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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 저널의 편집장
인 에반 카라쉬(Evan Kharasch) 입니다. 저널 편
집자들이 선정한 2022년 8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
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수술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장기 사용 및 처방 차이, 아
동에서의 돌발파 억제, 외상 환자의 통제되지 않는 
출혈, 제왕절개 후 회복 향상을 위한 잠재적 새로
운 핵심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리뷰 논문은 수술 부위 감염과 환자의 마이크로바
이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호에 실린 연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행동이 환자의 장기간 마약성 진통
제 처방전 발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임상 연구로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성향이 높
은 외과 의사의 환자가 수술 후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가능
성이 더 높다는 가설을 시험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연구원 시첸 (Xi Cen)과 동료들은 
메디케어 (Medicare)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60만 명의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외과의
사들이 처방한 마약성 진통제 양에 따라 저강도에서 고강도에 이르
는 4분위수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자 중 하나로 그들을 분류했습니
다. 고강도 외과 의사들은 즉각적인 수술 전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6 경구 모르핀 mg 에 상당한 용량을 처방한 반면, 다른 외과 의사
들은 하루 평균 17 경구 모르핀 mg 에 상당하는 용량을 처방했습니
다. "고강도" 외과 의사의 환자들은 수술 후 중간 기간(수술 후 최대 
90일)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발급율이 다른 외과 의사들의 환자
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하루11 mg 대 9 mg로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적으로 4mg 대 3mg으로 더 낮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발급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
었습니다. 이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다니엘 맥아이작(Daniel 
McIsaac)과 카림 라다(Karim Ladha)는 본 연구가 마취과 의사들에
게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개별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마약성 
진통제 장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 사이
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번 호에 실린 논문 또는 함께 제공되는 논평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저자와 논평위원과의 토론을 다룬 특집 논문 팟
캐스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상 연구에서는 소아 인구에서 등전위 뇌파 소견 또는 돌발파 
억제의 발생 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돌발
파 억제는 저혈압 및 수술 후 섬망 등과 관련이 있지만, 정규 수술
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발생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5개 기
관 전향적 관찰 단면 연구에 세보플루란(sevoflurane) 또는 프로포
폴(propofol) 을 사용하여 수술을 받은 36개월 이하의 환자 708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의 이안 얀 (Ian Yan)과 전 세계 동료들이 이끈 연구에
서 연구진은 등전위 현상이 환자의 3분의 1에서 발생했지만, 부위마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현상은 절개 전 및 수술 유지 
기간 동안 가장 우세했습니다. 3개월 미만의 영아, 기관 내 튜브 사용 
및 세보플루란 유도 후 기도 관리를 위한 프로포폴 투여에서 등전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등전위 현상과 각성기 섬망 
행동 사이에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36개월 이하의 환
자들은 각성기 섬망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어릴 수 있지만, 저자들은 
현재 영유아에서의 마취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하시면 이번 호에서 무료로 해당 연구를 확인하시거나 연
구 저자와 함께한 오디오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분압 차이 생성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전신 마취 중 
폐 가스 교환의 효율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폐 
전반에 걸쳐 폐포 환기-관류 비의 변화에서 발생하지만, 종방향 분
압 차이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흡입 마취제와 같은 고
분자량 가스의 경우, 호흡수 아래 (종방향 층화) 또는 폐포-모세혈관 
장벽에서 기체의 확산 제한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의 필립 페이튼(Philip 
Peyton) 박사는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스플루란(desflurane)
의 호기말분압 대 동맥 분압 차이가 아산화질소의 차이보다 더 큰
지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마취 관리는 일상적 환자 심혈관 모니터
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회 호흡량은 5cm H20 호기말 양압에서 
7~10ml/kg으로 설정하였고, 호흡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25~35mmHg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산소 중 2~3%
의 데스플루란과 10~15%의 N2O를 받았습니다. 흡기 농도에 대한 
호기말분압 대 동맥압 차이는 데스플루란이 아산화질소보다 유의하
게 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후 약물 간의 차이는 생

리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아산화질소에 비해 데스
플루란의 폐 흡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추가적인 확산 제한이 없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외상 환자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 중 가장 흔한 원인
인 통제되지 않는 출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전 혈전탄성측
정(rotational thromboelastometry, ROTEM)과 같은 측정법은 외
상성 응고장애의 치료를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기 관찰 코호
트 연구는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옥스
포드, 독일 쾰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6개의 유럽 레벨 1 외
상 센터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네덜란드 OLVG 병원의 로메인 뒤자
르뎅(Romein Dujardin)이 이끄는 연구진은 환자 인구통계, 부상 모
드, 부상 중증도 점수, 활력 징후, 입원 시 검사 결과, 12시간 및 28
시간 사망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혈소판 수혈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독 응고 시간 연장을 갖는 군에서 응고 인자 수준 및 사망률이 정
상 ROTEM을 갖는 환자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적
인 ROTEM 이상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고, 피브리노겐 및 5번 인
자 의 감소를 반영했습니다. 섬유소용해 파라미터의 정상 혈전탄성
측정 시험에도 불구하고 30분 후에 섬유소용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
다. 이 연구는 ROTEM 이상이 외상이 있을 때 자주 관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논문은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널 웹사이
트 논문 페이지에서 함께 실린 동영상 초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는 미국 내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성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한 문제입니다. 또한 새로운 진통제, 특히 남용 
가능성이 없는 신약의 개발은 더 어렵습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2000
년에서 2020년 사이에 469건의 진통제 개발 프로그램의 결과와 
파라미터를 조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의 더모트 마허(Dermot Maher)
가 이끄는 저자들과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동료들은 개발 중인 화합물의 남용 가능성을 높
음 또는 낮음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그들은 사이트라인(Citeline)의 
파마 프로젝트(Pharma Projects) 및 트라이얼 트로브(Trial Trove)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상 시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약물 개발 프
로그램을 파악했습니다. 데이터는 통각수용성 통증 또는 신경병증
성 통증에 대해 개발중인 것으로 태그된 임상 개발 프로그램만 포함
하도록 필터링 되었습니다. 통각수용성 통증을 치료하는 약물의 성
공 개발 확률은 13%,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하는 약물의 성공 개
발 확률은 7% 였습니다. 2010년 이후 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의 개발은 감소한 반면, 남용 가능성이 낮은 약물에 대한 연구는 증
가했습니다. 이는 통증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낸다고 저자들
은 결론지었습니다.  
동반된 논평에서 저자인 마이클 신하(Michael Sinha)와 켈리 길레
스피(Kelly Gillespie)는 임상의가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제약 옵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독자
들에게 약물 조사 및 개발 노력이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
금이 필요한 공공 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저자
의 연구 결과는 연방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합니다.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읽어 보시거나 함께 제공되는 논평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설치
류에서 초기 출생 후 발달 기간 동안 마취제에 노출되면 장기적인 인
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경학적 결손의 근
간이 되는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스와티 아가왈(Swati Agarwal)과 그의 동
료들은 출생 후 7일째의 유년기 마우스(juvenile mice)를 4시간 동
안 1.5% 이소플루란(isoflurane)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생아 
마우스에서 이소플루란에 대한 4시간의 노출이 N-메틸-D-아스파
르트산(N-methyl-D-aspartate) 수용체의 NR2 소단위체와 시냅스 
후 밀도 단백질-95(postsynaptic density-95 protein)의 도메인인 
PSD-95 PDZ2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고리형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의존 단백질 키나
아제 활성의 감소, 손상된 시냅스 생성 및 지속적 인지 기능 장애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관내에서 산화질소 공여체 또는 
CGMP 유사체 도입이 초기 수지상극 및 시냅스의 손실을 방지한다
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흡입 마취제 관련 인지 장애를 
포함한 이러한 신경학적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에 대한 잠
재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입원 수술인 제왕절개 분
만이라는 또 다른 흔한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후 회복 향상 프로토콜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회복 향상 연구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핵심 결과에 
대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Stand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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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Medicine)의 페르베즈 술탄(Pervez Sultan)과 의사, 
환자, 조산술 및 간호 서비스 책임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제왕절
개 분만 결과 세트 후 핵심적인 회복 향상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적
인 합의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수정 델파이 접근법이 사용되었습
니다. 선발된 64명의 이해관계자 중 32명이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32명 중 32명 전원이 1라운드를 마쳤고, 31명은 2라운드
를, 26명은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최종 핵심 결과 세트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입
원 기간, 회복 향상 프로토콜 준수, 산모 이환율, 최적의 진통제 제
공, 금식 시간, 모유 수유 성공, 동원 시간 등을 포함한 15개의 핵
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회복 향상 연구를 설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이번 달 임상 포커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수술
의 질 향상 프로그램(National Surgical Quality Improvement 
Program)은 수술 부위 감염을 두 번째로 빈번한 수술 합병증으로 
꼽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 후 재입원의 주요 원인이 되었
으며, 모든 의료 관련 감염의 가장 큰 경제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수술 부위 감염률은 수년에 걸쳐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일
부 조치는 악화되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더스틴 롱(Dustin Long)과 동료들의 이 리뷰는 전
통적인 감염 예방 조치의 한계와 잠재적인 새로운 개념 모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들은 두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자 마
이크로바이옴의 역할과 일반 국민으로의 항균제 내성 확산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병인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를 다루고 예방에 대한 임상적 접근 방식을 변경하는 수술 부위 감
염의 예방을 다룹니다. 
저널 웹사이트 anesthesiology.org에서 항상 새로운 연구와 논평
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esthesiology에 투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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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9월 호에 발표될 주요 연구 내용
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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