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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목표농도조절주입의 개발로 혈장농도 또는 효과처농

도를 목표로 약물의 조절주입이 가능하며,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조절주입이 약물의 혈장농도와 효과처농도의 빠른 평

형을 가능하게 하여 저혈압의 위험이 없이 더 빠른 의식소

실을 이룰 수 있어 임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1,2) 

  Propofol은 용량과 혈장농도에 비례하여 혈관확장과 심근 

억제를 초래하여 혈압의 감소를 일으키며, 혈관확장 효과는 

교감신경 활성도 감소와 평활근 세포내 칼슘이온 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기관내삽관은 후두경에 의한 자극이나 피부절개 자극 보

다 강한 자극으로 혈압의 상승과 빈맥 등의 심혈관계 반응

과 뇌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propofol 단독 사용 보

다 fentanyl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의식소실이나 여러 자극에 

대해 50%의 환자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propofol의 혈중농도

(Cp50)를 줄일 수 있고, propofol 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비

례적으로 기관내삽관에 의한 혈압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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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We evaluated bispectral index (BIS) and hemodynamic and catecholamine responses to induction and intubation 

at different effect site concentrations during the target-effect site-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with fentanyl coadministration.  

  Methods:  Thirty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n-

esthesia was induced using the target-effect site-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t different effect site concentrations (Group I: 

3.0μg/ml, Group II: 3.5μg/ml) following bolus injection of fentanyl (2μg/kg).  We measured BIS and systolic, diastolic, and 

mean arterial blood pressures, heart rate, epinephrine (E), and norepinephrine (NE) 5 min before induction, at loss of consciousness, 

just before intuba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and 1, 2, and 3 minutes after intubation.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hemodynamic or catecholamine responses to induction or intub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both groups, hemodynamic changes to induction and intubation were within 30% and 20% of pre-induction 

levels, respectively, and catecholamine responses significantly decreased or did not change versus pre-induction levels.  But in 

group II, the dose of propofol administered was significantly more than in group I, and BIS levels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intubation were below 40. 

  Conclusions:  With fentanyl coadministration of 2μg/kg, targeting 3.0μg/ml as an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during 

target-effect site-controlled infusion is better than targeting 3.5μg/ml, because targeting the latter produced too low a BIS and 

too much propofol administration, although both targeted values produced similar hemodynamic and catecholamin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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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 Billard 등은5) propofol로 마취유도 시 fentanyl 4μg/kg 

투여로 기관내삽관 후 고혈압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고 하 으나 이 연구에서 fentanyl 4μg/kg 투여 시 삽관 

후 혈압은 마취유도 전 혈압보다 더 낮았다. 그러므로 삽관 

전 혈압과 삽관 후 혈압이 마취유도 전 혈압에 비해 너무 

심하게 감소 혹은 증가하지 않도록 propofol과 fentanyl의 용

량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ropofol은 의식소실과 기관내삽관과 같은 강력한 자극에 

의해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적절한 마취심도를 유

지하도록 투여를 하고, fentanyl은 기관내삽관에 의한 혈압

과 심박동수의 상승을 줄여주되 마취유도 전에 비해 너무 

감소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으나 

propofol과 fentanyl은 서로 상승효과를 보이므로, 마취심도의 

평가와 함께 혈역학 및 카테콜아민의 변화를 비교하여 두 

약제의 적절한 용량이나 혈중 또는 효과처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임상마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propofol의 목표효과처농도 조절주입으로 기관내

삽관 시 혈역학적 변화와 청각유발전위지수(AAI)의 변화를 

비교한 이전의 연구에서 propofol을 단일약제로 전신마취 유

도 시 propofol의 효과처농도 3.0μg/ml보다는 3.5나 4.0μg/ 

ml로 목표농도조절주입 하는 것이 기관내삽관에 대한 혈역

학적 변화를 더 완화시키며 AAI도 30 미만의 적절한 마취

심도를 보임을 보고하 다.6)

  본 연구에서는 마취유도 시 fentanyl 2μg/kg을 보조제로 

일회 투여한 후 propofol의 목표효과처농도를 3.0μg/ml과 3.5

μg/ml로 조절주입하여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에 대한 이

중분광지수(BIS)와 혈역학 및 카테콜아민 반응을 비교함으

로써 적절한 목표효과처농도를 찾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 하에서 선택적 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또는 2에 해당하는 60세 미만의 성인 환

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환

자의 서면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 척추골 융합술이

나 대량출혈이 예상되는 수술 또는 복강내 수술을 받아 지

속적인 동맥압 측정을 해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

며, 임산부, 심혈관계질환, 신장 및 간질환이 있거나 과거력

상 진정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아편양제제의 복용이 있거

나 장기간 금식환자, 그리고 어려운 기관내삽관이 예상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환자는 전처치로 마취유도 30분-1시간 전에 midazo-

lam 0.04 mg/kg과 atropine sulfate 0.5 mg을 근주하 고 수술

실에 도착 후 심전도, 심박동수, 혈압, 맥박산소포화도 등의 

감시를 위한 환자감시장치(Sirecust, Siemens, Germany)와 BIS 

감시장치(BIS Monitor Model A-2000TM, Aspect Medical Sys-

tem, MA, USA)를 부착한 후 18G 카테터로 거치된 정맥로

로 수술 전 금식으로 부족하게 된 수액량의 반을 생리식염

수로 10-15분간 보충하는 한편, 정맥로 반대측 팔의 요골

동맥에 Allen's test 실시 후 20 G 카테터를 거치하여 지속

적으로 동맥압을 감시하고 혈장 epinephrine (E)과 norepine-

phrine (NE)의 측정을 위한 채혈로로 이용하 다.

  Fentanyl 2μg/kg 정주 2분 후에 propofol의 효과처농도 조

절주입을 시작하 으며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효과처

농도를 3.0μg/ml (I군)과 3.5μg/ml (II군)로 Marsh 등이7) 제

시한 약동학 변수에 따라 컴퓨터 보조 지속주입(Stelpump 

version 1.05)을 시작하 다. 안검반사와 마취의의 명령에 대

한 반응의 소실로써 의식소실을 확인한 후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하 고 그 후 3분에 숙련된 마취과의사 1인에 

의해 기관내삽관이 시행되었다. 기관내삽관 후 일회환기량 

10 ml/kg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0-35 mmHg가 되도

록 호흡수를 조절하 다. 

  마취유도 5분전, 의식소실 시, 기관내삽관 직전, 직후 및 

삽관 1, 2, 3분 후에 수축기, 이완기 및 평균동맥압, 심박수, 

BIS를 측정하 고, 혈장 E과 NE은 의식소실 시를 제외한 

모든 측정시기에 측정하 다. 혈장 E과 NE의 측정은 EDTA

가 함유된 튜브에 동맥혈을 채취하여 1분 이내에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취한 후 하 80도 냉동고에 보관하 다가 1

개월 이내에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

ph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HPLC, Acclain, Bio-Rad, Ger-

man)(정상치: E; 0-110 pg/ml, NE; 70-750 pg/ml). 

  또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propofol의 혈중농도, 효과처

농도 및 환자에게 투여된 용량을 기록하 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과 평균동맥압, 심박동수, 혈장 E 및 

NE의 비교는 마취유도 5분전에 측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그

에 대한 백분율의 변화를 관찰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분

석은 SPSS (versio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두 군간의 비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n = 12) Group II (n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3.2 ± 2.7 40.6 ± 3.5

Body weight (kg) 61.0 ± 2.8 61.3 ± 2.5

Sex (M/F)  4/8  5/7

ASA (1/2) 11/1 1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M or numb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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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is 3.5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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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변수의 특성에 따라 Mann-Whitney U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고, 군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분석

에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오류와 기관내삽관 기간이 30초 이상이었던 이

유로 인하여 두 군에서 각각 3명이 자료분석 시 제외되었

다. 두 군간에 환자의 연령, 체중, 성별,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급 분류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결      과

  마취유도 5분전에 측정한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과 평균

동맥압, 심박동수와 E, NE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기관내삽관에 소요된 시간은 I군이 14.4 ± 2.2초, II군이 

12.4 ± 0.8초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관내삽관 직전부터 삽관 3분 후까지 propofol의 혈중농

도와 효과처농도는 I군에서는 3.0μg/ml, II군에서는 3.5μg/ 

ml로 평형을 이루었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평균동맥압의 백분율 변화를 

비교한 결과(Fig. 1), 두 군에서 세가지 변수 모두 기관내삽

관 직전에 마취유도 전 수치의 71 ± 2.9-74 ± 3.6%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가 기관내삽관 직후에 95 ± 5.7-114 

± 10.3%로 삽관직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P ＜ 

0.05) 이는 마취유도 전에 비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심박동수의 변화를 보면 두 군에서 기관내삽관 직후에 마

취유도 전 수치의 122 ± 7.9-131 ± 9.4%로 유의하게 증

가하여 기관내삽관 3분까지 108 ± 5.7-119 ± 5.2%로

Fig. 1. Percent changes i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SBP 

and DBP) and mean arterial pressure (MAP).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1-3 min AI: 1-3 min after intubation. Grou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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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recorded before induction,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Table 2. Hemodynamic Variables,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Level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n = 12) (n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7 ± 6.2 133 ± 4.6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6 ± 3.8  70 ± 3.4

Mean arterial pressure (mmHg)  98 ± 4.7  92 ± 3.1

Heart rate (beat/min)  75 ± 2.9  74 ± 4.2

Epinephrine (pg/ml) 48.0 ± 9.8 38.9 ± 6.1

Norepinephrine (pg/ml) 177.9 ± 18.9 167.8 ± 29.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M.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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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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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었고(P ＜ 0.05),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ig. 2).

  카테콜아민의 백분율 변화를 보면, E은 두 군에서 기관내

삽관 직전에 마취유도 전 수치의 30 ± 8.8-34 ± 12.7%

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II군의 기관내삽관 직후(62 ± 25.4%)

를 제외하고는 삽관 3분 후까지 23 ± 4.1-46 ± 13.1%로 

유의하게 낮게 유지되었으며(P ＜ 0.05) 두 군간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E은 두 군에서 기관내삽관 직

전에 마취유도 전 수치의 69 ± 6.8-77 ± 9.1%로 유의하

게 감소하 다가 삽관 직후에 I군은 93 ± 10%로, II군은 

133 ± 19.2%로 삽관 직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P ＜ 0.05) 이는 마취유도 전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삽관 2분과 3분 후에는 I군에서

만 70 ± 4.8%로 마취유도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

며(P ＜ 0.05),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 또한 E과 NE은 모든 환자에서 연구 전반에 걸쳐 

정상 범위(E: 0-110 pg/ml, NE: 70-750 pg/ml)를 벗어난 

수치를 보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BIS의 변화를 보면 두 군 모두 의식소실 시 평균 69, 삽

관 직전부터 삽관 후 3분까지 I군에서는 44-48, II군에서는 

38-44를 나타내었는데, II군에서만 기관내삽관 직전과 직후

에 40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환자에게 투여된 propofol의 

양은 연구 전반에 걸쳐 I군에 비해 II군에서 유의하게 많았

다(P ＜ 0.05)(Table 3). 

고      찰

  Fentanyl 2μg/kg을 보조제로 투여한 후 propofol의 목표효

과처농도를 3.0 (I 군)과 3.5 (II 군)μg/ml로 하여 효과처농

도 조절주입을 하면서 마취유도 한 결과, 기관내삽관에 대

한 혈역학 및 카테콜아민 변화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I군에서 I군에 비해 propofol 투여량이 많

았으며 BIS가 II군에서만 기관내삽관 직전과 직후에 40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Propofol과 fentanyl의 상호작용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4,8) 

Fig. 2. Percent changes in heart rate (H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1-3 min AI: 1-3 min after intubation. Grou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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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recorded before induction, 
†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Fig. 3. Percent changes in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BI: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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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after intubation.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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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recorded before induction,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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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anyl은 의식소실, 강직성 자극, 후두경에 의한 자극, 피

부절개, 기관내삽관 등의 자극에 대해 50% 혹은 95% 환자

에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propofol의 혈중농도(Cp50 혹은 

Cp95)를 fentanyl의 혈중농도에 비례하여 감소시키며, fentanyl 

효과처농도 3 ng/ml 이상에서는 Cp50이나 Cp95를 더 이상 감

소시키지 않는 천장효과를 보인다고 하 고, 의식소실보다

는 강직성 자극, 후두경에 의한 자극, 피부절개, 기관내삽관

에 대한 Cp50이나 Cp95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하 다. 그

리고 Billard 등은5) 마취유도와 기관내삽관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propofol과 fentanyl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서, propofol 용량을 2에서 3.5 mg/kg으로 올렸을 때 혈역학

적 변화는 propofol 용량에 대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entanyl 2μg/kg투여 시 삽관 전 저혈압이 가장 심하게 나타

난 반면, fentanyl 4μg/kg투여로 삽관 후 고혈압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fentan-

yl 4μg/kg투여 시 삽관 후 혈압은 기관내삽관 전 혈압과 비

교해서는 혈압 상승의 정도가 작았지만 마취유도 전 혈압

보다 더 낮았다. 기관내삽관 후 혈압이 마취 전 혈압보다 

낮은 경우 기관내삽관 2분 후부터는 더욱 감소하여 원하지 

않은 심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자들은 fentanyl

을 2μg/kg을 투여하 다. 본 연구에서는 fentanyl 2μg/kg 투

여 후 약 6분 경에 기관내삽관을 하 는데, Billard 등의5) 

연구에서는 fentanyl 2 또는 4μg/kg 투여 후 10분경에 기관

내삽관을 하 으며 이때 예측되는 fentanyl의 효과처농도는 

2 또는 4 ng/ml이라고 추측하게 한 가상 농도 곡선에 기초

하면 본 연구에서 기관내삽관 시 예측되는 fentanyl의 효과

처농도는 약 3 ng/ml 정도로, 이는 propofol의 Cp50이나 Cp95 

감소에 대한 천장효과를 나타내는 농도이다. Smith 등은8) 

fentanyl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 의식소실을 위한 propofol의 

Cp50과 Cp95는 각각 3.3과 5.4μg/ml이고, fentanyl 혈중 및 효

과처농도 3.0 ng/ml에서 Cp50을 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 하 으므로 fentanyl 효과처농도 3 ng/ml에서 의식소실을 

위한 propofol의 Cp95는 약 3.24μg/ml가 된다. 또한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6) propofol 단일약제로 효과처농도를 목표로 

조절주입을 하여 propofol의 효과처농도 3.0μg/ml보다는 3.5

나 4.0μg/ml로 목표농도조절주입 하는 것이 기관내삽관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를 더 완화시키며 청각유발전위지수도 

30 미만의 적절한 마취심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fentanyl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목표효과처농도 

3.0과 3.5μg/ml을 비교하 다. 그리고 Billard 등은5) propofol

과 fentanyl을 일회 정주하 는데, 이로 인하여 기관내삽관 

시 예측되는 propofol과 fentanyl의 혈중농도와 효과처농도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경우 

효과처농도를 목표로 하여 조절주입을 하여 기관내삽관 시

에 혈중농도와 효과처농도의 평형을 이루었으며 기관내삽

관 3분 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또한 BIS를 함께 측정

하여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 시 적절한 목표효과처농도를 

찾아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도 Billard 등의5) 연구에서와 

같이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는 pro-

pofol의 목표효과처농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평균 BIS는 효과처농도 3.5μg/ml군에서만 기관내삽관 

직전과 직후에 40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propofol 투여

량도 효과처농도 3.0μg/ml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므로, 

효과처농도 3.5μg/ml로 조절주입하는 경우 더 많은 용량의 

propofol이 환자에게 투여되어 마취 심도가 너무 깊어지는 

반면에 기관내삽관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는 완화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효과처농도 3.0μg/ml로 조절주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azama 등은4) 기관내삽관을 

Table 3.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IS) and Administered Dose of Propofol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IS Administered dose of propofol (m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I (n = 12) Group II (n = 12) Group I (n = 12) Group II (n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I 95.1 ± 1.3 95.9 ± 0.9   0.0 ± 0.0 0.0 ± 0.0

LOC 69.3 ± 5.8
†

69.4 ± 6.1
†

104.7 ± 4.9 124.8 ± 6.7*

BI 43.7 ± 4.5
†‡

37.8 ± 3.5
†‡

109.6 ± 5.0 134.9 ± 6.7*

AI 45.2 ± 3.7
†

39.3 ± 4.0
†

117.1 ± 5.8  143.7 ± 7.3*

1 min AI 47.8 ± 3.3
†

43.8 ± 3.5
†

126.4 ± 6.0 154.1 ± 7.7*

2 min AI 46.0 ± 3.3
†

41.8 ± 2.7
†

136.0 ± 6.7  165.3 ± 8.1*

3 min AI 46.8 ± 3.4
†

41.3 ± 2.9
†

145.0 ± 7.2  176.4 ± 9.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M. Pre-I: 5 minut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1-3 min AI: 1-3 min after intubation. Group 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0μg/ml, Group II: target concentration of effect site is 3.5μg/ml. *: P ＜ 0.05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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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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propofol의 Cp50은 17.4μg/ml이며 fentanyl 혈중농도 1.0 

ng/ml에서 32%, 3 ng/ml에서 51%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근육이완제의 도움 없이 기관내삽관을 하는 경우

로 근육이완제를 투여한 본 연구보다는 매우 높은 농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수축기, 이완기 혈압 및 평균동맥압은 두 

군 모두에서 기관내삽관 직전에 평균 71-74%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가 기관내삽관 직후에 95-114%로 삽관 직전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증가하 지만 이는 마취유도 전에 비해

서는 유의한 증가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fentanyl 

2μg/kg과 근육이완제의 도움으로 기관내삽관을 하는 경우 

propofol의 효과처농도 3.0과 3.5μg/ml은 기관내삽관 직전의 

혈압을 마취유도 전의 30% 이내로 유지하면서 기관내삽관 

직후의 혈압을 마취유도 전의 2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농도라 할 수 있겠다. 

  카테콜아민의 측정은 채혈 부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일 수 있다고 하며, 정맥혈 농도는 신체 각 부위의 교감신

경의 부분적 변화에 따라 농도가 변화하고, 특히 NE은 다

른 카테콜아민 보다 많은 양이 폐에서 흡수되므로 중심정

맥혈 NE농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9) 그러므로 카테콜아민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술기에 대한 카테콜아

민의 반응을 보고자 할 때는 동맥혈보다는 중심정맥혈을 

채혈하는 것이 좋고, 카테콜아민의 변화가 큰 경우이거나 

동맥 혹은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거치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팔오금(cubital fossa)에 큰 카테터를 

거치하여 채혈하여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10) 본 연

구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거치하지 않

았으므로 동맥혈 농도를 측정하 다.11)

  후두경에 의한 기관내삽관은 마취유도 중 가장 심한 자

극으로 이때 NE과 cortisol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

비되면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에 대

한 카테콜아민이나 cortisol 반응은 마취유도 시 사용된 마

취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Misiolek 등은12) 마

취유도 시 propofol과 midazolam을 사용했을 때 thiopental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NE과 cortisol의 분비 억제가 일어났다

고 하 으며 Mustola 등도13) 후두 내 조작 시 propofol이 

thiopental에 비해 카테콜아민 및 혈역학적 반응을 더 효과

적으로 차단한다고 하 고, Coley 등은14) thiopental 군에서만 

기관내삽관 후 NE이 마취유도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마취제와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fentanyl 2μg/kg을 투여한 후 propofol의 목표효과

처농도 조절주입으로 마취유도하여 E과 NE의 변화를 보았

는데, 목표효과처농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두 

군 모두에서 기관내삽관 직전에 E은 마취유도 전 수치의 

30-34%로, NE은 69-77%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는 

thiopental로 마취유도 후 E과 NE이 마취유도 전에 비해 감

소하 다고 한 Russell 등의9)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며, thio-

pental이나 midazolam에 fentanyl을 추가로 투여한 경우 마취

유도 후 마취유도 전에 비해 E과 NE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한 Chraemmer-Jorgensen 등의15) 연구와 같은 결과로, 

propofol과 fentanyl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

한 본 연구에서 기관내삽관 직후에 E은 삽관 직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없었던 반면 NE은 삽관 직전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 으나 E과 NE 모두 마취유도 전에 비해서는 유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삽관 1-3분까지 E은 23-

39%, NE은 70-99%의 범위로 유지되었고, 모든 환자에서 

연구 전반에 걸쳐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는 thiamylal과 succinylcholine 투여 후 기관

내삽관하여 삽관 후 1, 2분에 NE은 기관내삽관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고, E은 기관내삽관 전에 비해서는 증가

하 으나 유의한 증가는 아니었고, 카테콜아민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한 Lee의16)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

외에도 Russell 등의9) 연구와 Chraemmer-Jorgensen 등의15) 연

구에서도 기관내삽관 후에 삽관 직전에 비해 NE은 유의하

게 증가하 으나, E은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

이 fentanyl 2μg/kg과 근육이완제의 도움으로 기관내삽관을 

하는 경우 propofol의 효과처농도 3.0과 3.5μg/ml은 기관내

삽관에 대한 카테콜아민의 반응을 마취유도 전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삽관 3분 후까지 마취유도 전과 

비슷하거나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농도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각 

군의 대상 환자수가 적었던 점, 둘째, 다양한 fentanyl의 용

량을 사용하여 비교하지 않은 점, 셋째, fentanyl도 propofol

과 같이 목표농도조절주입으로 혈중 및 효과처농도의 항정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점, 넷째, Ke0값과 약동학적 변수 값

들이 Marsh 등의7) 모델과 다른 모델을17) 사용하 을 경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므

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목표농도조절주입 기계들의 대부분에서 Marsh 등의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임상 마

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fentanyl 2μg/kg을 보조제로 투여 후 propofol

의 목표효과처농도 조절주입으로 마취유도 시 두 목표효과

처농도(3.0μg/ml과 3.5μg/ml) 모두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

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를 마취유도 전의 30% 이내로 유지

시키며 카테콜아민 반응을 마취유도 전과 비슷하거나 낮게 

유지시킬 수 있으나, 효과처농도 3.5μg/ml은 3.0μg/ml에 비

해 propofol의 투여량이 많고 BIS의 일시적인 심한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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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므로, 3.0μg/ml로 마취유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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