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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blocking of consciousness alone does not prevent a reaction to severe stimuli, and copious
amounts of pain medication do not guarantee unconsciousness. Therefore, anesthesia must satisfy
both: the loss of consciousness as well as muscle relaxation. Muscle relaxants improve the
intra-bronchial intubation, surgical field of vision, and operating conditions, while simultaneously
reducing the dose of inhalation or intravenous anesthesia. Muscle relaxants are also very important
for breathing management during controlled mechanical ventilation during surgery. Excessive
dosage of such muscle relaxants may therefore affect neurological examinations during surgery, but
an insufficient dosage will result in movement of the patient during the procedure. Hence, muscle
relaxation anesthesia depth and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during surgery are closely related.
Using excessive muscle relaxants is disadvantageous, since neurophysiological examinations during
surgery could be hindered, and eliminating the effects of complete muscle relaxation after surgery is
challenging. In the operation of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during the operation, the anesthesiologist administers muscle relaxant based on what standard, it is hoped that the examination will be
performed more smoothly by examining the trends in the world as well as domestic and global trends
in maintaining muscle relax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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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된 것에 버금가는 일대 혁신으로 일컬어지며, 무의식(의식소실)
과 근 이완(진통 조절)을 동시에 하는 균형 마취(balanced

1942년 Griffith와 Johnson이 정제된 curare 추출물을 마
취에 도입하여 가벼운 마취로 통증과 반사 근육 운동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 근 이완제의 시초라 할 수 있다[1].
근 이완제의 사용은 외과수술에서 무균 처리법을 사용하게

anesthesia)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근 이완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들도 증
가하기시작하였다. 1954년Beecher와Todd는미국Massachusetts
주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10년간 발생한 마취와 수술이 연관된
사망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는데, 마취와 연관된 사망 사례
에서 근 이완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소 수술(minor surger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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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배, 대 수술(major surgery)의 경우에는 6.6배 이상의 높
은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되면서 근 이완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
하여 임상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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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완제의 사용에 따른 사망률(mortality)과 이환율

완 상태 없이 근 이완제의 효과가 모두 소실되도록 하여야 한다.

(morbidity)의 증가는 근 이완제에 대한 임상 약리학적 지식 부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 근 이완 상태가 회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족과 수술 후 잔류 근 이완(postoperative residual curarization,

방법으로 혀 내밀기, 머리 들기, 손을 쥐는 힘, 다리 들기 등의 임

PORC) 효과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신경근 감시에

상인 방법들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 기인한다.

차가 큰 탓에 실제 근 이완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

수술 중 신경손상을 최소화하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영

술 후 잔류 근 이완의 발생이 빈번하였다[5, 6].

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술이 진행되도록 수술하는 동안 유발전

근 이완에서 회복되었다는 증거로서 혹은 잔류 근 이완이 없

위, 근전도, 뇌파, 뇌혈류 등의 검사를 진행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다는 증거로서 환자가 눈을 뜨거나, 팔을 들어보라고 주문하거

감시하는 신경계 추적감시(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나, 충분한 일회 호흡량을 호흡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monitoring, INM)검사는 마취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그러나 이러한 검사법들은 근 이완 회복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중에서도 근 이완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수술 중

않다[7-10]. 한 환자가 이러한 검사법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근 이완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정도에 대한 표준 기준이 없고, 수

때 마취과의사는 환자가 잔류 근 이완 상태인지 진정제의 효과

술이 종료되었을 때 환자의 체내에서 근 이완제가 모두 대사되

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반면에 많은 환자들은 잔류 근 이완

었는지 유무를 평가하는 신경근 감시에 대한 표준도 없는 실정

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를

이다. 환자의 연령, 성별, 체중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마취제

성공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11].

또는 근 이완제를 적정량 투여하면 마취가 투여량만큼 마취 심

이러한 잔류 근 이완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중 근 이완제는

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마다 체내에서 약물을 대사 시

atracurium이나 vecuronium 같은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하

키는 대사능력이 다르고 약리 기전의 시간이 다르므로 마취제의

는 근 이완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회복실에서 잔류

용량을 정량화시킬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마취과

근 이완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환

에서 수술 중 근 이완의 정도를 측정하는 신경근 감시는 어떻게

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폐 합병증이 발생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경근 감시에 대하여 국내 상황뿐만 아니

수 있다[12, 13].

라 국제적으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 살펴보아서 수술 중 근 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잔류 근 이완의 발생률은 9∼42%로 근

완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수술 후 잔류 근 이완제가 남지 않

이완제의 종류와 신경근 감시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도록 하며 수술 중 신경손상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4, 15]. 임상인의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잔류 근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완을 발견하기 힘들고 또한 처치가 어렵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13]. 잔류 근 이완의 발생을 감소시

본 론

키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신경근 감시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정량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16, 17].

1. 신경근 감시 방법과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

하지만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신경계 추적 감시

수술 중 전신마취를 하였을 때 수술로 인한 자극으로 인하여

검사로 인한 전기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환자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않는다. 그러므로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가 원활한 상태를 유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반사 중추에 의하여 환자가 움찔거

하는 농도로 근 이완제를 적게 사용하면서 마취를 진행해야만

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근 이완제를 동시에 투여하면 의식의

한다. 그리고 마취 중 사용되는 흡입마취제, 정맥마취제, 심혈관

소실 역할을 하는 주 마취제의 투여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근

계 약제, 항생제 등이 근 이완제의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완제가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서 기관 내 삽관을 원활하게 할

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같은 양을 투여해도 사람

수 있고, 수술하는 부위를 절개하거나 벌리는 등으로 인한 수술

에 따라 근 이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 이완의 정도를 예측

시야 및 수술적 환경(operating conditions)을 향상시킬 수 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근 이완제의 투여량으로

으며, 수술 중 기계적 조절 환기(controlled mechanical

판단하지 말고, 항상 신경근 감시 검사로 근 이완 상태를 판단해

ventilation) 시 환자 호흡 관리가 매우 원활하게 된다. 이러한

야 한다[18].

이유 때문에 근 이완제를 사용한다[3, 4].
수술 중 근 이완제를 사용하였으면 수술 후 반드시 잔류 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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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완 상태를 측정하는 신경근 감시 방법과 신경계 추적 감
시 검사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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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감별하
2. 신경근 감시 방법
신경근 감시에 대한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다[1, 18]. 임상에

기 위해서 근 이완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말초 신경 자극기의 도
입을 주장하였다[20].

서 신경근 감시가 주로 활용되는 목적은 첫째, 근 이완제의 발현

1971년 Ali 등이 근 이완제 잔류 효과의 양적인 측정방법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수술 중 근 이완 깊이를 확인

로서 사연속자극비(train-of-four ratio, TOF-ratio)를 이용

하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수술 종료된 이후 잔류 근 이완의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저 값(baseline value)이 필요하지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회복기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않고 측정 가능하므로 편리하여 오늘날 신경근 감시의 표준 방

특히, 마지막은 중요한데 근 이완제 길항 시작을 확인하고 길항

법으로 정착되었다[21].

제의 투약 용량을 결정하며, 잔류 근 이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기이다.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는 동안 적절한
자발 호흡의 회복과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19].

3. 사연속자극비(train of four stimulation ratio, TOFR)
사연속 자극은 2 Hz로 4회 자극을 주어서 4번째 연축을 첫 번

Christie 등은 근 이완제가 사용된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된

째 연축에 비교함으로써 단순 연축에서처럼 꼭 대조 연축 없이

무호흡(prolonged apnea)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기존의

도 T4/T1 비율로 근 이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말초신경의

통상인 임상 검사법만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

자극방법으로서 팔목에서 자신경(ulnar nerve) 에 자극을 주어

요인(마취제, 마약류 등)과 근 이완제의 잔류 효과에 의한 말초

서 새끼벌림근(abductor digiti minimi)과 엄지모음근
(adductor policis muscle)의 수축을 관찰하거나, 안면신경
(facial nerve) 또는 뒤정강신경(posterior tibial nerve)에 자
극을 주어서 근 수축 정도를 측정하여 신경근 기능을 감시할 수 있
다(Figure 1∼3). 측정기구는 자동으로 측정되는 neuromuscular
transmission module (M-NMT Module, Datex-Ohmeda,
Helsinki, Finland)과 수동으로 측정해야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EZStim II, Life-Tech, USA)을 사용하였
다(Figure 4, 5). 이것은 “fade” 현상의 일종으로 같은 세기의 자
극을 연속하여 주면 첫 번째 자극에 비하여 다음 자극에 반응하
는 능력이 처음보다는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마취의 심도가 깊어서 환자의 근 이완 정도가 심하면 4회의
연속 자극을 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감지할 수 없고, 근 이완 정도

Figure 1. Ulnar nerve stimulation.

가 약하면 4회의 연속 자극에 모두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Figure 2. Facial nerve stimulation.

Figure 3. Posterior tibial ner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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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euromuscular transmission module (M-NMT Module,
Datex-Ohmeda, Helsinki, Finland).

다. 신경계 추적 감시에서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Figure 5.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EZStim II, Life-Tech,
USA).

마취의 심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자동으로 측정되는 4연속
자극기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마취과 입장에서는 편리

전달될 때 피부 저항을 극복하고 가능한 최대의 근 수축을 유발

하고 매우 규칙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22].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전극의 접촉면이 7∼
11 mm 이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목표로 하는 신경을

4. 신경근 감시의 방향 제시

올바르게 자극하기 위해서 전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착되어

1) 수술 중 신경근 감시의 실태

야 한다. 엄지모음근의 수축을 감시하기 하여 자신경을 자극하

실제로 마취과에서 수술 중 신경근 감시를 시행해 보면 환자

는 경우, 전극은 자신경의 주행에 따라 배열 되어야 하며 2.5∼4

의 근 이완 상태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임상

cm의 간격을 둔다. 권장된 간격보다 더 멀어지거나 가까운 경우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측정값을 경험하면서 신경근 감시에 대한

에는 자극 전류의 침투 깊이를 변화시키므로 해당 신경을 자극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임상 검사법이 갖추어야

하지 못하거나, 다른 신경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전극을 연결

할 조건은 정확도(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이며, 이 두

할 때는 극성(polarity)에 유의한다. Brull 등[24]의 연구에 의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참값에 근접하는 측정값을 구할

하면 원위부(distal) 전극에 음극(negative)이 연결되었을 때

수 있어야 하며(accuracy) 동시에 반복인 측정값들 간의 유사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가 높아야 한다. 신경근 감시를 수행할 때 이러한 정확도와 정
밀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1) 장비의 설정(setup)과 측정 부의

3) 신경근 감시 주의사항

고정(fixation), 2) 보정(calibration) 절차, 3) 최대상 자극

전극을 위치할 때 주의할 점의 하나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지

(supramaximal stimulation), 4) 감시 부위의 선택 등이 제대

않도록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다[23].

를 사용할 때 특징으로 발생하는 감쇠(fade)현상이 나타나지 않
고 반응의 크기도 약하다. 또한 깊은 근 이완상태에서도 반응이

2) 신경근 감시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소실되지 않고 약한 수축 반응이 계속 감지된다. 따라서 불필요

장비의 설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한 전극의 위치와

하게 과다한 근 이완제의 투여가 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

측정 부위를 충분히 고정하는 것이다. 신경근 감시를 위한 전용

다. 근가속도검사(acceleromyography, AMG)는 해당 근육

전극이 출시되어 있으나 비싼 가격과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문

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보장되어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데 실제

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전도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은-염화은

수술 중에 환자들은 수술용 소독포(surgical drape)로 덮여 있

(Ag/AgCl) 전극이 코팅된 전극을 사용하고 있다. 전극을 부착

거나 외과의사의 신체와 자주 접촉하여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할 때 유의할 점은 접착 전극이 가능한 작은 표면에 접촉해야 한

가 많다. 부적절한 고정은 일차 관측점(primary end-point)의

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정된 전류가 전극을 통해서 운동 신경에

획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엄지를 제외한 자신경의 손가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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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ulnar fingers)의 움직임을 고정하고 외과의로부터 방해를

mission module)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가 일정 시간간격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고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지만 네 번의 연속 자극에 대한 비율

한 사람의 좌우 상지(upper extremity) 사이에도 유의한 차

만 측정되므로 근 이완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

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4, 25]. 따라서 근 이완제의 작용을

우도 있다. 하지만 수동으로 측정하는 기계(transcutaneous

나타내는 작용 발현 시간, 지속시간, 최대 효과 시간 등은 근육에

nerve stimulation)는 마취과 전기자극을 주고 선생님이 손으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러

로 근육의 떨림 반응을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실제적인 근육의

한 차이는 근육의 혈류 차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밀도 차이, 아

이완 상태를 더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다. 마취 근 이완 심도가

세틸콜린 유리의 차이,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활성도의 차이, 근

깊어서 수술 중 신경 감시 검사가 원활하지 않는데 마취과에서

섬유 조성의 차이, 신경근 접합부의 숫자, 근육의 온도 등이 영향

는 근 이완 상태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혹시 자동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의 근육만을 감시하는 것

으로 측정하여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수동으

은 다른 주요 근육들에 대한 근이완제의 효과의 부분적인 이미

로 측정을 요청하여 환자의 근 이완 상태 평가를 다시 확인하는

지만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시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근육

것도 환자의 실제적인 근 이완 상태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일 수

을 선택하고 타 부위에서의 반응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

있다.

이 중요하다. 어느 부위를 선택하든 감시 중에 부위를 바꾸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부위에서 측정된 값들의 상관

5. 신경근 감시에 관한 국내외 동향

도는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감시 근육을 선택할 때 주

1) 신경근 감시의 나라별 실태

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신체의 부분인 마비(paralysis)가

신경근 감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나라별로 신경근 감

있는 경우이다. 마비된 근육은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에 저항성

시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조사

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근육을 감시하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는 유럽과 미국의 마취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시행된 설

양의 근 이완제가 투여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조사 연구이다[34]. 전체 2,636건의 완료된 설문을 분석한 결

[26-30].

과, 임상으로 중대한 잔류 근 이완의 발생률이 1% 이하라고 응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환자의 체온관리이다. 신경근 전

답한 비율이 각각 64.1% (미국), 52.2% (유럽)였다. 반면, 양적

달 과정에서도 체온의 감소에 따라 신경자극 전달 속도가 1°C

(quantitative) 신경근 감시 장치의 보급률은 미국과 유럽의 차

피부 온도가 감소할 때마다 속도는 2 m/s/°C씩 감소하는 것으

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각각 22.7% (미국), 70.2% (유럽)의 비율

로 알려져 있고 신경전달물질의 유리 또한 온도 의존적으로 감

이었다. 한편, 장비를 보유한 센터에서 신경근 감시장치를 사용

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신경근 차단으로부터 회

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90.6% (미국), 80.7% (유럽)로 높은 활용

복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일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를 보였다.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 환자의 수술 후 저 체온을 예방하고 체온

2016년 Chacko와 Haldar는 영국 마취과의사들을 대상으

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구나 장비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사

로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 응답자(602명)

용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효과를 갖는 한 가지 방법은 없고 수술

중에서 단지 31.7%만이 신경근 감시를 일상으로 수행한다고 응

전 보온이 비교적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는 정도이다[31]. 장

답했으며[35], 8.9%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중에서

시간 수술실 대기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 온도는 중심 체온보다

50.2%는 임상적인 징후만으로 근 이완 회복을 평가한다고 응답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중심 체온과 신경근감시장치를 부착한 부

했다. 저자들은 2007년에 시행된 이전의 설문과 비교해서 신경

분의 피부 온도 차이가 최대 4°C의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다

근 감시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36], 근 이완제

[32, 33].

와 근 이완의 효과를 없애는 길항제의 용량 적정을 위해서 양적

마취과에서 근 이완 상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환자의 수술 자세 및 수술 침대 위치를 고려하

인 신경근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해석하
였다.

여 양쪽 팔, 다리 중에서 가장 측정하기 편리한 곳으로 근 이완

신경근 감시에 대한 국내의 사정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대한

측정 부위를 선택한다. 마취과에서는 stimulation duration

신경근연구회(Korean Neuromuscular Meeting, http://

0.2 ms, stimulation intensity 30∼60 mA 로 검사한다. 마취

knmr.or.kr/)는 근 이완제 사용과 감시에 하여 2008년과

과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neuromuscular trans-

2013년(unpublished)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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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 감시를 표준 마취 감시법으로써 적용하게 된다면 잔류

for basic anesthesia monitoring)에 5가지 표(anesthetist,

근 이완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oxygenation, ventilation, circulation, body temperature)

78.2% (2008년), 74.4% (2013년)로서 비슷한 비율이 이었다.

을 제정하는데 2015년 최종 수정에 신경근 감시에 한 내용은 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 이완 회복을 감시하는 일상 수기

함되지 않았다.

로서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EZStim II, TOF-

국내의 사정은 매우 열악한데 환자 감시에 대한 표준 제정이

Watch)과 같은 양적 신경근 감시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학회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취통증의학 교과서에 언급된

각각 16.7% (2008년), 24.7% (2013년)에 불과하였다. 근 이완

표준은 미국마취과학회의 표준이며, 마취기록에서조차 신경근

회복을 감시하기 위하여 객관적 신경근 감시장치가 반드시 수술

감시에 관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내 병원에

실에 구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3.3% (2008년),

서 신경근 감시를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 신경계 추적 감시

84.7% (2013년)로 비슷했지만, 실제로 상시 활용 가능한 장비

검사를 할 때에도 환자의 근 이완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신

가 수술실 3대 또는 그 이상에서 1대인 비율은 각각 65.4%

경근 감시 검사를 마취과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2008년), 81.8% (2013년)로 여전히 충분한 공급이 되지 못하

이다.

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마취과의 의사가 대부분 대학병원에 근
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보급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결 론

예상되고, 실제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말을
들어 보아도 신경근 감시 없이 마취를 진행하는 병원이 상당수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에서 주 마취제와 더불어 근 이완제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요약해보면 국

사용은 마취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많은

내의 마취과의사들의 잔류 근 이완의 위험성에 한 인식과 양적

장점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과거에 비해 더 짧은 지속시간을 갖

신경근 감시 장치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지만 임상현장에

는 근 이완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끝난 이후

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보급이 부족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에 체내에서 모두 소진되어야만 하는 근 이완 효과가 여전히 일

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에서 잔류 근 이완이 존재한다[39, 40]. 근 이완제를 투여한

마취과의사들은 이미 잔류근이완에 대한 인식과 신경근 감시

이후 충분히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잔류 근 이완이 발생하지 않

의 필요성에 해서 높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

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하고 일상 수기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비의 보급률

중 근 이완 효과를 없애는 약제인 길항제를 투여하고 신경근 감

이 낮은 것과 신경근 감시가 표준 마취 감시로 인식되지 않기 때

시를 일상 수기화 해야 한다[41]. 하지만 더 효과적인 길항제가

문이다.

개발 된다 하더라도 수술 중 신경근 감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수
술 중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를 많이 하는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

2) 신경근 검사에 대한 나라별 마취과 권고안

보다 더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안전한 마취와 회복을 위

세계 마취과학회들의 연합체인 WFSA (World Federation

하여 신경근 감시가 일상 수기가 되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선택

of Societies of Anesthesiologists)는 근이완제가 투약되었
을 때, 말초 신경 자극기의 사용을 권장한다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다.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에서 근 이완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정성 평

독일(German Society of Anesthesiology and Intensive

가는 마취과 자체적으로 신경근 감시 검사를 해야만 이루어 질

Care, 2014)의 경우에 WFSA처럼 근이완제 사용시에 감시가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중 신경근 감시 검사를 하여야만 수술이 종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프랑스(French Society

료되었을 때에도 신경근 감시 검사를 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잔

of Anesthesiology and Intensive Care, 2000)의 경우는 보

류 근 이완 효과가 체내에 존재하는지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수 있다.

2016년 영국과 아일랜드 마취의사협회(Association of
Anesthetist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는 마취 표준 감
시에 관한 권고안을 공식 발표하였다[38].
미국마취과학회에서 제정한 마취 감시의 표준(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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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를 위한 신경근 감시 기준 제안
사연속 자극의 반응이 약한 반응과 강한 반응 두 가지로 측정
된다. 1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마취과 간호사와 전공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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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수동으로 TOF를 측정한 결과와 신경계 추적 감시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술 중 신경계 추적 감시 체성감

비에서의 진폭 측정 결과를 비교평가 하여 보았고, 500 μV 이상

각 유발전위 검사의 자극 부위를 그대로 사용한다. 상지 검사를

의 진폭이 측정되어야 약한 반응, 1 mV 이상의 진폭이 측정되어

할 때에는 검사 부위 해당 손 엄지모음근(adductor policis

야 강한 반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신경계 추적 감시에서는 약

muscle)으로 하고 stimulation duration 0.2 ms, stimulation

한 반응이 아니라 강한 반응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intensity 20 mA로 조금 강하게 자극을 하고, 하지 검사를 할

유는 약한 반응으로 4연속 자극 모두에 반응이 있는 마취의 상태

때에는 검사 부위 해당 발바닥 엄지벌림근(abductor hallucis

(TOF 4/4) 보다 4연속 자극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강한 반응이

muscle)으로 하고 stimulation duration 0.2 ms, stimulation

있을 때(TOF 2/4)에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가 매우 원활하게 측

intensity 30∼40 mA로 조금 강하게 자극을 하여 반응을 측정

정이 되기 때문이다. 수술 중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를 할 경우

한다.

마취과에 환자의 근 이완 상태를 4연속 자극 T4/T2 비율로

그러므로 마취과에서 근 이완 상태를 측정하는 것과 별도로

50% 정도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면 두 번의 강한 반응이 측정되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에서도 근 이완 상태 감시를 추가적으로

는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가 원활하게 된

시행하여서 보다 정확한 근 이완 상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신경

다. 그러므로 4연속 자극 T4/T2 비율로 50%라는 기준을 추천

계 추적 감시 검사가 되도록 하고, 마취과에서 시행하는 신경근

한다[21, 42] (Figure 6).

감시 검사 측정 값이 올바른지 여부도 파악하여, 수술 이후 잔류
근 이완이 되지 않도록 마취과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를 위한 신경근 감시 방법 제안

(Figure 7).

신경근 감시 주의사항에서 알아 보았듯이 신경근 감시 검사
측정 값이 한 사람의 좌우 상지(upper extremity) 사이에도 유

3. 수술 후 잔류 근 이완 평가 방법 제안

의한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마취과에서 한쪽 상

수술이 종료될 때 즈음에, 다음과 같은 측정값으로 수술 이후

지에서 신경근 감시를 하는 방식은 환자의 근 이완 상태를 정확

잔류 근 이완이 소실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마취과에서

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수술

측정하는 4연속 자극 모두에 반응이 있는 마취의 상태(TOF

중 신경계 추적 감시 검사항목 중에서 체성감각 유발전위

4/4)이고, 둘째, 마취과에서 주 마취 심도를 측정하는 bispectral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SSEP)의 전기자극방식

index (BIS)의 수치가 가벼운 진정 상태인 60∼80보다 높은 수

을 그대로 이용하고,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치를 보이고, 셋째,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의 측정 전극을 이용하면 한 환자의 사지에서 근 이완 반응

MEP)의 측정값이 상지와 하지에서 각각 mV 값으로 측정될 정

을 측정할 수 있다[43-46].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의 근 이완 상

도로 진폭이 크게 반응하고, 넷째, 체성감각 유발전위(somato-

태를 측정하면 사지에서 측정되는 값이 조금씩 다른 유의한 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주의사항으로 언급하였던 신
체의 부분인 마비(paralysis)가 있는 경우와 수술 도중 환자의
부분적인 신체 체온 손실에 의한 영향도 감별할 수 있다.

Figure 6. Position of stimulating electrodes over the median nerve
at the wrist and recording electrodes within abductor pollicis brevis
muscle for recording CMAP responses.

Figure 7. The upper limb stimulates the median nerve and records
in the adductor pollicis muscle, and the lower limb stimulates the
posterior tibial nerve and records in the abductor hall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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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evoked potential, SSEP)검사에서 전기 자극을 줄 때
자극이 들어가는 손목과 발목의 근 이완이 원활하여 말초 신경
의 흥분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주 마

3.

취와 근 이완 모두 매우 얕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술 후
잔류 근 이완이 남지 않고 환자가 마취에서 의식을 원활하게 회

4.

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네 가지의 평가 방법과 실제 수
술 후 잔류 근 이완 평가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으므로 앞으로 연
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5.

6.

요 약
마취는 의식의 차단 역할을 하는 주 마취제와 감각, 운동, 반
사의 차단을 하는 부 마취제인 근이완제로 구분된다. 깊은 의식

7.

의 차단만으로는 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막을 수 없고, 다량의
진통제만으로는 무의식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취는 동
시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근 이완제는 흡입 또는 정

8.

맥마취제의 투여 용량을 감소시키면서 기관지내 삽입관, 수술
시야 및 수술적 환경(operating conditions)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수술 중 기계적 조절 환기(controlled mechanical
ventilation) 시 호흡 관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근

9.

이완제는 투여 용량이 과다하면 수술 중 신경 검사가 안 되는 영
향을 줄 수 있고, 투여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환자가 수술 중 움직

10.

일 수 있어서 근 이완 마취 심도와 수술 중 감시 검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 이완제를 많이 사용하면, 수술 중 신경생리학적

11.

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단점과 수술 이후에 완전히 근 이완
효과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수술 중 감시 검사
를 하는 수술에서 마취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근 이완제를

12.

투여하며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
향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원활한 수술 중 신경 검사가 되길 바란
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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