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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pofol은 진정 및 수면 후에 각성이 빠르고 오심의 빈

도가 낮은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국소마취나 부위마취를 

받는 수술 환자에서 진정 목적으로 널리 투여되고 있다. 여

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propofol은 심혈관계 억제가 심

하고, 환기 억제를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으며, 마취 유도 

목적으로 정주한 propofol은 thiopentone에 비하여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환기 억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1) 진정 

목적으로 propofol을 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호흡기계 부작용

의 발생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흡연력 유무 역시 전신마취를 받는 환자에서 호흡기 부

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Papageorge 등은2) 

전신마취 하에 구강 악안면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흡연

력이 있는 경우 마취 후 회복기에 동맥혈 산소포화도의 감

소가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The Effect of Cigarette Smoking on Propofol EC50 of Airway Obstruction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Ki Seok Kim, M.D., Kyemin Kim, M.D., Sang Seok Lee, M.D., Byung Hoon Yoo, M.D., Younsuk Lee, M.D., Jun Heum Yon, M.D., 
and Ki Hyuk Ho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irway obstruction is a main cause of respiratory complications during sed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moking on the target plasma concentration of propofol (EC50) of airway obstruction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of propofol. 

  Methods:  Thirty healthy male adults scheduled for lower extremity surgery under regional anesthesia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five target plasma concentrations (CP) of propofol: 1.0, 2.0, 3.0, 4.0, 5.0μg/ml (n = 6 for each concentration).  After 

performing regional anesthesia, oxygen was supplied and ETCO2 was measured. All patients received propofol TCI with the 

assigned CP.  The occurrence of airway obstruction was observed until 5 minutes after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reached CP.  

When hypoxemia, apnea or total airway obstruction was observed, ventilation was assisted with 100% oxygen.  The CP, smoking 

history, snoring history, age, body mass index, Mallampati's classification and thyromental distance were regard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lationship of airway obstruction and the variables was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with Wald-forward method. 

By the equation of the probability of airway obstruction ‘P = 1/(1 + e
-z
)', we estimated the propofol EC50 of airway obstruction 

in smokers and nonsmokers.  

  Result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was as following:  z (airway obstruction) = -5.557 + 2.128 × CP [μg/ml] + 

3.625 × smoking (CP: P = 0.007, smoking: P = 0.047).  The propofol EC50 of airway obstruction of non-smokers and smokers 

was 2.6 (1.5-9.4)μg/ml and 0.9 (-9.3)μg/ml,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propofol EC50 of airway obstruction of smokers was lower than that of nonsmokers.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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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부위마취를 받는 환자들에서 목표농도조

절주입법으로 propofol을 투여하 을 때 호흡기계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고, 흡연 유무에 따라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propofol의 50% 유효농도를 추정해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등급 1, 2에 해당하며, 부

위마취 하에 하지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인 남자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 다(Table 1). 대상환자에게 본 연

구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으며, 중추신경계 질환, 

경도의 고혈압을 제외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만성 폐

쇄성 폐질환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최근 3주 이내에 상

기도 감염의 병력이 있거나, 코막힘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마취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하 을 때 

Malampatti class에 따라 환자의 기도 상태를 평가하고 냄새 

맡는 자세(sniffing position)에서 방패턱끝거리(thyromental dis-

tance)를 측정하 으며, 수면 중 코골이 증상의 유무 및 흡

연력 유무를 기록하 다. 심전도, 혈압과 말초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감시하 으며, 측와위에서 경막외마취 또는 척수-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 다. 대기로 호흡하는 동안 동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하여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을 측정하 다. 

비관을 통하여 산소를 5 L/min 투여하 으며, 비관의 한쪽 

구멍을 통해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감시하 다.

  수술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마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뒤 2% lidocaine 40 mg을 정주하고 Diprifusor system (Glas-

gow University, UK)을 이용한 propofol 목표농도주입을 시작

하 다.

  대상 환자 30명을 propofol 목표혈장농도 1.0, 2.0, 3.0, 4.0, 

5.0μg/ml로 무작위 배정하 고, 배정된 propofol 목표혈장농

도에 따라 propofol 주입을 시작하여 효과처농도가 목표혈장

농도에 도달한 후 5분까지 propofol 목표농도주입을 계속하

다. Propofol 주입 중 기도폐쇄의 유무 및 무호흡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 다. 코골이나 흉골위패임(suprasternal notch)

의 함몰이 관찰되면 부분적인 기도 폐쇄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하 다. 15초 이상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전혀 측정

되지 않고, 입이나 코를 통한 공기흐름이 감지되지 않으면

서 삼중기도유지법을 시행하 을 때 호흡이 감지되면 완전 

기도 폐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삼중기도유지법을 시

행하여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측정되지 않고 입이나 

코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감지되지 않으면 무호흡 상태로 

간주하 다. Propofol의 효과처농도가 목표혈장농도에 도달

한 후 5분이 경과하 을 때 OAA/S scale의 반응성 점수에

(Table 2)3) 근거하여 환자의 진정상태를 평가하 으며, 동맥

혈 가스분석을 시행하여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

다. 이후 propofol 주입을 중단하 다.

  말초동맥혈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거나 호흡수가 분당 

8회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 으며, 이후 100% 

산소로 보조 환기를 시행하 다. 수축기 혈압이 기저치의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Pre-sedation PaCO2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arget plasma concentration of propofol (μ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n = 6) 2.0 (n = 6) 3.0 (n = 6) 4.0 (n = 6) 5.0 (n =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 35.7 ± 4.6 33.0 ± 12.1 37.8 ± 10.6 35.3 ± 10.3 42.5 ± 13.4

Weight (kg) 66.8 ± 10.5 68.7 ± 12.5 66.7 ± 5.4 72.5 ± 12.5 63.0 ± 8.0

Body mass index 23.6 ± 3.9 22.6 ± 3.5 23.2 ± 1.4 24.4 ± 3.2 21.9 ± 2.9

Mallampati class  1 (1-2)  1 (1-2)  1 (1-2)  1 (1-3)  1 (1-2)

Neck circumference (cm) 37.8 ± 2.6 37.5 ± 2.4 38.3 ± 1.4 38.4 ± 1.6 37.8 ± 1.9

Thyromental distance (cm) 11.0 ± 1.3  9.1 ± 1.4 10.0 ± 1.8  9.4 ± 2.4  8.8 ± 1.4

Number of patients with snoring history  2  3  2  3  1

Number of patients with smoking history  5  2  4  3  5

Initial PaCO2 (mmHg) 43.8 ± 1.6 41.3 ± 4.3 39.3 ± 5.7 41.9 ± 3.1 41.1 ± 5.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number of patients, or median (range).

Table 2. Responsiveness Score of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sponsiveness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ponds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5
Letha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4
Responds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and/or repeatedly 3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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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ephedrine을 정주하 으며, 심박수

가 50회 미만으로 감소하면 atropine을 정주하 다.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여 Wald 전진식 변수선택

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기도 폐쇄 유무를 

종속 변수로 삼았으며 이때 부분 기도 폐쇄가 있거나 완전 

상기도 폐쇄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기도 폐쇄가 있는 것으

로 간주하 다. Propofol 목표혈장농도, 흡연력 유무, 코골이 

유무, 연령, 신체질량지수, Mallampati 등급, 목둘레, 방패턱

끝거리를 공변량으로 삼았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

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로부터 기도 폐쇄와 상기 변수와의 회귀식(Z =β0 

+β1x1 + β2x2 + β3x3 ...)을 얻고, 기도 폐쇄의 예측 확률 

Prob {Prob = 1/(1 + e-z)}을 구하 다. 또 이로부터 흡연력 

유무에 따라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propofol의 50% 유효농

도를 계산하 다.

결      과

  기도 폐쇄(부분 또는 완전 기도 폐쇄)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여러 변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Wald 전진식 변수선택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얻었다. Z (기도 폐쇄) = -5.557 + 

2.128 × propofol CP + 3.625 × 흡연력(r
2 = 0.76). Propofol 

목표혈중농도(CP)의 P 값은 0.007, Wald 값은 7.378이었으며, 

흡연력의 P 값은 0.047, Wald 값은 3.954이었다. 상수의 P 

값은 0.008, Wald 값은 6.959이었다. 이 방정식과 기도 폐쇄 

예측 확률 Prob {Prob = 1/(1 + e-z)}로부터 계산한 결과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propofol의 50% 유효농도는 비흡연자

에서는 2.6μg/ml (95% 신뢰구간 1.5-9.4), 흡연자에서는 0.9 

μg/ml (95% 신뢰구간-9.3)이었다(Fig. 1).

  Propofol 목표농도주입동안 propofol의 총 투여량, OAA/S 

반응성 점수에 근거한 진정 깊이 및 호흡기계의 변화에서

는 목표혈중농도가 높아질수록 진정 심도가 깊어지며 기도 

폐쇄의 빈도가 증가하고 동맥혈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

는 추세를 보 다(Table 3).

  맥박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감소하여 100% 산소로 

보조 환기를 시행하 던 경우는 propofol 목표혈장 농도 1.0, 

Table 3. Sedation Score and Respiratory Effect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arget plasma concentration of propofol (μ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n = 6) 2.0 (n = 6) 3.0 (n = 6) 4.0 (n = 6) 5.0 (n =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amount of propofol (mg) 76.9 ± 9.9 163.3 ± 32.4 262.2 ± 16.1 384.9 ± 33.0 433.7 ± 52.7

OAA/S score  5 (4-5)   2 (1-4)   1 (1-2)   1 (1-1)   1 (1-1)

Partial airway obstruction  0   2   4   5   6

Total airway obstruction  0   2   2   3   5

Apnea  0   1   1   3   0

SpO2 ＜ 90%  0   1   1   2   2

RR ＜ 8/min  0   3   1   3   3

Post-sedation PaCO2 (mmHg) 44.5 ± 2.1  46.4 ± 3.4  49.4 ± 5.1  51.5 ± 6.3  55.3 ± 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number of patients, or median (range).

Fig. 1. The probability of airway obstruction of smokers (upper graph) 

and nonsmokers (lower graph)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of propofol. The propofol EC50 of airway obstruction of smokers was 

2.6μg/ml (95% CI; 1.5-9.4), but that of nonsmokers was 0.9μg/ml 

(95% CI;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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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μg/ml에서 각각 0, 1, 1, 2, 2명이었다. 목표혈

중 농도를 5μg/ml로 하 던 6명의 환자 중 3명에서 기저치

의 30% 이상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여 ephedrine을 투여했다. 

고      찰

  진정이란 의식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약물로 중추 신경계

를 억제하는 기법이다. 진정은 연속성의 개념이 적용되는

데, 미국 마취과학회에서는 최소 진정(minimal sedation), 중

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 깊은 진정(deep sedation), 전신 

마취(general anesthesia) 등으로 진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

으며,4) 진정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도 propofol의 목표혈장 농도를 증가시켜 진정 

심도를 깊게 할수록,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이 증가하고, 

기도 폐쇄의 빈도가 증가하는 등 호흡기 억제 소견이 관찰

되었다. 진정제의 투여는 거의 예외 없이 호흡기계의 억제

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propofol의 경우 이러한 효과

는 더욱 현저하다. Yamakage 등은 척추마취를 받는 성인에

서 propofol이나 midazolam으로 진정시켰을 때 호흡기계의 

변화를 살폈는데, propofol 군에서 midazolam 군에 비하여 

동맥혈 산소분압의 감소,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더욱 현저하 다고 보고하 다.5) 또

한 마취 유도 목적으로 정주한 propofol 역시 thiopentone에 

비하여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환기 억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1)

  Propofol은 반감기가 짧고 배설이 빠르다는 약동학적 특

성으로 있으므로, propofol을 이용하여 진정시킬 경우 mida-

zolam에 비하여 진정 심도를 신속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며, 진정 유도 시간, 회복 시간, 약물 요구량 및 회

복시의 환자 상태 면에서도 midazolam에 비하여 우수하

다.6,7) 또한 오심 및 구토가 매우 적다는 장점도 있다.8) 그

러나, propofol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혈관계 억

제가 심하고, 환기 억제를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투

여 시 조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propofol의 목표농도조절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동안 기도 폐쇄를 일으

키는 propofol의 50% 유효농도는, 비흡연자에서는 2.6μg/ml, 

흡연자에서는 0.9μg/ml이었다. Irwin 등은9) 국소-부위 마취

를 받는 환자에게서 propofol의 TCI 시 심혈관계 불안정성

이나 과진정을 보이지 않는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발하는 

평균 목표농도가 0.8-0.9μg/ml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Kim 등은10) 목표농도 0.7-0.9μg/ml에서 심각한 합병증 없

이 빠른 회복 및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 다고 보고하 는

데, 이번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에서는 상기 농도에서도 

50%의 환자에서 기도 폐쇄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는 결과

를 얻었다.

  기도 폐쇄는 진정 시 발생하는 호흡기계 합병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골이의 소견을 보이는 부분적

인 기도 폐쇄로부터 완전 기도 폐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상기도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감지되면서 코골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 

흉골위패임 함몰(suprasternal notch retraction) 또는 갈비사이 

함몰(intercostal retraction) 등이 관찰되면 부분 기도 폐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으며, 상기도를 통한 공기의 흐름을 

전혀 감지할 수 없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완전 기도 폐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인 기도 폐쇄가 있거나 완전 기도 폐쇄

가 관찰되는 경우를 모두 기도 폐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는데 완전 기도 폐쇄는 예외 없이 부분 기도 폐쇄 소견 

후 발생하 다.

  진정시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로는 기도의 

해부학적 이상, 편도선염 등을 비롯한 상기도 감염, 코골이 

습관, 수면 중 무호흡증의 병력, 비만, 고혈압, 흡연 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allampati 

등급이나 목둘레, 방패턱끝거리뿐아니라 코골이 유무와 신

체질량지수 등은 기도 폐쇄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흡연과 연관하여 진정시 기도 폐쇄의 위험을 살펴볼 때 

흡연 환자에서 기도 폐쇄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비만한 환자

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신체질량지수가 진정시 기도 폐쇄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

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라고 판단한다. 또한 나머지 

변수들 역시 기도 폐쇄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수치가 환자간 별 차이가 없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흡연력 유무가 호흡기계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있다. 특히 전신 마취 하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호흡

기계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12,13) 또한 의식 진정 하에서 치과 시술을 받는 환자

에서 신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거나 흡연력이 30 pack-years 

이상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기 쉽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흡연 자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

인인 만큼 진정 상태의 환자에게서 저산소혈증의 발생 위

험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흡연자에서 상기도 폐쇄의 위험이 큰 것이 흡연으로 인

한 소기도 폐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비강 점막의 울혈 및 국소적 염증반응 등이 비강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상기도 폐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15,16) 흡연이 상기도에 미치는 이러한 향에 대해

서 이미 보고되어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흡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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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대상환자들의 흡연 유무를 조사함

에 있어서 흡연력의 기간과 흡연 형태(직접, 간접 또는 구

강 흡연)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흡연력의 기간과 흡

연 형태에 따라 합병증의 심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

큼, 흡연이 진정시 기도 폐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이러

한 측면에서 더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흡연자의 경우 진

정시 기도 폐쇄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로부터 흡연자들의 경우 비흡연자들에 비하여 진

정 시 기도폐쇄를 일으키는 propofol의 목표혈중농도가 낮다

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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