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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Anesthesiology편집장인 에반 
카라쉬(Evan Kharasch)입니다. 오늘은 저희 저널
의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2년 2월호의 주요 내용
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달의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현장 초음파 검사가 
수술 전 노쇠 환자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노쇠 환자들
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토
끼 모델에서 기계적 환기와 폐손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입원 전 상황에

서의 건조혈장의 안전성 및 효과에 관한 임상집중 리뷰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기 말초신경손상 통증에서 후근신경절 
내 분자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리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예비 진단 연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수술 환자들
의 노쇠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수술 전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사두
근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노쇠는 노인 
환자들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 영향을 주는 공공보건 문제로서 인식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쇠는 수술 후 예후 악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쇠 선별검사에 대한 현재의 표준방법은 컴퓨터 단층촬영법(CT)입
니다. 그러나, 이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환자를 방사선에 노출시킵
니다. UCLA의 세실리아 카날레스 교수(Cecilia Canales)는 자신의 
연구진을 이끌고 임상현장에서의 초음파가 노쇠함을 평가하는 능력
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진은 주요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32명의 
성인들의 사두근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90일 이내에 CT촬영을 했
습니다. 그들은 20명의 건강한 대조군도 연구하였습니다. 프라이드
의 표현형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노쇠의 
기준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본인이 보고
한 탈진, 악력에 근거하여 평가한 육체적 허약함, 느린 보행속도 및 
낮은 신체활동의 5가지 기준 중에서 최소 3가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사두근 깊이 및 허리근 면적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노쇠를 판단하였습니다. 수용자 작용 특징 
곡선에 근거하여 판단한 초음파 영상의 정확도는 사두근 깊이의 경
우0 .80이었고 허리근 면적의 경우 0.88 이었습니다. 면적이 1이면 
예측이 완벽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들은 노쇠 측정값이 이차 결
과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두근 깊이
가 예  정에 없던 전문요양시설 입원과 수술 후 섬망과 연관되어 있
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저자들은 노쇠 환자들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움으로
써 예후 악화를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
한 수술 전에 환자의 노쇠 상태를 아는 것은 마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
지만 그들의 결과가 병상 초음파를 통한 노쇠 확인이 가치가 있다
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 맥아이작 교수(Daniel 
McIsaac)가 쓴 논평이 이 논문과 함께 실려있습니다. 맥아이작 교수
는 노쇠 평가의 어려움을 강조했지만, 임상현장에서 초음파 진료에 
필요한 자원들이 환자진료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초음파에서의 근육 영상은 근육감
소증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라이드 
표현형에 따라 진짜 노쇠가 있는 환자들을 더 잘 식별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이 연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무료로 
공개되는 전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중재법으로서 보툴리눔 독
소를 연구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감각, 혈관운동 및 땀샘운동성 증상이나 부종 증상이 복합
되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증상이나 영양증상이 동반되어 발
생합니다. 이전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교감신경차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지만, 임상에서의 이 전략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화장품 뿐 아니라 통증관리용으로도 유
명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인 서울대학교의 유용재 교수와 연구진
들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요부교감신경차단술에서 보툴리눔 
독소 사용이 국소마취제와 비교하여 더 장기간의 교감신경차단을 가
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시험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단일
하지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가진 48명의 환자를 보툴리눔 독소군
과 대조군에 배정하였습니다. 일차평가변수는 시술 후 1개월이 지났
을 때 비환측 발 대비 환측발의 체온 변화였습니다. 양쪽 집단의 환
자들 모두가 비환측 발과 비교하여 교감신경차단 발의 체온이 더 높
았지만, 보툴리눔 독소군은 대조군과 비교할 때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비니타 싱(Vinita Singh) 교수와 스티븐 코헨(Steven Cohen) 교수

는 논평을 통해 이 연구를 “개념적으로 매력적”인 연구라고 설명했
지만 체온상승과 통증완화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데이터가 부족
한 상태에서 체온변화를 일차평가변수로 선택한 것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기전이 그 진통효과에 기여했
을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임상에서 통증관리를 위해 보툴리눔 독소를 더 널리 적용하
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투여량이 수반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 안에 있는 800파운
드 고릴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즉 임상
시험에 대한 회사 후원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은 이번 달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다음 임상연구는 덱스메데토미딘 청소율 데이터에 대한 종합분석 연
구입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중환자실용 또는 시술 중 진정용으로 
승인되어 있고, 용량 결정을 돕기 위한 여러 모델이 보고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의 리카르도 알바레즈 
지메네즈(Ricardo Alvarez-Jimenez) 교수에 따르면 이들 모델들은 
혈장농도를 낮게 예측하고 있고 선형 약동학만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알바레즈 지메네즈 교수는 연구진을 이끌고 혈장 덱스메데토미
딘 농도 예측을 위해 비선형 청소율에 대한 3구획 유선모델을 만들었
습니다.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이 모델은 최대 2 ng/ml-1농도의 현행 
한니보트 선형약동학 모델과 유사하게 혈장 농도를 예측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덱스메데토미딘 청소율이 혈장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심박출량으로 그 감소
효과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덱스메데토미딘 농도가 증
가하면서 덱스메데토미딘이 간의 혈류 대 심박출량의 비율을 감소시
켰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심박출량과 덱스메
데토미딘 청소율 사이의 연관성의 부족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더 정확한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비선형성 기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토마
스 헨톤(Thomas Henthorn), 톰 크레시(Tom Krejcie), 마이클 아브
람(Michael Avram)의 논평도 실려 있습니다. 저자들은 현재 연구는 
약동학 모델에 심박출량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연구결과가 농도 의존성 제거 청소
율의 원인을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다고 부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혈류와 덱스메데토미딘 농도 사이의 반비례 관계
를 가장 그럴듯한 원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무료로 공
개되는 전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계적 환기가 어떻게 폐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동물연구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은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할 때조차도 여전히 사망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
다. 이전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고갈 및 기능장애가 기계적 환기 
치료를 받던 일부 폐렴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폐손상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디종 대학병원의 마티유 블롯(Mathieu Blot) 교수와 연구진
은 토끼를 이용하여 기계적 환기가 면역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를 야기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압 기계적 환기 하의 동물들은 
인간탯줄유래중간엽줄기세포 및 /또는 세프타롤린(ceftaroline) 또
는 포도상구균 접종 후 4시간에 염화나트륨을 투여 받았습니다. 일
차평가변수는 24시간 생존률이었습니다. 고압의 기계적 환기가 자
발적 호흡보다 생존률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가져옴을 발견하였
습니다. 중간엽줄기세포, 세프타롤린 및 이들의 조합을 이용한 처치 
시 생존률을 상당히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자들은 연구에
서 사용한 고압 기계적 환기 환경은 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 
동물모델은 인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언
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증 폐렴시 면역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용 기계환기에 대한 더 많은 연구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에 무료로 
공개되는 이 논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입원 전 환경과 내핍 환경에서의 건조혈장 사용에 관한 임상
집중 리뷰입니다. 외상 출혈의 경우 초기 혈장수혈이 생존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에서는 신선동결 혈장을 
사용하는 절차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냉동건조 혈장이라고 불리우는 
동결건조 혈장이 더 널리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건조혈장 제품은 실온에서 저장할 
수 있으므로 동결혈장보다 더 쉽게 이용가능합니다. 텍사스의 포트 
샘 휴스턴에 위치한 샌안토니오 해군의학연구소의 안토시 푸사테리
(Anthony Pusateri) 교수는 이 제품의 현재 사용 현황에 관해 보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냉동건조 혈장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후향적 
데이터에서 군대에서 냉동건조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신선동결 
혈장을 받은 환자들보다 혈장을 훨씬 더 빨리 처치받았고 적혈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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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혈장 비율이 훨씬 더 높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
른 제품인 LyoPlasN-w의 경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독일에
서 230,000 개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몇 개의 후향적 
연구들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서 LyoPlas N-w가 입원 전에 안
전하고 쉽게 투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추가적
으로 1996년부터 남아프리카에서 바이오플라즈마FDP가 사용되
어 왔고, 이상반응은 경미하였고 신선동결 혈장과 유사한 안전성
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자들은 전향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고, 또한 냉동건조 혈장이 외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증 주제에 관한 임상집중 리뷰
를 다루겠습니다.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증, 즉 HIT는 입원 중 
발병한 환자들 중 대략 10퍼센트가 사망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병
입니다.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증 발병률에 대한 연구들은 일
관성이 떨어지고 이 질병은 아마도 덜 진단되고 있을 수도 있습
니다. 독일 루르대학의 안드레아스 코스트(Andreas Koster) 교
수와 연구팀은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증의 기전에 관한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 리뷰에서는 진단, 실험실 검사, 다른 항응고제로
의 변경 및 확진 검사법의 요구 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들은 헤파린과 혈소판 인자4가 이루는 매우 큰 복합체에 대한 반
응으로 IgG (immunoglobulin G) 항체가 형성됨으로써 혈소판감
소증이 유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헤파린-유도 혈소판
감소증의 두가지 주요 특징은 시점과 적혈구 수의 감소라고 말
했습니다. 그들은 헤파린이 직접적으로 혈소판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상이 중
간 정도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기능세척혈소판 검사법
(functional washed platelet assay)이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
증 진단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면역검사법
에서의 양성결과는 기능검사에서의 양성반응과 연관되어 있지만, 
면역검사법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증 환
자들은 아가트로반(argatroban)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비발리
루딘(bivalirudin) 도 승인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헤파
린-유도 혈소판감소증은 여전히 어려운 질병이지만 헤파린 사용 
중인 입원한 환자들에게서 혈소판 감소나 혈전증이 관찰되는 경우 
이 질병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량적 신경근모니터링이 수술 후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뷰 논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량적 모니터링 기기는 새롭
지 않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수술 중 정량적 모니터링이 수술실과 
마취회복실 모두에서 잔존 신경근 차단의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시카고의 마취과의사인 글
렌 머피(Glenn Murphy) 교수와 잭슨빌의 메이요 클리닉의 소린 
브룰(Sorin Brull) 교수는 수술 중 정량적 모니터링 및 수술 후 예
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들에서 발표된 근거들을 평가한 문헌 
리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신경근차단 단계들과 사례들을 
확인하였고, 근전도검사, 근가속도검사 및 신경근 감시법 등 여러
가지 정량적 모니터링 기법들 각각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포함
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근력을 직접 측정하는 근육운동기록법은 임
상에서 적절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표본수가 
적고 수술 후 잔존 신경근 차단 측정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 결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는 수술 중 정량적 모니터링도 마취 회복을 개선시키고 수술 후 이
환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종적으로, 근거들은 수술 중 정량적 모니터링을 사용함으로써 
수술 후 신경근력을 최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
다. 정량적 모니터링의 사용은 환자 안전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
만 성공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저자들
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은 만성 통증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관한 리뷰 논문입니다.  
우리는 후근신경절이 만성통증 관리의 잠재적 표적이라고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분자 수준에서 후근신경절의 변화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궁
극적으로 더 표적에 집중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의 레이덴 대학병원의 메르만 칼라키
(Mehrman Chalaki)와 연구진은 손상 3주 후에 설치류의 후근신
경절 내 손상에 의한 통증을 조사한 168개의 설치류 모델 연구들
을 리뷰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말초신경 유도 손상의 만성 단계에
서 후근신경절 내 단백질 농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309개의 
분자들을 밝혀냈습니다. 99개 분자는 적어도 1개 논문에서 유의
한 수준의 발현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유의한 수준의 증가를 가장 
자주 보인 분자들은 ATF3, TRPV1, GFAP, MCH-II 등입니다. 
총 30개 분자가 최소 1개 논문에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는
데 이들은 주로 CGRP, IL-10, 및 MOR이었습니다. 그 후 저자들
은 설치류 모델에서 만성 손상 단계 동안 후근신경절에서 발생하
는 분자 기전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이온채
널, 면역체계, 신경펩티드, 세포내 신경변화, 세포간 상호작용 및 
세포-매트릭스 상호작용, 그리고 위성신경교세포 등의 주제로 구
분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결과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한
계가 연구들간의 동질성 부족, 분자 변화를 정량하는 시점의 차이, 
분자정량에 사용된 방법의 차이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에서
는 신경손상 후 변화했던 분자들의 종류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임상적으로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해 암수 동물 모두를 포함
하고 더 긴 생존시간과 대용량 분석 연구를 포함시킨 연구들이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저
자들은 포함된 논문들로부터 얻은 원데이터들을 요약한 추가표와 
리뷰와 더불어 분자와 기전의 개략도를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논문들과 해설을 저널의 웹사이트에서 항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pubs.asahq.org/anesthesiology. 

Anesthesiology에 투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
널 웹사이트 anesthesiology.org의 Submission Advice 페이지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편집자들의 기대치에 대
한 이해와 성공적인 원고 작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항상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ANESTHESIOLOGY
를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정보가 귀하의 임상 진료에 
있어 지침이 되고 임상 진료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
니다. 다음 달에는 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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