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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정도는 다양하며 과정도 

매우 역동적인 진행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기에는 순차적이

고 동시에 병행적인 여러가지 기전들이 함께 관여하는 복

잡한 과정이 포함된다. 뇌 손상에 대한 보호제에 대한 연구

는 마취제가 시발점이 되었으나, 지난 10여년에 걸친 in 

vitro, in vivo 실험 연구 결과에서 마취제들은 뇌 손상에 대

한 보호 효과가 있으나 임상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결과들로 요약된다.
1,2) 연료, 점화, 산

소가 불의 3요소이지만 이들 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화재의 원인,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이 동원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취제가 뇌 손상 기전의 과정에서 일

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뇌 손상의 원인, 정도

에 따라 미치는 향이 다르거나 손상의 전 과정에 작용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뇌 보호(protection)와 뇌 소

생(resuscitation)의 개념이 야기되었고,
3) 마취제의 뇌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 손상의 기전을 통해 현시점에서 얻은 지식의 결론은 역

동적인 뇌 손상 과정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뇌보

호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수술

실내에서 마취과 의사들이 직면하는 뇌 손상은 환자의 병

적 상태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

우가 비교적 많다. 마취제가 뇌 보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서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적어도 뇌 손상이 야기

되는 동안이나 이전부터 투여되어야 하며, 뇌 손상 후에 마

취제가 투여 된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본 강의에

서는 1) 신경손상의 기전, 2) 흡입마취제, 3) 정맥마취제 순

으로 최근에 알려진 지식을 토대로 마취제의 뇌 보호 효과

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경손상의 기전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 일차허혈손상(primary ischemic 

insult)과 이차허혈손상(secondary ischemic insult, reper-

fusion)

  허혈성 손상은 허혈 그 자체(일차허혈손상)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재관류(이차허혈손상) 동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재관류시 산소화 과정에서 조직 부종, 혈관긴축(vasospasm), 

적혈구의 응집(sludging)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혈

류를 감소시켜 postischemic hypoperfusion이 초래된다.4) 즉,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일차허혈손상이 발생하면 수분 이내에 

세포 내의 ATP, creatinine phosphate와 같은 에너지 원이 고

갈되고, 세포의 이온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원이 필요하

던 Na+-K+ ATPase pump는 작동이 안되어 세포 내로 Na+ 

이온과 수분의 유입과 세포 부종이 초래되고,5) K+이온의 세

포 외 유출로 세포는 탈분극된다.6) 세포의 탈분극은 막전압 

의존 Ca2+ 이온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 Ca2+ 이온을 증

가시키는데,7,8) 이런 변화들은 허혈이 가해진 지 불과 2-4분

만에 이루어진다.9) 세포가 탈분극되면 glutamate과 같은 흥분

성 신경전달물질들의 유리가 증가되고 glial cell에서는 

glutamate uptake가 억제되어 신경연접에 작용하는 excitatory 

neurotransmitter들이 증가하여 excitatory postsynaptic receptor

에서의 반응이 항진된다.10) NMDA 수용체의 활성화가 증가

되면 세포 내로 Ca2+ 이온의 유입은 더욱 심해진다. 이렇게 

증가된 세포 내 Ca2+ 이온은 phospholipase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세망(endoplasmic reticulum, ER) 

등 세포 내 구조물 막에 존재하는 phospholipid를 가수분해 

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지방산을 유리하게 된다. 이어 재관류

가 되면 이차허혈손상(secondary ischemic injury)이 발생되는

데 일차허혈손상에서 나타났던 기전들과 더불어 세포 내와 

미토콘드리아 내에 Ca2+ 이온이 증가되면 protease, lipase, 

endonuclease 등의 효소활동이 항진되어 세포내의 지질과, 

단백질 및 핵산이 손상된다. 이 결과 free radical 생산, 막지

질의 붕괴, 단백질의 용해가 초래되고 궁극적으로 세포가 

사망하게 된다(Fig. 1).11)

  Fig. 2에서 보는 것같이 허혈손상의 초기에는 excit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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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에 따른 세포 내 Ca2+ 이온의 증가, free radical의 생

성이 중요한 기전이 되고, 후기 또는 지속적인 손상은 세포

막과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염증반응 등의 기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초기손상의 기전으로 생각되는 excitotoxicity는 

허혈 손상 수분 내에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시간 후에는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아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excitotoxicity에 대한 억제

를 하여 excitatory amino acid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

Fig. 1. Excitotoxicity cascades.

Fig. 2. A complex series of mecha-
nisms that damage brain cells. On 
insulting the brain tissue, multiple 
mechanisms of dying and survival 
processes begin to operate in series 
and/or with parallel. Eventual fate 
of the brain tissue depends on the 
predominance of dying or survival 
processes. The therapeutic strate-
gies for  rain protection need mul-
tiple approaches in enhancing the 
survival mechanisms and avoiding 
the dying mechanisms accoring to 
the flow of events. BM, bone mar-
row; COX-2, cyclooxygenase 2; 
EPO, erythropoietin; IL, interleukin; 
MMPs, matrix metalloproteinase; 
OFR, oxygen free ra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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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세포사는 수주 이상에 걸쳐 새로운 유전발현

을 통한 역동적인 과정으로 delayed neuronal death가 지속적

으로 발생한다. 이런 delayed neuronal death에는 programmed 

cell death라고 알려졌던 apoptosis (후술에서 apoptosis와 necrosis

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됨)와 염증, 면역 반응이 중

요하게 관여한다. 

    손상 정도에 따른 반응

  허혈 손상의 정도가 미약할 경우 세포사가 나타나지 않

거나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중증도의 손상으로 인하여 세포

사에 이르는 과정은 역동적(dynamic)인 과정을 보인다. 우선 

세포사의 형태학적 명명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제시가 있었는

데, 기존에 명명되었던 necrosis와 apoptosis는 세포사의 조직

학적, 생화학적 지표에 따라 분류되어 진정한 뇌 손상은 ne-

crosis를 의미하고 apoptosis는 programmed cell death로서 기능

성 손실은 적은 것으로 인식된 바 있다. Necrosis는 세포막의 

파괴, 세포 부종, 세포소기관의 손상, 세포내과립의 붕괴, 세

포 융해 등의 양상과 함께 조직의 염증을 동반하며, apop-

totic cell은 세포막이 건재하며, 세포의 축소, 핵 농축, 원형질

막의 수포가 나타나며 조직의 염증은 동반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서로 독립적인 세포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delayed cell death의 

형태학적 분류는 혼란스럽다. Huntington's disease의 mouse 

model에서 necrosis와 apoptosis 어느 것에도 합당하지 않는 

세포사를 발견하 는데 이를 ‘paraptosis'라 명명하고 이런 

세포는 유전자의 발현은 있으나 caspase에 independent하며 

apoptosis에 합당하지 않는 형태를 띤다. Delayed neuronal 

death를 초래하는 기전에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가장 중요

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허혈 손상 후 세포 내 

ATP가 고갈되고 세포 내에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lutamate, Ca2+ 이온이 증가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가지 경로, 즉, intrinsic (mitochondria mediated) pathway, 

extrinsic (receptor mediated), caspase independent pathway를 

통하여 apoptosis가 유발된다. Intrinsic pathway는 미토콘드리

아로부터 세포질 내로 유리된 cytochrome c가 특징적으로, 

cytochrome c는 procaspase 9을 분열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이후 

궁극적으로 effector caspase인 caspase 3 (cysteinyl aspartic acid- 

protease 3)을 활성화시킴으로써 apoptosis를 유발시킨다. 이때 

proapoptotic protein인 Bax는 cytochrome c의 유리를 촉진시키

고 antiapoptotic protein인 Bcl-2와 Bcl-XL은 억제시킨다. 

Extrinsic pathway는 세포막의 cell death receptors에 Fas L 

(Fas ligand), tumor necrosis factor α (TNF α)과 같은 ligand

가 결합하여 procaspase 8을 분열시키고, 연이은 효소의 분열

과 활성 과정을 거쳐 apoptosis가 진행된다. Caspase independent 

pathway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리된 apoptosis inducing factor 

(AIF), endonuclease G 등이 apoptosis를 유발시킨다(Fig. 3).12)

Fig. 3. Signaling pathways of apoptotic processing, including intrinsic (mitochondria-mediated), extrinsic (receptor-mediated), and caspase- 
independent pathways. In mitochondrial pathway, cytochrome c is released from the mitochondria into the cytoplasm when apoptoic insults occur, 
which forms the apoptosome containing Apaf-1 and procaspase 9 and then activate caspase 9. Caspase 3 is ultimately activated. There are some 
regulating proteins in releasing cytochrome c; proapoptotic proteins Bax and antiapoptotic proteins Bcl-2 and Bcl-XL. In receptor-mediated pathway; 
binding of Fas ligand (FasL) to Fas, triggers the death receptor and activates caspase 8 via Fas-associated death domain protein (FADD). A number 
of different cell receptors and their ligands can be involved in this process. Activated caspase 8 then activates caspase 3 and can also interact 
with the intrinsic pathway by activating proapoptotic protein Bid. A caspase-indepedent pathway also exists in which apoptotic-inducing factor 
is released from the mitochondria and directly causes chromatin condensation and DNA cleavage. ROS: reactive oxyg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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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nal necrosis는 더욱 심한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일

종의 passive 한 병적인 과정으로서 피할 수 없는(not pro-

grammed) 세포사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caspase와 다른 단백질 분해효소(Calpains)가 Ca2+ 이온에 의

해 활성화되면 cathepsis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세포가 파괴

되므로 어느 정도 programmed process이 관여한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직 발생과정에서 necrosis-like form의 

programmed cell death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대사성 독극물인 antimycin A는 미토콘드리아의 호흡고리

체 III (respiratory chain complex III)에 작용하여 apoptosis와 

necrosis 두 형태의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특징을 모두 보

이는 세포사를 초래하는데 이를 ‘aponecrosis'라 명명하 으

며, caspase 3 억제제는 apoptosis를 억제시키만 necrosis를 증

가시키고, antimycin A는 apoptosis와 necrosis를 증가시지만 

high dose의 antimycin A는 necrosis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apoptosis-aponecrosis-necrosis의 세포사는 각각 공통적이고 독

립적인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13) 동일한 형태의 세포손상은 

necrosis와 apoptosis 모두 유발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세

포사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손상의 정도, 즉, 세포 내 

ATP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흡입마취제

    Global or focal ischemia

  Global ischemia에 대하여 barbiturate의 뇌 보호 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뇌압을 감소시키고 뇌 대사-혈

류량 coupling이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잘 유지되어 신경

외과 마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soflurane은 N2O에 비해

서 신경활동과 조직학적 평가에 있어 양호한 성적을 보인

다. 또한 global ischemia에 대한 이런 뇌 보호 효과는 손상

정도와 isoflurane의 농도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moderate 

ischemia 손상에 대하여는 0.5 및 1 MAC의 isoflurane 모두 

효과가 있었으나 severe ischemia에 대하여는 0.5 MAC의 

isoflurane만 효과를 보이고, N2O와 isoflurane을 함께 처리한 

경우 isoflurane 단독에 의한 뇌 보호 효과가 감소되었다.14) 

손상의 정도에 따라 isoflurane의 보호효과는 차이가 났는데 

hippocampus와 cortical injury 평가에서 incomplete ischemia에 

대하여 isoflurane은 fentanyl이나 ketamine와 비슷하 으나 

complete ischemia의 경우 isoflurane은 fentanyl이나 ketamine

보다 우수한 보호효과를 보 다.15) 쥐의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에 의한 focal ischemia 실험에서 halothane

과 sevoflurane은 awake 상태에서의 손상에 비해 4일 후 평

가한 infarct 크기와 신경학적 기능은 awake 상태에서 보다 

호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16,17) 그러나 awake상태에서 MCAO

를 가할 때 뇌 온도가 약간 상승한 것이 관찰되었다. 

  Bilateral carotid artery occlusion (BCAO) global ischemia 조

건 하에서 0.75 MAC의 halothane과 isoflurane은 뇌 대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미미하게나마 뇌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8) isoflurane, sevoflurane, halothane은 neuronal-glial 

세포배양실험에서 NMDA 길항제인 MK-801 보다는 약하지

만 NMDA 수용체,19) AMPA 수용체에20) 대한 길항작용이 있

을 뿐 아니라 glutamate 수용체에 의하여 세포 내로 Ca2+ 

이온의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이21) 있으며 이런 작용은 일부 

미토콘드리아 막의 탈분극을 억제하여 나타난다고 하 다. 

Halothane과 sevoflurane은 extracellular neuronal activity 측정을 

통한 실험에서 presynaptic glutamergic transmission을 감소시

키고 GABAA 수용체에 의해 modulation되는 것이 보고되었

는데22) 흡입마취제는 GABA 수용체를 직접 활성시키지는 

않으나 endogenous GABA의 작용을 항진시켜 postsynaptic neu-

ron이 hyperpolarization되고 이런 작용은 허혈에 대한 내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hippocampal slice 실험에서는 GABAA와 

GABAB가 동시에 항진되어야 oxygen glulose deprivation (OGD)

에 대한 보호효과가 나타나는데 halothane, isoflurane, sevo-

flurane 등은 임상농도에서 GABAA와 GABAB에 대하여 항

진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이런 보호 

기전들은 뇌 손상의 과정 중 delayed death에는 크게 기여

하지 못하므로 임상평가나 손상 수주 후에 평가하는 실험

결과에서는 기대하는 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Isoflurane 1.5 MAC은 MCAO 모델에서 infarct 크기는 2일까

지는 마취제를 주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 작았으나 14일 

후의 평가 시는 차이가 없었고 단지 necrosis된 신경세포의 

수가 작았으므로 흡입마취제는 뇌 허혈에 의한 손상을 예

방하지는 못하고 단지 지연시킨다고 하 다.24)

  허혈 손상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poptosis 등 delayed 

death에 대한 기전이 뇌 손상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

고 있음이 최근에 밝혀짐에 따라 delayed death에 중요하게 

관계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 대한 흡입마취제의 보호 효

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alothane (1.7-5.4%)과 isoflurane 

(1.1-3.3%)을 OGD 손상을 가하기 전, 중에 주입하고 2일 

후 평가할 때 마취제의 농도에 비례하여 apoptosis는 감소하

지만,25) MCAO를 이용한 focal ischemia 모델에서 infarct의 

크기와 caspase-9, -3 등의 apoptosis marker를 관찰하 는데 

isoflurane 1.5 MAC는 infarct에 대한 감소는 4일까지, apoptosis 

marker의 감소는 1일까지 나타났으나, 7일 이후에는 오히려 

isoflurane군에서 capase-9, caspase-3 등 apoptosis의 marker는 오

히려 증가하 으며 isoflurane은 허혈에 의한 infarct 감소 효

과가 없다고 하 다.26) 이와 비슷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isoflurane과 sevoflurane은 apoptosis에 대하여 각기 

반대되는 작용을 보 다. ER로부터 유리된 Ca2+ 이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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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는 apoptosis 손상에 대하여 isoflurane은 apoptosis marker

인 caspase-3과 -9를 증가시키고 Bcl/Bax ratio를 낮추어 apo-

ptosis에 의한 세포사를 악화시켰으나 sevoflurane은 apoptosis

에 의한 세포사를 억제시켰다.27) OGD 이전, 중에 투여 된 

desflurane도 손상 후 14일까지 preconditioning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다.28) 한편 Xenon은 아직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으나 새로운 primary global hypoxia 모델에서 reperfusion 

후 60분부터 정맥마취제에 비해 glycerol의 농도를 감소시키

고,29) mice MCAO 모델에서 조직학적 결과와 신경학적 결

과가 N2O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30)

  Ischemic preconditioning (IP)는 reperfusion injury가 발생하

기 이전에 가해지는 짧은 동안의 허혈로서 뒤이은 허혈손

상에 대해 내성이 증가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IP

에 의한 내성증가의 기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관여된다. 

IP에 의해 증가된 내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으며, 

하나는 IP후 내성이 즉각적으로 증가되어 first rapid window

를 제공하지만 이는 수일 동안만 지속하며, 다른 종류의 내

성 증가는 IP 수시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delayed death에 대한 내성을 높여 second therapeutic 

window를 제공한다.31) IP에 대한 반응은 기관에 따라 다른

데, 심근은 비교적 빠른 IP에 반응을 보이고, 신경조직이나, 

내장, 폐 등은 늦은 IP에 반응을 보인다. IP를 유발하는 인

자로 허혈뿐 아니라 흡입마취제도 IP를 유발시킨다. 근래에

는 anesthetic preconditioning (AP)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P가 어떤 기전을 통하여 뇌 보호 효과

를 보이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sevoflurane

은 1-3 MAC의 농도에서 용량에 비례하여 미토콘드리아의 

KATP 통로를 활성화시켜 AP에 의한 뇌보호 효과를 나타내

며,32) isoflurane preconditioning은 NMDA, AMPA 등에 의해 

유발된 brain slice neuronal injury를 억제하고33) MCAO 뇌 손

상을 가하기 24시간 전에 halothane과 isoflurane 1 MAC의 AP

는 마취제를 주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 infarct 크기를 감소

시키고, isoflurane AP 24시간 후에 OGD을 가한 global 

ischemic injury에서는 iNOS가 항진되어 AP에 의한 뇌 보호 

작용이 있음이 알려졌다.34) 그 외에도 흡입마취제의 AP에 의

한 뇌 보호 효과기전으로는 ROS 생성, 세포 내 Ca2+ 이온의 

증가에 의해 protein kinase를 활성화시키거나35) glutamate 수

용체의 활성을 억제시켜서33) 나타나기도 한다. 

정맥마취제

  뇌 대사량의 감소가 오랫동안 barbiturate의 주된 뇌 보호 

기전으로 생각되어왔다. 따라서 뇌 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뇌파 상 편평파(isoelectricity)나 burst 

suppression이 나타날 때까지 barbiturate를 투여하여 barbiturate 

용량 titration의 지표로 사용해왔다.36,37)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뇌 대사의 감소가 주된 뇌 보호의 기전이 아닐 수 

있다는 반론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지난 30년 간의 연구 결

과들은 뇌 온도, 혈당, 관류압 등 뇌 손상에 매우 접한 

향을 끼치는 실험 조건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루어 진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다. 더구나 barbiturate 계열의 methohexital이 thiopental, pento-

barbital에 비해 국소 허혈에 대한 보호작용이 더 크며,38) 뇌

파상 burst suppression을 유도하는 barbiturate 용량과 뇌파의 

활동이 나타나는 sub-burst suppression 용량을 비교할 때 뇌 

보호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39) barbiturate의 

뇌 보호 효과는 뇌 대사의 감소 이외 다른 기전에 의해 나

타나는 것임을 시사한다. 뇌 대사의 감소 이외에도 barbi-

turate는 상승된 뇌압을 감소시키며, 정상 뇌 조직의 혈관을 

수축하여 허혈 부위의 조직으로 혈류를 재분배시키고, 산소

의 요구가 매우 증가되는 경련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뇌 보호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Barbiturate는 in vitro, in vivo 실험에서 NMDA와 AMPA에 

의한 excitotoxicity를 줄인다는 것이 입증되었고,40,41) GABA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세포를 과분극시키고, Na+ 수용체와 

막전압 의존 Ca2+ 이온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시켜 세포 내 

Ca2+ 이온의 증가를 억제한다. 이외에도 free radical scavenger

의 역할을 하는 것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허혈 후 초기단계

의 손상기전에서 보 던 긍정적인 barbiturate의 뇌 보호 효

과가 inflammation, apoptosis, preconditioning,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이 관련된 delayed death 등의 뇌 손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Propofol은 뇌 생리에 미치는 작용을 보면 뇌압의 감소, 

뇌 혈류량의 감소, 뇌 이완 등 신경외과 마취에서 이상적인 

성질을 가진 약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의 하나이

다. Propofol은 GABAA 수용체의 항진을 통하여 postsynaptic 

transmission을 억제시키고, glutamate 수용체를 통한 Ca2+ 이

온의 세포 내 유입을 억제하는 등 excitotoxicity에 의한 뇌 손

상을 억제한다.42) 또한 propofol은 lipid peroxidation을 억제하

는 작용이 있어 delayed death에 대한 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 다. 그러나 endothelin에 의한 뇌경색의 크기를 손상 

3일 후 평가 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3주 후에는 효과가 

나지 않았다.43) 이는 propofol은 isoflurane과 마찬가지로 허

혈손상을 억제하지 못하며 단지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propofol도 incomplete cerebral 

ischemia 손상 시 28일 후까지 caspase independent pathway를 

통한 apoptosis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뇌 보호 효과가 있다

는 보고도 있다.44) 이외에도 propofol은 허혈손상시 대뇌에

서의 stress hormone의 상승을 억제시키며 sevoflurane과는 

달리 혈중 stress hormone의 상승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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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Etomidate는 NOS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통하여 오히려 

미토콘드드리아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46)

결      론

  마취제는 중추신경계 뇌손상을 유발하는 복잡한 기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마취제가 임상에서 뚜렷한 뇌보호 효과를 보이기 위

해서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상이 가해지기 전과 손

상 당시 투여가 되고 있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술

실내에서는 신경손상은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 변성질환와

는 달리 허혈 손상 발생의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 따라서 마취제를 이용한 뇌보호 효과는 

뇌동맥류 수술, 내경동맥 질환, 허혈성 뇌 질환의 수술과 

같은 뇌수술과, 심폐순환기를 이용한 심장 수술 등에서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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