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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과 의사는 수술 중 외과 의사로부터 수술 시

야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위를 요구받게 되며 체위

변동에 따른 환자의 생리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향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가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향

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김    세    연ㆍ박    상    진

= Abstract =

The Effect of the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on Respiratory and
Hemodynamic Changes during General Anesthesia

Sae Yeon Kim, M.D., and Sang Jin Park,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Background:  The effects of Trendelenburg positions used to expose the surgical field may induce 

intraoperative hemodynamic and respiratory changes that complicate anesthetic manage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on respiratory and 

hemodynamic changes with time passage during general anesthesia.

  Methods:  Twenty patients undergoing anorectal surgery with general anesthesia were studied. Hemo-

dynamic and respiratory parameters were measured before the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L) and 

3 min (LT3), 6 min (LT6), 12 min (LT12), 30 min (LT30) and 60 min (LT60) after the 30 degree 

Trendelenburg position.  The cardiac index (CI), stroke volume (SV),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SVR), 

airway resistance (Raw) and dynamic compliance (Cdyn) were measured by a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

  Results:  Central venous pressure and peak inspiratory pressure were markedly increased from the 

lithotomy to the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Heart rate was slightly increased while SV, CI, SVR 

and MAP were decreased.  No significant changes of the SV or CI were observed during surgery.  The 

Cdy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nclusions:  The steep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induces moderate adverse hemodynamic and 

respiratory effects in healthy patients.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more active hemodynamic 

and respiratory monitoring in patients with a compromised cardiopulmonary function.  (Korean J An-

esthesiol 2002; 42: 7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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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고 물리적 신체 손상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체위변동에 따른 심혈관계 및 호흡

기계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수술 전 검사를 통한 면 한 검토와 수술 중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rendelenburg 체위는 Trendelenburg가 1870년대 초

에 골반내 장기의 외과적 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사용한 이후 하복부 및 골반내의 수술 또는 중심

정맥 카테타 삽입 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Trendelenburg 체위는 복강내 장기를 횡격막 방향으

로 어 올려 기능적 폐 잔기 용량을 감소시키고 폐

를 압박하여 유순도를 감소시키게 되며 중심 정맥압

을 증가시키고 심근 작업량과 폐 정맥압을 증가시켜 

저산소혈증과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

에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1)

  직장, 회음부의 수술에 많이 이용되는 lithotomy- 

Trendelenburg 체위(Lloyd-Davis 체위)는 그 경사도의 

정도에 따라 수술 시야를 좋게 하고 출혈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Trendelenburg 체위로 인

한 생리적 효과가 경사도의 정도, 환자의 나이, 순환 

혈액량 상태, 심혈관 계통의 질환 유무 및 마취 약

제 등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집도의가 보

다 심한 경사도를 요구할 때 마취과 의사는 이 자세

의 심폐 기능에 대한 부정적 효과 외에도 두개강내

압 및 안압의 증가, 공기 색전증, 신경 손상 등의 합

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 전 검사에서 심폐 기능이 

정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기

(NICOTM, Novametrix Medical System Inc, USA)를 이

용하여 전신 마취하에 30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가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향을 

시간대별로 관찰하여 심폐 기능이 저하된 환자 마취 

관리에 대비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수술 중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가 예정된 직

장암 환자에서 안압이 높거나 뇌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한 20명을 대상으

로 체위 변화에 따른 심폐 기능 저하에 따른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연구를 하 다(Table 1).

  마취전 투약으로 마취 1시간 전에 atropine 0.5 mg

과 fentanyl 50μg을 근주하 고 감시 장치 부착 후 

마취 유도는 thiopental sodium 3-5 mg/kg과 vecuro-

nium 0.1 mg/kg을 정주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고 마취 유지를 위해 enflurane 1.5-2.0 vol%와 N2O 

(2 L/min) 및 O2 (2 L/min)를 흡입시키고 일회 호흡

량은 10 ml/㎏, 호흡수는 12회/분으로 조절 호흡을 

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5-40 mmHg가 되

도록 호흡수를 조절한 후 연구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 고 활력 징후군이 안정된 후 하트만씨 용액

을 10 ml/kg/h 속도로 정주하 다.

  수술 중 체위 변화 후 시간경과에 따른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환자의 기관내 

튜브와 마취 기계의 호흡 회로 사이에 CO2 재호흡 

방식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을 위한 재호흡 

회로를 체중에 근거하여 적절히 확장시켜 연결하

다. 지속적 동맥압 측정을 위해 수정한 Allen's 검사

를 시행 후 요골 동맥에 22 gauge 카테타를 삽관하

고, 중심정맥압의 측정을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

심 정맥관을 삽입하여 각각 변환기(transducer)와 연

결하고 우심방 높이에 고정하 다. 수술 중 체위는 

모든 감시 장치가 거치된 후 앙와위에서 돌제거술자

세로 전환하 고, 환자의 치골(symphysis pubis)을 기

준으로 수술대에 각도기를 부착시켜 복부 내용물이 

노출된 후 수술 동안 30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를 유지하 다. 체위 변화에 따른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수술 기간을 인위적

으로 구분하여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 직전의 

돌제거술자세(L), 30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 

후 3분(LT3), 6분(LT6), 12분(LT12), 30분(LT30) 그리

고 60분(LT60)에 혈역학적 지수로서 심박동수, 평균 

Table 1. Demographic Data
ꠧꠧꠧꠧꠧꠧꠧꠧꠧꠧꠧꠧꠧꠧꠧꠧꠧꠧꠧꠧꠧꠧꠧꠧꠧꠧꠧꠧꠧꠧꠧꠧꠧꠧꠧꠧꠧꠧꠧꠧꠧꠧꠧꠧꠧꠧꠧꠧ
Number of patients  20

Age (yr)  56.6 ± 11.2

Sex (m/f) 13/7

Height (cm) 161.7 ± 10.6

Weight (kg)  59.2 ± 1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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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압, 중심 정맥압, 일회 박출량, 심박출 지수와 

전신 혈관 저항을, 호흡기계 지수로서 호기말 이산

화탄소 분압, 최대 흡기압, 기도 저항, 동적 폐 유순

도를 측정하 다.

  한편, 기도 분비물에 의한 호흡기계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해 마취 유도 후 기도 분비물을 흡

인하 고, 이산화탄소 재호흡 방식에 의한 혈역학적 

지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돌제거술자세 및 lithoto-

my-Trendelenburg 체위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과 동맥혈 가스분석상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의 차이

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설정된 기계 호흡의 분

당 환기량으로 수술 중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

가하거나 저산소혈증이 발생되어 조절 호흡의 재설

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혈에 의해 저혈압이 발생

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시간대별 모든 측정치의 통계 분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처리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

하 다.

결      과

  심박수는 돌제거술자세에서 71.8 ± 13.2회 으나 

30도 돌제거술자세의 Trendelenburg 체위로 변환 후 

3분, 6분, 12분 그리고 60분에 76.2 ± 14.1회, 77.2 

± 14.5회, 77.2 ± 14.5회 그리고 77.0 ± 15.5회로 

약간 증가하 으나(P ＜ 0.05) 평균 동맥압은 107.2 

± 22.6 mmHg에서 모든 측정치가 감소하 고 3분, 

6분 그리고 60분에 99.8 ± 18.7 mmHg, 97.0 ± 16.3 

mmHg, 94.8 ± 13.5 mmHg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

내었다(P ＜ 0.05). 중심 정맥압은 9.6 ± 2.6 mmHg

에서 체위 전환 3분 뒤 14.6 ± 3.9 mmHg로 급격히 

증가되어 유지되다가 30분과 60분 뒤 13.7 ± 4.4 

mmHg와 11.7 ± 4.0 mmHg로 감소되었다(P ＜ 0.05). 

일회 박출량은 돌제거술자세에서 85.1 ± 26.0 ml/ 

beat 으나 체위 전환 3분 뒤를 제외하고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60분에는 73.7 ± 24.5 ml/beat로 감소

하 고(P＜ 0.05), 심장 지수는 3.6 ± 1.0 L/min/m2에

서 자세변환 3분 뒤 3.8 ± 1.1 L/min/m
2
로 증가하

으나(P ＜ 0.05) 12분 뒤부터는 감소하 으며 전신 

혈관 저항은 자세 변환 후 3분과 6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 ＜ 0.05) 12분, 30분 그리고 60분의 

측정치는 쇄석위보다 낮았다(Table 2).

  최대 흡기압은 쇄석위에서 16.3 ± 2.0 cmH2O인데 

비해 체위 변환 후 모든 시간대에서 유의하게 증가

되었고(P ＜ 0.05), 기도 저항도 10.2 ± 1.9 cmH2O/ 

L/sec에서 체위 변환 후 증가되었으나 6분과 30분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고(P ＜ 0.05), 동적 폐 유

순도는 돌제거술자세에서 62.1 ± 12.6 ml/cmH2O인

데 비해 체위 변환 후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Table 3).

Table 2. Changes of Hemodynamic Parameter
ꠧꠧꠧꠧꠧꠧꠧꠧꠧꠧꠧꠧꠧꠧꠧꠧꠧꠧꠧꠧꠧꠧꠧꠧꠧꠧꠧꠧꠧꠧꠧꠧꠧꠧꠧꠧꠧꠧꠧꠧꠧꠧꠧꠧꠧꠧꠧꠧꠧꠧꠧꠧꠧꠧꠧꠧꠧꠧꠧꠧꠧꠧꠧꠧꠧꠧꠧꠧꠧꠧꠧꠧꠧꠧꠧꠧꠧꠧꠧꠧꠧꠧꠧꠧꠧꠧꠧꠧꠧꠧꠧꠧꠧꠧꠧꠧꠧꠧꠧꠧ

HR MBP CVP SV CI SV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0 71.8 ± 13.2 107.2 ± 22.6  9.6 ± 2.6 85.1 ± 26.0 3.6 ± 1.0 1397.8 ± 474.1

LT3 76.2 ± 14.1*  99.8 ± 18.7* 14.6 ± 3.9* 87.0 ± 27.8 3.8 ± 1.1* 1197.0 ± 530.9*

LT6 77.3 ± 15.0*  97.0 ± 16.3* 14.6 ± 4.3* 82.6 ± 26.7 3.7 ± 0.9 1141.6 ± 400.8*

LT12 77.2 ± 14.5* 101.2 ± 11.7 14.5 ± 4.0* 78.6 ± 24.7 3.5 ± 1.0† 1250.4 ± 396.0†

LT30 73.8 ± 14.7†  99.1 ± 13.7 13.7 ± 4.4*,† 79.0 ± 27.6 3.4 ± 0.9 1336.8 ± 424.5

LT60  77 ± 15.5*  94.8 ± 13.5* 11.7 ± 4.0*,† 73.7 ± 24.5* 3.2 ± 0.7 1313.0 ± 36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HR: heart rate (beats/min), MBP: mean blood pressure (mmHg), CVP: central venous pressure 

(mmHg), SV: stroke volume (ml/beat), CI: cardiac index (L/min/m
2
), SVR: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dyneㆍsec/cm

5
) 

L0: before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LT3, LT6, LT12, LT30 and LT60: 3 min, 6 min, 12 min, 30 min and 

60 min after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 P ＜ 0.05 compared with L0, 
†
: P ＜ 0.05 compared previous values 

at the each check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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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 사용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기는 

Fick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일시적인 부분 재호흡 

시 발생되는 분당 이산화탄소 생성량과 호기말 이산

화탄소 분압의 상대적 변화를 이용함으로써 비침습

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심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이다. 기계 호흡을 하는 환자에게 기관내 튜브

와 마취 기계의 호흡 회로 사이에 간단히 연결함으

로써 특별한 기술이나 합병증 없이 심폐 기능을 관

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3) 폐포 사강과 션트에 

향을 받으므로 동맥혈 가스분석상 정상 범위를 벗

어날 경우 교정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호흡 

횟수, 일회 호흡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등에 따

른 사용 제한성이 있다.

  과거에는 출혈성 쇽 환자의 경우 앙와위에서 Tren-

delenburg 자세로 전환 시 하지의 혈액이 중심 순환

(central circulation)으로 유입되어 전부하가 증가하여 

심박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정상인의 경

우, 앙와위에서 전체 혈액량의 50% 이상이 정맥내

에 있고 15-20% 이하만이 동맥에 있어 Trendelen-

burg 자세로 전환 시 자가 수혈에 의한 일시적인 심

박출량의 증가와 전신 혈관 저항의 증가로 인한 혈

압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Bivins 등은
4)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전체 혈액량의 1.8%만이 중

심 순환으로 유입된다고 하 고, 대동맥과 경동맥 

분지부의 압력 상승으로 압력수용체를 자극하여 결

국 반사성 전신 혈관 확장을 야기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박출량과 혈압이 감소하게 되므로 순

환 혈액량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해로운 자세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경사도에 따라 Trendelen-

burg 체위에서의 혈역학적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

소들로서 순환 혈액량의 중심 순환 유입의 증가와 

압수용체 반사 작용, 호르몬 및 카테콜라민 활성도, 

중력에 의한 복강 내용물과 종격동 구조물의 이동에 

의한 흉곽내 압력 변화 그리고 흡입 마취제 효과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 다. 돌제거술

자세에서 30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로 전환

한 직후 최대 흡기압과 기도 저항의 증가와 더불어 

동적 폐 유순도는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혈역학적 지수로서 

중심 정맥압은 52% 증가된 데 비해 심장 지수와 일

회 박출량은 조금 증가하 으나 평균 동맥압과 전신 

혈관 저항은 감소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전신 혈관 

저항이 증가한 것 외에는 중심 정맥압, 심장 지수, 

일회 박출량 그리고 평균 동맥압은 감소되었고 심박

수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 심폐 기능이 정상인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30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에서 초기에는 호흡 기

계 변화가 혈역학적 지수에 미치는 향이 적지만 

순환 혈액량 또는 심근 수축력 저하 상태가 발생될 

때 그 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nfluane 경우 1 MAC에서 심

박출량과 일회 박출량 및 전신 혈관 저항을 감소시

키지만 심박동수는 감소된 일회 박출량을 보상하기 

Table 3. Changes of Respiratory Parameter
ꠧꠧꠧꠧꠧꠧꠧꠧꠧꠧꠧꠧꠧꠧꠧꠧꠧꠧꠧꠧꠧꠧꠧꠧꠧꠧꠧꠧꠧꠧꠧꠧꠧꠧꠧꠧꠧꠧꠧꠧꠧꠧꠧꠧꠧꠧꠧꠧꠧꠧꠧꠧꠧꠧꠧꠧꠧꠧꠧꠧꠧꠧꠧꠧꠧꠧꠧꠧꠧꠧꠧꠧꠧꠧꠧꠧꠧꠧꠧꠧꠧꠧꠧꠧꠧꠧꠧꠧꠧꠧꠧꠧꠧꠧꠧꠧꠧꠧꠧꠧ

ETCO2 PIP Raw Cdy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0 38.2 ± 4.3 16.3 ± 2.1 10.2 ± 1.9 62.1 ± 12.6

LT3 38.3 ± 5.3 17.7 ± 2.4* 11.2 ± 3.7 48.8 ± 11.9*

LT6 38.0 ± 4.7 18.0 ± 2.5* 11.9 ± 4.2*,† 48.5 ± 12.5*

LT12 38.1 ± 4.6 18.1 ± 2.2* 11.4 ± 3.9 48.0 ± 10.6*

LT30 38.3 ± 4.5 18.5 ± 2.4* 11.8 ± 3.8* 48.9 ± 11.1*

LT60 38.4 ± 4.5 17.6 ± 2.0*,† 11.3 ± 3.8† 50.8 ± 1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TCO2: end tidal CO2 (mmHg), PIP: peak inspiratory pressure (cmH2O), Raw: Airway resistance 

(cmH2O/L/s), Cdyn: dynamic compliance (ml/cmH2O). L0: before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LT3, LT6, LT12, 

LT30 and LT60: 3 min, 6 min, 12 min, 30 min and 60 min after lithotomy-Trendelenburg position. *: P ＜ 0.05 compared 

with L0, 
†
: P ＜ 0.05 compared previous values at the each check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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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증가시킨다고 하며5) N2O는 심박동수와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켜 심박출량을 15-20% 감소시킨다

고 한다.
6)
 그리고 압력 수용체 반사에 대해 흡입 마

취제는 원심성 교감 신경계 활성도를 완화시키고, 

신경절 전달과 최종 기관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하며 

enflurane은 동일 MAC에서 isoflurane 보다 심박수에 

대한 압력 수용체 반사를 더욱 완화시킨다고 한다.7)

  한편,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Trendelenburg 체

위에서 다양한 보고들이 있는데 Kubal 등은
8)
 마취 

상태에서 중심 정맥압의 증가로 인해 수축기 혈압과 

평균 동맥압 그리고 심장 지수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심박수의 증가는 없었다고 하 고 Sibbald 등은
9)
 15

-20도 Trendelenburg 체위에서 정상인의 경우 전부

하 및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전신 혈관 저항은 감소

하 으나 평균 동맥압은 변하지 않았으며 저혈압 환

자의 경우, 전부하는 증가되지 않고 후부하만 증가

되어 심박출량이 감소되었다고 하 다. 한편 London 

등은
10)
 정상 및 고혈압 환자에서 10도 Trendelenburg 

체위에서 심박출량과 중심 정맥압 그리고 상지의 혈

류의 증가와 함께 혈장의 renin, aldosterone과 cathe-

cholamine이 모두 감소하 음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이 Trendelenburg 체위에서 혈역학적 변화 

지수의 보고가 다양하나 중심 정맥압의 상승은 공통

적인 것 같다. 그러나 전부하를 결정하는 인자가 혈

량, 정맥 긴장도, 심실 유순도, 심실 후부하 및 심근 

수축력 등인 것을 고려할 때 중심 정맥압의 상승이 

전부하의 증가를 모두 반 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Trendelenburg 체위를 하기 전에 돌제거

술자세를 일정 시간 지속하 기 때문에 하지 혈류량

의 중심 순환 유입에 큰 향은 미치지 못했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Trendelenburg 체위에 따른 중심 정

맥압의 상승은 중력과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한 인위

적인 내장 이동에 의한 횡격막 압박 및 내장 혈류의 

심장 유입과 근이완제 효과와 더불어 기계 호흡시 

횡격막이 위로 이동되어 흉곽 용적의 감소 등으로 

실제 우심방의 용적의 증가 효과보다는 심장 압박에 

의한 압력의 증가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진정한 우심방 벽경유 압력(transmural 

pressure)은 중심 정맥압에서 심장 외부 압력을 제외

한 것으로 생각할 때 좌심실 전부하는 폐동맥 쐐기

압에서 외부 심장 압력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복강내 

압력의 증가로 흉곽내 압력에 향을 줄 수 있는 경

우에는 심방 충전압이 증가된 상태에서 오히려 심박

출량은 감소될 수 있다.
11)
 본 연구에서도 자세 전환 

직후 중심 정맥압이 9.6 ± 2.6 mmHg에서 14.6 ± 

3.9 mmHg로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일회 박출량의 

증가는 미미하고 시간이 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심지수가 3분과 6분에 돌제거술자세에서의 측

정치보다 약간 증가된 것은 압력 수용체 반사에 의

한 전신 혈관 저항의 감소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한편 중심 정맥압이 30분과 60분에 13.7 ± 4.4 

mmHg, 11.7 ± 4.0 mmHg으로 감소한 것은 본 연구

에서 출혈에 의한 혈역학적 변화에 따른 요인을 피

하고자 수술 중 연구 기간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 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수술 중 하트만씨 용액

을 10 ml/kg/h 속도로 정주하 으나 출혈 또는 수분 

손실 등에 따른 불충분한 수액 요법의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동맥압과 순환 혈액량을 조절하는 주된 신

경 및 호르몬으로서 교감 신경계와 renin-angiotensin- 

aldosterone 그리고 vasopressin이 관여하는데, 심방 나

트륨 이뇨 펩티드(atrial natriuretic peptide, ANP)와 서

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 이 ANP는 특히 압력이 증

가될 때 심방의 신전이 주된 자극이 되어 분비되나 

심장 눌림증(cardiac tamponade) 같이 심방 벽경유 압

력의 증가 없이 심방내 압력이 증가될 때는 분비되

지 않는다고 하며12) Hirvonen 등은13) 25-30도 Tren-

delenburg 체위에서 복강경 수술시 중심 정맥압 및 

폐동맥 쐐기압이 증가된 상태에서도 ANP 분비의 증

가가 없었다고 하 으나, Bates 등은14) ANP 분비가 

증가하 다고 하 다. Hirose 등은
15)
 6도 Trendelen-

burg 체위에서 교감 신경계 활동을 반 하는 혈중 

norepinephrine과 epinephrine 농도는 감소되었지만 re-

nin, angiotensin II, aldosterone, ADH와 ANP 농도는 

변화가 없거나 증가되어 중심 혈액 용적 증가에 의

한 압력수용체 반사 항진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

다고 하 고, Nakajima 등은
16)
 압력수용체 자극이 혈

중 renin 농도와 교감 신경계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혈중 renin과 angiotensin II 농도가 

앙와위보다는 돌제거술자세에서 감소되었지만 15-

20도 Trendelenburg 체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복합

된 자세에서도 변화가 없었다고 하며 Trendelenburg 

체위가 정상적인 혈액량을 지닌 사람에서 마취 후 

근이완이 되었을 경우 정맥 환류가 증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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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본 연구 모델로서는 Trendelenburg 체위로 바꾸었

을 때 중심 혈액량의 증가와 더불어 흉곽 내 압력의 

상승이 중심 정맥압의 증가에 어느 정도 향을 주

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술 중 수액 요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호흡기 역학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서 전신마취, 복압, 환자 체위 등을 들 수 있으며 기

도내 분비물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수술시간은 호흡

기 역학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한다. 흡입 마

취제는 횡격막을 중심으로 복부와 흉부의 압력 분포

를 변화시켜 기저부에 무기폐를 만들어 폐 탄성과 

기능적 잔기 용량이 감소되고 무기폐 역의 저산소

폐혈관 수축을 차단하여 가스 교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Trendelenburg 체위 경우 경사도의 정도가 

심할수록 중력의 향을 받아 복강 내용물이 머리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앙와위에 비해 폐활량 감소, 

횡격막의 운동 제한 및 폐의 팽창의 저하가 더욱 심

해져 기능적 잔류 용량, 총폐활량과 폐탄성이 감소

하며 무기폐, 환기 관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저산소

혈증이 생길 수 있고 흉곽 내 압력의 상승으로 정맥 

환류가 감소되어 일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이 감소하

며 이러한 현상은 비만하거나 노인 또는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더욱 심해질 수 있고 기관내 튜브

가 우측 기관지로 려 들어 갈 수도 있다.

  폐에 있어 여러 부위의 국소 관류압은 폐문으로부

터의 정수압 차이와 폐동맥압에 의해 결정된다. 앙

와위에서는 좌심방 높이에서 폐문으로부터 기저부로 

연결되는 평면보다 폐의 앞쪽은 좌심방보다 상부에 

위치하므로 폐동맥의 정수압이 폐포압보다는 높지만 

좌심방압보다는 낮은, 즉 West의 환기-관류 동물 실

험에서 구역 2에 해당하고 폐의 첨부부터 기저부까

지의 전체 뒤쪽 부분은 정맥압이 폐포압과 좌심방압

보다 높은 구역 3에 해당된다. 따라서 급격한 Tren-

delenburg 체위를 유지하면 폐의 대부분이 좌심방 높

이보다 낮은 구역 3에 해당되므로 좌심방압의 급격

한 증가에 의해 폐포내 수액 유입을 야기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폐울혈과 부종을 초래하게 되는

데, 이때에는 기도내압을 상승시키면 이러한 합병증

을 예방할 수 있다.17) 용수 한숨(manual sigh)이 산소

화와 폐유순도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비해 

Tweed 등은
18)
 일회 호흡량으로 12-15 ml/kg 환기시

켜 압박성 무기폐, 생리적 션트, 산소 교환 손상 등

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 다.

  Trendelenburg 체위에서 흉곽 내 압력 상승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기 위해서는 식도 

내에 풍선을 넣어 식도 내압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

이나마 폐 용적 감소에 따른 늑막강 내압의 변화를 

알아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기능

적 잔류 용량이 감소한 경우에 동일한 환기량으로 

기계 호흡 시 폐포내 압력과 경폐내압(transpulmonary 

pressure)의 상승에 의한 기도 저항과 폐 탄성의 변

화는 필연적이다. 이중 흡기 시 폐 저항이 높으면 

폐포 압력 증가로 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흉벽 

저항이 증가하면 흉곽내 압력이 증가되어 심박출량

을 감소시키게 된다. 최고 흡기압은 기도 저항을 극

복하는 데 필요한 압력과 폐 및 흉벽의 탄성을 반

하며 흡기 유속과 흡기 양상, 일회 환기량 그리고 

기관 튜브 크기에 향을 받는다. 본 연구 결과 최

고 흡기압은 돌제거술자세에서 16.3 ± 2.1 mmHg

으나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로 전환 후 17.7 ± 

2.3 mmHg로 증가된 후 계속 증가되어 30분에 18.5 

± 2.4 mmHg로 가장 높게 증가되었다. 기도 저항과 

동적 폐 유순도는 돌제거술자세에서 각각 10.2 ± 

1.9 cmH2O/L/sec, 62.1 ± 12.6 ml/cmH2O로 정상치 

보다 높았고, 자세 전환 후 기도 저항은 최대 17% 

증가하 고 동적 폐 유순도는 약 28%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 앙와위에서 돌제거술자세로 전환 시 

심폐 기능을 측정하지 못한 것은 마취 유도 후 빠른 

시간 내에 자세 전환이 이루어져 교감 신경계 자극

에 의한 혈역학적 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 고, 

지나친 돌제거술자세 그 자체가 환기에 장애를 일으

키고 심장 충만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으

나
19)
 비뇨기과 수술에 비해 골반의 굴곡 정도가 심

하지 않고 돌제거술자세에서의 호흡기계 및 혈역학

적 수치는 임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Hirvonen 등은
20)
 쇄석위에 비

해 25-30도 쇄석위의 Trendelenburg 체위에서 유순

도는 20% 정도 감소하 으나 기도 압력의 변화는 

심하지 않았다고 하 다. Drummond 등은
21)
 쇄석위

에서는 복강 용적이 증가하고 횡격막이 이완되어 앙

와위에 비해 호흡기계 유순도는 오히려 증가된다고 

하 고 15도 Trendelenburg 체위에서는 앙와위에 비

해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 으며 Fahy 등은
22)
 흉벽 



728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2권 제 6호 2002

탄성 및 저항의 변화 없이 폐의 탄성과 저항의 증가

로 총 호흡기계 탄성과 저항이 증가된다고 하 고 

폐 탄성은 일회 호흡량보다 체용적 지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수술 중 체위 변화에 따른 혈역학 및 

호흡기 역학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30도 li-

thotomy-Trendelenburg 체위에서 돌제거술자세로 복원

하 을 때의 측정치와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예비실험에서 호흡기역학에 관련된 

측정치는 수술 후 돌제거술자세로 복원하 을 때 30

도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로 전환 전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혈역학적 측정치

는 집도의 및 환자 수술 부위 상태에 따른 출혈과 

수술 시간의 차이 또는 수액과 수혈 요법 정도에 따

라 환자마다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어 수술에 따른 

혈역학적 향을 줄이고자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로 전환 후 60분까지로 제한하 지만, 비교적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30도 Trendelenburg 체위에 

따른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도한 Trendelenburg 체위를 필요로 

하는 수술에 있어 활력 징후에 대한 통상적인 환자 

감시 장치만으로는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에 따

른 활력 징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수액 요법 

및 마취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심폐 질환자, 노인 및 비만한 환자의 경우 수술 중 

적극적인 호흡기계 및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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