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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의 편집장인 에반 
카라쉬(Evan Kharasch)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
니다. 2020년 8월 간행본에서 저널 에디터들이 
선정한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달은 수술 후 성인 환자에 가바펜티노이드 

(gabapentinoids) 계열인 가바펜틴 (gabapentin)
과 프레가발린 (pregabalin)을 사용했을 때 발
생하는 진통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로 시작
해 보겠습니다. 퀘벡의 라발 대학교(Université 
Laval)의 마이클 베렛(Dr. Michael Verret) 교수
와 캐나다 내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들이 체계
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급성 통증 정도를 일차평가지표로 하였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최
소한의 차이를 10%로 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해 약 25,000명의 환
자가 포함된 280건의 임상시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조군과 비교 
시, 다양한 시간별로 가바펜티노이드는 수술 후 통증 정도가 9% 이
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이지
만, 그 효과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가바
펜티노이드 사용은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하
지만 환자들이 어지럼증과 시각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더 높았습
니다.  수술 후 만성 통증의 예방 효과가 없었으나, 부작용의 위험
성이 더 컸습니다.  이 결과는 성인 환자의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
해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
지 않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심폐우회술 중 돌발파 억제가 수술 후 섬망의 위

험 인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메사
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후안 페데
몬테(Dr. Juan Pedemonte) 교수와 미국 내 여러 기관의 동료연구
자들이 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덱스메데토미딘 유도 
수면(Dexmedetomidine-induced Sleep)을 이용한 중환자실 신경 
장애 최소화 임상시험의 후향적 코호트 관찰 하위 연구입니다. 60
세 이상 심장수술 환자 1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회귀 분석
을 사용하여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검증된 설
문지를 사용하여 섬망 위험 인자를 평가하였습니다. 환자들 대부분
의 뇌파 자료도 분석하였습니다. 돌발파를 억제한 환자에서 섬망 발
생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돌발파를 억제하지 
않은 환자의 6%만 섬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체 기능, 심폐우회술 
중 최저 체온, EEG 알파파를 예측변수로 하여 돌발파 다변수 모델
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돌발파 억제와 환자 연령이 섬망 다변
수 모델에서 예측 변수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데몬테 교
수와 동료들은 심폐우회술 중 돌발파 억제가 심폐우회술 중의 신체 
기능과 체온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돌발파 억제는 수
술 중 EEG 알파파가 수술 후 섬망에 미치는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종양 환자에서 뇌 혈류와 뇌산소대사율에 대한 페닐에

프린(phenylephrine)과 에페드린 (ephedrine)의 효과를 정량화 하
려는 연구입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병원 (Aarhus University 
Hospital)의 클라우스 코흐(Dr. Klaus Koch)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
이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에페드린과 비교하였을 때 페닐에프
린이 선택된 뇌 영역에서 뇌산소대사율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검
증하였습니다. 이는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으로, 마취상태의 뇌종양 
환자 24명을 에페드린 또는 페닐레프린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
였습니다. 승압제 주입 전과 주입 중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으로 뇌 
혈류와 뇌산소대사율을 측정하였습니다. 뇌의 종양 주위와 정상 상
태의 반대측 영역을 모두 스캔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승압제 주입 전
후의 종양주위 뇌산소대사율 값에서 실험군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측 뇌의 뇌산소대사율에서도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페닐에프린과 비교하였을 때 에페드린이 반대
측 뇌의 뇌 혈류와 뇌 국소 산소 포화도(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두 영역에서의 산소추출
률의 변화는 실험군 간 비슷했습니다. 연구팀은 종양주위와 정상  
반대측 뇌의 뇌산소대사율 변화가 에페드린 투여군과 페닐에프린 
투여군 간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닐에프린과 비교 시, 
에페드린은 정상 반대측 뇌의 뇌 혈류와 국소 뇌 산소 포화도 증가
와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마취전문의들의 약물사용장애 발병률을 정량

화 하였습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의 데이비드 오 워너(Dr. David O. Warner) 교수가 이 후
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취전문의 인증 기관이
나 수련을 마친 의사의 사망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미국마취
과학회 (American Board of Anesthesiology)와 국가 사망 지표 
(National Death Index)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

은 약 45,000명의 의사 중 600명이 수련 후 약물사용장애가 있었다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발병률은 의사 1,000명당 0.75였습니
다. 발병률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두 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레지던트 과정 수료자 중 약물 남용의 30년간 누적 예측 발병
률이 약 1.6%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성진통제(opioids)와 알코
올은 가장 일반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입니다.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레지던트 과정 수료자의 약 20%가 마지막 추적 시점에서 사망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자의 약 40%에서 재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개나 두개 레벨의 요추 유합술 이후 회복 향상법이 회

복의 질을 개선한다는 가설을 검증한 소규모 임상 연구입니다.  뉴
욕주의 웨일 코넬 의대(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의 엘렌 소
핀(Dr. Ellen Soffin) 교수 연구팀이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을 수행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56명의 환자를 일반 치료군 또는 회복 향상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회복 향상은 수술 전, 수술 중, 수
술 후 치료에 해당하는 17개의 근거 중심 요소로 구성되었습니
다. 일차 평가지표는 수술 후 3일차의 회복의 질-40(Quality of 
Recovery-40) 점수였습니다. 연구팀은 회복의 질-40 점수가 회복 
향상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사전 결정한 임상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
니다.  0일차, 1일차, 2일차, 14일차, 또는 56일차 회복의 질-40 점
수에서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몇몇 
이차 평가지표는 회복향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
다. 이는 수술 후 1일차의 경우 경구 투여까지 걸리는 시간, 자가조
절진통 사용기간, 마약성진통제 사용량을 포함하였으나 2일차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척추 수술의 경우 회복향상 전략이 
유의한 임상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쥐의 만성 통증 모델에서 후근신경절 자극이 통증 유사 행

동(pain-like behaviors)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연
구입니다.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 의과대학(Medical College of 
Wisconsin)의 류궈량(Dr. Guoliang Yu) 교수 연구팀과 중국 허난
성 에 위치한 정저우 대학 제1부속병원(Hospital of Zhengzhou 
University)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경골동맥 손상을 통한 외상성 신경병증이나 모노소듐 아이도아세테
이트(monosodium iodoacetate) 관절강내 주사를 통해 유도한 무
릎 골관절염을 가진 쥐의 후근신경절을 자극하거나 척수를 직접 자
극하였습니다.  대조군의 쥐는 손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관
련된 반사 행동, 기능적 행동, 정동 행동의 종합검사를 통해 진통 효
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신경이 손상된 쥐에서는, L4의 한 레벨 신경
절 자극에 비해 L4와 L5의 여러 레벨 신경절 자극이 유해한 기계적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을 감소시켰습니다. 골관절염을 가진 쥐에서, 
L3와 L4의 여러레벨 신경절 자극은 L3나 L4 한레벨 신경절 자극에 
비해 무릎 운동에 대한 반응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연구팀은 후근신
경절 자극이 말초신경병증성 골관절염 쥐 통증 모델에서 효과적이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위약군이 없는(placebo-free) 조
건에서 신경절 자극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 모델이 기계적 자극 연
구에 적합한 플랫폼일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번 달의 임상 집중 리뷰(Clinical Focus Review) 논문은 제2

형 당뇨 환자에서 경구혈당강하제의 수술전후 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에라스무스 병원(Erasmus 
Hospital)의 장 샤를 프리저(Dr. Jean-Charles) 교수 연구팀과 브
뤼셀 자유 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의 동료 연구자들
이 리뷰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주요 카테고
리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차 약제인 메트포르민(metformin)
과 같은 간의 내인성 포도당 생성 억제제,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혈
당을 감소시키는 약제, 인슐린 작용 촉진으로 혈당을 감소시키는 약
제, 인슐린 작용 증가로 혈당증을 감소시키는 약제, 당흡수억제제, 
요당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제가 포함됩니다.  연구팀은 각 약제 종
류별로 수술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요약했습니다.   기존 가이드
라인에서는 예정된 수술의 경우 혈당강하제 투여 중단을 권고했었
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근거하여, 치료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공복, 식사량 감소, 신기능장애의 위험
으로 인해 수술 당일의 치료 중단이 권고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 혈당강하제의 투여 지속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프리저 교수와 
공동저자들은 우발적 투여 중단이 혈당증 관리를 악화시키고 합병
증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설포닐우레아
(sulfonylurea) 또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sodium glucose 
cotransporter-2) 억제제의 부적절한 중단은 저혈당증이나 케톤산
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의 염류 코르티코이드 이상을 다룬 리뷰 논

문으로 이번 달 간행본 하이라이트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
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위트와테르스란 대학교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의 글래드네스 다칼로 네타테
(Dr. Gladness Dakalo Nethathe) 교수 연구팀과 남아프리카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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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호주 내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이 이 리뷰 논문을 작성하였
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 중환자에서 염류 코르티코이드 축의 역할
이 새로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연구팀은 이를 플루드
로코르티손 (fludrocortisone)이 결합된 보조 당류코르티코이드 
(adjunctive glucocorticoids)로 치료한 패혈성 쇼크 환자 사망
률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한 최근 연구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봅니다.  게다가, 혈관확장성 쇼크 치료에서의 안지오텐
신(angiotensin) II의 유효성이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류코르티코이드가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기에서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기-알도
스테론 상호작용은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기-글루티코르티코
이드 상호작용과 다르며, 세포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유발하는 수
용기-리간드 상호작용에 근거합니다.  쇼크가 발생한 중대 질병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연관된 저레닌성 저알도스테론증이 기존에 
설명된 바 있습니다.  중환자에서 다양한 혈장 알도스테론 농도를 
비롯해 레닌 농도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 알도스테론 이상
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환자에서의 염류코르티코이드 대체 효
과와 마찬가지로 저알도스테론증의 평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쇼크 상태에 대한 안지오텐신 II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
습니다. 염류코르티코이드 결핍이 중환자와 관련된 병태생리인지 
여부와 플루드로코르티손의 치료 효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NESTHESIOLOGY의 흥미로운 연구를 살펴보는 데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주 뒤에 9월 간행본의 하이라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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