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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란 무의식, 망각, 유해감각에 대한 반응의 차단 등이 

복합된 상태이며, 상기 앞 두가지는 최면제에 의하여, 세번

째 요소는 아편양제제에 의하여 조절된다.1) 두 약제의 병용 

투여 시 각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각각의 요구량이 감소되

는데 의식소실보다는 유해감각차단에 대한 상승효과가 더 

크다.2) 따라서 심한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에서 혈역학적 안

정성과 적절한 최면효과[bispectral index (BIS)로 측정], 빠른 

회복을 얻기 위하여 propofol과 아편양제제의 병용투여가 이

루어진다. 또한 적절한 혼합투여는 최소량과 최소의 부작용

으로 최고의 상승효과를 얻고,3) 빠른 마취회복과4) 최소의 

비용을 얻는 목적이 있다.

  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란 흡입마취

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맥마취제만을 사용하여 앞서 기술한 

마취의 세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마취방법을 말하며 흡입

마취제를 사용한 전신마취에 비해 마취의 심도의 조절이 

용이하고 고농도의 산소투여가 가능하고 심혈관계억제를 

최소화하며 흡입마취제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고 수술실의 

대기오염도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5)

  목표농도조절법(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은 효과처나 

혈장내의 원하는 이론적인 목표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환자의 상태 및 약제의 약역동학적 특징을 기

초하여 계산된 양을 지속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약물의 

용량과 주입속도는 약동학적 표준에 기초하여 약물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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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거에 따른 변화가 컴퓨터에 의해 계산되며, 원하는 혈

중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된다.6) 목표농도조절법을 전신

마취에 적용 시 일정한 효과를 위해 요구되는 약제의 목표

농도를 마취의가 정하고 자극에 따라 목표농도를 조절함으

로써 마취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정확하게 마취 

심도를 조절할 수 있고 수술 종료에 맞춰 적절한 각성을 

얻을 수 있다.7)

  자발적 뇌파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인 이분광계수(bis-

pectral index, BIS)는 마취와 진정깊이의 유용한 지표로 입

증되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마취깊이의 측정에 BIS가 이

용되어왔고, 많은 마취약물들의 혈중농도와 진정깊이 간에

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8) BIS는 뇌파의 

bispectral 분석에 의해 생성된 여러 가지 특성에서 유래된 

정제된 매개변수이다. 임상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마취제의 

효과 하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bispectral 분

석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판별식 분석을 

사용한 다변화측도와 결합한다. BIS는 0-100 사이의 수치

로 나타내고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으며 전신마취에 적

절한 BIS 수치는 40-60으로 알려져 있다.9)

  국내외적으로 전정맥마취시 propofol과 병용 투여되는 아

편양 제제로는 alfentanil10-12)과 fentanyl13)이 가장 많았고, su-

fentanil은 심혈관계 안정성이 우수하여 심장수술환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14,15) 

  Sufentanil은 alfentanil에 비해서 강도가 강하고 긴 시간 투

여 시 작용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위하여 

정맥투여를 할 경우에는 각성 및 자발호흡의 지연, 구역, 

구토, 두통 등의 부작용의 빈도가 alfentanil에 비하여 높

다.16) 이러한 특성으로 척추마취 시 척수내강으로 투여에 

적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17-19) 따라서 sufentail을 이용하

여 전정맥마취를 할 경우에는 alfentanil의 경우에 비해 투여

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목표농도조절법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투여시의 회복지연을 방지하기 위

하여 sufentanil을 0.05 ng/ml의 낮은 농도로 TCI을 이용하여 

투여하여, propofol의 단독 TCI시와 propofol의 투여량, 회복

시간, BIS, 기타 부작용 발생의 비교를 하여 propofol과 su-

fentanil TCI 병용 투여의 마취효과를 평가하 다.

대상 및 방법

  실험 대상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신마취로 수술이 

예정된 20-60세 사이의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급에 해당하는 성형외과, 비뇨기과 60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본 연구의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

았으며, 무작위로 30명씩 두 군으로 나누었는데, 대상 환자 

중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술이 시행된 30명의 환자는 대조군

으로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술이 시행된 30명의 환자

는 실험군으로 하 다. 대상 환자의 나이, 몸무게, 키, 수술

시간, 수술종류 등은 각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환자는 전처치로 수술 30분 전 0.05 mg/kg의 mida-

zolam을 근주 받았으며, 수술장 도착시부터 수술 종료시까

지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혈압, 맥박산소포화도(SpO2)와 

BIS 감시장치(A-2000 BIS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하여 BIS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 다.

  마취유도는 lidocaine 0.5 mg/kg를 정주한 후, 5 L/min의 

산소흡입상태에서 목표농도조절주입기(target-controlled infu-

sion pump, TCI pump, Orchestra Base Prime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2% propofol (Fresofol 2%TM, Fresenius Kabi, 

Austria)을 목표농도를 6μg/ml으로 설정하여 정주를 시작하

고, 이후 BIS가 40-60으로 유지되도록 0.5μg/ml씩 가감

하여 조절하 고 동시에 sufentanil군(30명)은 sufentanil의 목

표농도를 0.05 ng/ml로 설정하여 수술종료예상 30분 전까지 

투여하 고 대조군(30명)은 투여하지 않았다. 환자의 눈꺼풀 

반사가 소실되고 물음에 대답이 없으면 마스크를 이용해 

100% 산소로 폐환기를 하면서 rocuronium 1 mg/kg를 정맥

주입하여 근이완을 유도한 후 기관내삽관을 실시하 다. 2% 

propofol 투여시작부터 의식소실(구두명령에 무반응상태)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마취유도시간)을 측정하고, 마취 

중 50% 아산화질소와 50% 산소를 이용하여 폐환기를 하

다. 수술 중 호기 및 이산화탄소 분압이 33-38 mmHg가 

되도록 인공호흡을 실시하 고, 5분 간격으로 BIS와 TCI 

pump를 이용한 propofol 및 sufentanil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수술이 종료된 후 투여된 총 propofol, sufentanil 용량과 수

술시간을 기록하여 시간당 투여된 평균 용량을 계산하 다. 

마취회복시간(약물주입정지에서 환자가 구두명령에 따를 때 

까지)과 수술중과 회복실에서 발생된 부작용들을 기록하

다. 또한 수술중과 후에 혈압, 맥박수가 수술 전 수치의 ±

20% 범위를 넘는 경우를 고혈압, 저혈압, 빈맥, 서맥으로 

정의하고 기록하 다.

  수술이 종료된 후 propofol과 아산화질소를 중단하고 gly-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Group 1 (n = 30) Group 2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8.0 ± 11.6 35.5 ± 9.3

Weight (kg)  63.6 ± 9.4 61.2 ± 9.9

Height (cm) 164.1 ± 9.7 163.9 ± 10.5

Duration of anesthesia (min)  131.8 ± 52.9 134.3 ± 48.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o sufentanil infusion, Group 

2: sufentanil infusion (0.05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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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rolate 8μg/kg와 neostigmine 30μg/kg을 정주하여 근이완

을 가역시키고, 의식회복 후 발관하고 회복실로 이송하 다.

  통계적 검증은 SAS 8.12를 사용하 으며, 모든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 다. 각 군 간의 인구학(demogra-

phic)자료, propofol 투여량, 수술시간은 Student t-test, Chi- 

square test를 사용하 고, 두 군 간의 BIS 및 혈역학적 자료 

등의 비교는 반복측정 ANOVA를 이용하 다. P ＜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Fig. 2. The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are described during the 

operation. Data are expressed as mean. 

Group 1: no sufentanil infusion, 

Group 2: sufentanil infusion (0.05 

ng/ml). Group 1 and group 2 had no 

differences during the operation.

Table 2. Anesthesia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Group 1 (n = 30) Group 2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duction time (sec) 145.0 ± 55.2 113.4 ± 51.0*

Recovery time (min) 20.7 ± 7.2 14.6 ± 4.5*

Mean target plasma concentration
 4.7 ± 0.5  4.1 ± 0.8*

 of propofol (μg/ml)

Infusion rate of propofol
 161.7 ± 26.9  148.8 ± 25.2* 

 (μg/kg/min)

Rocuronium used (mg)  53.1 ± 20.1 61.0 ± 13.0

Bispectral index  41.8 (30-54) 32.0 (19-6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and median (range). Group 1: no sufenta-

nil infusion, Group 2: sufentanil infusion (0.05 ng/ml). *: P ＜ 0.05.

Fig. 1. The changes of mean target 

plasma concentration are described 

during the operation. Data are expre-

ssed as mean. Group 1: no sufentanil 

infusion, Group 2: sufentanil infu-

sion (0.05 ng/ml). *: Group 1 and 

group 2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uring the operation (P ＜ 0.05). 

Table 3. Incidences of Perioperative Side Effec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Group 1 (n = 30) Group 2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ypotension 0 0

 Tachycardia 1 1

 Bradycardia 0 0

 Hypertension 3 2

 Headache 0 0

 Nausea 0 1

 Vomiting 0 0

 Total 4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no sufentanil infusion, Group 2: sufentanil infusion (0.05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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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마취유도 및 마취회복 시간은 propofol만 사용한 1군에 비

하여 sufentanil이 투여된 2군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 으

며(P ＜ 0.05)(Table 2), 수술 중 유지된 propofol의 혈중농도

와 환자 kg당 분당 투여된 propofol 용량은 sufentanil 투여군

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P ＜ 0.05)(Table 2)(Fig. 1). 

수술 중 BIS는 각 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중 투여된 근이완제 용량도 각 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

었다(Table 2). 수술 중과 후에 발생된 부작용은 각 군간 의

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각 군간 시간에 따른 수축

기 혈압의 변화, 이완기 혈압의 변화, 심박수의 변화는 의

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Fig. 2-4).

고      찰

  적절한 전신마취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마

취약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적절한 마취

상태에서는 유해한 자극에 대하여 불완전 마취상태에서 발

생되는 환자의 불수의적 움직임이나 자율신경 반응이 없어

야 하고, 혈역동학적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다른 종류의 약제들을 병용하여 수술적 자극에 대

한 진통, 불안감소, 망각, 무의식, 체성운동의 억제, 심혈관 

및 호르몬 반응 억제효과를 얻는 것이 유용하다.1) 즉, 다양

한 마취효과를 가진 약물을 병용 투여함으로써 약물 상호

간의 상승작용을 얻을 수 있고, 각각 약제의 투여량 감소로 

부작용은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3) 

  전정맥마취는 마취의 필수요소인 무의식, 무통, 근이완을 

흡입마취제나 소기(N2O)의 사용 없이 완전히 정맥으로 주입

된 약제만으로 마취하는 방법으로서, 수술실 오염 등의 흡

입마취제가 갖는 여러 단점을 해결해 주며 각성 시 폐기능

에 향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5) 흡입마취

제의 경우 흡입된 마취제의 대부분이 폐를 통하여 제거되

나 전정맥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모든 마취제가 정맥로를 

통하여 주입되는데 이러한 정맥마취제들은 약제의 약동학, 

Fig. 3. The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are described during 

the operation. Data are expressed as 

mean. Group 1: no sufentanil infu-

sion, Group 2: sufentanil infusion 

(0.05 ng/ml). Group 1 and group 2 

had no differences during the op-

eration.

Fig. 4. The changes of heart rate are 

described during the operation. Data 

are expressed as mean. Group 1: no 

sufentanil infusion, Group 2: sufen-

tanil infusion (0.05 ng/ml). Group 1 

and group 2 had no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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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학적 특성에 따라 대사에 의해 체내에서 제거가 되므

로 마취의 심도 조절과 혈역학적 안정성 확보 및 빠른 각

성에 있어서 약물의 적절한 주입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

으로 전정맥마취에서는 반감기가 짧아 각성이 빠른 약물이 

선호된다. 전정맥마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 정맥마취제

인 propofol은 각성이 빠르고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이 적

은 장점이 있는 반면 진통효과가 없으므로 진통효과를 갖

는 아편양 제제를 병용 투여해야만 만족스러운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병용투여를 함으로써 각 약제의 사용량

이 감소되고, 마취유도나 마취 중의 부작용이 감소되며, 마

취회복도 빨라진다.3,4) 임상에서 주로 propofol과 병행투여하

는 약제인 alfentanil의 경우 빠른 회복을 가지므로 진통목적

으로 propofol과 병용투여 된다. 

  sufentanil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약성 제제인 mor-

phine에 비해 μ-수용체에 더 특이적인 촉진제로서 진통효

과가 약 400배 강하며20) 심근 수축력의 억제가 미미하고 히

스타민의 분비가 적어서 혈역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약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개심술 등의 수술시 에 주마취제로

서 사용되고 있다.21) 개심술에 있어서 TIVA를 시행할 때에

는 비교적 많은 용량이 사용되고 있으며22) 골격근의 긴장과 

각성지연,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수술 후 호흡억제 등의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sufentanil은 211의 높은 치료

지수(therapeutic ratio, LD50/ED50 ratio)를 갖고 있으며, 주마

취제로 사용되는 용량에 비해 작은 용량, 즉 sufentanil 0.5-

1.5μg/kg을 마취유도 전에 정주하여 마취유도 시에 혈역학

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23-25) 즉, sufen-

tanil은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alfentanil에 비해서 강

도가 강하고 긴 시간 투여 시 작용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

문에 병용투여 시의 빠른 마취각성을 위한 propofol과 su-

fentanil의 목표농도 및 주입속도의 조절은 많은 주의를 요

한다.16) 이와 같은 병용투여 시의 빠른 마취각성을 위한 

propofol과 아편양제제의 목표농도 및 주입속도는 선택된 아

편양제제의 종류와 주입시간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4) 약

제의 과량 투여는 수술 중 심혈관계의 불안정성, 각성의 지

연, 오심, 구토의 발생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요구량에 비해 소량의 약제가 투여될 경우에는 

부적절한 마취심도로 인해 고혈압, 빈맥이 생기거나 환자가 

수술 중 일어난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

므로 두 약제의 적절한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과 sufentanil을 이용하여 전정맥마취

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BIS로 마취심도를 전신마취에 알맞

게 유지하면서 실험하여 낮은 마취심도로 인한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 다. 

  propofol과 sufentanil의 병행투여에 있어서 각 약제의 적절

한 투여를 위해 해외에서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서 propofol과 sufentanil을 이용한 전정맥마취

를 목표농도조절법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sufentanil의 

목표농도 0.1, 0.2, 0.3 ng/ml에서, propofol의 목표농도 5.0, 

4.0, 2.5μg/ml로 BIS 40-60 정도의 마취상태가 이루어졌고 

propofol 소모량은 740, 668, 474 mg/h 다. 이때 sufentanil의 

목표농도가 0.3 ng/ml인 경우에는 심각한 자발호흡의 지연

이 나타났다.26)

  Slepchenko 등은27) 자발호흡이 가능한 sufentanil 혈중농도

가 0.13 ± 0.03 ng/ml라고 하 고, Brunner MD 등은28) su-

fentanil 혈중농도 0.145 ng/ml에서 fentanyl 혈중농도 1.67 

ng/ml에서처럼 isoflurane의 MAC을 50% 감소시킬 수 있으

며, sufentanil 혈중농도 0.5 ng/ml 이상에서는 최고효과(ceiling 

effect)를 보인다고 하 다. Hentgen 등은26) sufentanil과 pro-

pofol의 병용 TCI시 sufentanil의 목표농도는 0.1에서 0.3 ng/ml

로 변화시켜도 BIS나 수술절개이전의 propofol의 요구량에는 

차이가 없고, 혈역학적 변화나 수술 중 유해자극에 대한 pro-

pofol 소모량에만 향을 주고 조기회복을 지연시켰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ufentanil의 경우 지속시간이 긴 약제

에 속하여 앞서 기술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sufentanil을 

동시 투여한 군의 경우 sufentanil의 지속주입량을 0.05 ng/ml

의 저농도로 설정하여 투여하 고,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

여 마취유도 및 회복시간이 단축되었다. 

  propofol의 혈중농도는 대조군에서 4.7 ± 0.5μg/ml이었고, 

sufentanil의 병용투여 시 4.1 ± 0.8μg/ml로 sufentanil 병용

투여 시에 propofol의 혈중농도가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ufentanil의 용량에서는 sufentanil의 동

시투여로 propofol 요구량이 감소되었으나 마취심도를 나타

내는 BIS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이 전신마취에 적

절한 마취심도를 유지하 으며 수술 중 혈역동학적 지표와 

수술 후 부작용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수술을 시행하는 환

자를 대상으로 BIS 감시하에 TCI를 이용하여 propofol과 su-

fentanil을 병용투여하 다. 그 결과 propofol의 TCI시 소량 

sufentanil의 지속주입을 병용함으로써 sufentanil을 병행투여

하지 않고 propofol 만을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적절한 

마취심도를 유지하면서 부적절한 자율신경계 반응과 혈역

동학적 반응 없이 신속한 마취유도와 마취각성을 얻을 수 

있으며, sufentanil의 지속주입량이 0.05 ng/ml인 경우의 적절

한 propofol의 혈중농도는 4.1 ± 0.8μg/ml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TCI와 BIS를 이용하여 신속히 혈중농도

를 적정하여 사용하면 수술 중 안정된 활력 징후 유지와 

신속한 마취 도입과 각성, 그리고 약물 사용 용량의 감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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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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