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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Propofol의 목표농도 조절주입
(Target Controlled Infusion)을 위한 Marsh의
Pharmacokinetic Parameter Set의 평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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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valuation of Marsh's Pharmacokinetic Parameter Set for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in Korean

Soon-Young Jeon, M.D., Ho-Yeong Kil, M.D., and Kwang-Min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Marsh's pharmacokinetic parameter set is the most widely used parameter for target 

controlled infusion for propofol.  However, Marsh's model was derived from a European population, 

and it is uncertain whether this model is accurate for Koreans.

  Methods:  Thirty ASA 1 or 2 adult patients undergoing orthopedic surger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tropine 0.5 mg was injected for premedication.  Anesthesia was induced by a TCI of propofol with 

a target concentration of 6μg/ml and maintained around 3-5μg/ml according to the bispectral index 

(35-45).  In the middle of surgery, target concentrations were increased to 6μg/ml and maintained 

until effect site concentration was the same concentration.  Three minutes after equilibration, 3 ml of 

blood was drawn from the radial artery and contralateral antecubital cephalic vein for measuring blood 

concentration using HPLC.  Target concentrations were gradually decreased at the interval of 1μg/ml 

until the end of surgery and a blood sample was drawn as described in the method.  A sample for 

every 1μg/ml was collected in the recovery room.  Performance error of the predicted concentration 

of blood was calculated.

  Results:  The performance error was - 12.86-16.55% for 1-6μg/ml of predicted concentration.  

Measured concentrations were higher than predicted at higher concentrations, but lower at lower con-

centrations.  Measured cardiac output and arteriovenous concentration differences at 1-6μg/ml showed 

no difference.

  Conclusions:  Marsh's pharmacokinetic model was accurate for propofol TCI in Koreans in terms 

of relatively low performance error (＜ 20%)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1-6μg/ml.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28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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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의 약물전달체계와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

전 및 약물의 손쉬운 농도조절에 대한 관심의 고조

는 정맥마취 시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의 개념정립과 기계장치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 다. TCI는 기왕의 정맥마취 방법에 비해 

진보된 약물 주입방법이며 약제의 고유한 약동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 propofol

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정맥마취제로서 빠르

고 광범위한 분포(distribution)와 빠른 대사적 청소율

(metabolic clearance)을 보여 마취유도 및 유지, 회복

에 많은 장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propofol을 이

용한 TCI는 정확한 혈중농도의 조절이 용이하여 마

취 및 진정의 미세조절이 가능하며, 더욱이 회복시

간의 예측이 가능해져 더욱 발전된 정맥마취의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1-6)

  이러한 TCI의 농도조절방법은 컴퓨터가 열린 삼

구획 모델(open-three compartment model)이 적용된 

약동학적 지수(pharmacokinetic parameter)에 기초하여 

약물의 변화하는 분포와 제거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원하는 혈중농도 유지를 위한 약용량을 결정함으로

서 가능하게 된다.
7)
 이러한 약동학적 지수는 여러 

보고자에 따라 각기 다른 약동학적 지수가 사용되어 

왔으나
8)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해 예상되는 농도와 

실제의 농도를 측정하여 작위오차를 산정한 결과 

‘Marsh 모형’이 가장 오차가 적어 최근 개발된 상업

적 propofol-TCI에는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9)
 그

러나 Marsh 모형은 서양인을 표본으로 만들어 졌으

므로 propofol에 대한 적절한 약동학적 지수가 정립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최면제에 대한 최면성 용량-반

응정도가 서양인과 다른
10) 
한국인에서도 이 모형을 

이용한 propofol-TCI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신마취 시 propofol-TCI를 

사용하면서 propofol의 각 목표농도에 따른 혈중농도

를 측정하여 작위오차(performance error, PE), 중앙 

작위오차(median performance error, MDPE), 중앙 절대

작위오차(median absolute performance error, MDAPE)를 

산출함과 동시에 심박출량 및 동맥-정맥혈간 농도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에서 Marsh 모형을 이용한 

propofol-TCI 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작위

오차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대상환자는 출혈이 많지 않고 2-3시간 소요되는 

슬관절 인대복원술 등의 정형외과 계획수술이 예정

된 18-55세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및 

2에 해당하는 남녀 성인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환자 중 심혈관 질환, 폐 질환, 신 질환, 임

산부, 진정제 및 수면제 탐닉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와 최근 일주일 이내에 진정제를 복용한 과거력이 

있거나 대상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인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의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병원 윤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었으며 수술

전날 환자 방문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구하 다.

  마취 전 처치로는 모든 환자에서 atropine 0.5 mg

을 마취시작 1시간 전에 근주하 으며 본 연구에 

향을 줄 수 있는 진정제, 진통제, 아편양제제 등은 

투여하지 않았다. 18 G 주사침을 사용하여 좌측 전

박의 전주정맥에 정맥로를 확보하여 수액 및 약물주

입의 통로로 활용하 으며 반대편 요골동맥을 천자 

하여 핼액가스 분석 및 동맥혈 propofol 농도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의 통로로 활용하 다. 심전도,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 말초산소포화도를 지속 관찰하도록 

하 으며 동시에 bispectral index (BIS) 감시장치(A- 

2000 monitor, Natick, USA)를 이용하여 최면깊이의 

조절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하 다. 또한 마취 전 pro-

pofol 혈중농도의 대조치 측정을 위한 혈액표본을 2

회에 걸쳐 추출하 다.

  마취는 Marsh 모형이 약동학적 지수로 선택된 TCI 

(Master TCI
TM
, Fresenius Vial Co., France)를 이용하

여 propofol의 목표농도 6μg/ml로 마취유도 후 vecu-

ronium 0.1 mg/kg을 정주하여 근 이완을 확인한 다

음 삽관하 다(Table 1). 이후 마취유지는 67% N2O 

및 33% O2를 병용하 으며 BIS (35-45) 및 수술자

극의 정도에 따라 3-5μg/ml의 범위로 propofol의 

목표농도를 조절하 고 술 중 근 이완을 위해 필요

시 신경자극기(Dual-stimTM peripheral nerve stimulator, 

Life-Tech.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된 train of 

four를 기준으로 vecuronium 0.05 mg/kg을 간헐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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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BIS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으면서 수술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propofol의 목

표농도를 6μg/ml로 조절하고 효과처 농도와 평형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3분 경과 시 목표농도 6μg/ml

에 해당되는 혈액표본을 약물이 주입되는 반대편 전

주정맥에서 추출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 5, 6 

μg/ml의 혈액표본을 추출 후 수술 종료 20-30분 

전 2, 3μg/ml의 표본을 추출하 다. 이러한 마취방

법의 경우 환자의 각성을 위한 propofol의 혈중농도

는 1.5μg/ml 정도에 해당하므로 1μg/ml의 혈액표본

은 TCI의 사용자 접속장치 화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회복실에서 혈액표본을 추출하 다. 혈액표본은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에 의한 농도

분석까지 -82
o
C의 냉장고에 보관하 다.

  Propofol의 혈중농도 측정은 Knibbe씨 방법에
12)
 의

해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즉 heparine 처리된 전

혈표본 50μl를 채취하여 즉시 250μl의 증류수를 이

용해 용혈시킨 다음 총 300μl의 용액을 잘 섞어 분

석 전까지 냉장보관 하 다. 표준용액은 분석 전에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propofol 원료를 methanol

에 1 mg/ml 혹은 5 mg/ml의 농도가 되도록 희석하

여 저농도 혹은 고농도의 표준용액으로 한다. 먼저 

저농도의 표준용액을 만들기 위해 저농도 표준용액

인 1 mg/ml의 용액 100μl, 200μl, 350μl, 500μl를 

취해 50 ml의 용량플라스크를 이용해 희석시킨다. 

또한 고농도의 표준용액을 만들기 위해 고농도 표준

용액인 5 mg/ml의 용액 100μl, 200μl, 350μl, 500μl

를 취해 100 ml의 용량플라스크를 이용해 희석시킨

다. 대조군으로 채취한 전혈 50μl에 증류수 250μl로 

용혈시킨 300μl의 전혈에 위에서 준비된 고농도와 

저농도의 용액을 각각 20μl씩을 첨가한다. 이때의 

저농도 표준용액의 농도는 0.4, 0.8, 1.6, 2.8, 4.0μg/ 

ml가 되고 고농도 표준용액의 농도는 4, 8, 16, 28, 

40μg/ml가 된다.

  혈중농도의 분석을 위해 HPLC 측정을 하게되는데 

이때 혈액 내에 있는 propofol의 추출과정이 필요하

게 된다. HPLC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표준용

액의 농도는 표본의 농도를 알기 위한 기준이 된다. 

즉 HPLC를 이용하여 농도곡선의 면적비를 이용하여 

1차 직선방정식을 그리고 이 직선방정식을 이용하여 

표본의 면적으로 농도를 계산한다. 시간별로 취한 

혈액표본 50μl를 250μl의 증류수를 이용해 30초간 

잘 혼합하여 용혈시킨다. 이때 비교표준물질인 thy-

mol 용액 0.1 mg/l (acetonitrile에 희석해서 된 농도)

를 500μl 첨가해 2분간 혼합하여 준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표준용액의 추출과정을 포함하며 표준용액의 

처리과정과 혈액표본의 처리과정을 동일시 해주기 

위해 20μl의 methanol을 혈액표본에 첨가해 준다. 

모든 용액이 첨가되면 5분간 원심분리(2680 × g) 

후 상층액을 HPLC 측정용 용기에 옮긴 다음 측정을 

위해 준비한다. HPLC에서 측정된 농도곡선의 면적

비를 표준직선 방정식에 각각 대입하여 농도를 계산

한다. 즉 propofol의 농도 f(X) = mx + b, m: b(0), 

b: b(1)이며 r
2
은 99% 이상이어야 한다(Fig. 1).

Table 1. Marsh's Pharmacokinetic Parameter Set for Pro-
pofol TCI

ꠧꠧꠧꠧꠧꠧꠧꠧꠧꠧꠧꠧꠧꠧꠧꠧꠧꠧꠧꠧꠧꠧꠧꠧꠧꠧꠧꠧꠧꠧꠧꠧꠧꠧꠧꠧꠧꠧꠧꠧꠧꠧꠧꠧꠧꠧꠧꠧ
  Vc 228 ml/kg

  k10 0.119/min

  k12 0.112/min

  k13 0.0419/min

  k21 0.055/min

  k31 0.0033/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g. 1. Standard curve for the calculation of blood pro-

pofol concentration. Formula for the concentration was y 

= 4.86x-1.56e-3. Standard curve showed straight line 

in the range of 0-40μg/ml (r
2 
= 0.99). Propofol at exp. 

RT: 11.446, FLD1 A. Ex = 270, Em = 310, Correlation: 

0.99943, Residual Std. Dev.: 0.01633, Formula: y = mx 

+b (m: 4.85792, b: -1.564782e-3, x: Amount ratio, y: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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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LC에 사용된 기기 및 조건

  HPLC 기기명: HP 1100, column 이름: ODS, 이동

상(mobile phase): Acetonitrile/0.1% trifluoroacetic acid 

water solution, elution rate: 1 ml/min, retention time: 

10 min, run time: 20 min, detector: fluorescence spec-

trophotometer

  Propofol 혈중농도의 작위오차(PE), 중앙 작위오차

(MDPE), 중앙 절대작위오차(MDAPE)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거하여 구하 다.

  performance error (PE, %) =

    (measured concentration-predicted concentr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 100

  median performance error (MDPE, %) =

    median{PEi, i = 1 to n} 

  median absolute performance error (MDAPE, %) =

    {IPEiI, i = 1 to n}

  혈액표본 채취와 같은 시각에 비침습성 심박출량 

감시기구인 NiCO2 (Novametrics medical systems inc. 

CT, USA)를 이용하여 심박출량을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각 목표농도에서의 심박출량으로 하 다. 

NiCO2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장치는 호기말 탄산

가스 분압을 근거로 심박출량을 산정하며 온도희석

법에 근거한 심박출량 측정법에 대해 심박출량 2.63

-8.1 l/min의 범위에서 r = 0.92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
13)

  동맥혈-정맥혈간 농도차의 산정을 위해 propofol 

TCI의 각 목표농도에서 목표농도와 효과처 농도가 

평형을 이룬 후 3분에 요골동맥을 천자한 통로에서 

heparine 용액으로 인한 농도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4 

ml의 혈액을 제거 후 3 ml의 동맥혈을 채취하 으

며 동시에 반대편의 전주정맥(antecubital vein)을 주

사기로 천자하여 정맥혈을 채취한 다음 섭씨 -82
o
C

의 냉동고에 보관한 후 4)와 같은 방법으로 농도를 

측정하여 각 목표농도에서의 동맥과 정맥혈 사이의 

농도 차이를 산정하 다.

  통계처리는 혈중농도의 비교에는 unpaired t-test, 농도

에서의 심박출량의 비교에는 one-way simple ANOVA 

test를 사용하 으며 post hoc test로 Bonferroni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측정 및 예상혈중농도의 상관

관계 및 결정인자의 측정에는 spearmann
,
s r 및 r

2
을 

구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연구대상 표본의 평균 체중, 연령, 성비 및 평균 

약물주입 시간, 수술시간 및 propofol의 총 약용량은 

Table 2와 같았고 대상환자 중 두명은 채취된 혈액

이 용혈 되어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Propofol

의 혈중농도 측정을 위한 표준곡선(standard curve)은 

Fig. 1과 같았으며 y(면적비) = 4.86 × -1.56의 양

상을 나타내었다. 각 목표농도에 따른 propofol의 혈

중농도곡선(concentration peak)은 Fig. 2와 같았다(Fig. 

1, 2). 각 목표농도에서 실제로 측정된 혈중농도는 

Table 3, 4와 같았으며 이에 따른 작위오차는 1-3 

μg/ml의 저농도에서는 음성, 4-6μg/ml의 고 농도에

서는 양성 작위오차를 보 으며 최저 -12.86%, 최고 

+16.55%를 보 다(Table 3, 4, Fig. 3). Propofol

Table 2. Demographic Data
ꠧꠧꠧꠧꠧꠧꠧꠧꠧꠧꠧꠧꠧꠧꠧꠧꠧꠧꠧꠧꠧꠧꠧꠧꠧꠧꠧꠧꠧꠧꠧꠧꠧꠧꠧꠧꠧꠧꠧꠧꠧꠧꠧꠧꠧꠧꠧꠧ
  Body weight (kg)  61.5 ± 11.2

  Age (yrs) 34.1 ± 8.0

  M/F 11/19

  Infusion time (min) 138 ± 37

  Duration of op. (min) 117 ± 41

  Total dose of propofol (mg) 1133 ± 1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cept sex. op.: operation

Fig. 2. This figure shows concentration peak of propofol 

against each predicted propofol concentration of 0-6μg/ 

ml presented in interface of TCI device incorporated with 

Marsh's pharmacokinetic parameter set.

11
.3

32
 P

ro
po

fo
l

11
.3

37
 P

ro
po

fo
l

11
.3

36
 P

ro
po

fo
l

11
.3

37
 P

ro
po

fo
l

11
.3

38
 P

ro
po

fo
l

11
.3

52
 P

ro
po

fo
l



286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0권 제 3호 2001

Table 3. Measured Propofol Concentration (μg/ml) and Their Performance Error (%) against Predicted Propofol Con-
centration (μg/ml)

ꠧꠧꠧꠧꠧꠧꠧꠧꠧꠧꠧꠧꠧꠧꠧꠧꠧꠧꠧꠧꠧꠧꠧꠧꠧꠧꠧꠧꠧꠧꠧꠧꠧꠧꠧꠧꠧꠧꠧꠧꠧꠧꠧꠧꠧꠧꠧꠧꠧꠧꠧꠧꠧꠧꠧꠧꠧꠧꠧꠧꠧꠧꠧꠧꠧꠧꠧꠧꠧꠧꠧꠧꠧꠧꠧꠧꠧꠧꠧꠧꠧꠧꠧꠧꠧꠧꠧꠧꠧꠧꠧꠧꠧꠧꠧꠧꠧꠧꠧꠧ
Propofol target concentration (μ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3 4 5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16 -84.14 1.06 -47 1.88 -37.3 2.95 -26.2 4.11 -17.86 5.34 -10.79

1.21 21.6 1.68 -16.15 2.54 -15.4 3.50 12.5 4.29 -14.18 5.24 -12.67

0.80 -19.6 0.79 -96.04 1.07 -64.2 2.84 -28.95 3.80 23.98 5.06 -15.68

1.87 87.2 2.49 24.3 3.14 4.5 4.92 22.95 5.70 13.9 6.68 11.25

0.72 -27.5 1.39 -30.55 3.26 8.7 4.71 17.73 5.69 13.84 7.78 29.65

0.94 -5.6 2.22 10.8 3.31 10.2 4.87 21.8 5.26 5.16 7.35 22.45

1.55 55.4 2.36 18 3.93 31.1 5.18 29.55 7.63 52.64 8.70 44.95

1.33 33.1 2.10 5.15 2.98 -0.8 4.93 23.2 6.31 26.14 8.46 40.9

0.56 -43.6 1.37 -31.6 3.22 7.2 4.85 21.15 6.55 31 7.63 27.2

0.92 -7.7 2.28 13.75 3.27 9 4.87 21.73 5.96 19.1 6.82 13.6

1.17 16.9 2.44 23.65 3.72 23.8 4.76 18.88 6.95 39.06 8.49 41.47

1.14 13.7 1.97 -1.5 3.95 31.6 5.59 38.95 7.72 54.36 8.44 40.7

0 -100 1.25 -37.6 3.46 15.3 3.49 12.18 4.27 -14.64 6.39 6.4

1.08 7.5 1.72 -14.2 3.09 2.9 5.13 28.33 6.78 35.58 8.85 47.47

1.10 10.3 2.72 35.8 3.18 5.97 6.62 65.5 6.57 31.3 8.37 39.5

1.10 9.6 1.77 -13.35 2.85 -5.07 4.67 16.75 5.43 8.52 5.91 -1.45

0 -100 0.83 -58.5 1.34 -55.3 1.70 -57.5 2.69 -43.29 4.08 -32

0 -100 1.39 -30.5 2.57 -14.3 3.71 -7.25 5.25 5 5.56 -7.3 

1.76 76 3.11 55.5 5.23 82.6 7.74 93.5 10.25 10.5 11.04 84

1.71 71 3.26 63 4.6 53.3 5.68 0.42 6.93 38.6 8.45 40.8

0.79 -21 1.7 -15 2.94 -2 3.86 -3.5 4.04 -19.2 6.6 10 

0.54 -46 1.2 -40 2.24 -25.3 2.75 -31.25 4.53 -9.4 5.74 -4.3 

0.15 -85 1.51 -24.5 2.12 -29.3 3.14 -21.5 4.17 -16.6 5.38 -10.3 

0.89 -11 2.01 0.5 2.04 -32 4.94 23.5 6.14 22.8 7.71 28.5 

0.77 -23 1.32 -34 1.81 -39.67 2.22 -44.5 3.48 -30.4 5.49 -8.5 

0.82 -18 1.82 -9 3.12 4 4.33 8.25 6.45 29 8.34 39 

0.85 -15 1.17 -41.5 2.2 -26.67 1.57 -60.75 3.09 -38.2 5.86 -2.33 

0.45 -55 0.99 -50.5 2.24 -25.33 3.47 -13.25 2.75 -45 6.07 1.17 

0.87 -12.86 1.78 -12.18 2.90 -2.95 4.25 6.50 5.46 5.85 6.99 16.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4. Predicted versus Measured Propofol Concentra-
tion and Performance Error

ꠧꠧꠧꠧꠧꠧꠧꠧꠧꠧꠧꠧꠧꠧꠧꠧꠧꠧꠧꠧꠧꠧꠧꠧꠧꠧꠧꠧꠧꠧꠧꠧꠧꠧꠧꠧꠧꠧꠧꠧꠧꠧꠧꠧꠧꠧꠧꠧ
Target Measured Performance
conc. conc. error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0.87 ± 0.52 -12.86

2 1.78 ± 0.65 -12.18

3 2.90 ± 0.93 -2.95

4 4.25 ± 1.40 +6.51

5 5.46 ± 1.73 +5.85

6 6.99 ± 1.58 +16.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c.: concentration (μg/ml). MDPE: -2.95%, MDAPE: 

6.5%, r = 0.997, r2 = 0.994, P ＜ 0.001.

Table 5. Changes of Cardiac Output according to Each 
Target Propofol Concentration

ꠧꠧꠧꠧꠧꠧꠧꠧꠧꠧꠧꠧꠧꠧꠧꠧꠧꠧꠧꠧꠧꠧꠧꠧꠧꠧꠧꠧꠧꠧꠧꠧꠧꠧꠧꠧꠧꠧꠧꠧꠧꠧꠧꠧꠧꠧꠧꠧ
Target C. Cardiac output (L/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5.5 ± 1.0

2 5.5 ± 1.0

3 5.4 ± 1.0

4 5.3 ± 1.4

5 5.3 ± 1.8

6 5.2 ± 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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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농도 1-6μg/ml에서 각 환자의 평균 심박출

량은 차이가 없었다(Table 5, Fig. 4). Propofol의 목표 

및 효과처 농도가 평형을 이룬 뒤 요골동맥 및 약물

이 투여되지 않는 팔의 전주정맥에서 주사기로 채혈

된 propofol의 평균 혈중농도는 Table 6과 같았으며 

동맥혈 및 정맥혈에서의 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6, Fig. 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맥마취의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되어 국내 임상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propofol을 

이용한 TCI에서, 사용된 Marsh의 약동학적 지수가 

한국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예상 혈

중농도와 실제 측정치를 이용한 작위오차를 측정하

여 검증해 본 결과,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목표농도 

1-6μg/ml의 범위에서 -12.86-+16.55%의 작위오

차를 보임으로써 현재의 Marsh 모형을 유용하게 적

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더욱이 편견(bias)과 부

정확도(inaccuracy)를 나타내는 중앙작위오차와 중앙

절대작위오차는 -2.95% 및 6.51%를 보여 일반적으

로 허용되는 오차인 중앙작위오차 10-20%14) 중앙

절대작위오차 20-30%보다
14,15)
 적게 산정되어 Marsh 

모형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다만 

목표농도 1μg/ml에서 28명 중 3명의 환자에서 실제 

측정농도가 0μg/ml을 보이면서 100%의 작위오차를 

보인 예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즉 동-정맥

혈 평형 후의 표본채취에도 불구하고 0μg/ml을 보

이는 것은 측정에 사용된 HPLC의 최소 측정감도 

0.4μg/ml 이하의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 0μg/ 

ml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propofol-TCI를 이용하여 1

μg/ml 전후의 목표농도로 감시하 마취관리(moni-

tored anesthesia care)나 기타 진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측정농도의 오차로 볼 때 실제 진정효과에 많

은 임상적 오차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TCI는 컴퓨터 조절에 의해 약물을 주입하는 장치

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약물주입을 위한 약동학적 

Fig. 3. Predicted versus measured propofol concentrations 

in the patients as obtained with the initially used phar-

macokinetic parameter set of Marsh et al. that resulted in 

an acceptable performance error in clinical practice.

M
ea

su
re

d 
co

nc
en

tr
at

io
n 10

0

Predicted concentration

2 5
0

12

6

8

4

1 43 6

2

Fig. 4. A-V difference as a function of arterial propofol 

concentration. Differences between arterial and venous 

concentrations (A-V difference, μg/ml) for serum samples 

obtained simultaneously. A-V differences plotted against 

arterial concentrations. A-V differences showed positive at 

lower target concentration and negative at higher target 

concentr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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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rterial and Venous Concentration at Each Tar-
get Propofol Concentration

ꠧꠧꠧꠧꠧꠧꠧꠧꠧꠧꠧꠧꠧꠧꠧꠧꠧꠧꠧꠧꠧꠧꠧꠧꠧꠧꠧꠧꠧꠧꠧꠧꠧꠧꠧꠧꠧꠧꠧꠧꠧꠧꠧꠧꠧꠧꠧꠧ
Target C. Arterial / Venous 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0.87 ± 0.12 / 0.92 ± 0.10

2 1.78 ± 0.13 / 1.91 ± 0.20

3 2.90 ± 0.24 / 3.03 ± 0.35

4 4.25 ± 0.77 / 4.07 ± 0.53

5 5.46 ± 0.92 / 5.40 ± 0.84

6 6.99 ± 1.13 / 6.79 ± 1.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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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내장하고 있으며 약물의 주입속도 조절을 위

한 펌프의 주입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일반 약물주입 장치와는 달리 약동학적 지수를 이용

하여 원하는 혈중농도를 얻기 위한 모든 약용량을 

계산해 줌으로서 기존의 주입방법이 갖는 복잡한 약

용량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 흡입마취시의 기화기 

사용과 유사하게 간편히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

확한 약동학적 지수의 산정 및 적용은 TCI를 이용

한 정맥마취시 원하는 혈중 및 효과처 농도의 성취

에 기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맥마취제의 목표농도조절주입은 예

상농도와 측정농도의 차이로 대변되는 정확도(accu-

racy)와 환자가 표현하는 적절한 약효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약동학적 모델을 이용한 기구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

어(hardware) 및 약동학적 다양성이 포함된다. 소프

트웨어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약동학적 모

델의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기인하며 이는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해 쉽게 인식될 수 있다.16) 또한 현재

의 주사기 펌프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있음으로 하

드웨어의 부정확도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동

학적 다양성이 이러한 부정확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약동학적 다양성의 원인으로는 약

동학적 모델이 잘못되어 있던지 혹은 환자의 약동학

이 모델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처음 조건인 경우 단순한 모델의 적용이 어려우며 

두 번째 경우 한 모델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적용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와같은 이유

로 예정된 목표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약동학적 다양

성 및 사용되는 약동학적 지수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상업적 propofol-TCI를 위한 가장 적

합한 약동학적 지수의 선정 및 활용을 위해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Servin 등은17) propofol- 

TCI를 위한 약동학적 지수의 선택을 위해 이구획 

모델을 실험한 결과 삼구획 모델에 비해 과소 예측

함을 발견하고 삼구획 모델의 선정이 보다 적합함을 

발견하 다. 따라서 삼구획을 사용하는 세개의 모형

이 고려되었다. 실제로 Coetzee 등은
18)
 Marsh 등,

9)
 

Tackley 등19) 및 Dick와 Stanski의20) 약동학적 지수를 

관찰하 는데 Tackley 등은
19) 
propofol의 혈중농도가 

3μg/ml에 도달하고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컴퓨

터 조절주입을 시험하기 위해 두 가지의 약동학적 

모델을 시험한 결과 정맥혈에서 이 농도를 성취하는

데 약 5분이 소용되고 약물주입인 지속되면 평균농

도는 목표농도를 초과한다고 보고하 다. Marsh 모

형은 Gepts 모형의 V1을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작위

오차를 향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모형은 Dyck와 Shafer에 의해 보고되었다. 상기 

모형들을 이용하여 세 연령대의 성인에서 뇌전도의 

억제가 일어날때까지 propofol을 30 mg/kg/h로 주입

하면서 혈중농도와 작위오차, 중앙작위오차, 중앙절

대작위오차를 측정하 다. 여기서 중앙작위오차는 

작위오차의 방향(과대 혹은 과소예측)이고 중앙절대

작위오차는 오차의 크기인데 모든 모형에서 중앙절

대작위오차는 유사하 다. 중앙작위오차는 모든 경

우에 “+”로 과소예측이었는데 Tackley와 Marsh는 

그 정도가 비슷하 으나 Dyck는 좀더 많았다. Tack-

ley는 중기, Marsh는 초기와 washout phase에서 더욱 

정확하 다. 이러한 washout phase에서의 propofol 농

도가 Tackley 모델에서 과대예측하는 경향을 보여 상

업적 TCI에는 Marsh의 약동학적 모형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약동학적 지수를 다른 약제에 사용하여 평

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Shafer 등은16) 

fentanyl에 대해 자신들의 약동학적 지수와 다른 저

자들의 지수를 비교한 결과 22, 33, 44, 59 및 21%

의 중앙절대작위오차를 보 다.21-27) Glass 등은25) 24

명의 환자에서 McClain과 Hug의 약동학적 지수에 

기초한 자신들의 약동학적 지수를 fentanyl TCI에 이

용한 결과 21%의 중앙절대작위오차를 나타내었다. 

Maitre 등은
26) 
alfentanil 및 66% 아산화질소로 마취

한 경우 22.3%의 중앙작위오차를 보 으며 Schnider 

등은27) 중앙작위오차가 23%라고 보고하 다. 이들 

보고들을 종합하면 TCI의 부정확도는 21-59%에 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는 propofol 

1-6μg/ml의 목표농도에서 -12.86-+16.55%의 작

위오차, -2.95%의 중앙작위오차, 6.51%의 중앙절대

작위오차를 보여 상기 저자들보다 오히려 적은 오차

를 보임으로서 측정방법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대예측에서 과소예측으로의 전환이 3-4 μg/ 

ml의 목표농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임상마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도에서의 전환이므로 가장 적

은 작위오차로 propofol을 임상마취에 적용할 수 있

는 장점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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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작위오차의 정확도는 부분적으로 약동학의 

개인적 차이에 기인한다. 향을 주는 요소들은 연령, 

성별, 체중, 신장 등이다. 예를들어 Maitre와 Stanski는
28) 

체중은 alfentanil의 중심구획용량에 심각한 향을 

주는데 이를 정상체중에 대한 수치로 교정하게 되면 

작위오차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체 청

소율과 k31은 40세 이상에서 감소되며 남자가 여자

보다 중심구획이 적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교정시 

작위오차는 20-24% 향상된다고 한다. 한편 Schni-

der 등은27) propofol의 약동학에 미치는 요소들을 규

명하 는데 연령은 V2에 유의하게 향을 주며 체

중, 신장, 제지방 체중(lean body mass)은 대사로 인

한 청소에 유의하게 향을 주고 이런 요소의 교정

에서 17.4-23%의 작위오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

다고 하 다.

  한편 이런 개인적인 차이 이외에 향을 줄 수 있

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채혈장소, 표본혈액의 종류 

즉 동맥혈 혹은 정맥혈 여부, 심박출량, 채혈시기 등

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동맥혈-정맥혈 

농도차는 TCI의 편견(bias)과 정확도(precision) 결정

을 위해 정맥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보

여준다. 즉 Marsh와 Tackley군에서 동맥혈의 결과는 

무시할 정도의 편견을 보 으나 정맥혈이 보여준 음

성 작위오차는 이 두 모델이 혈중 농도를 과다예측

하여 약용량을 과소 투여하게 만든다고 하 다. 동

맥혈 propofol 농도와 동맥혈-정맥혈 농도 차의 연관

관계는 동맥혈 농도가 유의하게 컸던 Dick군의 동맥

혈-정맥혈 농도 차가 큰 것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

다. Dick와 Gepts는 동맥혈, Tackley는 정맥혈 표본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예상과 측정농도를 비교하

을 때 모형화와 평가를 위한 시간은 이와 같이 결과

적인 혈중농도에 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

한 Chiou는
29,30)
 표본 추출 부위에 따라 약물의 농도

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우 다른 약동학적 지

수가 계산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이론적으로 일

시 정주 후 동맥혈과 정맥혈 차이는 처음이 가장 크

고 나중에 역전된다. 일시 정주와 지속 정주를 사용

할 경우에 일정한 동맥혈 농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약물이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므로 동맥혈과 정맥

혈 농도차는 처음에 가장 크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

이 약물로 포화될 때 감소되며 수분 후 동맥혈과 정

맥혈 농도는 같아진다. 주입이 중단되면 동맥혈 농

도는 매우 빠르게 감소되는데 이는 약물이 간에서 

간 동맥과 간 문맥으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말초 조직은 약물을 대사시키지 않으므로 정맥

혈에 포함된 약물은 정맥혈 농도의 감소를 지연시키

거나 동맥혈과 정맥혈 농도 관계를 역전시키기까지 

한다. 동맥혈 농도가 덜 빠르게 감소되고 일부 약물

이 조직으로부터 사라질 때 동맥혈과 정맥혈 농도는 

다시 유사하게 된다. 표본 추출시간과 동맥혈-정맥

혈 농도 차는 역관계이다. 따라서 TCI에서 정맥혈보

다는 동맥혈이 더욱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약물

을 효과처에 운반하는 것이 동맥혈이고 또한 결국 

효과처와 평형을 이루는 것이 동맥혈이기 때문이다. 

대개 propofol의 정맥혈 농도는 일반적으로 0.5-1μg/ 

ml 정도 적으므로 표본 추출은 목표농도를 설정한 

다음 수분 후에 하여야 하며 적절한 초기 목표 농도

를 설정하고 임상 효과에 따라 적정하여야 한다. 실

제의 농도가 마취의가 정한 치료수준 범위 내에 있

으면 예상 및 실제 농도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TCI의 유용성은 약 용량의 정확한 결정, 안

전한 약물 농도의 유지, 원하는 농도로의 점진적 변

화를 이루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처와 목표

농도가 충분히 평형을 이룬 뒤 3분에 채혈함과 동시

에 동맥혈 및 정맥혈을 동시에 채취하여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이러한 향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즉 동-정맥혈간 유의한 농도차이가 없으며 

각 실험농도에서 작위오차가 적었던 점이 이를 뒷받

침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편견(bias)과 부정확도(inaccuracy)는 

목표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이러한 현상은 

Crankshaw 등의
31) 
실험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propofol의 목표농도가 증가할수록 측정/예상 pro-

pofol의 혈중농도 비율이 유사하게 증가하 다. 이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첫째는 

propofol의 분포 및 제거 과정에서 propofol이 혈액과 

즉시 혼합되어 propofol의 분포와 제거가 광범위한 

농도에서 직선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

러나 propofol 주입 시 동맥혈과 정맥혈의 농도는 차

이가 심하므로 이런 즉각적인 혼합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propofol의 주입속도

가 빠를수록 혈액구획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propofol의 농도는 더욱 차이가 많다. 따라서 주입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혈중농도가 높을수록 propofo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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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혼합되지는 않고 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할 경

우에는 높은 농도를 보인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

은 propofol의 혈중농도가 높을수록 혈역학 변화에 

향을 점차 많이 주게 되는데 즉 심박출량과 간혈

류 감소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propofol과 같이 간

추출율(hepatic extraction ratio)이 높은 약물은 고농도

에서 청소율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pro-

pofol의 농도가 높을수록 측정/예상 propofol의 비율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농도의 변

화는 고농도가 될수록 목표농도를 예상보다 감소시

켜야 고농도로 인한 혈역학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간혈류를 직접 측정하지는 

못하 으나 정상 성인의 간혈류가 간담도계의 기능

적, 해부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심박출량에 비례하

고 간제거율이 간혈류에 비례함을 가정할 때 각 목

표농도에서 측정된 심박출량은 목표농도 1-6μg/ml

에서 5.5 + 1.0 L/min에서 5.2 + 1.4 L/min로 감소

함으로써 일부 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통계적으

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낮은 작위오차의 해석에 

대한 일부 설명이 가능하며 고농도에서의 과소예측

의 이유를 일부 설명해 준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

유로 고농도의 목표농도를 원하는 경우 예상보다 목

표농도를 낮게 조절해야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

고 있다.

  개인간의 약동학적 차이뿐 아니라 향후 작위오차

의 감소 및 진보된 약물전달을 위해서는 인체내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Hill 등은
32)
 morphine과 

alfentanil에 대한 개개인의 약동학을 연구하여 고유

한 개인의 약동학적 모형에 의거한 약물주입장치를 

사용하여 오차를 20% 이하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로 인한 편견이나 중앙작위오차는 일반적인 모델

과 차이가 없었고 절대적인 정확성을 띄지 못한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임상마취에서 일반적인 약동학적 

특성이 개인의 약동학적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려우므로 Bayesian forecasting 같은 술 전 수회 약

물농도를 측정하여 개인적 약동학적 특성을 사전에 

점검한 뒤 이를 기준으로 약물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28)
 예를 들어 Maitre와 Stanski는

28)
 alfentanil의 

술전 일회 농도측정이 부정확도를 반으로 감소시켜 

작위오차를 14%로 감소시켰다고 보고했다. 현재 li-

docaine외에는 이런 실시간의 농도측정을 이용한 

bayesian forecasting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약효를 관찰하고 적절한 약효를 야기하는 약물

농도를 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33,34) 

이는 효과처농

도 목표삼기(effect site targeting)의 기본이 된다. 이

를 응용하여 측정된 약효를 자동약물전달장치에 전

달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약동학적 모델을 새롭게 

갱신하는 닫힌 고리조절이
35-41)
 시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median EEG frequency, auditory evoked poten-

tial, bispectral index 등이 사용되나 이들이 제통을 

포함하는 마취의 모든 요소를 대변할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 결국 자동 약물전달장치는 요구되는 약

물농도를 목표의 20-30%에 해당하는 중앙작위오차

로 성취 및 유지할 수 있고, bayesian forecasting은 

빠른 술중 농도분석으로 더 정확한 작위오차를 성취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적, 경

제적 제약으로 인해 시행이 어렵다. 따라서 쉽게 측

정할 수 있는 약효에 의한 개인의 약동학/약력학의 

분석이 개인의 임상적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이

라고 본다.

  결국 위의 여러 결과와 고찰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에서 상용되는 Marsh 모형에 장착된 propofol-TCI는 

작위오차의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 

성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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