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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 저널의 편집장
인 에반 카라쉬(Evan Kharasch) 입니다.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2년 6월호의 주요 내
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팟캐스트에서는 수술 중 저혈압이 심폐우
회술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겠습니다. 또한, 흉부 수술 후 심방 세동 위험을 줄
이기 위해 아미오다론(amiodarone)에 N-아세틸
시스테인(N-acetylcysteine)을 추가하는 것에 대
한 최신 지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발
과 발목 수술 후 통증 조절에서 자동 bolus가 어떻
게 약물 연속 주입 요법보다 우수한지에 대해 논

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신경보호를 향
상시키기 위한 영상 기술의 발전에 대한 최신 연구 리뷰로 이번 달
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문적인 진료 변경 계획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모든 환자에서 0.90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를 기록하
기 위해 의사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수술 
중 비탈분극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수술 후 근이완 잔류
가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정량적 
모니터링은 적절한 기록에서 보듯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
애틀 버지니아 메이슨 프란시스칸 헬스(Virginia Mason Franciscan 
Health)의 웨이드 웨이겔(Wade Weigel) 교수와 동료들은 신경근 차
단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 0.90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를 달
성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료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들
의 평가에는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발관 
전 0.9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0.90 이상의 4연속 자극 반응비가 2016년 11월에 검토된 사례의 
1%에서 2020년 12월에 검토된 사례의 93%로 개선되었음을 발견
했습니다. 마취 영역에 정량적 모니터를 배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기능 회복과 그 기록은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메건 레인 폴(Meghan Lane-Fall) 교
수는 잔류 근이완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정량적 모니터링을 채
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연
구가 환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밝혔습니다. 레인 폴 교수는 지속적인 진료의 변경에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진료에 기반한 근거가 가
설에 기반한 시험이 효과를 보이는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또한, 해당 논문의 "최근 주목받는 저자" 팟캐스트에 대한 포괄
적인 연구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팟캐스트는 현재 ANESTHESIOLOGY 홈페이지 또
는 선호하는 팟캐스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흉부 수술 후 심방 세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
미오다론(amiodarone)에 N-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심방 세동
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은 환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N-아세틸시스
테인은 심장 수술 환자에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어느정도 성공
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비심장 흉부 수술에서 이 용도는 연구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데이비드 아마르(David Amar) 교수
와 동료들은 주요 흉부 수술을 받은 심방 세동 위험이 높은 환자들
을 대상으로 무작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총 154명의 환자가 N-아
세틸시스테인과 아미오다론 병용 투여 또는 위약과 아미오다론 병용 
투여에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연구의 일차 평가 변수는 수술 후 첫 
72시간 동안 지속된 심방 세동 또는 수술 후 1주 내에 처치를 요하는 
다른 증상이었습니다. 수술 후 심방세동은 N-아세틸시스테인과 아
미오다론을 병용 투여한 환자의 19% 와 아미오다론과 위약을 병용 
투여한 환자의 17%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연구 결과
로 인해 중간 분석에서 시험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재발성 심방세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수술 후 1년이 지난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술 후 심방세동 환자의 25%에서 
재발이 있었습니다.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는 군 간 유사했습
니다. 저자들은 N-아세틸시스테인과 아미오다론을 병용한 이중 요
법이 아미오다론 단독 요법에 비해 흉부 수술 환자에서 심방세동 위
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덧붙이면 재발성 심방세
동은 흉부 수술 후 1년 이내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세르게이 카람노프(Sergey 
Karamnov) 교수와 요헨 뮐슐레겔(Jochen Muehlschlegel) 교수는 
항염증 접근법이 수술 후 심방세동을 줄이는 이상적인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은 심장 수술의 효과에 비해 흉부 수
술 환자의 경우 아미오다론에 N-아세틸시스테인을 추가하는 이점
이 없는 것은 심장과 흉부 수술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특히, 자율 신경계 조절 장애, 고령 악화 섬유증, 급성 심
방 확장, 국소 심낭염 등 흉부 수술 후 염증 이외의 요인들이 심방세
동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과 발목 수술 후 통증 조절에서 어떻게 자동 bolus투여가 약
물 연속 주입 요법을 능가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임상 연구로 넘어
가 보겠습니다. 기저 주입은 종종 외래환자 신경 차단을 위해 사용
되지만, 이 전략은 흔하게 수술 후 통증이 해소되기 전에 제한된 마
취 저장용량을 소모합니다. 휴대용 주입 펌프 기술의 발전은 장치
가 자동 간격으로 bolus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샌디
에고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존 피너런(John 
Finneran) 교수와 그의 팀은 마취제가 소진되기 전에 자동 bolus와 
시작 지연 타이머가 장기간 동안 효과적인 진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자들은 발과 발목 수술을 받은 성인 7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
든 환자는 에피네프린 (epinephrine)과 함께 0.5% 로피바카인 
(ropivacaine)을 주입 받았습니다. 이들을 퇴원 전에 시작된 시간당 
6ml의 지속 주입 또는 퇴원 후 5시간에 시작하여 2시간마다 8ml의 
자동화된 bolus로 로피바카인(0.2%) 투여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
다. 타이머를 자동화된 bolus에 사용했습니다. 수술 후 1일에, 자동
화 군의 환자들은 지속 주입 군의 통증 점수 3의 중앙값과 비교하여 
통증 점수 0의 중앙값을 보고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총 소비는 자
동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마취제의 저장용량은 지속 
군의 74시간과 비교하여 자동화 군에서 중앙값 119시간 동안 지속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연구 결과가 잠재적으로 통증 관리의 패러다
임 변화를 의미하지만, 결   과 재현하는 연구와 대량 연구가 필요하
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문과 함께 실린 논평에서, 엘렌 소핀 (Ellen Soffin) 교수는 본 연
구의 결과가 설득력이 있으며 말초 카테터를 위한 부위별 및 시술별 
적용에 대한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러나, 그녀는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이점을 최적화하기 위해 카테터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 전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중 저혈압이 심폐 우회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후
향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수술의 수술 중 단계에 따른 저혈압
과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미구엘 아르헨과 
드 라 호즈 (Miguel Armengol de la Hoz)는 심폐 우회술 중 및 이탈 
시 저혈압과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후향적 연구에서 이들의 일차 평가 변수는 심폐 우회술을 위해 입
원한 환자에서 뇌졸중, 급성 신장 손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복합사망률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수술 중, 후 저혈압과의 연 관
성에 대해 평가되었습니다. 저혈압은 65 mmHg 미만의 평균 동맥압
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연구 모집단에는 5,000명에 가까운 성인 환자
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약 5%가 일차 평가 변수를 경험했습니다. 
수술 전, 중, 또는 수술 후 언제든지 10분마다 저혈압이 발생하면 일
차 평가 변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저혈압
이 있는 상태에서 심폐 우회술 후 혈관 운동 반응성이 감소하면 부작
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 기간 내내 예후가 악화
될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수
술 후 저혈압 및 조직 관류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이 환자 예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esthesiology  
홈페이지 또는 선호하는 팟캐스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의 
"최근 주목받는 저자" 팟캐스트를 확인하여 저자가 직접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와 직접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시퀀싱의 결과로 악성 고열증 의뢰가 증가되는 현
상을 보여주는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환자에서 마취
제 및/또는 근육 이완제에 의해 악성고열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성고열증 감수성은 CACNA1S 칼슘 채널 및 STAC3 유
전자뿐만 아니라 종종 리아노딘(ryanodine) 수용체 RYR1 유전자 
변이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 유럽 악성 고열증 그룹이 발표
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잠재적인 유전적 감수성을 가진 환자들을 
악성고열증 병동으로 의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네이메겐
(Nijmegen)에 있는 카니시우스 빌헬미나 병원(Canisius Wilhelmina 
Hospital)의 루크 반 덴 베르셀라르(Luuk van den Bersselaar) 교
수와 동료들은 해당 지침 도입 전후로 악성고열증 의뢰에 대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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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후향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침으로 인해 마취제 이상 반응의 개인력 또는 가족력이 없
는 환자에서 의뢰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모집
단에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악성고열증 센터에 
의뢰된 37세 환자 연령 중앙값이 포함된 520명의 의료 기록이 포
함되었습니다. 악성고열증이 의심되어 의뢰된 환자들은 마취제 이
상반응에 대해 개인력 또는 가족력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뉘었
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성고열증으로 의뢰된 환자의 대략 40%는 
마취제 부작용의 개인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37%는 그렇지 않았
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의뢰된 환자들 중 28%는 마취
제 이상 반응의 개인력 또는 가족력이 없었으며, 반면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의뢰된 환자들의 경우 44%였습니다. 차세대 시퀀
싱은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의뢰된 환자의 49%를 평가하기 위
해 사용되었으며, 이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환자의 68%로 
증가하였습니다. 저자들이 밝힌 목표는 가능한 악성고열증 환자에 
대한 상담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을 바탕으로, 그
들은 악성고열증 감수성 진단이 유전학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에게
도 가치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
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다졸람(midazolam)이 표적으로 삼은 수용체 아형을 
조사한 실험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마의 
CA1 영역에서 장기 강화에 특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강화는 학습 및 장기 기억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파 1, 2, 3 또는 5로 정의
된 특정 GABA-A 수용체 아형에 대한 효과는 잘 연구되지 않았습
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의 
제니아 푸이그-보쉬(Xènia Puig-Bosch)가 이끄는 연구팀은 마
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해마의 장기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다졸
람의 표적이 되는 아형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알파 아형
의 조합에서 대조군에 비해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에 무
감각하게 만들어진 수컷 및 암컷 마우스의 뇌 슬라이스를 연구했
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자들은 미다졸람이 3nM이상의 농도에서 
해마의 장기 강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0nM 미다졸람이 장기 강화를 유의하게 차단하여 용량 의존적 효
과를 시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이한 GABA-A 소단위를 연구할 때, 저자들은 낮은 농도에서의 
미다졸람 효과가 주로 알파 1 소단위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
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다졸람 효과가 50~500 nM의 최면 
농도에서 알파 1 GABA-A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스튜어트 포먼(Stuart Forman) 교수의 논평이 해당 논문과 함께 
제공됩니다. 포먼 교수는 마우스 연구 결과가 "알파-1 수용체를 
내포한다"면서도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회로의 다른 뉴런들에 있
는 다른 해마 GABA-A 수용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먼 교수는 현재 데이터가 GABA를 매핑하는 목
표를 향한 과학적 진보를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
이터는 또한 약물 표적으로서 GABA-A 수용체의 가능성을 뒷받
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호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호기말 마취제 농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전신 마취 중 흡입마취제로 유지되는 환자를 모
니터링할 때 호기말 분압을 실시간 측정합니다. 이 측정은 MAC
으로 종종 표시되며, MAC의 분율, fMAC로 알려져 있으며, 여
기서 MAC은 전통적으로 최소 폐포 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MAC 및 fMAC을 사용한 환자 모니터링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알스트의 온제-리베-브루우 병원(Onze-Lieve-Vrouw 
Hospital)의 얀 헨드릭스(Jan Hendrickx) 교수와 시카고 노스웨
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의 안드레 드 울프(Andre 
De Wolf) 교수는 MAC과 fMAC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마취과 의

사가 흡입 마취제를 조절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합니
다. 그들은 흡입 마취제가 주로 척수 수준에서 부동 상태와 피질 수
준에서 무의식을 매개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들은 흡입 마
취제의 정상 상태 fMAC과 무의식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 효과 사
이의 농도-반응 관계는 자극 반응 관계의 관점에서 임상 목표를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들은 농도 반응의 관점에
서 fMAC의 작은 변동성이 fMAC 이 무반응 확률을 나타내게 하는 
유용한 지표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fMAC 모니터
링을 기반으로 마취제의 임상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상의는 
무의식, 부동 상태 및 아드레날린 반응의 둔화와 같은 상이한 임상 
목표에 대한 표적 확률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리뷰에
서 저자들은 확률 공간에서 전신 마취가 무의식 상태에 도달할 확
률이 99.99% 이상, 부동 상태 확률이 95%, 아드레날린 반응이 둔
화될 확률이 85%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또한 fMAC에 
대한 마약성진통제의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 
효과처 농도 및 분압의 가능한 조합을 보여주는 아이소볼로그램을 
논문 전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은 fMAC에 대한 마약
성진통제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세보플루란(sevoflurane)과 펜
타닐(fentanyl) 효과처 농도 2ng/mL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
다. 이번 호에서 리뷰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과 함께 제가 쓴 논평이 제공됩니다. 논평은 MAC의 60
년 역사, MAC이 정의되고 사용된 다양한 방식, 그러한 정의의 정
확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최소 폐포 농도라는 전통적인 정의
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임상적
으로 출판물과 교과서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하는 올바른 정의
는 평균 폐포 농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호기말 농도의 중
앙값입니다.
이번 달에는 비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경보호를 개선하기 위
한 영상 기술의 발전에 대한 리뷰 논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는 비심장 수술이 이차 장기 기능 장애 및 부상의 위험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근거는 신경 인지 기
능 장애 및 무증상 뇌졸중 또한 이러한 환자들의 수술 전후 장기 
기능 장애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의 조나
단 패닝(Jonathon Fanning)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수술 전
후 뇌손상의 위험과 중증도는 혈류역학 장애, 조직 관류 저하, 조
기 합병증 인지 실패와 같은 요인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
합니다. 저자들은 영상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대뇌 관류, 혈류 예
비능, 대사 및 신경 기능의 비침습적 병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 설명합니다. 영상 촬영의 이러한 발전은 조직 관류를 최적화하
고 수술전후 환경에서 신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비심장 수술에서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광학, 초음파 및 자기 공명 영상을 사용하는 최신 근거와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방법에 
대한 요약 표를 제공합니다. 이 표는 영상 진단 또는 모니터링으로
서, 그리고 연속적 또는 간헐적인 촬영장비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널 웹사이트 www.pubs.asahq.org/anesthesiology에서 항상 
새로운 연구와 논평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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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해주시고 ANESTHESIOLOGY를 성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된 정보가 귀하의 임상 진료에 있어 지
침이 되고 임상 진료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음 달에는 더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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