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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 저널의 편집장인 
Evan Kharasch 입니다. 저는 오늘 저널 편집자들
이 선정한 2021년 5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은 번아웃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미
국마취과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의 결과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모리얼 슬론 케터
링 암센터의 Anoushka Afonso 교수와 하버드 의
과대학의 동료들이 해당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들의 목표는 마취과 의사의 번아웃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취과 의

사의 번아웃과 관련된 직장 및 개인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관
성을 정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
해 저자는 말라크 번아웃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Human 
Services Survey, MBI-HSS) 도구를 사용하여 번아웃을 평가했습
니다. 약 29,000명의 마취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번아웃 위험이 큰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또한, 약 14% 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번아웃 증후
군 기준을 충족했는데, 여기서는 말라크 번아웃척도의 세 가지 측면
이 모두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번아웃 
증후군이 가정 및 특히 직장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알아차린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의 연령은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된 유일한 개인적 요인이었습니다. 저자는 직장의 집
중적인 관여가 번아웃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
안했습니다.

이 논문은 밴더빌트 의과대학의 Steve Hyman 교수가 쓴 “번아웃: 
‘또 다른' 팬데믹이라는 논평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평에
서는 본 연구가 마취과 의사의 번아웃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평가
라는 사실이 참신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COVID) 시대에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병원의 재정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마취과 전문의들의 능력에 비해 종종 그
들 자신의 복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종종 번아웃을 악화시켜 직원에게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직장의 역기능적 특성에 대해 "외면"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경
우 복지 및 복원력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고 번
아웃을 야기시키는 기관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구는 주술기 임상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수술 후 통증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마약성진통제 메타돈과 NMDA 수용체 길항제인 케
타민의 효과를 시험한 이중맹검, 무작위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노스
쇼어 대학 의료시스템(NorthShore University HealthSystem) 및 
현재 시카고의 일리노이 매소닉 병원(Illinois Masonic Hospital) 소
속인 Glenn Murphy 교수 및 동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
은 척추 유합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후 케타민, 수
술중 메타돈을 투여받은 환자가 수술 중 메타돈을 단독 투여받은 환
자보다 수술 후 첫날 하이드로모르폰의 사용이 적다는 가설을 검증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130명의 척추 수술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했
습니다. 모든 환자는 수술 중에 체중 kg 당 메타돈 0.2mg을 투여 받
았습니다. 그 환자의 절반은 수술 중에 케타민을 투여(0.3mg/kg/hr) 
받았고, 이후 수술 후 첫 48시간 동안 케타민을 투여(0.1mg/kg/hr) 
받았습니다. 나머지 환자의 절반은 수술 후 48시간 동안 위약을 주
입 받았습니다. 일차 결과 지표는 수술 후 첫날 하이드로모르폰의 사
용량이었습니다. 메타돈/케타민 투여군의 환자는 수술 후 첫날 하이
드로모르폰 5mg을 투여한 메타돈 단독 투여군에 비해 더 적은 양의 
하이드로모르폰을 필요로 했으며 그 중앙값은 2mg이었습니다. 또
한 메타돈/케타민 투여군은 3일간의 추적 기간 내내 하이드로모르폰
을 적게 사용했습니다. 메타돈/케타민 투여군의 환자들의 경우 경구
용 마약성진통제 또한 적게 사용했습니다. 통증 점수는 메타돈/케타
민 투여군이 수술 후 24회 평가한 것 중에서 23회에서 더 낮았습니
다. 환자 만족도 점수는 두 군 모두에서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척
추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메타돈과 케타민 병용 투여에 대해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스탠퍼드 대학의 David Clark 교수와 제가 쓴 “메타돈과 
케타민: 많은 이점과 여전히 배울 점들(Methadone and ketamine: 
Boosting benefits and still more to learn)”이라는 논평에서 다루

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평은 메타돈과 수술 후 약물의 조합이 다른 
마약성진통제들에 비해 알려진 것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케
타민은 메타돈의 효과를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돈에 
케타민을 첨가했을 때 효과의 규모는 다른 마약성진통제에 케타민을 
첨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임상 
관찰이 중요하고 흥미로움에도 불구하고 케타민과 메타돈의 상호작
용 메커니즘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구 또한 주술기 임상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고관절 
치환술 후 최적의 통증 관리에 대해 분석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입니다. 최근, 요방형근 차단술이 통증 조절 옵
션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University 
of Montpellier)의 Sophia Margareta Brixel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후방 요방형근 차단술이 위약보다 고
관절 치환술 후 모르핀의 사용량이 적다는 가설을 시험했습니다. 해
당 연구는 정규 수술로 고관절 전 치환술이 예정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중 50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신 
마취 전에 요방형근 후방에 0.33% 로피바카인(ropivacaine) 30mL
를 투여했습니다. 나머지 50명의 환자에게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했
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들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케
토프로펜(ketoprofen) 및 모르핀 정맥 통증 자가 조절 펌프(mor-
phine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ump)로 구성된 
복합 진통 요법을 처방받았습니다. 일차 결과 지표는 첫 24시간 동안 
정맥 주입된 총 모르핀 사용량이었습니다. 그 결과, 24시간 총 모르
핀 사용량의 경우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
지로 통증 점수 또한 군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복합 진통 요법에 후방 요방
형근 차단술을 추가해도 그들의 모르핀 사용량 혹은 통증 점수는 감
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찰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의료 및 외과 학술 중환자실의 
기계 환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호기 근육에 기계 환기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Amsterdam 
University medical Centers)의 Zhong-Hua Shi 교수와 현지 및 중
국 내 동료들이 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계 환
기 중 호기근 두께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횡격막 두께의 변화와 비
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두 개의 하위 연구가 포함되어 있
었으며 첫 번째 하위연구는 재현성 연구로 호기 근육 초음파의 실행
가능성과 재현성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계 환기를 받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외측복부벽 근육 측정 시 평가자 간 및 평가
자 내 변동성을 조사한 후 폐 용적이 호기 근육 두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하위 연구는 코호트 연구로, 중증 환
자의 기계 환기 동안 호기 근육의 두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재현성 
코호트의 임계 값을 사용하여 시간적 변화를 평가했습니다. 근육 두
께는 대부분의 피험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환자의 22%에
서 근육 두께가 감소하고 12%에서 증가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이
러한 변화는 횡격막 두께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호기 근육 두께의 증가는 근막 두께의 증가에서 비롯됨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로욜라 대학 병원(Loyola University Hospital)의 Fran-
co Laghi 교수가 쓴  " 호기 근육, 더이상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Expiratory muscles, neglected no more”이라는 논평에서 다루
고 있습니다. Laghi 교수는 호기 근육의 두께는 기침 및 기계 환기로
부터 성공적으로 이탈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
공호흡 환자의 호기 근육 두께를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영상 촬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다중 교차 클러스터 시험에 대한 하위 분석입니다. 이 시
험은 수술 중 산소 공급이 장기 수술 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중국 자오퉁 대학(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의 Qiliang Jiang 교수와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의 동
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산소 공급이 장기 사망의 위험
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 대해 시험했습니다. 본 연구는 대장 수술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시 80% 혹은 30% 흡입 산소를 공급
받도록 무작위 배정된 대규모 다중 교차 클러스터 시험에 대해 사후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장기 사망률에 대한 80% 대 30% 
표적 흡입 산소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3,920 건의 대장 수술 중, 
중앙값인 3년 경과 후 사망률은 80% 산소에서 14%, 30% 산소에서 
15%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소 공급이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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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물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진정 상태에서 암묵기억 형성
이 가능한 정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 연
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의 Nir Samuel 교수와 이
스라엘 등지의 동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편도체와 
배측 전측 대상피질이 케타민이나 미다졸람으로 인한 진정 상태
에서도 감정적, 균형 중심의 기억 형성에 참여한다는 가설에 대해 
시험했습니다. 일차 결과 지표는 기억 형성을 시사하는 행동적, 신
경적 근거였습니다. 본 실험은 진정 또는 마취 상태에서 침습적 신
경 기록을 허용하는 고전적인 음색 및 냄새 조절 작업을 사용했습
니다. 이 패러다임은 호흡기 반응을 측정하며 의식적인 의지가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거나 진정된 상태 및 마취된 상태에서 
학습 및 기억의 암묵적 척도로 적합합니다. 본 연구는 조절된 흡기 
변화와 편도체 및 배측 전측 대상피질에 있는 단일 뉴런의 발화율 
변화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본 연구는 인간이 아닌 두 마리의 영
장류에서 수행되었으며 케타민 또는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투여
하는 동안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후각 자극을 준 후 회복 후 해당 
자극을 기억하는지에 대해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상태에서 
59개 중 26개에서 혐오 기억이 형성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편도
체와 배측 전측 대상피질에서 단일 뉴런 반응의 획득과 유지 사이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 상태에서 획득하는 
동안 신경 반응이 획득하지 않을 때보다 기억 형성을 나타내는 세
션에서 더 강력했습니다. 진정 상태에서 기억을 획득하는 동안 편
도체와 배측 전측 대상피질 뉴런의 발화율은 진정 후 기억 유지 반
응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진정 상태에서 
암묵기억 형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기억 형성
은 깨어있는 상태와 유사한 규칙을 따르며 동일한 구조와 메커니
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심혈관 수술에서 근적외
선 분광법 모니터링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
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Charles Hogue 교수와 동료들이 이 리
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수술을 받는 성인 환자를 위한 
뇌 산소 측정 모니터링의 적용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근적
외선 분광법은 뇌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위해 임상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뇌 산소 측정법은 심장 수술 후 신경
학적 합병증 발생에 대한 우려로 임상 진료에서 사용에 들어갔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 비치 체어 자세에서 실시하는 어깨 수술 같은 비심장 수술

이나 흉부 수술을 위한 일측 폐 환기에서는 뇌산소 포화도 감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는 뇌 산소 측정법에서는 기
술과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보
는 것이 아닌 추세를 해석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
연하면 심장 수술 중 뇌 산소 포화도를 최적화하면 환자의 결과를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에는 현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산소측정법은 체외막산소공급 중인 환자나 
뇌 자동 조절의 환자 감시 장치로 새롭고 유용하게 사용 영역이 확
장될 수 있습니다.

알파 -1- 항 트립신(alpha-1-antitrypsin)이 급성 호흡 곤란 증
후군의 주요 요인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리뷰 논문으로 이번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왕립 외과 대
학(Royal College of Surgeons)의 Grace Hogan과 동료들이 해
당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저산소
혈증, 폐포-모세혈관 투과성의 변화 및 호중구성 염증성 폐부종
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
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약물 요법을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
니다. 이 질환에 이상적인 약물요법은 항 프로테아제(anti-prote-
ase) 활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에 대한 
숙주 방어를 유지하면서 유해한 염증 경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바람직한 특성은 평판이 좋은 안전성 프로필, 목표외 효과가 
낮을 가능성, 잘 알려진 약동학 등입니다. 내인성 52kDa 세린 프
로테아제(serine protease) 알파-1 항 트립신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파-1 항 
트립신의 주요 기능은 항프로테아제로, 특히 호중구 엘라스타아제
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염증 및 박테리아 제거 조절
에 있어 알파-1 항 트립신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에 비추어 볼  때,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치료에 대한 필요
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알파-1 항트립신이 사스-CoV-
2(SARS-CoV-2)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저희 저널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
러분이 Anesthesiology에서 발표한 정보를 이용하여 임상 진료
를 지도하시고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Anesthesiology가 매달 
중요한 연구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발표하여 여러분에
게 계속 알려드리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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