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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의 편집장인 
Evan Kharasch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
희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0년 12월호의 주
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달은 실온에 보관하는 혈소판과 비교하

여 냉장 보관 혈소판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조
사한 임상 연구로 시작합니다.  이 연구는 노
르웨이 Bergen, Haukeland 대학 병원의 Geir 
Strandenes 교수와 노르웨이 및 미국의 동료연
구자들이 수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정규 또는 약
간 긴급한 복합 심흉부 수술을 받는 성인 환자들
을 대상으로 단일 기관, 2단계 예비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1단계에서는 50명의 환자들이 실온 
보관 혈소판 또는 최대 7일간 냉장 보관한 혈소판 투여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2단계는 냉장 보관 혈소판의 보관 기간이 8~14
일로 연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1단계와 유사했습니다. 두 부분 모두
에 대한 일차 평가 변수는 흉부 배액량으로 측정한 임상 효과였습니
다.  1단계에서는 흉부 배액량에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
다.  실온 혈소판의 표준 치료군에서는 중위 흉부 배액량이 720ml
였으며 냉장 보관 혈소판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는 645ml였습니
다.  군간의 중위 차이는 75ml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습니다.  2단계에서 연장된 기간 동안 냉장 보관한 혈소판을 투여
받은 환자 15명의 중위 흉부 배액량은 690ml였습니다.  여기서 중
위 차이는 30ml였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습
니다.  총 혈액 사용, 이상반응 및 ICU 재원 기간 등의 임상적 요인
은 모든 군에서 비슷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예비 임상시험으로 최
대 14일의 냉장 보관 혈소판 사용의 타당성이 뒷받침된다고 결론지
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고위험 심흉부 출혈 환자에서도 향후 임
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저혈압 예측 알고리즘과 수

술 중 혈압 유지를 위한 이 알고리즘의 사용에 대해 조사했습니
다.  Cleveland Clinic의 Kamal Maheshwari교수와 Cleveland, 
Fairview 병원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저혈
압 예측 지표 알고리즘에서는 저혈압 예측에 동맥 파형 특성을 이
용합니다.  저자들은 저혈압 예측 지표로부터의 지침을 사용하면 비
심장수술시 저혈압의 지속시간과 중증도가 감소된다는 가설을 검
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혈압을 1분 이상 동안 65mmHg 미
만의 평균 동맥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등도 내지 고
위험 비심장 수술을 받는 성인들의 혈역학적 관리를 지표 이용 지
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두 군으로 나누어 무작위 배정했
습니다.  지침 군에 배정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지표가 
0~100점 척도 중 85를 초과하는 경우 알림을 제공했습니다.  치료 
알고리즘으로는 승압제, 수액 또는 강심제 투여, 경과 관찰하는 방
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조군에 배정된 의사들은 예측 지표에 접
근할 수 없었습니다.  일차 평가 변수는 65mmHg 미만 평균 동맥압
에 대한 시간 가중 평균으로 정의된 저혈압의 발생이었습니다.  등
록된 환자 214명 중 대략 절반이 지표 지침군이었습니다. 평균 동
맥압이 65mmHg 미만인 환자의 중위 시간 가중 평균은 지침군 환
자 대 비지침군 환자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표 지침군에
서도 60 또는 55mmHg 미만의 저혈압 발생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
습니다.  Maheshwari 교수 등은 지표 지침이 수술 중 저혈압 발생
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알림 경고의 절반
이 치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경고 시간, 복잡한 
치료 알고리즘 또는 의사들의 경고 무시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정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수술 후 섬망과 수술 전 환자의 노쇠 및 인지 장

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Brigham and 
Women 병원의 Maria Susano교수와 Boston의 다른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술 전의 노쇠 또는 인지 장
애에 대한 간략한 선별검사로 수술 후 섬망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
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저자들은 정규 척추 수
술을 받기 전에 229명의 노인 대상자들에 대해 노쇠와 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5항목의 노쇠 척도와 Mini-Cog 및 동물 이
름대기 유창성 검사(Animal Verbal Fluency test)가 이용되었죠. 
또한 섬망에 대한 일차 평가 변수와 함께 주술기 변수와 수술 후 결
과를 수집하였습니다.  Susano 등은 다변량 모델에서 노쇠가 수술 
후 섬망에 대한 강력한 독립적 예측인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언어 
유창성 검사에서 동물 이름을 더 적게 대는 것 역시 더 침습적인 수
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술 후 섬망 위험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
다.  Susano 등은 정규 척추 수술을 받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쇠와 인지 장애에 대한 간략한 수술 전 선별검사로 수술 후 섬
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집단에서 케타민의 약동학에 대한 여러 모델을 
조사한 메타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 Leiden 대학 병원
의 Jasper Kamp교수와 Colorado대학의 동료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연구자들은 케타민 투여와 혈액 검체채취에 대
해 서로다른 모델을 이용한 18건의 연구로 메타분석을 실시했습니
다.  시뮬레이션에서 정맥 검체채취에 기초한 모델이 동맥 검체채취
에 기초한 모델보다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14건 연구의 기초 데이터 하위세
트로부터 유도된 새로운 약동학 집단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저
자들은 새로운 모델과 이전 모델의 메타분석을 비교했죠.  새로운 
모델과 메타분석 접근법 결과에서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Kamp등은 메타분석 접근법을 통해 케타민 집단 매개변수 추정치에 
대해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근사치가 제공된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또한 이 접근법은 이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세트가 없는 경우에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경구 덱스메데토미딘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입니

다.  덱스메데토미딘은 현재 정맥 주사용 약제만 시판되고 있습니
다.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Shubham Chamadia 교
수와 그 동료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경구용 덱
스메데토미딘이 수면다원검사 중 2단계  nonREM수면 기간을 늘린
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일 기관, 위약 대조, 무작
위 배정, 교차, 이중 눈가림, 제2상 임상시험입니다.  15명의 건강한 
자원자들이 700mcg의 경구 덱스메데토미딘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
습니다.  일차 평가 변수는 수면다원검사에서의 수면의 질이었습니
다. 연구대상자들은 매일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운동 순
서 작업 기억 검사와 집중도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면 관련 
설문지도 작성했습니다.  수면다원검사에서 nonREM 2단계 수면 
기간이 평균 325분 대 256분으로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여받은 연구
대상자의 경우가 63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M 수면은 덱
스메데토미딘을 투여받은 연구대상자에서 평균 16분, 위약군의 경
우 평균 23분이었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 대 위약 투여 연구대상
자에서 평균 544분 대 523분으로 총 수면 시간에 차이가 없었습니
다.  야간 운동 순서 작업 기억은 위약군에서 수면 후 아침에 개선되
었으나, 경구 덱스메데토미딘 유도 수면 후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Chamadia 등은 경
구 덱스메데토미딘의 야간투여가 비-REM 수면 증가 및 REM 수면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경구 덱스메데토미
딘은 수면 의존성 운동 기억 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을 수 있
습니다.
다음 연구는 수술 후 통각수용에서 산-감지 이온 채널(acid-

sensing ion channel, ASIC3)의 상향조절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실
험실 랫드 모델을 사용한 시험입니다.  중국 Chengdu, West China 
대학 병원의 Hao Li교수와 중국의 동료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
다. 저자들은 손상된 조직에서 ASIC3의 상향조절이 포스포이노시
타이드-3-키나아제(phosphoinositide 3–kinase)/단백질 키나아
제 B 신호전달 경로를 통한 신경성장인자에 의해 유도된다는 가설
을 검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랫드 발바닥 절개 통증 모델과 샴 절
개 랫드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Li등은 ASIC3의 농도가 
절개 피부 및 근육에서 증가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컷과 암컷 
동물 모두 ASIC3 채널을 약리학적으로 차단하거나 작은 간섭 RNA
를 사용하여 녹다운시켰을 때 상처 부위 감작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좌골신경 결찰 후 절개 조직과 후근절 간 ASIC3의 양방
향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Li 등은 항-신경성장인자 투여로 절개 
후 산-감지 이온 채널 3 발현의 상향 조절이 차단되어 통증과 관련
된 행동이 감소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호 임상 집중 리뷰는 심장 수술 전 항혈소판 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치료에서 혈소판 기능 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리뷰
는 호주 Graz 대학의 Elisabeth Mahla교수와 Baltimore Sinai 병
원의 동료들이 작성했습니다. 이중 항혈소판 요법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일차 치료입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전 혈소판 
기능 검사에 대한 class Ⅱa 또는 Ⅱb 권고만 발표하고 있지만, 혈
소판 억제와 관상동맥 수술 후 출혈 증가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증
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 전 혈소판 기능을 검사함으로써 수
술과 관련된 출혈이 증가할 위험이 있는 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검사를 통해 항-혈소판 요법을 중단한 후 정규 수술을 받
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점탄성 검사와 함께 이 검
사로 체외 순환 후 지혈 요법의 목표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
다. 현재 출혈과 관련하여 수술 환자의 혈소판 기능에 대해 잘 규정
된 보편적인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러한 기준점에 대한 최적의 검사
를 확인하는 것은 아직 힘듭니다. 혈소판 억제 외에도, 여러 교란인
자들이 수술과 관련한 출혈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러한 수술 환자에서 혈소판 기능검사의 효용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는 합의에 기초한 출혈 평가변수를 이용하여 더 규모가 큰 전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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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또한 치료 중 혈소
판 반응성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 범위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개
별적 수술 전 대기 시간과 수술 중 목표 혈액 관리 개념에 대한 지
식으로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입원 기간을 단
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은 동맥류 지주막하출혈의 수술기 관

리를 고려하는 리뷰로 마무리됩니다. 이 리뷰는 Seattle의 
Washington대학의 Deepak Sharma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저자
는 동맥류 지주막하출혈이 즉각적인 안정화가 요구되는 급성 신
경계 응급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재출혈 방지를 위해서는 동맥
류에 대한 신속한 확정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개두술과 클
리핑 또는 코일 및/또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내 중재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의 두개 외 소견에는 심장 
기능장애와 신경성 폐부종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소견으로는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과 고혈당증 등이 있습니다. 마취가 동맥

류 지주막하 출혈의 장기적인 신경학적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방
식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술기 관리는 전
신 생리의 최적화 및 시기 적절한 확정적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취 기법의 선택은 환자 특성, 출혈 
중증도 및 계획된 중재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유발 전위 모니터링 및 뇌파 돌발파 억제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
러한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임시 클리핑, 뇌실 
외부 배액 관리, 아데노신 유도 심정지, 급속 심장 조율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ANESTHESIOLOGY 이번 호에는 더 많은 주목할 만한 기사가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1월호에 대해 말씀드
리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팟캐스트와 
저널이 여러분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임상 진료를 강화하는 데 도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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