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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목표농도조절주입장치(target-controlled infusion, TCI)는 pro-

pofol을 이용한 마취 시 혈장이나 효과처(effect site)에 일정한 

약물의 농도를 빠르게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혈장을 목표로 약물을 주입 시 혈액이나 혈장

의 약물의 농도가 최대에 이르는 시간과 약물의 효과가 최

대로 나타나는 시간이 평형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린다.1-4)

  이러한 시간의 지연 혹은 이력현상(hysteresis)은 효과처가 

혈장이기 보다는 생체상(biophase)-수용체, 효소, 막-과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과처는 이론적인 구획

으로서 효과구획으로의 약물의 흐름은 일차과정(first-order 

process)이며 이는 효과구획으로부터의 약물제거에 관여하는 

일차속도상수 keo를 추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2,3) 

  혈장농도를 목표로 목표농도조절주입장치의 실행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Wakeling 등은2) 효과처를 목표

로 주입 시 혈장과 효과처를 빠르게 평형으로 도달하게 해

주어 저혈압의 위험 없이 더 빠른 의식의 소실을 이룰 수 

있다고 하 다. 마취 시 마취약제를 알맞게 선정하여 환자

의 각성은 없고 저혈압, 서맥과 같은 혈역학적인 부작용은 

최소로 하면서 마취심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마취깊이나 진정정도를 감시하는 장치

의 개발로 뇌전도로 부터 유도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임상

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취의 깊이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의

식 정도를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middle latency 청각

유발전위(auditory evoked potential, AEP)는5) 간헐적으로 얻

어지며 임상에서 파형을 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청각유발지수(AEP 지수)는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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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까지의 수치로 표시되며, 임상에서 마취깊이를 감시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Doi 등은6) AEP 지수가 

propofol과 alfentanil 마취 시 후두마스크 삽입에 대한 환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 으며, Schmidt 등은7) AEP 

지수가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 시 무의식에서 

각성 상태로 의식상태의 전환을 예측하는데 혈역학적인 변

수보다 우월한 방법임을 주장하 으며, Milne 등은8) 의식과 

안검반사의 소실이 일어났을 때 AEP 지수를 측정하여 pro-

pofol의 효과처 농도를 예측하 다. 그러나 이 AEP 지수는 

자극으로 부터 반응까지 최소 30초의 지연을 가지나, ARX 

(auoregressive model with exogenous input)-extracted AEP로 

얻어진 AAI (A-lineⓇ ARX Index)는 6초 이내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각성상태와 마취상태의 예측에 가장 좋은 지수라고 

하 다.9) 따라서 TCI를 사용하여 propofol 마취유도 시 발생

하기 쉬운 저혈압과 서맥 등의 혈역학적 부작용을 최소로 

하며 환자의 각성을 없애고 적정 마취심도를 유지하기 위

한 감시장치로 AEP 지수의 하나인 AA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을 이용한 전신마취 시 각각의 효

과처 농도로 목표농도조절주입 시 기관내삽관에 대한 혈역

학적인 변화와 이때의 마취심도를 AAI를 이용해 측정하여 

적절한 효과처 농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하 선택적 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분류 1, 2이며, 연령이 16-55세, 체중이 45-100 kg인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환자의 서면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 임산부, 심혈관

질환, 신장 및 간질환이 있거나 과거력상 진정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아편양제제의 복용이 있거나 장기간 금식환자 및 

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청력이 저하된 환자는 대

상에서 제외하 다.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어 propofol의 

효과처 농도(effect site concentration, EC)를 각각 3.0μg/ml (I

군), 3.5μg/ml (II군), 4.0μg/ml (III군)로 목표농도조절주입을 

하 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 체중은 각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모든 환자는 전처치로 마취유도 1시간 전 atropine sulfate 

0.5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 후 환자감시장치(Sire-

cust, Siemens, Germany)로 각각 수축기와 이완기혈압 및 평

균동맥압, 심전도, 심박동수, 맥박산소포화도를 기록하 다. 

18 G 카테터로 거치 된 정맥로로 수술 전 금식으로 부족하

게 된 수액량의 반을 생리 식염수로 10-15분 동안 보충하

고 마취유도전 마스크로 100% 산소를 3분 동안 흡입하게 

하 다. 

  AAI 측정은 A-lineⓇ (Software version 1.4) AEP monitor 

(Danmeter, Ordense, Demark)를 이용하여 세개의 전극(elec-

trode)을 중간 이마, 왼쪽 이마, 왼쪽 유양 돌기(mastoid) 위

치에 부착하고 양쪽 귀에 헤드폰을 통해 65 dB intensity, 

2-ms duration, 9 Hz 속도의 소리 자극을 마취 유도 10분 전

부터 주기 시작해 마취유도 3분전, 의식소실 직후, 기관 내

삽관 직전, 삽관 직후 및 삽관 후 1, 2, 3분에 각각 AAI를 

측정하 다.

  모든 환자는 마취유도 3분 전 midazolam 0.04 mg/kg을 정

주받고 각 군의 propofol의 효과처 목표농도에 맞추어 Marsh 

등이10) 제시한 약동학 변수에 따라 컴퓨터 보조 지속주입

(Stel pump version 1.05)을 시작하 으며, propofol의 주입 후 

안검반사와 마취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의 소실로써 의식소

실을 확인한 후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하 다. 미리 

정해진 효과처 농도에 도달되면 숙련된 마취과의사 1인에 

의해 기관내삽관이 시행되었다. 일회환기량 10 ml/kg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호흡수를 

조절하 다. 혈압과 심박수는 마취유도 3분 전과 의식소실 

직후, 기관내삽관 직전, 삽관 직후 및 삽관 후 1, 2, 3분까

지 측정하고, 유도 3분 전 midazolam을 준 후 측정한 수치

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백분율의 변화를 관찰하 다. 유도

전 수축기혈압 보다 30% 이상 감소 시 ephedrine 5 mg을, 

심박동수가 49회/분 이하로 감소하면 atropine 0.5 mg을 정

주하기로 하 다. 

  또한 기관내삽관과 혈역학적 변수 및 AAI의 기록을 담당

하는 연구자들은 환자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모르게 하 다.

  수술 종료 후 회복실에서 환자가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

서 후두경 조작 및 기관 튜브 삽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

들을 기억하는지 질문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군 간에는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Group III
(n = 10) (n = 10) (n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3.5 ± 7.1 33.3 ± 10.2  35.2 ± 10.9

Weight (kg) 62.9 ± 15.4 59.1 ± 12.5 65.6 ± 9.2

Sex (M/F) 3/7 4/6 4/6

ASA (I/II) 8/2 10/0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0μg/ml, 

Group 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Group I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4.0μg/ml.



 김윤진 외 2인：효과처 농도에 따른 목표조절주입

591

Kruskal-Wallis test를 하 고, 군내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하 으며 P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의식소실 시 효과처 농도, 주입된 propofol의 용량, 주입시

간 모두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때의 

AAI 또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세 군 모두 마취유도 전과 비교하여 기관내삽관 전까지

Table 2. Observations at Loss of Consciousnes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Group III
(n = 10) (n = 10) (n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C time (sec)  57.1 ± 12.6  63.0 ± 21.1  58.2 ± 22.0

AAI  61.6 ± 22.9  55.1 ± 21.2  60.1 ± 30.5

Ce (μg/ml)  1.3 ± 0.3  1.7 ± 0.4  1.5 ± 0.5

Dose of 
106.5 ± 27.5 118.3 ± 25.6 139.3 ± 21.6

propofol (m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AAI: A-line

Ⓡ
 

ARX Index, Ce: effect site concentration.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0μg/ml, Group 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Group I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4.0μg/ml.

Fig. 1. Percent changes in systolic, 

diastolic, and mean arterial pressure. 

Data are mean ± SD.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AI: im-

mediately after intubation, 1-3 min 

AI: 1-3 min after intub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Group I: target concentra-

tion of effect site is 3.0μg/ml, Group 

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Group III: target concen-

tration of effect site is 4.0μg/ml.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Group II, III comparing with Group 

I 1 minute after intubation (P＜

0.05). *: P＜ 0.05 compared with 

Group I, †: P＜ 0.05 compared with 

the value after IV midazolm (within 

group). ‡: P＜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with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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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혈압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0.05)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30% 이상 감소한 저혈압

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삽관 1분 후 혈압의 상승 정도는 

유도전 혈압과 비교하여 수축기(I군: 135.6 ± 21.2%, II군: 

119.4 ± 20.7%, III군: 117.0 ± 14.4%), 이완기(I군: 142.0 ± 

18.0%, II군: 120.2 ± 17.0%, III군: 119.6 ± 15.7%), 평균혈

압(I군 : 140.0 ± 18.3%, II군: 122.0 ± 21.7%, III군: 117.9 

± 14.5%)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수축기혈압의 

상승정도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

완기와 평균혈압의 상승정도는 I군이, II, III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높았다(P ＜ 0.05). 삽관 2분 후 혈압의 상승 정도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군은(수축기: 118.0 ± 

20.6%, 이완기: 117.3 ± 10.7%, 평균혈압: 115.2 ± 10.8%) 

삽관 1분 후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는 하 으나 유도전 

혈압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된 상태 고, II, III군의 수

축기(II군: 104.1 ± 12.2%, III군: 107.4 ± 17.7%), 이완기(II

군: 104.4 ± 14.4%, III군: 106.5 ± 17.1%), 평균혈압(II군: 

104.6 ± 9.0%, III군: 107.5 ± 13.8%)은 삽관 1분 후와 비교

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기관내삽관에 소요된 

시간 또한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I군: 

20.1 ± 4.7초, II군: 19.3 ± 5.2초, III군: 20.8 ± 3.9초). 30

초 이상이 소요되는 어려운 기관내삽관은 없었다. 심박동수

는 마취유도전과 비교하여 상승하 으나 각 군 모두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49회 이하의 서맥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1, 2).

  마취유도 전의 AAI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세 군 모두에서 의식소실 후, 기관내삽관 직전, 

삽관 직후, 삽관 1, 2, 3분 후 AAI는 마취유도 전과 비교하

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 ＜ 0.05), 또한 삽관 직전, 삽관 직

후, 삽관 1, 2, 3분 후의 AAI는 의식소실 후의 AAI와 비교

하여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P ＜ 0.05). 삽관 직후 I군의 

AAI가 II, III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P 

＜ 0.05), 그 외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회복실에서 환자가 완전히 각성된 후 후두경 조작 및 기

관 튜브 삽입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억한다고 대답한 환자

는 세 군 모두에서 한 명도 없었다.

Fig. 2. Percent changes in heart rat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1-3 min AI: 1-3 min after intubation, HR: heart rate,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0μg/ml, Group 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Group I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4.0μg/ml.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Group II, III comparing with Group I 1 minute after intubation (P ＜ 0.05).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after IV midazolm (within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within group). 

Table 3. Changes of AAI (A-lineⓇ ARX Index)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Group III
(n = 10) (n = 10) (n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induction 84.3 ± 8.3 79.8 ± 14.7 88.6 ± 11.4

LOC 61.6 ± 22.9
†‡

55.1 ± 21.2
†‡

60.1 ± 30.5
†‡

BI 25.1 ± 14.9
†‡

20.4 ± 14.7
†‡

12.4 ± 3.7
†‡

AI 30.4 ± 12.9
†

19.5 ± 6.8*
†

15.2 ± 6.4*
†

1 min AI 26.8 ± 11.2
†

18.6 ± 11.8
†

15.8 ± 7.5
†

2 min AI 22.4 ± 9.8
†

16.4 ± 11.3
†

12.3 ± 6.1
†‡

3 min AI 25.4 ± 12.7
†

20.0 ± 19.9
†

19.2 ± 14.4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re-induction: after midazolam premedication,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1-3 min AI: 1-3 min 

after intubation, AAI: A-line
Ⓡ
 ARX Index, Group I: target concen-

tration of effect site is 3.0μg/ml, Group 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Group I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4.0μg/ml.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Group II, III com-

paring with Group I only after intubation (P ＜ 0.05), *: P ＜0.05 com-

pared with Group I, 
†
: P ＜ 0.05 compared with pre-induction (within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with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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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Propofol은 지질용해도가 높고 배설반감기가 짧으며 부드

러운 마취유도, 술 후 회복시간의 단축, 오심 및 구토의 빈

도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심각한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알맞은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목표농도조절주입법의 개발과 효과처 

농도-마취제가 작용하는 부위의 마취제의 농도-개념이 도입

되어 여러 마취제들의 상호 작용 시 간섭을 줄이고, 개개인

에 따라서 세심한 적정을 가능하게 하여 부작용은 줄이면서 

마취와 진정상태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 다.2,11-1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을 이용한 전신마취 유도 시 효

과처를 목표로 목표농도조절주입이 저혈압과 서맥과 같은 

심혈관계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적정한 마취심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Midazolam으로 전처치 후 propofol의 전신마취 유도 시 혈

장농도가 아닌 효과처 농도를 목표로 목표농도조절주입을 

시작하 다. 효과처 농도 3.0, 3.5, 4.0μg/ml 모두 마취유도

전 혈압보다 30% 이상 감소한 저혈압과 49회/분 이하의 서

맥을 보인 경우는 없었고 의식소실에 이르는 시간 또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60초 내외로 빠른 소실

을 보여 마취유도 시 혈장이 아닌 효과처를 목표로 목표농

도조절주입장치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보인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Table 2, 3).2,3,8) 기관내삽관 직후와 기관

내삽관 1, 2, 3분 후에 수축기혈압과 심박동수의 상승 정도

는 효과처 농도 3.0, 3.5, 4.0μg/ml에서 유도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완기혈압과 평균동맥압은 효과처 농도 3.0μg 

/ml군이 기관내삽관 1분 후에 기준치보다 30% 이상의 혈압 

상승을, 효과처 농도 3.5, 4.0μg/ml군의 혈압 상승은 유도전 

혈압의 30% 내외를 유지하 고, 효과처 농도 3.0μg/ml군이 

효과처 농도 3.5, 4.0μg/m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것은 propofol의 농도를 증가시켜도 기관내삽관 같은 자극에 

대해 혈역학적인 반응은 완화시키지 못하므로 자극시에는 

fentanyl을 함께 사용할 것을 보고한 여러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13-17) Billard 등은13) 용수조작으로(manually) 

2.0, 2.5, 3.0, 3.5 mg/kg의 propofol을 bolus로 주입하여 기관

내삽관에 대한 혈역학적 변수의 반응을 비교하여 본 결과 

propofol의 농도를 증가시켜도 기관내삽관 시의 혈역학적 변

수의 증가를 완화시키지 못한다고 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 

기관내삽관 시의 예측된 효과처 농도(predicted effect, biop-

hase)가 각각 2.8, 3.6, 4.2, 4.6μg/ml로 본 연구의 3.0, 3.5, 

4.0μg/ml 유사하 지만 혈역학적 변수들의 변화를 절대치로 

비교하여 개개인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

과 propofol의 주입 방법에서의 차이점 등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Kazama 등도14) 각각

의 해로운 자극(noxious stimulation)에 대하여 수축기혈압의 

반응은 주로 fentanyl 농도에 의해 향을 받으며 propofol 

만이 사용될 경우 자극 전 혈압은 억제시키나 자극에 대한 

혈압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농도와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주

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기관내삽관 후 수축기혈압의 반응

은 propofol의 각 효과처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같은 

결과를 보 으나 함께 측정된 이완기혈압과 평균동맥압은 

기관내삽관 1분 후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3.5, 4.0μg/ml군

에서 3.0μg/ml군보다 혈압 상승 정도가 유의하게 완화되었

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에 따라서 

혈역학적 변수들의 반응을 규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극에 대한 혈압의 변화를 수축기혈압에 국한하여 일어난

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혈역학적 변수와 함께 AAI로 각 효과처 농도에 따

라 마취의 심도를 감시하 는데 이것은 MLAEP로부터 얻어

지는 AEP 지수의 하나로, 의식/진정정도와 상관관계가 좋아 

전신마취 중 환자의 수면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9,18) Gajraj 

등과19) Ge 등은20) propofol 마취 시 마취 깊이와 감시 방법

으로 AEP 지수와 BIS (bispectral index)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방법 모두 의식상태에서 무의식상태에 비해 높은 수

치를 보여 각성상태와 마취상태를 구별할 수는 있으나 AEP 

지수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상태로의 전환을 좀 더 정확

히 알려줄 수 있다고 하 다. Struys 등은21) BIS, AAI와 예

측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혈역학적 변수보다 진정의 

정도와 의식 소실의 정 한 지표이며 목표농도조절장치에 

의해 효과처 농도를 목표 시 최대 심혈관계 억제가 최대 

EEG 억제보다 유의하게 늦게 나타나므로 해로운 혈역학적 

결과 없이 약물 효과의 개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BIS와 AAI 두 가지 감시 방법이 propofol의 효과처 농

도와 연관은 있으나 BIS가 진정의 정도와 의식의 소실을 

반 하는데 좀 더 연관성이 있으며, 자극 후 각성의 결과로 

BIS와 AAI가 증가 시에는 BIS 보다는 AAI가 좀 더 빠른 

변화를 보인다고 하 다. Kazama 등도15) propofol의 효과가 

수축기혈압보다는 BIS에서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하 고, 

Masuda 등도22) BIS를 40을 목표로 propofol을 적정 주입하

여 기관내삽관 시 유의한 수축기혈압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윤숙 등은23) 기관내삽관 시 BIS에 비해 

AAI가 자극에 대한 마취깊이 및 최면정도의 변화를 예측하

는데 보다 예민한 지표라고 하 다.

  Kurita 등은18) sevoflurane 마취 중 AEP 지수가 피부 절개

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 으며, Doi 등은6) 

후두마스크 삽입에 대한 환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A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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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좋다고 하 고, AEP 지수가 33 미만 시 후두마스크 

삽입 시 움직임을 막기에 충분한 마취심도라고 하 다. 

Litvan 등은24) AEP 지수를 이용하여 마취의 심도를 점수별

로 나타내었는데 100-60을 각성상태, 59-40을 졸리는 상

태, 39-30은 얕은 마취심도, 29 이하는 수술에 적합한 마취

심도를 나타낸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군 모두 의식소실 후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기관내삽관 직전에는 20-30대의 수치를, 

기관내삽관 직후에는 효과처 농도 3.5, 4.0μg/ml는 평균이 

19.5와 15.2의 수치를 보 으나 효과처 농도 3.0μg/ml은 평

균 AAI가 30.4의 수치를 보여 3.5, 4.0μg/ml과 비교하여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세 군 모두 기관내삽관 1, 2, 3분 후에

는 평균값이 30 미만을 보 으며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효과처 농도 3.0, 3.5, 4.0μg/ml 모두 

기관내삽관 직전까지는 혈역학적인 부작용-저혈압, 서맥-을 

보이지 않았고, 의식적인 상기가 동반되지 않는 충분한 마

취심도를 나타냈으나 효과처 농도 3.0μg/ml은 삽관 직후 다

른 두 군과 비교하여 의식적인 상기는 동반되지는 않으나 

유의하게 증가된 AAI와 기관내삽관 1분 후 유의하게 증가

된 이완기혈압과 평균동맥압을 나타내었다. 이는 AAI가 혈

역학적 변화보다 선행하여 나타난다는 앞선 연구들과 같은 

결과 으며, 효과처 농도 3.0μg/ml은 기관내삽관 전에는 의

식상기나 움직임이 없이 마취심도를 유지하기에는 적절하

나 기관내삽관 후에는 의식의 상기는 동반되지는 않지만 

혈역학적인 변수의 유의한 증가와 AAI의 평균이 30 이상으

로서 효과처농도 3.5, 4.0μg/ml군과 비교 시 마취심도를 유

지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3.0μg/ml으로 목표농도 조절주입 시 기관내삽관에 적

절한 마취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선 연구들에서처럼 

fentanyl이나 remifentanil과 같은 아편유사제의 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혈관계가 불안정하여 혈압의 증가

가 위험할 경우 아편유사제 첨가에 따른 적절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적정하여 마취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propofol을 단일약제로 전신마취 유도 시 propo-

fol의 효과처 농도 3.0, 3.5, 4.0μg/ml로 목표농도조절주입을 

하는 경우 기관내삽관전에는 세 군 모두 혈역학적인 부작

용은 없었고 의식소실에 이르는 시간, 용량 및 마취심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3.5, 4.0μg/ml이 효과처 농도 3.0μg/ml에 비하여 기관내삽관

에 대한 혈역학적인 변수의 증가를 더 완화시키며 AAI도 

30 미만의 적합한 마취심도를 보이므로 마취유도 및 기관

내삽관 시행 시 효과처 농도 3.5, 4.0μg/ml로 목표농도조절

주입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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