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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 저널의 편집장 
Evan Kharasch(에반 카라시) 입니다.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2년 4월호의 주요 내
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팟캐스트에서는 임신과 출산 중 경막외마
취가 위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 환자에서 수술 후 폐 합병증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환
자의 성별이 수술 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최신 연구를 리뷰로 이번 
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경막외마취가 출산 중인 임산부의 위 배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전향적 연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산 중인 여성의 금식에 
대한 현재의 지침은 위 배출에 대한 적합한 자료의 부족으로 일관성
이 없습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University of Lyon)의 리오넬 부베
(Lionel Bouvet) 교수와 동료들은 유럽 지침의 경우 출산 중 일부 음
식을 허용하지만, 미국 지침의 경우에는 출산 중 고형 음식을 금지하
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임신하지 않은 여성 10명, 출산 
중이 아닌 임산부 10명, 경막외마취를 하지 않은 출산 중인 여성 10
명, 경막외마취를 한 출산 중에 있는 여성 10명 등 40명의 여성을 대
상으로 가벼운 식사 후 위 배출을 비교했습니다. 여성들은 소량의 플
레이버 요거트(flavored yogurt)를 섭취하였고, 15분, 60분, 90분, 
120분 후에 초음파를 이용해 위 배출을 평가하였습니다. 경막외마
취를 받은 출산 중인 여성의 경우 경막외마취 시작 1시간 후 음식을 
섭취하였습니다. 일차평가변수는 요거트 섭취 후 15분에서 90분 사
이에 위 전정부 면적의 차이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임산부 대조
군 및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막외마취를 한 임산부에서 위 배
출 비율의 중앙값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배출 비율의 중앙값은 경막외마취를 하지 않은 출산 중인 여성보
다 경막외마취를 한 출산 중인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저자
들은 경막외마취가 위마비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며 위 
운동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 배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
는 출산중인 여성에게 가벼운 식사를 허용하기 위한 결정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파머(Craig Palmer) 및 옌둥 지
앙(Yandong Jiang) 교수의 사설이 본 논문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들
은 출산 중인 여성을 위한 고형 음식에 대한 오랜 지침은 놀랍게도 
과학에 거의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부위 마취의 광
범위한 사용은 흡인에 대한 위험을 거의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중 경막외 마취가 위 배출을 촉진한다는 생각은 출산 중인 여성
의 식사를 금하는 오랜 역사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편
집 저자들은 이를 장려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 전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 마취 대 진정제
의 무작위배정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혈관 내 치료가 일부 
뇌졸중 환자에 있어 표준이 되었고, 치료 속도와 혈역학적 조절이 좋
은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 내 치
료를 위한 최선의 마취 전략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이전의 연구 결
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CHU Pontchaillou의 악셀 
모리스 (Axelle Maurice) 교수와 동료들은 351명의 성인 뇌졸중 환
자를 전신 마취 또는 의식하 진정에 무작위로 배정하였습니다. 일차 
평가변수는 3개월 후의 기능적 결과였습니다. 기능적 결과는 뇌졸중 
후 신경학적 기능의 척도인 수정 랭킨 척도(modified Rankin Scale)
에서 2점 이하의 점수로 정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신 마취 군
에서 40%, 의식하 진정 군에서 36%의 환자가 이 결과를 충족했습
니다. 이 결과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차 평가 변수
는 전신 마취 군의 환자들에서 수술 중 저혈압 또는 고혈압 에피소
드가 더 많았고, 중재적 방사선실(interventional radiology suite)
에 도착한 후 동맥 천자까지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재개통
은 전신 마취 환자에서 더 많이 성공했지만, 재개통까지의 시간은 두 
군 간 유사했습니다. 저자들은 이차 평가 변수에서 관찰된 차이가 3
개월 시점에서 기능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습
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마취 방법의 선택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게 맞
춤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
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에서는 고위험 환자에서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예방
하기 위한 예방적 페네하이클리딘(penehyclidine) 흡입제에 대해 알
아보았습니다. 수술 후 폐 합병증은 특히 기도 과민반응에 더 취약
한 고령자에게서 흔합니다. 우리는 전신 마취 또한 이러한 환자들의 
합병증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성 무스카린 작용제
(long-acting muscarinic agonist)는 기도 저항 감소 및 폐 기능 개

선을 위한 COPD의 1차 치료제입니다. 이중 맹검, 무작위배정 시험
에서, 중국 베이징 대학교 제1 부속 병원(Peking University First 
Hospital)의 팅 얀(TIng Yan) 교수와 동료들은 50세 이상 수술 환자 
800명을 예방적 페네하이클리딘 또는 위약에 배정하였습니다. 환자
들은 주요 복부 수술 또는 비 심장 흉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물 처
치는 수술 전날 밤에 시작되어 12시간 간격으로 수술 후 2일차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일차평가변수는 30일 이내의 폐 합병증 복합 발생
률이었습니다. 이 복합에는 호흡기 감염, 호흡 부전, 흉막 삼출, 무
기 폐, 기흉, 기관지 경련 및 흡인성 폐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복
합 평가 변수는 페네하이클리딘 환자의 19%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위약 환자의 26%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기관지 경련은 위약 
환자에 비해 페네하이클리딘 환자에서 유의하게 드물게 발생했습니
다. 복합을 포함한 다른 개별 폐 합병증 중 어느 것도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강건조증과 섬망과 같은 부작용은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단일 센터에서 고위험 환자
만 포함시킨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페네하이
클리딘 흡입제가 고위험 환자에서 폐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견관절 수술에서 사각근간 차단 후 횡격막 기능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각근간 차단이 통증을 완화해 준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횡격막 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포솜 
부피바카인은 더 긴 통증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횡격
막 신경 기능에 대한 효과는 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교(University of Minnesota)의 아론 버그(Aaron Berg) 교수와 그
의 팀은 표준 부피바카인과 리포솜 부피바카인의 병용과 표준 부피
바카인 단독 사용과 함께 사각근간 차단의 횡격막 신경 영향을 비교
했습니다. 그들은 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18세 이상의 성인 26명을 
두 블록 중 하나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일차 평가변수는 한숨 시 
횡격막 움직임에서 기준선과 24시간 사이의 퍼센트 변화율이었습니
다. 전반적으로, 리포솜 부피바카인 군과 부피바카인 군 사이에 24시
간에서의 한숨 시 횡경막 움직임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평균 움직임은 각각 2.5 cm 및 3.6 cm였습니다. 그러나, 리
포솜 부피바카인 환자는 부피바카인 단독 사용 환자보다 24시간에
서 한숨 시 횡격막 움직임이 더 큰 퍼센트로 감소했으며, 각각 24%
의 중앙값 감소 및 9%의 중앙값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리포솜 
부피바카인 군의 환자 5명(부피바카인 단독 사용 환자는 제외)은 24
시간에서 횡경막 움직임이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두 군 모두 감소
된 호흡 기능, 강제 폐활량 및 최대 호기 유량을 나타냈습니다. 리포
솜 부피바카인 환자는 부피바카인 단독 환자보다 횡경막 움직임 및 
폐활량 측정의 퍼센트 변화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
니다. 그러나 저자들에 따르면 호흡곤란 또는 산소 불포화에 대한 임
상적 증거가 없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
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과 함께 실린 사설에서 레이 쉬(Lei Xu), 반 
CH 추이(Ban CH Tsui), 장 루이 혼(Jean-Louis Horn) 교수는 횡경
막 신경 마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습
니다. 그들은 리포솜 부피바카인이 지속적 신경 차단 카테터의 유지 
없이 장기간 마취를 위한 매력적인 옵션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
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상의들에게 폐 질환 환자에서 리포솜 부피바
카인을 사용하기 전에 조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 전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성별이 복강 내 수술 후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후향적 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 
외상 및 패혈증 등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복
강 내 수술에 대한 결과 차이 연구는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캐나
다 토론토 웨스턴 슐리치 의과 및 치과 대학(Western University 
Schulich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의 학생인 제니퍼 웨
이 허(Jennifer Wei He)와 동료들은 2009년 4월부터 2016년 4월
까지 복강 내 수술을 받은 18세 이상의 성인 20만 명 이상을 파악했
습니다. 이 데이터는 캐나다의 행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으
며, 환자의 52%가 여성이었습니다. 복합 일차평가변수는 지표 수
술 후30 일 이내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병원 재입원, 또는 주요 
합병증이었습니다. 일차 지표는 여성 환자의 약 22% 와 남성 환자
의 약 25%에서 발생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차이는 2.8%
였습니다. 
남성은 또한 뇌졸중 및 정맥 혈전색전증을 제외한 모든 수술 후 합
병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정된 분석에서 절대 
발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약 23% 였고, 이는 복합일차지표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정 후 남성의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30일 이내에 발생한 주
요 합병증 등 이차평가변수에서 그 위험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았
습니다. 저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이전 연구들이 일관성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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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와 대조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대
규모 다기관 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술 후 사망률이 더 높고 병
원 체류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들은 공평한 
의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 수준에서 더 큰 중
요성을 가질 수 있으며, 미국 수술 환자로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
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전후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 및 마
약성진통제 위기에 대해 내슈빌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isty)의 다니엘 라라치(Daniel Larach) 교수가 진행한 임상 
집중 리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
까지 1년 동안 마약성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75,000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자들에 따르면, 마약성진
통제의 오남용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
지만, 많은 마취과 의사들은 마약성진통제 관련 위해를 줄이는데 
있어서 수술 전후 마취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사용하는 수술 후 마
약성진통제 처방의 지속적인 비율과 수술 후 과도한 마약성진통제 
처방이 오용이나 전환을 위한 약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
로 시작합니다. 저자들은 또한 수술 전 사용된 마약성진통제가 수
술 후 만성적인 사용에 대한 유의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2015년 데이터를 인용하여 마약성진통제 오용 또는 마
약성진통제 사용 장애를 보고한 성인의 47% 가 친구 또는 친척의 
처방전을 통해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성진통제 사
용 및 오용의 예방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수술 후 통증 관리도 마
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저자들은 만성 통증 환자 또는 수술 후 
만성 통증 위험이 있는 환자를 위한 전문 통증 클리닉 서비스를 권
장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임상의들은 외과 및 마취과 의사에게 
통증 관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취 진료 중 마약성진통제 투
여 관리는 마약성진통제 관련 위해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마약성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마취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
다. 수술 전후 마취 진료가 장기적인 마약성진통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취과 의사
는 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수술 환자의 마약성진통제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의 전체 리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성진통제에 의한 호흡기 독성의 역전 전략의 최신 지
견에 대한 리뷰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의
료 센터(Leiden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루트거 반 데르 
슈리에(Rutger van der Schrier)가 이끄는 팀은 마약성진통제에 
의한 호흡 억제의 역전을 위해 날록손(naloxone)에 대한 몇 가지 
실험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는 2016년 8월 이후 
발표된 34편의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호흡 자극제를 특징 및 
작용기전에 기반하여 그룹화하였습니다. 비마약성진통제 제어 물
질, 호르몬, 니코틴성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 항산화제, 기타 펩
타이드, 경동맥소체에서 작용하는 약물, 격리 기술 및 마약성진통
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비마약성진통제 조절 물질의 연구는 암페

타민(amphetamine), 카나비노이드 2 수용체 작용제, 코카인 및 
케타민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호흡 자극 효과를 보여주
었지만, 모두 원치 않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연구
에는 티로트로핀 방출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및 옥시토신 수용
체 작용제가 포함되었습니 다. 리뷰 저자들은 또한 니코틴성 아
세틸콜린 수용체 작용제, 암파킨,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 항산
화제 및 기타 펩타이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들
은 독사프람 (doxapram) 및 ENA001과 같은 경동맥소체에 작용
하는 칼륨 채널 차단제에 대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스크
러버 분자 및 면역약물요법을 포함한 격리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
니다. 저자들은 마약성진통제에 의한 호흡 억제를 위해 부프레노
르핀(buprenorphine)과 같은 지속성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인
용함으로써 결론을 내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요
법들 중 어느 것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잘 연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들은 날록손과 호흡 자극제를 병합한 역전 전
략을 제안했고, 이러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단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전체 리뷰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주제를 다룬 리뷰 논문으로 이번 달을 마
무리합니다. 이 리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University 
of Amsterdam) 헤닝 헤르만스(Henning Hermanns) 교수와 동료
들이 작성했습니다. 본 논문은 수술전후 관리에 있어 임상 마취과 
의사와 관련된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요약한 것
입니다. 심장 판막의 희귀 감염인 감염성 심내막염이 증가하고 있
으며,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의 절반가량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
니다. 즉,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후 상황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만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대부분은 그램 양성 구
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문에 포함된 세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성 심
내막염 환자의 수술전후 관리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이 환
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부전, 패혈증, 뇌 색전증, 부정맥 등입
니다. 심내막염 환자에 대한 수술 시기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뇌혈
관 질환에 의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 위험 평가 점수를 포함한 이 까다로운 질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전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널 웹사이트 www.pubs.asahq.org/anesthesiology에서 언제
나 새로운 연구와 논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esthesiology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널 웹사이트 anesthesiology.org의 Submission Advice 페이
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편집자들의 기대치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원고 작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항상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Anesthesiology를 성원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제시된 정보가 귀하의 임상 진료에 있어 지침이 되고 임상 진료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더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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