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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의 편집장인 
에반 카라쉬(Evan Kharasch)가 진행하는 팟캐스
트입니다. 저널 에디터들이 선정한 2020년 7월 
간행본의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달은 케타민과 마그네슘을 정맥주입한 뒤 
몇 주 후 진통효과를 평가한 연구로 시작해 보겠
습니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대학병원의 지젤 피
커링(Dr. Gisèle Pickering) 교수와 동료 연구자
들이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위약
과 비교하였을 때 케타민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
한 통증 완화와 인지적, 정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게다가 케타민을 마그네슘과 병용 투
여하면 부가적인 진통 효과를 이점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
니다. 연구팀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는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
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교차 임상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환자들은 기존에 케타민을 투여한 기록이 없었으며, 무작위 순서로 
매 35일마다 1회 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주사약은 케타민(0.5mg/
kg) + 위약, 케타민(0.5mg/kg) + 황산 마그네슘(3g), 또는 위약 + 
위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팀은 35일에 걸쳐 세 실험군 간 일
일 통증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서, 수
면, 삶의 질 측정치의 유의한 차이도 없었습니다. 위약을 주입한 환
자의 10%에서 최소한 한 가지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부작용
이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케타민 주사 투여군에서 20%, 케타민 + 
마그네슘 투여군에서 35%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신경병증
성 통증이 있는 환자의 일일 통증 정도가 케타민, 케타민 + 마그네
슘, 또는 위약 주입 후 35일 동안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또는 나중에 나타난 심리적, 건강 관련 요소의 주요 변화는 없
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비침습적 혈량측정기 변동 지표가 수술후 이환율과 
입원 기간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노르망디 칸 
대학교(Normandy Caen University)의 마크 올리비에 피셔(Dr. 
Marc-Olivier Fischer) 교수와 프랑스 내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
들이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전신 마취 하에 선택적 
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받는 동율동을 가진 447명의 성인 환
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였습니다. 맞춤형 혈역학적 치료를 받는 환자
에 혈량측정용 센서를 이마에 부착했으며, 13% 이하의 혈량 변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표준적인 마취 관리는 전신 마취하에 평균 혈압
을 65mmHg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일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입원 기간이었습니다. 두 군 모두 6±3일의 평균 입
원 기간을 보여 두 군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군 모
두에서 1%의 중대한 수술 후 심장 관련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두 
군 모두 4%에서 수술 후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술후 5
일 이내의 트로포닌 Ic 농도가 0.06 μg/l 이상인 비율은 실험군의 
3%, 대조군의 2%였습니다. 퇴원 적합성과 실제 입원 기간은 두 실
험군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합병증은거의 없었고 두 
군에서 비슷했습니다.  연구팀은 혈량측정기 변동 지표에 따른 수액 
관리가 중등도 위험의 수술 환자에서 입원 기간이나 합병증을 감소
시키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마취 관리하의 수술 중 비일상적인 사건의  발생
률과 특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밸리 베테랑 보건의료 시
스템의 노인의학 연구교육 및 임상센터의 저스틴 리버먼(Dr. Justin 
Liberman) 교수 연구팀과 밴더빌트 대학교 의료센터(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
습니다. 연구팀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세 곳의 대학병원에서 
556건의 수술에 대한 녹음, 영상, 관련 임상 정보를 전향적으로 수
집하였습니다. 직접 관찰 이외에도, 각 연구 사례의 종료 시점에 비
일상적 사건의 세부사항을 위해 마취관리 종사자들을 설문조사 하
였습니다.  비일상적 사건이란 의사나 관찰자가 해당 임상 상황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벗어났다고 인지하는 모든 임상적 
치료로 정의됩니다.  재검토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 수술 511건 중 
22%에서 최소한 하나의 비일상적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비일상
적 사건이 있었던 수술의 3분의 1은 1회 이상의 비일상적 사건을 가
졌습니다. 각 사건은 전문성이 있는 마취과 의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평가자 신뢰성 평가와 환자 및 수술 변수를 비교하였습니
다. 173 건의 수술 중 13%가 환자의 손상과 연관되었고, 거의 70%
가 환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긴 치료 기간과 추가적인 동반 질
환은 비일상적 사건과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환자 관리 종사자 및 
마취 관리 종사자 관련 문제가 가장 흔한 기여 요인이었습니다. 사
건의 약 3분의 1은 약물과 기구를 포함하여 심혈관계, 기도, 또는 인

적 요인과 연관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오류 보고와 함께 수술 
시 비일상적 사건의 모니터링을 사용하게 되면 전향적으로 안전관
련 처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소아의 요골동맥관삽입술에서 혈관확장제인 니
트로글리세린의 사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
원의 장영은(Dr. Young-Eun Jang) 교수 연구팀과 베일러의과대학
(Baylor College of Medicine)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
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피하 주사가 소아에서의 요골동맥관삽
입술 성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 이중 눈
가림,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에 113명의 소아 환자를 등록하였
습니다. 모든 환자는 2세 이하였으며, 전신 마취 하에 요골 동맥관 
삽입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신 
마취를 유도한 뒤, 니트로글리세린 용액(생리식염수 0.5ml에 5 μg/
kg) 또는 생리식염수(0.5ml) 중 하나를 초음파 유도에 따라 선택된 
요골동맥 위에 10초 이상에 걸쳐 피하주사 하였습니다. 3분 뒤 초음
파 유도 요골 동맥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피하 주입 전후와 관 삽
입 이후에 요골 동맥의 직경을 측정하였습니다. 일차 평가지표는 첫 
번째 시도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의 성공률은 니트로글
리세린 투여군에서 91%였으며, 이는 대조 군의 수치보다 3분의 1 
가량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생리식염수보다 니트로글리세린
을 피하 주사했을 때 요골 동맥의 직경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밝혔
습니다.  추가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군에서 전체 합병증 발생률
은 3%였으며, 이는 대조 군의 합병증 발생률인 31%보다 낮았습니
다.  연구팀은 소아 환자에서 요골동맥 삽입술 이전의 니트로글리세
린 피하 주사가 첫 번째 시도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전체 합병증 발
생률을 감소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전 환자 노쇠 평가에 사용된 노쇠 도구에 대한 메
타 분석이 있습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 주술기 의료센터(Centre for Perioperative Medicine)의 
실비 오코인(Dr. Sylvie Aucoin) 교수 연구팀과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임상적 유
용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도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
차 평가지표는 사망률이었으며, 이차 평가지표는 임상적으로 수집
된 환자 중심 측정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유용성 측
정 항목을 수집했습니다. 45개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35개의 서로 다른 노쇠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5
개를 메타분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적합성 또는 노쇠 정도를 특징
짓는 임상적 노쇠 척도(Clinical Frailty Scale)는 사망률과 집이 아
닌 장소로의 퇴원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에드몬튼 노
쇠 척도(Edmonton Frail Scale)는 합병증 발생을 가장 잘 예측했습
니다. 신체적 노쇠 표현형(Frailty Phenotype)은 수술 후 섬망과 가
장 강한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임상적 노쇠 척도는 임상적 유용성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의사가 노쇠 도구를 
선택할 때 정확도와 유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
다. 임상적 노쇠 척도는 두 영역에서 잘 입증된 반면, 많이 사용되는 
프라이드 표현형(Fried Phenotype)은 높은 정확도 대신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구는 쥐 모델을 사용하여 수술후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 장
기적 치료 로서의 냉동신경 박리술을 조사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릴리트 가리비안(Dr. 
Lilit Garibyan)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액빙(ice slurry)이 주사 가능하며, 마약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조직 
선택적 냉동신경박리술로 진통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습
니다. 생체적합한 액빙을 이용한 주사 가능하고 선택적인 냉동신경
박리술을 개발했습니다. 쥐의 좌골신경을 사용하여 신경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 액빙 주사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62마리의 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했습니다. 대조군 쥐에는 실온의 
용액을 투여했습니다. 처치 후, 연구팀은 수초와 축삭의 구조 보존
을 비롯해 좌골신경 기능을 정량화하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액빙이 선택적으로 쥐의 좌골신경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밝
혔습니다. 주사 제형은 액빙이 신경 주위로 침윤할 수 있도록 합니
다. 연구팀은 단회 주사가 안전하며, 파열된 수초 및 축삭 밀도에 선
택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신경의 구조는 112일까지 완
전하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액빙을 사용한 냉동
신경박리술이 최대 60일간 통각 기능을 저하시키며, 112일까지 완
전히 회복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의 효과
성과 잠재력에 관한 집중 리뷰를 소개하겠습니다. 취리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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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Zurich)의 도낫 슈판(Dr. Donat Spahn) 교수팀과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이 이 리뷰 논문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환자
혈액관리는 헤모글로빈 농도를 유지하고, 적절히 지혈시키며, 실
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근거 중심 의학 및 수술적 개념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은 2008
년 ANESTHESIOLOGY의 논평에서 이 개념을 마취관련 학술지
에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12년 뒤, 연구팀은 환
자혈액관리가 동종 적혈구 수혈의 사용과 비용, 부작용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혈액관리가 정규 수술 이
외에도 긴급 수술이나 응급 수술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합니다. 이 원리가 동종 적혈구 제제의 수혈을 줄이고, 더 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수술적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혈
액관리가 새로운 표준 치료로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부 센터는 
이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슈판 교수와 공동저자들은 
수술 전후 빈혈과 철 결핍의 치료와 함께 향상된 응고 관리와 같
은 또다른 환자혈액 관리 방안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집중 리뷰 논문은 응고에 대한 직접 경구
용 항응고제를 평가하고 해당 항응고제의 역전을 다룹니다. 보
스턴에 위치한 브리검앤위민즈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아리엘 랑거(Dr.Arielle Langer) 교수와 진 코너스
(Dr. Jean Connors) 교수가 이 리뷰 논문 작성에 참여하셨습니
다.  이 논문은 직접 경구용 항응고제의 약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항응고제 활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의 역전제 사
용에 주목합니다. 환자가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의 필요
성 평가에 이어 직접 경구용 항응고제의 부작용인 응고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출혈의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합
니다. 또한 이 논문은 직접 경구용 항응고제의 역전을 위한 임상
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직접 경구용 항응
고제로 인한 최소 지혈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을 진행
할 수 있는지, 혹은 역전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역전제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대체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
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검사와 새로운 역전제의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 이 리뷰 논문의 정보가 임상 진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편집장 논평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마무
리하겠습니다.  이 논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본 저널
의 일부 도전 과제와 성과를 다루고, 지난해 간행된 마취학 논문 
중 가장 많이 읽힌 것들을 조망하면서, 다음 호의 변경 및 개선사
항의 일부를 미리 살펴봅니다.

ANESTHESIOLOGY의 흥미로운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는 데 함
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주 뒤에 8월 간행본의 하이라이
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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