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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siology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저는 편집장인 에반 카라쉬 (Evan Kharasch)
입니다. 2022년 9월호에서는 저널 편집자들이 선
정한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이번 달, 우
리는 COVID-19 ARDS 환자에서 누운 자세와 엎
드린 자세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심장 수술 후 신
경 필라멘트 빛 및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 및 철회 
논문의 지속적인 인용을 분석한 연구를 다룹니다. 
이번 달은 COVID-19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
후군으로 인해 기계 환기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
로 누운 자세 대 엎드린 자세를 비교한 임상 연구
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병원 연구진

은 30명의 환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모든 환자는 기계적으로 환기되
고, 진정되고, 그리고 신경근 차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량은 60L/
분의 일정한 호흡 유속에서 이상적인 체중 1kg당 6mL 이하의 호흡
량으로 조절하였고, 구동 압력은 ≤14cmH2O로 유지되었습니다. 모
든 환자는 엎드린 자세의 첫번째 주기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연구자
들은 90분간의 엎드린 자세에 의한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본 전향
적, 관찰적 연구에서는 초기 엎드린 자세는 환기-관류 매칭 개선, 배
측 환기 증가, 과잉신전 감소 및 PaO2/FiO2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
다. 이는 배측 관류, 폐 허탈, 및 구동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
니다. 본 논문은 무료로 제공되며 선임 저자와의 오디오 팟캐스트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심장 수술 전후의 신경필라멘트 광 농도에 대한 임상 관
찰 연구와 인지결과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인지 기능 장애는 심
장 수술 후 흔한 합병증입니다. 이는 수술 후 첫 3개월간 10 ~ 40%
의 환자와 수술 후 6개월 ~ 1년간 5 ~ 25%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칩
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찰스 브라운 4세가 이끄는 연구진은 신경
필라멘트 빛의 증가가 신경심리학적 상태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을 시험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심폐 우회술 동안 혈압 목표
에 무작위 배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의 일부로 시행되었습니
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 또는 재수술 관상 동맥 우회술 및/또는 판막 
수술 및/또는 심폐 우회술이 필요한 대동맥 기부 수술을 받은 167명
의 환자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들 환자는 존스 홉킨스 위험 점수에 의
해 판단된 바와 같이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혈액을 마취 유도 후 그리고 수술 후 1일째에 중환자실에서 수집하
였습니다. 혈장 신경필라멘트 광 농도를 정량화 하였습니다. 신경심
리학적 검사는 수술 2주 전, 그 다음 4주 내지 6주 및 수술 1년 후에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선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될수록 신경필라멘트 
광 농도가 더 높았었습니다. 기준선에서 신경필라멘트 광 농도가 더 
높을수록 1개월 시점에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없었지만 1년 시점에
서 기능의 개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준선으로부터 수술 후 1일까지의 신경필라멘트 광 농도의 증가는 
1개월 시점에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없었지만 1년 시점에서의 저하
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신경필라멘트 광의 기준선 
및 수술 후 농도가 심장 수술 후 인지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체 논문은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저자의 오디오 팟캐스트를 듣거나 비디오 초록을 
온라인으로 시청하십시오. 
다음은 프로포폴을 사용한 전신 마취와 흡입마취제 간의 유방암 수
술 후 장기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후향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연구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매츠 엔룬드
(Mats Enlund)가 주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용 마취제를 포함하
여 수술 전후 검사로부터 퇴원에 이르기까지의 개별 수술 절차에 대
한 정보를 담은 스웨덴 수술관련 등록처(Swedish PeriOperative 
Register)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방암 환자용 국
민 질 등록처(National Quality Register for Breast Cancer)의 데
이터를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암 병기 및 보조 치료와 생존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들(13,900명)은 마
취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고, 4,800명은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였
습니다. 프로포폴 그룹은 더 젊었고, 평균 체질량 지수가 더 낮았고, 
ASA가 더 낮게 분류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흡입마취제와 프로
포폴을 사용한 전신 마취 사이에 장기 생존률의 관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
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만연한 문제인 철회 논문의 지속적인 인용을 다뤄봅니
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병원의 알레산드로 데 카사이 (Alessandro 
De Cassai) 와 동료들은 마취학 분야와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철회 
논문을 인용한 문헌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철회 감시(Retraction 
Watch)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21년 8월까지 게시된 철회논문
들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논문들이 실제로 철

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동으로 검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
은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논문이 철회된 이후 게재된 
인용 논문의 전체 목록을 찾았습니다. 마취학 분야와 중환자의학 분
야에 관한 478건의 철회 논문 중 220건의 논문(46%)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철회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저자들을 설문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철회논문을 인용한 대부분의 저자
들은 철회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널과 데이
터베이스의 알림이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한, 철회된 논문을 인용한 저자
들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저널의 출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
서 그 논문들의 철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는 저자들이 문헌인용시 더욱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철회논문 
검출 소프트웨어 또는 철회된 학술지 논문의 분기 보고서와 같은 보
다 엄격한 접근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단계에는 보다 엄격한 출판 과정과 젊은 연구자들을 위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
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실린 논평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특집 논문에서는 저혈압 예측지수에 사용되는 데이터 선택 
과정에서 체계적인 편향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편향은 현
재의 평균 동맥압을 과대평가하여 미래의 저혈압을 예측하는 능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아르후스 대학의 요하네스 에네
볼드센 (Johannes Enevoldsen)과 공동 저자 시몬 비스티센(Simon 
Vistisen)은 현재의 저혈압 예측 지수의 선택 편향으로 인해 저혈압
을 100퍼센트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
혈압 예측 지수를 보고한 원래의 지수 논문에서는 특이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비저혈압 반응을 30분 동안 평균 동맥압이 75 mmHg 
초과된 섹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예측 모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
는 알고리즘은 특허 사항여서, 어떤 데이터가 개발되었을 때 포함되
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네볼드센 교수와 비스티센 교수는 편향
된 선택의 효과를 재현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데
이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들은 저혈압 
예측 지수의 검증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혈압 예측 지수의 예측 결과를 단순 평균 
동맥혈압 값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이 기
사는 이번 달 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실린 논평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의 임상 집중 리뷰에서는 캘거리 대학의 알렉산더 그레고리
(Alexander Gregory) 교수와 동료들이 쓴 대동맥 생체 역학의 기
초 부분을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심장 기능, 동맥압, 장기 관류 및 
산소 전달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저자들이 심장과 동맥 사이
의 도관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대동맥의 생리학적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질환이나 수술 또는 마취제와 같은 
약물 투여를 통한 대동맥 특성의 변화는 환자의 대동맥 생체역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들은 대동맥 생체 역학 분야의 연구에 참
여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를 통해 건강, 질병 및 
의료 중재가 대동맥 생리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시간 의과 대학의 두안 리(Duan Li), 옥스포드 
대학의 마르코 파부스(Marco Fabus), 오클랜드 대학의 제이미 슬레
이(Jamie Sleigh)의 뇌 복잡성과 마취에 대한 독자 툴박스(Reader 
's Toolbox)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신 마취가 뇌의 복잡
성을 줄이고 의식의 각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양한 매트릭스들로의 시간적 및/또는 공간적 정보의 추출
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리뷰할 때는 어떤 각성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식 인지는 100 밀리초에서 2초의 시
간 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해 작업기억은 그보다 더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마취가 뇌의 복잡성을 어떻게 방해하는
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작업 예시들을 제시
하고 있고 동시에 상호대화식 설명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제
공합니다. 제시된 정보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논문과 함께 첨부된 동
영상 초록을 참조하십시오. 
언제나처럼 9월호 주요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호에서 
ASA 정기 학회에서 본 학술지가 후원하는 세션을 포함하여 더욱 흥
미진진한 연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연구
와 임상 해설을 원하시면, 학술지 웹사이트 (anesthesiology.or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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