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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호 Anesthesiology 팟캐스트에 오
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해 첫 발행호에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할 편집장인 에반 카라쉬
(Evan Kharasch)입니다. 이번 달에는 냉동신경파
괴술 및 해당 요법의 환상 사지 통증 완화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수술 전 베타차단제
의 안전성, 수술 후 구역 예방에 대한 수술 중 산소 
보충 요법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번 호에는 아
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한 임상 집중 리뷰(Clinical 
Focus Review) 및 수술 전후 관리 팁도 포함됩니
다. 마지막으로, 신경근 모니터링의 적절한 관리
에 대한 근거 기반 권고 사항이 포함된 진료 지침

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절단 후 환상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전향적 연
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단 환자의 50~85%에서 절단된 사지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성 통증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브라이언 일펠드(Brian Ilfeld)와 페인프리 그룹(PAINfre)의 연구자
들은 단일 냉동신경파괴술로 환상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시
험했습니다.  환자 144명이 의료센터 6곳에 모집되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리도카인과 병용하여 대퇴 및 좌골 신경차단주사를 1회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초음파 유도 경피적 냉동신경파괴술 또는 가
짜 치료(sham treatment)를 받도록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치료 전 
환상 통증 점수는 점수 중앙값이 5점으로 두 치료군에서 유사했습니
다.  4개월 후, 냉동신경파괴술의 경우 환상 사지 통증 평균 점수는 
4.3점, 위약의 경우 4.5점이었으며 평균의 차이는 0.1점으로 추정되
었습니다.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 경피적 냉동신경파괴술은 치료 4개
월 후의 만성 하지 환상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기증자의 부분 간절제술에서 리도카인의 약동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증자의 간 절제술 건수는 2010
년의 282건에서 2019년 524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
다.  약 21~27%의 환자가 기증을 위한 간절제술 후 급성 외과적 통
증을 호소합니다.  이 통증은 기증 후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
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리도카인 주입입니다.  리도
카인은 간에서 제거됩니다. 간 절제술 후 간 대사 및 청소율이 감소
하면, 이 환자 집단에서 리도카인 투여가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됩니다.  
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의 카라 크라우치(Cara Crouch)와 동료 연구자들은 부분 간절제술 
후 리도카인 청소율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부분 간절
제술을 받은 환자 15명이 마취 유도 과정에서 정맥내 리도카인을 일
회 주입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마취 전후, 간절제술 도중, 수술 종료 
30분 후, 수술 종료 24시간 후에 환자의 혈액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기증자 이식편을 외과적으로 분리하여 제거한 이후 리
도카인을 제거하는 청소율이 기저 청소율의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간절제술 후 리도카인 청소율의 주요 결정인
자는 잔여 간의 양이었습니다. 사용된 리도카인 용량에서 리도카인 
및 대사물의 혈장 농도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독성 역치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생체 기증을 위해 부분 간절제술을 
받는 환자에게 정맥내 리도카인 주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 절제
되면 리도카인 주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복부 수술 전의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후향적 분석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심장 수술 후 환자의 약 1.4%~3.9%
에서 주요 심장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진료 지침에서 미국심장학
회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와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는 수술 하루 전에 베타차단제를 사용하도록 권
고했습니다. 그러나 POISE 임상시험에서는 수술 전 몇 시간 내에 베
타차단제를 사용하면 저혈압, 뇌졸중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이 임상시험 후, 수술 직전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또는 주요 심장 부작용 위험에 있어 
주요 비심장 수술 전 몇 주 동안의 베타차단제 투여 시작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의 니콜라
스 맥켄지(Nicholas McKenzie)와 동료 연구진들은 주요 복부 수술
을 받는 환자에서 수술 전 60일 이내 베타차단제 사용과 뇌졸중 위
험이 연관성이 없다고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2005년부
터 2015년까지 주요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 241,000명의 기록을 연
구했습니다. 해당 환자군에서 약 76%는 이전에 베타차단제를 투여
한 적이 없는 상태였고, 2%는 수술 전 60일 이내에 베타차단제 투
여를 시작했으며, 22%가 수술 60일 이전부터 장기간 베타차단제를 
투여했습니다.  전체 뇌졸중 발생 빈도는 0.2%였습니다.  성향 점수 
가중 후, 수술 전 60일 이내에 베타차단제를 투여하거나 장기간 베

타차단제를 투여한 환자는 베타차단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와 유
사한 뇌졸중 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
규 주요 복부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뇌졸중과 수술 전 60일 이내 베
타차단제 투여 또는 뇌졸중과 만성 베타차단제 투여 사이에 연관성
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동반된 논평에서, 제시카 스펜스 (Drs. Jessica Spence)와 사친 케
르팔 (Sachin Kheterpal)은 이 연구에 따라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
아마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재적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환자 중심의 결정을 내
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자와 편집자가 논문의 추천 저자 팟
캐스트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다음 연구에서는 수술에서의 두 가지 일반적인 주제도 살펴봅니다. 
특히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수술 중 산소 보충 요법 사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약 3분의 1이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겪습니
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메타벨 마르코이(Metabel Markwei)와 동
료 연구진은 수술 중 산소 보충 요법을 사용하면 수술 후 구역을 줄
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부위 감염에 있어 
수술 중 흡입 산소 농도 30% 대비 80%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존 임
상시험에 대한 계획되지 않은 후향적 하위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수술 후 구역 및/또는 구토 발생률에 대한 수술 중 흡입 
산소 농도 30% 대비 80%의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수술 후 구역
과 구토 발생률은 80%와 30%의 산소 농도에 배정된 환자 간에 차
이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환자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15건이 포함된 체계적 문헌 고찰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고찰에는 저 
산소 농도군 대상자가 고산소 농도군 대상자의 절반 미만인 임상시
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산소 보충 요법이 수술 후 구
역 및 구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된 논
평에서 저자인 데이비드 두인(David Douin)과 아나 페르난데스-부
스타만테(Ana Fernandez-Bustamante)는 입원 치료 시 산소 공급
의 이상적 흡입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
구 결과는 수술 중 산소 투여가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명백히 임상
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중 
산소는 저산소혈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만 투여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저자와 편집자가 등장하는 추천 저자 팟캐스
트를 들어 보십시오.  
이 달의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수술 전후 상황에서 아나필락시스 반
응의 발생률, 병태생리, 증상 및 급성 치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를 제공합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수많은 조건에서 환자를 치료합니
다. 환자들은 다양한 약물, 혈액제제 및/또는 조영제를 투여받습니
다. 각 제제는 이상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생명
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입니다. 
찰스 타콰이드(Charles Tacquard), 토시아키 이바(Toshiaki Iba), 
제롤드 리바이(Jerrold Levy)와 같은 저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폐기능 장애의 신속한 진단과 관리의 중
요성을 강조합니다. 
진료 지침은 기존 논문의 합성 및 분석을 통해 뒷받침되는 마취 관리
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침의 목표는 환자 관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는 신경근 모니터링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근거 기반 권장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주요 진료 지침이 포함됩
니다.  이 지침 문서는 미국 마취과학회의 태스크 포스(Task Force 
of Anesthesiologists)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길항성 신경
근 차단의 약리학 및 역전 반응의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
기에는 차단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길항제 약물의 적절한 모니터링 유
형 및 위치와 차단 정도에 따른 투여 용량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
됩니다. 소린 브럴 (Sorin Brull)과 아론 코프먼 (Aaron Kopman)은 
동반된 논평을 통해 이 권고안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
다. 이들은 "이 지침의 권고사항을 내재화할 때입니다."라고 결론 내
렸습니다. 
저와 함께 새해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중
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연구와 학술 논문은 계
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esthesiology는 본지의 독자와 저
자에게 혜택이 되는 새로운 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게재 허가 
후 3일 만에 논문 게시를 가속화하고, 원고 제출 과정을 간소화했으
며 새로운 유형의 연구 논문을 도입하는 새로운 계획을 소개했습니
다.  또한 논문 저자에 대한 자료도 확장했습니다.  최근 변경된 내용
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번 호의 “Anesthesiology 2023: 변경 사항
들”을 읽고 Anesthesiology.org를 방문하세요. 
이상이 이 달의 개요 전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
리며, 2023년 2월 호의 주요내용을 위해 다음 달에도 저와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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