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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ocuronium은 다른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보다 작용 발현

이 빨라 투여 후 60-90초 시점에서 succinylcholine과 유사

한 삽관 환경(intubating condition)을 제공하여, 신속한 기관

내삽관 시 succinylcholine을 대체할 수 있는 근이완제로 알

려져 있다.1) 그러나 rocuronium의 투여 용량과 투여 후 적정

한 삽관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rocuronium 투여 후 60초 시점에서 삽관 

환경이 succinylcholine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2,3) 

투여 후 90초는 지나야 적절한 삽관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보고도 있다.4,5) 이상적인 삽관 시점에서는 삽관 환경이 우

수함은 물론, 삽관에 의한 혈역학적 변화도 최소로 제한되

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기 때문에 약

제에 따른 이상적인 삽관 시점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삽관 환경은 근이완제의 종류와 용량 및 삽관 시점 

이외에도 마취유도 약제의 선택에 따라 향을 받는데, 흔

히 사용되는 마취유도 약제 중, etomidate는 thiopental보다 

횡격막반사를 더욱 완화시켜 유리한 삽관 환경을 제공해 

주고,6) propofol은 thiopental이나 etomidate보다 인, 후두 반사

를 더욱 억제시켜 보다 유리한 삽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7,8) 삽관 환경에는 마취유도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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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도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취유도 약제인 thi-

opental 또는 propofol를 투여하고 rocuronium으로 근이완을 

도모한 후, 마취유도 약제의 선택과 삽관 시점에 따른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약제에 따른 합리적

인 삽관 시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본 병원에서 예정 수술

을 시행 받을 환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미국마

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과 2에 속하는 환자 113명을 대

상으로 임상 실험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허가와 환자로부터

의 동의서를 얻은 후 전향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

다. 고혈압이나 심근허혈,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의 불

안정성이 있거나, 신경근 기능에 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β-차단제 같은 심박수의 변화를 억제

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및 어려운 기관내삽관이 

예측되는 환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전투약제가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수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서 전투약은 생략하 다. 마취유

도 약제 및 약제 투여 후 삽관 시점에 따라 환자들을 임의

로 네 군으로 분류하 다. 즉, TR60 군(thiopental-rocuronium, 

60초, n = 33)은 thiopental 5 mg/kg, rocuronium 0.6 mg/kg 투

여 후 60초 시점에서, TR90 군(n = 29)은 같은 용량의 thi-

opental, rocuronium 투여 후 90초 시점에서, PR60 군(n = 

29)은 propofol 2.5 mg/kg, rocuronium 0.6 mg/kg 투여 후 60

초 시점에서, PR90 군(n = 28)은 같은 용량의 propofol, rocu-

ronium 투여 후 90초 시점에서 각각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투여되는 정맥마취제의 주입 속도는 모든 환자에서 일

정하도록 하 는데, 필요한 용량을 20초에 걸쳐 정주하 고 

정맥마취제의 정주 완료 후 바로 rocuronium을 신속하게 정

주하 다. 모든 약제의 주입 시 이용되는 3-way는 정맥내도

관과 직접 연결하 고, 각 약제의 주입 후에는 즉시 생리식

염수로 신속히 관류시켜 약제의 물리적부적합(physical in-

compatibility)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 눈을 떠 보라는 구두

명령에 반응이 없으면 마스크를 이용하여 후두경 조작 시

작 시점까지 환기를 도왔다. 기관내삽관은 MacintoshⓇ 3번 

곡형날이 장착된 후두경과 polyethylene 재질의 삽관튜브를 

사용하 는데, 남자 환자들에서는 내경 8.0 mm, 여자 환자

들에서는 내경 7.0 mm 크기의 삽관튜브를 사용하 으며, 

동일한 마취과의사로 하여금 기관내삽관을 시행토록 하

다. 이 때, 삽관을 시행하는 마취과의사는 어떠한 약제가 

투여되었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 마취유도 약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 으며, 삽관 후 삽관 환경을 평가하도록 하 다. 

삽관 환경은 Copenhagen Consensus Conference가 권고한 

Good Clinical Research Practice (GCRP) criteria에9) 따라 매우 

양호(excellent), 양호(good), 불량(poor), 불가능(impossible) 등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Table 1). ‘매우 양호’와 ‘양호’는 ’임

상적 적합'으로 정의하 고, ‘불량’과 ‘불가능’은 ‘임상적 부

적합'으로 정의하 다. 기관내삽관 후 수술 부위를 소독하

고 도포를 치는 동안의 마취유지는 isoflurane 1.0 vol%, N2O 

60%로 하 다. 마취유도 약제 및 삽관 시점에 따른 혈역학

적 변수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평균 동맥압, 심박수 및 

맥압승치(rate pressure product, RPP)를 마취유도 약제 투여 

직전(baseline), 마취유도 약제 투여 직후, 삽관 직후 및 삽관 

후 5분 시점에 비침습적 혈압 측정기로 각각 측정하여 기

록하 다.

  모든 측정치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

하 다. 삽관 환경과 성별 같은 불연속 변수의 군간 비교는 

Chi-squared test를 시행하 고, 나이, 체중, 혈역학적 변수 

등과 같은 연속 변수의 군간 비교는 평균 ± 표준편차를 

Table 1. Assessment of Intubating Condi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Intubation conditio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riteria Clinically acceptable Clinically unacceptab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cellent Good Poor Impossib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ase of laryngoscopy (jaw relaxation) Easy Fair Difficult

Vocal cord position Abduced Intermediate Closed Failure of

Vocal cord movement None Moving Closing  intubation

Airway reaction None Diaphragmatic Sustained

Movement of limbs None Slight Vigorou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tubation conditions: clinically acceptable = all criterion are either excellent or good, clinically unacceptable = the presence of either a 

single criterion graded as poor or failure of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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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각각 one-way ANOVA 또는 repeated measures ANO 

VA를 시행하 다. 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판단하 다.

결      과

  연구 대상 환자들의 성별, 나이, 체중은 네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모든 환자들에서 기관내삽관은 성공적이었고, 치아 손상

이나 후두 경련과 같은 합병증은 없었다. 삽관 환경에서 

‘임상적 적합’ 등급이 판정된 빈도는 네 군 간에 차이가 없

었으며(P = 0.093), 네 군 모두 96% 이상에서 ‘임상적 적합’ 

등급이 판정되었고 ‘임상적 부적합’ 판정은 4% 미만이었다

(Table 3). 삽관 환경이 불량했던 이유로는 횡격막 반응에 

의해 기침이 지속되거나 성대의 불완전한 이완이었으며, 턱 

근육의 이완이 불완전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매우 양호’

한 삽관 환경이 조성된 빈도는 군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TR90 군과 PR90 군에서는 ‘매우 양호’한 삽관 환경의 빈도

가 각각 55.2% 및 64.3%로 TR60 군과 PR60 군의 39.4% 및 

37.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P ＜ 0.05).

  마취 유도 전, 각 군에서의 혈역학적 변수의 기본값(base-

line value)은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기관내삽관 직후에는 네 

군 모두에서 마취 유도 약제 투여 전에 비해 평균 동맥압, 

심박수 및 RPP의 유의한 상승이 관찰되었다. 군 간 비교에

서는 삽관 직후 시점에서 혈역학적 변수들의 군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평균 동맥압은 TR60 군에 비해 TR90 군과 

PR90 군에서, 심박수는 TR60 군에 비해 PR90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 ＜ 0.05) RPP도 TR60 군에 비해 TR90 군

과 PR90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P ＜ 0.05), 전체적으로 

삽관 시점이 약제 투여 후 60초인 TR60 군과 PR60 군에 비

해 삽관 시점이 약제 투여 후 90초인 TR90 군과 PR90 군에

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견을 보 다. 삽관 후 마취유지 기

Table 3. Intubating Condi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TR60 Group TR90 Group PR60 Group PR90 Significa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linically acceptable P = 0.093

   Excellent 13 (39.4%) 16 (55.2%)* 11 (37.9%) 18 (64.3%)*

   Good 19 (57.6%) 12 (41.4%) 17 (58.6%) 10 (35.7%)

Clinically unacceptable

   Poor  1 (3%)  1 (3.4%)  1 (3.4%)  0

   Impossible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nonparametric data are number of patients. *P ＜ 0.05 compared to Group TR60. TR6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60 s after in-

jection of thiopental and rocuronium, TR9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90 s after injection of thiopental and rocuronium, PR6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60 s after injec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PR9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90 s after injec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Table 2.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TR60 Group TR90 Group PR60 Group PR90 Significa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38.6 ± 10.4 40.4 ± 9.0 41.5 ± 8.5 37.5 ± 11.1 P = 0.688

Gender distribution P = 0.202

Males 16 12 16 18

Females 17 17 13 10

Weight 58.4 ± 5.2 55.9 ± 6.5 63.2 ± 4.8 63.0 ± 5.1 P = 0.098

ASA physical status P = 0.559

I 30 25 27 25

II  3  4  2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cotinuous data are mean ± SD. All nonparametric data are number of patients. TR6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60 s after injection 

of thiopental and rocuronium, TR9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90 s after injection of thiopental and rocuronium, PR6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60 s after injec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PR90: patients were intubated within 90 s after injec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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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에는 군 간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rocuronium을 사용한 마취유도 시 

‘매우 양호’ 또는 ‘양호’한 삽관 환경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한다.1,10) 그러

나 TR60 군과 PR60 군에서는 ‘매우 양호’한 삽관 환경이 

조성된 비율이 TR90 군과 PR90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소견을 보 다. 이는 약제 투여 후 60초 시점에서는 임상적

으로 ‘양호’한 삽관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 지만 충분한 근

이완이 유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며, Cooper 등의4)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rocuronium 0.6 mg/kg 투여 

시의 근이완 발현 시간이 실제로 succinylcholine 투여 시의 

60초보다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성공적

인 기관내삽관을 위해 완전한 근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근이완에 의한 가벼운 기침요동에 

의해서도 위내용물의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rocuronium 0.6 mg/kg 투여 후 60초 시점에서의 신속한 기관

내삽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투여된 rocuronium의 용량에 관한 문헌에 의

하면, 투여되는 rocuronium의 용량에 비례하여 작용발현 시

간이 짧아지고 보다 양호한 삽관 환경이 조성되므로, 본 연

구에서 투여한 0.6 mg/kg보다 많은 0.9-1.2 mg/kg의 용량이 

신속한 기관내삽관 시 succinylcholine을 대체하는 바람직한 

용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1,11) Andrews 등의1) 연구에

서는 rocuronium 1.0 mg/kg 투여 후, 삽관 시점이 50초에 이

루어졌고, Mazurek 등의11) 연구에서는 소아 환자에서 rocu-

ronium 1.2 mg/kg 투여 후 삽관 시점이 30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의 삽관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

으로 고용량의 rocuronium이 투여될수록 그 용량에 비례하

여 삽관 환경이 우수해지고, 삽관 시점도 짧아질 수 있지

만, 이러한 용량에서는 작용 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기 때문

에 특히, 수술 시간이 짧은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

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rocuronium 0.6 mg/kg 투

여가 신속한 기관내삽관이 요하는 상황에서 succinylcholine

을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밝혀졌으며,2,3) 극단적으로 

Barclay 등은12) 0.3 mg/kg의 rocuronium 투여로도 적합한 삽

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저자들은 본 

실험에서 불필요한 고용량 투여를 지양하고 95% 유효용량

(ED95)의 두 배에 해당되는 0.6 mg/kg의 rocuronium을 투여

하 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전투약 목적이나 마취유도 약제의 

보조제로 아편유사제의 사용을 배제하고 오직 thiopental이

나 propofol만을 사용하 는데, 이는 마취유도 시 thiopental

이나 propofol 이외의 다른 약물에 의해 삽관 환경과 혈역학

적 변수들이 향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

의 결과에 의하면, rocuronium 투여 후 주어진 삽관 시점에

서 마취유도 약제에 따른 삽관 환경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즉, 삽관 시점이 rocuronium 투여 후 60초로 일정하다

면 마취유도 약제가 thiopental이든, propofol이든 삽관 환경

의 차이가 유발되지 않았고, 삽관 시점이 rocuronium 투여 

후 90초로 일정할 경우에도 마취유도 약제에 따른 삽관 환

경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propofol이 thiopental

Table 4. Hemodynamic Variabl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einduction Postinduction Postintubation  Maintena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AP (mmHg) Group TR60 94.3 ± 18.5 88.5 ± 15.4 129.6 ± 22.4*  95.0 ± 13.2

 Group TR90 98.1 ± 20.5 85.3 ± 20.5* 111.6 ± 24.5*†  97.4 ± 11.7

Group PR60 99.0 ± 18.4 84.8 ± 14.6* 130.1 ± 23.4*  99.4 ± 20.4

Group PR90 89.1 ± 16.8 79.0 ± 15.7*† 112.2 ± 20.0*†  91.2 ± 16.1

  HR (beats/min) Group TR60 77.5 ± 16.2 87.8 ± 13.2* 111.3 ± 14.2*  83.2 ± 15.5

 Group TR90 82.3 ± 19.3 85.5 ± 15.2 104.5 ± 20.3*  81.1 ± 16.6

Group PR60 74.2 ± 18.9 81.5 ± 15.0 106.5 ± 15.9*  76.5 ± 16.4

Group PR90 83.1 ± 20.8 90.5 ± 16.2  95.6 ± 16.3*†  80.6 ± 19.8

  RPP (mmHg․ Group TR60 9704.6 ± 2896.0 10694.9 ± 3248.1 14631.4 ± 3624.7*  10036.5 ± 2904.3

 beats/min) Group TR90 10384.3 ± 3151.6 10014.8 ± 2708.4 12078.2 ± 3068.0*†  10007.2 ± 3024.8

  Group PR60 9905.8 ± 2842.1 10248.6 ± 3062.1 13980.6 ± 3598.6*  10157.7 ± 2888.5

Group PR90 9887.2 ± 3024.5 9787.0 ± 2624.6 11596.4 ± 2997.5*†  9904.6 ± 300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to preinduction value (intragroup comparison), 

†
P ＜ 0.05 compared to Group TR60 

(intergroup comparison).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RPP: rate pressur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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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수한 삽관 환경을 제공한다는 McKeating 등과7) 

Stevens 등의13)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근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유도 약제에 

따른 삽관 환경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 으며, 저자들의 본 

연구와 같이 근이완제가 투여된 상황에서는 마취유도 약제

의 선택이 삽관 환경에 미치는 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

단된다. 즉, propofol 투여에 의해 기도와 턱 주변의 근육에 

선택적으로 근이완이 촉진되어 유리한 삽관 환경이 제공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마취유도 시 근이완제를 투여

할 경우에는 근이완제의 작용에 가려 뚜렷이 나타나지 않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4)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유도 

약제보다는 rocuronium 투여 후의 삽관 시점이 삽관 환경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여 TR60 군이나 

PR60 군에 비해 TR90 군이나 PR90 군에서 삽관 환경이 보

다 우수하 다. 이는 삽관 환경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에서 근이완제 투여 후의 후두경 조작 시점이 중요하다는 

Hopkinson 등의15)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아마도 횡격막이 

다른 근육에 비해 근이완제에 대해 더 큰 저항성을 보이기 

때문에 횡격막에 대한 근이완제의 작용이 더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근이완 상태의 감시를 생략하 다. 

이는 각성된 환자에서 마취약제 투여 전의 신경 자극이 환

자로 하여금 불편을 유발시켜 혈역학적 변수들의 기본값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마

취유도 약제의 종류와 근이완제 투여 후의 기관내삽관 시

점에 따라 실제적인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수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비교하여 약제에 따른 합리적인 삽관 시

점을 찾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근이완 상태의 감시에 초점

을 맞추지 않았고, 또한, 이미 이전의 연구 결과들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모지내전근과 호흡근의 근이완제에 대한 

감수성과 작용 발현 시간이 다르고,16) 근이완제 투여 후 모

지내전근에서 측정한 근이완제의 작용 발현 시간과 실제적

인 삽관 환경과는 질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들

도 있기 때문에2,17) 근이완 상태의 감시를 생략하 지만, 삽

관 환경의 평가시 근이완 평가 자체에 의해 보다 더 객관

성이 부여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편, 마취유도와 기관내삽관과 관련된 혈역학적 변수들

의 변화는 사용된 마취유도 약제와 근이완제, 후두경 조작, 

기관내삽관 등 일련의 약제 투여나 조작 행위가 심혈관계

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TR60 군

과 PR60 군에 비해 TR90 군과 PR90 군에서 삽관과 관련하

여 보다 안정된 혈역학적 소견을 보 는데, 이는 혈역학적 

소견이 마취유도 약제의 종류(thiopental vs. propofol)보다는 

약제 투여 후의 삽관 시점(60초 vs. 90초)에 의해 더 크게 

향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듯이 thiopental보다는 propofol 투여 시, 기관내삽관과 관

련된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신혈관 저항

을 감소시켜 혈압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18) 삽관 

시 보다 안정된 혈역학적 소견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러

한 요인보다는 rocuronium 투여 후 90초는 경과해야 삽관을 

위한 충분한 근이완 상태가 유발되고4) 또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매우 양호한 삽관 환경이 

조성된 점이 혈역학적 소견의 안정에 보다 더 크게 기여하

다고 판단된다.

  Rocuronium 자체도 혈역학적 변수에 향을 미치는데, 신

경근 접합부 이외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아세틸

콜린의 작용을 차단하여 심박수의 증가나 평균 동맥압의 

상승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9) 이러한 심박수의 증가는 

rocuronium의 부교감신경 차단 효과 이외에도 근이완 후 복

강내 혈액저류에 의해 전부하가 감소되어 나타난다고도 이

해된다.20) 본 실험에서는 모든 군에서 마취유도 약제와 ro-

curonium 투여 직후, 평균 동맥압은 감소하 고 심박수는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 는데, 약제 투여 후

의 혈역학적 변수들의 변화에는 선택된 근이완제 이외에도 

마취유도 약제의 선택과 술 전 혈액량 상태(volume status), 

약제 투여 전 교감신경 흥분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총

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이완제가 혈역학적 변수들에 

단독으로 미치는 향이 가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마취유도 약제의 선택

과 삽관 시점에 따른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화를 비교한 

결과, 마취유도 약제의 선택보다는 rocuronium 투여 후의 삽

관 시점이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화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여, 약제 투여 후 60초 시점보다

는 90초 시점에서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안정성이 보다 우

수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근이완

제 투여 하에서의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수들의 변화, 같

은 근이완제를 투여하더라도 서로 다른 용량에서의 삽관 

환경과 혈역학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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