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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esthesiology 저널 편집장인 에반 
카라쉬(Evan Kharasch)입니다. 저널 2022년 11
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
니다. 이번 달에는 유방절제술 후 통증 치료를 위
한 냉동 신경박리술 사용법, 산불연기에 노출된 소
아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심장 수술 환자의 수술 
후 부작용 예측 인자로서의 수술 후 혈역학적 악
화에 관해 살펴봅니다.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수
술 전후 소아 환자를 위한 수혈 역치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하며, 리뷰 논문에서는 안구 질환 환자
나 마취 후 안과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환자
에게 마취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임상 연구는 유방 절제술 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초음파 
유도 경피 냉동 신경박리술의 사용법에 관해 다뤄봅니다.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으로서 매년 160,000 건이 넘는 새로
운 사례가 확인됩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
습니다. 급성 수술 후 기간의 통증은 심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환자의 최대 57 %는 6-12 개월 동안 통증을 보
고하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일펠드(Brian Ilfeld)의 연구팀과 캘리포
니아 샌디에고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및 다른 
대학의 동료들은 냉동 신경박리술을 한 번 적용하면 유방 절제술 후 
급성 및 만성 통증을 낮출 것이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시험에
는 60 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이들은 활성 또는 가짜 냉동 신경
박리술 집단에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일차 평가변수는 수술 후 2
일째 오후의 평균 통증 점수였으며, 0-10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술 후 2 일째의 중간 통증 점수는 활성 
냉동 신경박리술을 받은 참가자들은 0점, 가짜를 투여한 환자들은 3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초음파 유도 냉동 신경박리술을 수술 
전에 1회 적용하면 진통제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마약성 진통제 
필요도를 낮출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첨부된 논평에서 브리
검 여성 병원의 제임스 래스멜 (James Rathmell)은 이것이 "놀라운 
결과"라고 인정하지만 연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향후 연구에서 통증
과 신경 병증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종적이며 잘 검증된 측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논문 저자와 래스멜 박사가 출연하는 특별
저자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임상연구에서는 산불 연기로 인한 열악한 대기질에 
노출된 소아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산불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2020 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41 
건의 주요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환경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벤자민 마쉬(Benjamin Marsh)와 동료들은 0-18세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UCSF에서 마
취과정을 겪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캠프 파이어와 2020 년 8
월 컴플렉스 파이어의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취를 경험한 1,116 
명의 환자들 중 556 명이 산불 기간에 마취를 경험하였  습니다. 연
구 기간 동안의 후두 경련, 기관지 경련, 산소포화도 감소 및 재삽관
을 호흡기 부작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호흡기 부작용 비
율은 42%를 약간 넘었습니다. 저자들은 건강에 해로운 공기가 기저
위험 요인을 가진 소아환자의 마취 중 호흡기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들으시려면 특별저
자 팟 캐스트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임상 연구에도 또한 소아 환자와 마취 위험에 관한 내용
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술 결과에 관하여 다양한 수술 전후 
위험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체계적 리뷰는 소아 환자의 수술 전
후 사망률에 대한 예측 점수를 개발, 수정 또는 검증한 기존 연구들
을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대학 의료센터 버
지니아 탄젤(Virginia Tangel)의 연구진 및 다른 지역의 동료 연구
자들은 검증이 부족했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논문에 포함된 연
구들은 0-18 세의 소아 환자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경우에 따라 21 
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술이나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하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열 개의 논문
들이 선정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아홉 개의 논문들은 30 일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위험 점수를 개발했던 반면, 단 하나의 논문만
이 외부 검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점수가 검증시 우수하게 구
별해 냈지만 외부 검증이 부족하여 권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점
수를 대규모로 채택하기 전에 기존 점수들을 더 정교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혈역학적 악화가 예
후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의 마이클 마티스(Michael Mathis)와 동료
들은 수술 후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전자건강데이터와 생리파형
데이터 모두에 패턴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저자들은 
2013~2020년 사이의 정규 성인 심장시술 후의 중환자 치료 데이터
를 리뷰했습니다. 1,555 건 중 12%는 276 건의 악화 현상을 경험했
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현상은 낮은 심장박출 지수(7%), 새로운 근
육수축제 사용(거의 2%) 및 지속적인 저혈압(1.4%)이었습니다. 저
자들은 파형 처리, 텐서 분해 및 머신 러닝을 통해 전자건강기록과 
ICU 생리 파형데이터를 결합하여 시술 8 시간 전에 수술 후 악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ICU 환경에서 생리적 파형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다음 연구는 물고기와 GABA-A 수용체에서 마취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실험 연구입니다. Etomidate, barbiturate, alphaxalone, 
propofol은 모두 GABA-A 수용체 활성을 향상시키는 전신 마취제
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스튜어트 포먼(Stuart Forman)이 
이끄는 저자들은 서로 다른 쌍의 GABA-A 수용체 부위들을 통해 작
용하는 이 네 가지 마취제들의 쌍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마취 작용의 모델인 제브라 피쉬 유
충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Alphaxalone을 함유한 세 개의 마취 쌍 모
두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Propofol 및 barbiturate R-5-알
릴-1-메틸 m-트리플루오로메틸 메포바르비탈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etomidate와 R-5-알릴-1-메틸 m-트리플
루오로메틸 메포바르비탈의 쌍과 etomidate와 propofol의 쌍은 서
로 부가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상승작용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러한 결과는 단순한 두 상태 공동 작용제 모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마취제를 사용하는 또 다른 대체모델이 구별된 다른 수용
체 형태들을 안정화시켜 그 외 약물들의 효과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제공되는 편집자 선택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의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수술 전후 소아 수혈 역치를 다뤄봅
니다. 에모리 대학의 로라 다우니(Laura Downey)와 보스턴 아동병
원의 수잔 구비(Susan Goobie)는 소아 환자의 헤모글로빈 역치 및 
생리학적 매개 변수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소아 환자의 적혈구 수혈은 심한 빈혈, 출혈 및/또는 산
소 운반 능력 감소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혈의 사용은 감염, 호흡기 합병증 및 이식 실패율 증가 등 
부작용 위험에 환자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가장 최근의 
소아과적 근거들을 요약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경우, 그들은 권장되
고 있는 제한적 헤모글로빈 수혈 전략들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수술 전후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략을 내리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리뷰 논문은 안구 질환이 있거나 비 안구 수술 
후 안구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환자들의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의 스티븐 로스(Steven Roth)와 
공동 저자들은 수술 전후 안구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이 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해 리뷰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비 안구 수술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시력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능숙해지는 것
은 중요합니다. 수술 전후 실명의 주요 원인은 허혈성 시신경 병증입
니다. 저자들은 근거 기반 권장사항들에 관한 논문을 포함하여 수술 
전후 위험 요인을 판단하는 데 관한 최신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합니
다. 이 리뷰는 눈꺼풀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하여 각막, 눈 후부, 망막
과 시신경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이번 달 본 저널에 실린 최신 지견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논문들은 이제 최종 게재 허가 후 3 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PubMed
에 먼저 등록됩니다. 또한, 우리는 임상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명한 일반 의학저널
의 외부 피어리뷰를 받았지만 우선 순위 사유로 게재가 허용되지 않
은 원고를 가지고 계신 경우, 우리 Anesthesiology 저널의 "패스트 
트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임상 논문의 평
가를 빠르게 하기 위해 초기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단 일주일 정도만 
걸리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이전의 피어 리뷰 및 원고 수정 내용을 
고려합니다. 최근 시작된 이 저널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에피소드에서 논의된 연구들을 읽으려면 anesthesiology.org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팟캐스트에서 우리 저널에 실린 더 
많은 연구에 관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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