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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관내삽관은 고혈압, 빈맥 등의 심혈관계 반응과 뇌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존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근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혈역학적 반

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

취 유도 시 propofol과 alfentanil을 사용함으로써 기관내삽관

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1-3)

  Alfentanil은 역가가 fentanyl의 1/5－1/10이며 작용시간은 

1/3로 짧은 fentanyl 유사체이다. 이는 생리적 pH에서 90% 

정도가 지용성인 비이온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처 

평형시간(effect-site equilibration time)이 1.4분으로 짧고 fen-

tanyl과 sufentanil에 비하여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4) 

  Propofol은 빠르고 광범위한 분포와 신속한 대사적 청소

율을 보이며 마취에서 깨어나는 정도는 다른 어느 마취제

보다 빠르고 완전하며 중추신경계에 대한 잔여효과가 적고 

신속하게 의식이 회복된다.5) 이러한 특성으로 propofol의 목

표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은 임상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취의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 혈중 농

Propofol 목표농도조절주입으로 마취유도 시 기관삽관에 의한 
혈역학적인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Alfentanil의 적정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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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are associated with hemodynamic pressor responses, which can have adverse 

effects.  During anesthesia induction with propofol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we aimed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dosage 

of alfentanil required for intubation, using a steady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and with the use of vecuronium.

  Methods:  Eighty ASA class 1 or 2 patients presenting for elective surgery were allocated at random to one of four groups.  Anesthesia 

was induced in all patients with TCI of propofol target concentration 8μg/ml, followed by vecuronium (0.12 mg/kg).  This was reduced 

to 5μg/ml when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had been 4μg/ml.  After the effect-site concentrations had reached to 5μg/ml,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group 1 received alfentanil 10μg/kg, group 2 received alfentanil 20μg/kg, and group 3 received alfentanil 

30μg/kg.  Laryngoscopy and intubation were performed 90 s later.  Heart rate was monitored continuously.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mean arterial pressure were measured at pre-induction, post-induction (pre-intubation) and post-intubation, 

respectively.  Complications such as hypotention and bradycardia were recorded until 5 minutes had elapsed after tracheal intubation. 

  Results: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associated with tracheal intubation in all hemodynamic variables (P ＜ 0.05). 

Post-intubation value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pre-induction values in groups 1, 2 and 3 (P ＜ 0.05).  In groups 2 and 3, hypotension 

and bradycardia occurred (zero in group 1)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incid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We suggest that alfentanil 10μg/kg constitutes the optimal dosage to obtund the hemodynamic responses to tracheal 

intubation, using propofol TCI (5μg/ml) and vecuronium for induction of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4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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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상승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는 상

기의 두 약제에 대하여 propofol TCI로 마취유도 후 효과처 

농도가 목표농도에 도달했을 때 서로 다른 용량의 alfentanil

을 정주하여 기관내삽관 후 고혈압, 빈맥, 저혈압과 서맥 

등 부적절한 혈역학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alfentanil의 

적정 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 하에 계획수술이 예정된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

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되는 16－65세 사이의 건강한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방법과 취지를 설명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에서 기관내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자, 과거력 상 심장질환이 있었거나 수술 전 항고혈압제

를 복용 중인 환자, 천식 등 반응성 기도질환(reactive airway 

disease)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내분비계 질환이 있거나 중

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와 수술실 입

실 후 마취유도 전 측정한 심장박동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50회 이하, 수축기 혈압이 160 mmHg 이상이거나 90 mmHg 

이하인 환자, 마취유도 후 기관내삽관이 예상외로 용이하지 

않아 3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거나 2회 이상 시도하는 

등 과도한 조작을 하게 된 경우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 다. 연구는 이중맹검법으로 진행하 다.

  모든 대상 환자들에게 항콜린성 약제나 진정제 등의 전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착 후 심전도기, 맥박산소

계측기, 비침습적 자동혈압기를 부착하고 안정시킨 다음 심

장박동수와 혈압을 측정하여 기준치로 이용하 다. 마취유

도는 Master TCI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목

표농도를 8μg/ml, 주입속도를 flash mode로 설정하여 주입

을 시작하 고 의식소실 후 vecuronium 0.12 mg/kg을 정주

하고 마스크를 통해 산소(6 L/min)로 용수조절호흡을 실시

하 다.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4μg/ml에 도달하 을 때 

목표농도 조절 주입기의 목표농도를 5μg/ml으로 낮추었으

며 효과처 농도가 목표농도에 이르 을 때 alfentanil을 다음

의 실험 프로토콜에 따라 투여하 다. 환자는 무작위로 네 

개의 군으로 분류되었다. 생리식염수 10 ml가 투여된 군을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사용하 고 alfentanil 10μg/kg, 20 

μg/kg, 30μg/kg 각각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10 ml로 만

들어 alfentanil 10μg/kg이 투여된 군을 1군(group 1)으로, 

alfentanil 20μg/kg가 투여된 군을 2군(group 2)으로, alfentanil 

30μg/kg가 투여된 군을 3군(group 3)으로 하 다. Alfentanil 

혹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1분 30초 후에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측정한 후 직접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실

시하 다. 용수조절호흡과 기관내삽관은 동일한 의사에 의

해 시행되었으며 모든 시간의 기준은 실험약물의 주입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 다. 기관내삽관이 완료된 직후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측정하 으며 propofol TCI의 목표농

도를 3μg/ml로 낮추고 아산화질소 2 L/min와 산소 1 L/min

로 마취를 유지하 다. 이후 5분간 환자에 대한 자극을 피

하고 1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와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

다. 기관내삽관 이후 분당 50회 이하의 서맥이 발생한 경우

나 평균 동맥압이 병실 평균 동맥압보다 25% 이상 감소했

을 경우 각각 atropine 0.5 mg과 ephedrine 5 mg을 정주하

고 서맥과 저혈압의 부작용이 있음을 별도로 기록하 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연령, 성별, 체중과 신장에 있

어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자료의 기술은 평균 ± 표준편차로 하 고 통계프

로그램은 Jandel SigmaStatⓇ (version 2.0)을 이용하 다. 군간

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 고 경우에 따라 자료의 분포

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Kruskal-Wallis test를 이

용하 으며 각각의 군을 개별 비교하기 위한 다중비교로는 

Tukey test를 사용하 다. 같은 군내에서는 paired t-test를 이

용하 으나 경우에 따라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적용하여 비교하

고 alfentanil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trol group  Group 1 Group 2 Group 3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0.3 ± 11.8  36.8 ± 11.8  41.3 ± 10.3   40.3 ± 11.9

 Sex (M/F) 10/10 10/10 10/10  10/10

 Weight (kg)  67.2 ± 7.7  63.8 ± 13.4  63.7 ± 10.7   64.8 ± 9.8

 Height (cm) 163.7 ± 7.1 163.4 ± 9.8 163.0 ± 8.2  162.4 ± 7.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Control group: normal saline 10 ml iv before intubation, Group 1: alfentanil 

1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2: alfentanil 2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3: alfentanil 30μg/kg iv before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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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s exact test를 적용하여 비교하 다. P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기준치에 해당하는 수축기, 이

완기 혈압 및 평균 동맥압, 그리고 심장박동수에서 각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5).

  수축기 혈압의 변화는 군내 비교 시 모든 군에서 기준치 

혈압에 비해 기관내삽관 직전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P ＜ 0.05). 대조군은 기준치와 비교하여 삽관 직후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P ＜ 0.05) 1, 2, 3군은 기준

치 혈압과 비교하여 삽관 직후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대조군과 1, 2군에서는 삽관 직전과 비교하여 삽관 

직후 수축기 혈압의 유의한 증가를 보 으나(P ＜ 0.05) 3

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군간 비교 시 삽관 직전 

수축기 혈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한 감

소가 있었으나(P ＜ 0.05) 1, 2, 3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삽관 직후 수축기 혈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1군과 2군 사이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군은 1, 2군과 비교하여 유

의한 감소를 보 다(P ＜0.05)(Table 2).

  평균 동맥압에 비해 기관내삽관 직전 평균 동맥압이 유

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대조군은 기준치와 비교하여 

삽관 직후 평균 동맥압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나(P ＜ 0.05) 

1, 2, 3군은 기준치 혈압과 비교하여 삽관 직후 유의한 감

소를 보 다(P ＜ 0.05). 삽관 직전과 비교 시에는 모든 군

에서 삽관 직후 평균 동맥압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 군간 비교 시 삽관 직전 평균 동맥압은 대조군과 비

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P ＜ 0.05) 1, 

2, 3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삽관 직후 평균 동

맥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1군과 2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3군은 1, 2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Table 3).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군내 비교 시 모든 군에서 기준치 

혈압에 비해 기관내삽관 직전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P ＜ 0.05). 대조군은 기준치와 비교하여 삽관 직후 이완기 

Table 3. Mean Arterial Pressu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AP1 MAP2 MAP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group (n = 20) 95.6 ± 11.1 79.8 ± 11.4

§  
112.9 ± 14.4

§∥

  Group 1 (n = 20) 89.8 ± 11.8 61.4 ± 8.8*
§   

79.6 ± 13.3*
§∥

  Group 2 (n = 20) 93.4 ± 11.2 62.7 ± 7.3*
§   

77.4 ± 10.3*
§∥

  Group 3 (n = 20) 94.8 ± 8.8 63.3 ± 13.0*
§

  67.2 ± 9.0*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MAP1: mean arterial pressur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MAP2: mean arterial pressure after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5μg/ml, MAP3: mean arterial pressure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Control group: normal saline 10 ml iv before 

intubation, Group 1: alfentanil 1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2: alfentanil 2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3: alfentanil 30μ

g/kg iv before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
: P ＜ 0.05 compared with MAP1. 

∥
: P ＜ 0.05 compared with MAP2.

Table 2. Systolic Blood Pressu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BP1 SBP2 SBP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group (n = 20) 129.2 ± 13.1 107.0 ± 12.9

§  
148.6 ± 17.3

§∥

 Group 1 (n = 20) 126.6 ± 14.0  91.2 ± 11.0*
§  

111.3 ± 15.1*
§∥

 Group 2 (n = 20) 130.3 ± 14.6  90.4 ± 10.5*
§  

106.6 ± 12.3*
§∥

 Group 3 (n = 20) 128.9 ± 11.3  89.6 ± 14.8*
§   

92.5 ± 9.2*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SBP1: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SBP2: systolic blood pressure after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5μg/ml, SBP3: systolic blood pressure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Control group: normal saline 10 ml iv before 

intubation, Group 1: alfentanil 1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2: alfentanil 2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3: alfentanil 30μ

g/kg iv before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
: P ＜ 0.05 compared with SBP1. 

∥
: P ＜ 0.05 compared with SB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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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P ＜ 0.05) 1, 2, 3군은 기준

치 혈압과 비교하여 삽관 직후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삽관 직전과 비교 시에는 모든 군에서 삽관 직후 이

완기 혈압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 군간 비교 

시 삽관 직전 이완기 혈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 2, 3군

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P ＜ 0.05) 1, 2, 3군 사이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삽관 직후 이완기 혈압은 대조군

과 비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1군과 2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군은 1, 2군

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Table 4).

  심장박동수의 변화는 군내 비교 시 대조군에서 기준치 

심장박동수와 삽관 직전 심장박동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1, 2, 3군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삽관 직후 심장박동수는 대조군에서 기준치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나(P ＜ 0.05) 1, 2, 3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삽관 직전과 비교 시에는 모든 군에서 삽관 

직후 심장박동수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 군간 

비교 시 삽관 직전 심장박동수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P ＜ 0.05) 1, 2, 3군 사이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삽관 직후 심장박동수는 대조

군과 비교하여 1, 2, 3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P ＜ 

0.05) 1, 2, 3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서맥과 저혈압의 발생 빈도는 대조군과 1군에서는 발생

하지 않았고 2군에서는 저혈압이 3명, 서맥은 2명 발생하

다. 3군에서는 저혈압이 2명, 서맥은 1명 발생하 고 저혈

압과 서맥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1명이었다. 그러나 각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      찰

  Propofol은 가장 최근에 임상에 적용된 정맥마취 유도제

로 마취 유도 중에 말초혈관확장과 심근의 억제에 의한 혈

압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의 정도는 혈장 농도에 비례한다. 

말초혈관확장의 효과는 교감신경계 억제와 평활근 세포내

의 칼슘 이온 이동과 관련 있다. Propofol은 압력반사기전을 

억제하여 마취 유도 후에 동맥압 감소에 따르는 심박수의 

상승을 억제하므로 심장박동수의 변화는 적다.6) Propofol을 

alfentanil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의 대사작용이나 혈

Table 4. Diastolic Blood Pressu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BP1 DBP2 DBP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group (n = 20) 79.3 ± 11.9 66.0 ± 12.1

§  
96.5 ± 14.7

§∥

  Group 1 (n = 20) 73.9 ± 12.8 49.9 ± 10.3*
§  

66.4 ± 13.9*
§∥

  Group 2 (n = 20) 78.7 ± 14.7 51.1 ± 8.3*
§  

64.7 ± 12.5*
§∥

  Group 3 (n = 20) 78.2 ± 9.8 50.4 ± 14.2*
§  

53.8 ± 10.7*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DBP1: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DBP2: diastolic blood pressure after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5μg/ml, DBP3: diastolic blood pressure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Control group: normal saline 10 ml iv 

before intubation, Group 1: alfentanil 1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2: alfentanil 2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3: alfentanil 

30μg/kg iv before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 P ＜ 0.05 compared with DBP1. ∥: P ＜ 0.05 compared with DBP2.

Table 5. Heart Rat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HR1 HR2 HR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group (n = 20) 74.3 ± 15.8 73.8 ± 15.1  89.6 ± 14.7§∥

Group 1 (n = 20) 71.6 ± 12.2 62.2 ± 8.7*§  73.6 ± 10.1*∥

Group 2 (n = 20) 71.7 ± 13.3 63.1 ± 12.7*§  72.5 ± 14.3*∥

Group 3 (n = 20) 75.2 ± 9.6 65.4 ± 11.3*§  69.1 ± 1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HR1: heart rat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HR2: heart rate after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5μg/ml, 

HR3: heart rate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Control group: normal saline 10 ml iv before intubation, Group 1: alfentanil 1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2: alfentanil 20μg/kg iv before intubation, Group 3: alfentanil 30μg/kg iv before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
: P ＜ 0.05 compared with 

HR1. 
∥
: P ＜ 0.05 compared with H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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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농도에 향을 줄 수 있는데 Mertens 등은7) propofol에 

의한 cytochrome P450의 활동력 감소와 평균 동맥압의 저하 

및 전신 혈관저항의 감소가 중간 정도의 간추출율(hepatic 

extraction ratio)을 갖는 alfentanil의 약동학에 향을 주어 이

의 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고, Janicki 등은8) 돼

지와 인간의 간에서 추출된 미세소체(microsome)을 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 propofol이 미세소체에 의한 alfentanil의 산

화대사를 억제한다고 하 다. Pavlin 등은9) 지원자를 대상으

로 하여 propofol과 alfentanil을 병용 투여한 경우에서는 

propofol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보다 propofol의 혈장 농도

가 22% 증가했다고 하 다. Propofol 단독 투여로는 진통작

용이 없으나 아편유사제의 혼합 투여 시에는 서로 상승적

으로 진통작용을 항진시키며 propofol과 아산화질소로 마취

시 propofol의 EC50이 alfentanil의 혈장농도에 따라서 변화하

나 propofol과 alfentanil의 상호 상승작용은 최고효과(ceiling 

effect)가 있어서 alfentanil의 혈중 농도가 100 ng/ml 이상이

면 propofol의 소모량 감소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 다.10) 

이외에도 마취 후 각성이 빠르고 항오심 및 항구토 효과가 

있으며5) thiopental에 비하여 인두와 인후의 반사 감소와 기

관내삽관 후의 혈압상승을 감소시키고11,12) 몇몇 환자에서는 

근이완제 없이 기관내삽관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다.13) 

  Kazama 등은14) 임상에서 여러 종류의 자극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propofol의 농도에 대하여 기술하 는데 의식소실, 

강직성 자극, 후두경에 의한 자극, 피부절개와 기관내삽관 

시의 Cp50을 각각 4.4μg/ml, 9.3μg/ml, 9.8μg/ml, 10.0μg/ml

과 17.4μg/ml이라고 발표하 다. 단독 투여 시 각각의 Cp50

에 해당하는 혈중 농도에서 수축기 혈압의 유의한 증가를 

보 으나 아편유사제인 fentanyl을 함께 투여한 결과 용량에 

비례하여 수축기 혈압의 증가 정도를 감소시켰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propofol의 혈중 농도가 5μg/ml일 때는 혈역

학적 변화를 억제할 수 없었고 alfentanil을 병용 투여하 을 

경우에는 기관내삽관 후 유의한 수축기 혈압의 감소가 있

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취 유도 중에 혈역학적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

용량의 fentanyl, 국소 마취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혈관

확장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량의 아편유사제를 사용하

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로 인하여 수술 

후 불필요한 호흡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15) 따라서 이상적

인 아편유사제는 안전 역이 넓고 작용이 빠르며 수술 중 

마취의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수술 후 호흡억제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작용시간을 나타내야 한다.

  Alfentanil은 fentanyl 유사체로 빠른 진통효과와 짧은 작용

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아편유사제이다. Alfentanil은 역가가 

fentanyl의 1/5∼1/10이며 최대효과는 fentanyl 보다 4배 빠른 

1.4분 이내에 발생하게 되는데4,16) 이러한 빠른 작용 발현은 

alfentanil의 pKa가 6.5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생리적 pH

에서 90% 정도가 지용성인 비이온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

이다.4,5) 또한 alfentanil은 뇌조직 등 혈액관류량이 많은 장

기로부터 주변조직으로 신속하게 재분포가 일어나므로 일

시 정주 후 작용시간이 짧다.17) Alfentanil은 청소율이 fen-

tanyl의 1/2이지만 fentanyl보다 낮은 지질용해도로 인하여 

분포용적이 1/4로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약물이 간에서 

대사될 수 있어서 제거반감기가 짧다.5,18) 

  임상에서 아편유사제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억

제가 없으며 naloxone에 의한 빠르고 완전한 대항작용이 보

장되어야 한다. Alfentanil은 5μg/kg 정도의 많은 용량을 투

여하여야 심장 수축력의 감소가 나타나는 등 심혈관계의 

억제가 미약하며19) 안전 역은 LD50/ED50가 1080으로 넓다

고 알려져 있다.17) 동물 실험에서는 160μg/kg을 투여하 을 

때 즉각적인 근강직을 야기하 으나 등가용량의 fentanyl을 

대항하는데 필요한 naloxone 용량의 절반인 0.01 mg/kg을 투

여하여 60분 동안 alfentanil의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 다고 

한다.19)

  Miller 등은20) alfentanil 15μg/kg을 투여 후 thiopental과 

succinylcholine을 사용하여 기관내삽관을 할 경우 혈압과 심

장박동수의 증가를 완화하 지만 카테콜라민의 분비는 단

지 부분적으로 억제하 으나 alfentanil 30μg/kg를 사용할 경

우에는 카테콜라민의 증가를 차단하 다고 하 다. Crawford 

등은15) thiopental, vecuronium과 아산화질소를 alfentanil과 함께 

사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경우 alfentanil 10μg/kg에서 

혈역학적 변화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 고 카테콜라민 분

비를 감소시켰으며 alfentanil 40μg/kg에서는 혈역학적 변화

와 카테콜라민 분비를 차단했으나 기관내삽관 후 수액제의 

투여와 atropine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저혈압과 서맥이 유

발되었다고 하 다. Black 등은21) thiopental과 succinylcholine

으로 기관내삽관을 할 경우 심장박동수의 증가를 막기 위

해서는 alfentanil 30μg/kg이 필요하다고 하 다. 

  Propofol TCI, vecuronium과 alfentanil을 사용하여 기관내삽

관을 한 본 연구에서 alfentanil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는 마취유도 전에 측정한 혈압에 비해 기관내삽관 직후 측

정한 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alfentanil을 투

여한 모든 군에서는 마취유도 전에 측정한 혈압에 비하여 

기관내삽관 직후에 측정한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또

한 alfentanil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마취유도 전에 

측정한 심장박동수에 비해 기관내삽관 직후 측정한 심장박

동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alfentanil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는 마취유도 전에 측정한 심장박동수와 기관내

삽관 직후에 측정한 심장박동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alfentanil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 기관내삽관 시 일어

날 수 있는 혈역학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 다.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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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22) thiopental, vecuronium과 alfentanil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한 연구에서 alfentanil 10μg/kg을 투여한 군이 

alfentanil 20μg/kg을 투여한 군보다 기관내삽관 후 고혈압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두 연구 결과에서

의 차이는 alfentanil이 propofol과 함께 투여될 경우 나타나

는 상승적 효과의 결과로 생각된다.10) Alfentanil 10μg/kg을 

투여한 군에서는 저혈압과 서맥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alfentanil 20μg/kg와 30μg/kg을 투여한 군에서는 치

료를 요하는 서맥과 저혈압이 발생하 으나 대상환자의 수

가 적었기 때문에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

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propofol TCI (목표농도 5μg/ml)와 vecuronium

을 이용한 마취 유도 시에 alfentanil 10μg/kg, 20μg/kg과 30

μg/kg을 기관내삽관 전에 각각 투여하는 것은 기관내삽관

에 따르는 부적절한 혈역학적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었으

나 alfentanil 20μg/kg 또는 30μg/kg을 투여한 군에서는 저

혈압과 서맥의 부작용이 발생하 다. 따라서 저혈압과 서맥 

등의 부작용 발생이 없으면서 기관내삽관 후 혈역학적 변

화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던 alfentanil 10μg/kg이 

적정 용량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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