHg로 유지하게 하 다. 

마취 유지는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분당 2 L로 흡입하

게 하면서 필요시 rocuronium을 정주하 고 이 분 지수는 

40－60, 압은 마취 의 20% 내외로 유지하도록 sevo-

flurane의 흡입 농도를 조 하 다. 마취 유도 이후 fentanyl

은 최  용량 200 μg범  내에서 추가로 투여하 다. II군

의 경우는 좌측 는 우측 측와 에서 제 3-4 혹은 4-5 요추 

간에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kit (EposcanⓇ B. 

Braun, Germany)의 18 G Tuohy침을 이용하여 공기 항소실

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 후 27 G Whitacre침으로 경막을 천

자하 다. 0.5% 고비  bupivacaine hydrochloride (MarcaineⓇ, 

AstraZeneca, Sweden) 8－10 mg 주입 후 척추침을 제거하고 

Tuohy침을 통해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하 다. 시험 용량으

로 epinephrine 15 μg을 섞은 0.375% levobupivacaine (Chiroc-

aineⓇ, Abbott, Norway) 3 ml를 경막외 카테터로 주입하 다. 

마취차단높이는 침통각(pinprick) 검사로 T6－T8로 유지하도

록 0.5% levobupivacaine 3－6 ml를 경막외강으로 투여하

다. 앙와 로 자세를 변경한 후 마취차단높이를 5분마다 평

가하여 마취차단높이가 고정되었음을 확인 후 환자 진정을 

하여 수술 종료시까지 1% propofol (DiprivanⓇ, Astra-

Zeneca, Sweden)을 25－75 μg/kg/min으로 정맥으로  주

입하여 이 분 지수가 60－80으로 유지되도록 하 다. 마

취차단높이가 양측이 다를 경우 높은 쪽으로 기록하 으며 

마취차단높이가 고정된 후 한 시간마다 마취차단높이를 확

인하여 0.5% levobupivacaine 3－6 ml를 추가로 경막외강으

로 투여하 다. 마취 유도  압의 20% 이상 변화가 있

을 때에는 labetalol이나 ephedrine을 정주하 다. 분당 50회 

미만의 서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atropine 0.5 mg을 정주하

다.

  수술  수액은 환자의 활력 징후와 출 량, 소변량에 따

라 교질용액 6% Hydroxyethyl starch (HextendⓇ, BioTime 

Inc., USA) 500 ml와 생리식염수를 5－15 ml/kg/h의 속도로 

투여하 고, 색소 수치가 10 g/dl 이하일 때 수 하 다.

  평균동맥압과 심박수   코티솔, 에피네 린과 노르

에피네 린 측정은 두 군 모두에서 마취 유도 (T1), 피부 

개 직후(T2),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T3), 그리고 I군

에서는 기 내튜  발  후, II군에서는 수술 종료 직후에

(T4) 시행하 다.

  호르몬 측정을 하여 요골동맥에서 채 한 액을 1분 

이내에 원심분리한 후 청을 취하여 코티솔(Competitive 

RIA method, Y-counter, COBRA 5010 Quantum, USA, 정상치: 

오  5－25 μg/dl) 측정을 하 고, 에피네 린(정상치: 0－

110 pg/ml)과 노르에피네 린(정상치: 70－750 pg/ml)의 측정

을 해서는 EDTA가 포함된 튜 에 액을 채취 후 1분 

이내에 원심분리하여 장을 취하여 하 80도 냉동고에 

보 하 다가 1개월 이내에 HPLC (High perfomanc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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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Group I Group II

(n = 15) (n = 15)

  Age (yr)  66.6 ± 6.9  69.7 ± 7.7

  Height (cm) 153.4 ± 5.6 149.6 ± 5.7

  Weight (kg)  63.0 ± 7.9  57.6 ± 6.3

  ASA physical  3/12    1/14

   classification (1/2)   

  Co-existing illness

    Hypertension   10    9

    Angina    1

    Hypertension, DM, Angina    1    1

    Hypertension, DM, Hypothyroidism    1

    Hypertension, Asthma    2

    Hepatitis    1

  Operation time (min)  204 ± 27  201 ± 46

  Tourniquet time (min)

    Rt.  54 ± 6   55 ± 13

    Lt.   60 ± 15   58 ± 16

  Anesthesia time (min)  252 ± 32  249 ± 44

  Total intake (ml) 3,640 ± 722 3,689 ± 860

  Total output (ml) 1,948 ± 554 2,279 ± 740

  Urine output (ml)   969 ± 458  1,619 ± 604*

  Estimated blood loss (ml)   979 ± 206    661 ± 206*

  PRBC transfusion (ml)   440 ± 148    217 ± 181*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I: general 

anesthesia group, Group II: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group. *P ＜ 0.05 compared with group I. 

Fig. 1.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T1: before anesthesia induction, T2: immediately after skin incision, T3: 

after first knee prosthesis insertion, T4: after extubation (Group I), end of operation, immmediately (Group II). Group I: general anesthesia 

group, Group II: combined spinal-epidural anesthesia group. *P ＜ 0.05 compared with group I, 
†

P ＜ 0.05 compared with T1 value.

Chromatography, Acclain, Bio-Rad, Germany) 분석을 이용하

여 측정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분

석은 SPSSⓇversion 16.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

여 두 군 간의 비교에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Mann-Whitney 

U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고, 군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분석에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 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결      과

  지  용시간, 수술시간, 마취시간에서는 군 간 차이

가 없었다. 실 량과 수 량은 II군에서 었다(Table 1). 평

균동맥압은 마취 유도 에는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피부 개 직후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II군이 I

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고(P ＜ 0.05), 수술 종료 직후

에는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동맥압의 군내 비교

시 I군에서는 마취 유도 에 비해 수술 종료 직후에만 유

의하게 감소하 으나 II군에서는 피부 개 직후부터 수술 

종료 직후까지 마취 유도 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유지되

었다(P ＜ 0.05). 심박수의 변화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1). Atropine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으며 ephe-

drine을 사용한 환자는 I군에서 5명, II군에서는 8명으로 사

용 빈도는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코티솔은 마취 유도  값은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I군: 12.6 ± 5.0 μg/dl, II군: 16.1 ± 28.3 μg/dl), 피부 

개 직후 두 군 모두 마취 유도  값에 비해 상승하 으며

(I군: 30.0 ± 17.8 μg/dl, II군: 30.9 ± 33.9 μg/dl),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I군: 37.9 ± 20.8 μg/dl, II군: 25.5 ± 

18.8 μg/dl)와 수술 종료 직후(I군: 34.1 ± 16.7 μg/dl, II군: 

32.6 ± 40.8 μg/dl)에 I군과 비교하여 II군에서 유의하게 낮

았다(P ＜ 0.05). 마취 유도 에 비하여 I군에서는 피부 

개 직후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수술 종료 직후에, 

II군에서는 피부 개 직후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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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cortisol,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con-

centration. T1: before anesthesia induction, T2: immediately after 

skin incision, T3: after first knee prosthesis insertion, T4: after ex-

tubation (Group I), end of operation, immmediately (Group II). 

Group I: general anesthesia group, Group II: combined spinal-epi-

dural anesthesia group. *P ＜ 0.05 compared with group I, 
†

P ＜

0.05 compared with T1 value.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 Fig. 2).

  에피네 린은 마취 유도  값은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I군: 43.0 ± 31.5 pg/ml, II군: 44.3 ± 32.0 pg/ml) 피부 

개 직후 역시 군 간 차이는 없었으며 (I군: 27.4 ± 14.9 

pg/ml, II군: 26.9 ± 10.1 pg/ml), 첫 번째 인공  삽입 직

후(I군: 42.0 ± 24.9 pg/ml, II군: 19.9 ± 7.8 pg/ml)와 수술 종

료 직후(I군: 115.5 ± 97.6 pg/ml, II군: 28.3 ± 14.7 pg/ml) I

군과 비교하여 II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 다(P ＜ 

0.05). 마취 유도 에 비하여 I군은 수술 종료 직후 유의하

게 증가하 으며(P ＜ 0.05), II군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P ＜ 0.05, Fig. 2).

  노르에피네 린은 마취 유도 에는 군 간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I군: 225.8 ± 79.4 pg/ml, II군: 251.6 ± 119.3 

pg/ml), 피부 개 직후 II군에서 마취 유도  값에 비해 

감소하 으며(I군: 194.8 ± 91.0 pg/ml, II군: 175.4 ± 147 

pg/ml),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I군: 262.1 ± 104.4 

pg/ml, II군: 146.2 ± 100.1 pg/ml)와 수술 종료 직후에(I군: 

385.1 ± 272.3 pg/ml, II군: 228 ± 147.2 pg/ml) I군과 비교하

여 II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P ＜ 0.05), 마취 유도 에 비

하여 I군에서는 수술 종료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 고 II군

에서는 피부 개 직후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유

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Fig. 2).

고      찰

  양측 슬 치환술을 시행 받는 60세 이상의 환자를 

상으로 척추경막외병용마취가 역학  변화  스트

스 호르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척추경막외병용마

취군이 신마취군과 비교하여 첫 번째 인공  삽입 직

후와 수술 종료 직후 코티솔, 에피네 린  노르에피네

린의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카테콜아민과 코티솔의 측정은 스트 스 반응의 정도와 

교감신경 활성화 평가 방법으로 유용하다. 에피네 린은 T6

에서 L2에서 기원하는 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의해서 부신수

질에서 분비되며 노르에피네 린은 T1에서 L2 척수신경에

서 기원한 교감신경의 신경  이  섬유의 활성화에 의해

서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장으로 분비된다[12]. 코티솔은 

당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카테콜아민의 작용과 역학  

면역학  작용을 매개하여 스트 스 반응의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13].

  슬 치환술시 척추마취로 마취차단높이를 T4－T6로 

유지하고 enflurane을 사용한 신마취군과 비교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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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술 후 노르에피네 린이 감소하 고 에피네 린에서

는 차이가 없다고 하 다[14]. 지  거치 30분 후부터 수

술 종료 30분 후까지 평균동맥압이 척추마취 군에서 신

마취 군과 비교하여 낮게 유지되었으며 심박수에서는 군 

간 차이가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동맥압은 피

부 개 직후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II군이 I군과 

비교하여 낮았고(P ＜ 0.05), 수술 종료 직후에는 군 간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심박수에서는 군 간 차이가 없었다. 

부 마취 하에서 슬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 교감신

경 차단 효과로 인해 신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비해 격

한 압 상승 등의 역학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한 

실 량도 II군이 I군에 비하여 었는데 부 마취시 교감신

경 차단 효과로 인하여 평균동맥압이 낮게 유지되어 실

량을 일 수 있다고 한다[15,16]. 본 연구에서도 피부 개 

직후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 II군이 I군에 비해 평균

동맥압이 낮았으며 코티솔  카테콜아민 농도가 첫 번째 

인공  삽입 직후와 수술 종료 직후 II군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감신경 차단 효과로 인해 평균동맥압이 낮게 

유지되어 실 량을 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부 마취시 교감신경 차단으로 인

하여 하복부와 하지 수술에서 스트 스 호르몬의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7]. 자궁 제술시 haloth-

ane을 사용하여 신마취를 한 군, 0.5% bupivacaine을 이용

하여 마취차단높이를 T4에서 S5까지 경막외마취를 한 군을 

비교하 을 때 경막외마취군에서 코티솔 반응을 차단시켰

다고 하 다[18]. 이는 경막외마취시 당 증가와 에피네

린 분비를 일으키는 내장의 원심성 신호가 구심성 신경 자

극보다 더 효과 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신경  이  섬유는 T1에서 L2 척수신경에서 

기원하며, 부신수질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은 T6에서 L2에서 

기원하므로 교감신경 차단이 이루어지려면 T1 이상의 마취

차단높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부 로부터 추

신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으로 오는 구심성 신호와 간

과 부신으로 가는 자율신경계의 원심성 경로가 모두 차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Stevens 등은[19] 건강한 지원자에게 

T1까지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방법

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한 결과 카테콜아민 증가를 억제하

다. 한 마취차단높이를 각각 T8, T4, C8 세 군으로 나

어 경막외마취를 시행하고 교감신경 자극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테콜아민을 측정한 연구에서 에피네 린은 세 

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C8까지 차단된 군에서만 노르에피네

린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는[20] 보고는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그 로 임상에 용

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건강한 지원자만을 상으로 하

여 자율신경계 반응의 정도가 다양한 환자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둘째, 교감 신경 자극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의 결과이므로 실제 수술 자극에 해 카테콜아민 분

비가 일어나는 상황과 다르며 셋째, 본 연구의 환자군처럼 

노화에 따른 기능  비력의 감소와 한 가지 이상의 기

질환을 가진 경우 C8까지 고 마취차단높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고  차단을 시행하지 않고 마취차단높이를 

T6－T8로 하 음에도 스트 스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척추경막외병용마취를 시행받은 환자들

이 평균 연령이 69.7세로 노인층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노화는 내분비계에 반 인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카테콜

아민 반응이 하된다. 하지수술 환자를 상으로 경막외마

취를 마취차단 높이를 T8로 시행하여 신마취와 비교하

을 때 평균 연령이 높은 군에서 은 군에 비해 피부 합 

에 노르에피네 린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는[21] 보

고는 노인 환자들에서 T6－T8의 마취차단 높이로 스트 스 

반응을 유의하게 차단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 환

자를 상으로 하여 척추경막외병용마취를 시행할 때 둔화

된 카테콜아민 분비는 마취차단높이를 낮게 유지하여도 스

트 스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 으로 작용할 수 있

으나, 교감신경 차단시 특히 고 차단이 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치 못한 역학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신마취시 사용한 약제나 경막외마취시 사용한 약제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도 교감신경 차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19,22]. 자궁 제술시 0.5% bupivacaine을 사용하여 경막

외마취를 시행하여 마취차단높이를 T4에서 S5까지 유지한 

군에서는 코티솔 증가를 차단하 으나 enflurane으로 신마

취를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T4에서 S5까지 0.25% bupivac-

aine으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 군에서는 코티솔 증가를 차

단하지 못하 다고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신마취군에서 

sevoflurane을 사용하 으며 척추경막외병용마취군에서 0.5% 

고비  bupivacaine hydrochloride과 0.5% levobupivacaine을 

사용하 으며 이들의 향을 알기 해서는 다른 약제와의 

비교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계 한 내분비계와 상호 향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통 인 스트 스 호르몬 측정 이외에도 성기 반응 물

질인 Interleukin-1, Tissue Necrosis Factor 등의 변화도 같이 

찰하여 스트 스 반응의 정도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4,23]. 그리고 호르몬  성기 반응 물질의 상승

은 수술  자극으로부터 수일까지도 지속되므로[23] 수술 

후에도 지속  찰을 한다면 스트 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마취 약제  방법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으로 슬 치환술시 신마취와 비교하여 마취

차단높이 T6－T8의 척추경막외병용마취는 스트 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마취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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