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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린이환자에서도 외래 마취가 증가함에 따라 안면 마스

크 혹은 기관내 삽관의 대체 방법으로 성문상(supraglottic) 

기도 유지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성문상 기도 유지기

의 원활한 삽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구와 기침, 구역, 후

두경련 등의 상기도 반사의 소실이 요구된다.1) Propofol은 

thiopental sodium에 비해 기도 반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턱의 이완을 더 많이 유도하여 성문상 기도 유지기 삽입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2) 또한 수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

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후두 마스크나 후두 튜브와 함께 

사용하면 외래환자 마취에 적합하다.3) 

  후두 마스크는 공기로 팽창되는 테두리가 있는 타원형의 

마스크가 후두 입구를 덮어서 환기가 되는 반면, 후두 튜브

는 구인두와 식도입구에 저압력의 실리콘 기낭이 있어 봉

합(sealing)되며, 기낭과 기낭 사이에 있는 환기 출구로 환기

가 된다(Fig. 1). 후두 마스크와 후두 튜브는 비슷한 정도로 

환기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4,5) 후두마스크와 

후두 튜브의 적응증은 같으나 모양과 직접 닿는 상기도의 

부위가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농도주입 조절장치(target controlled 

infusion)를 이용하여 마취 전 처지와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간 유효 농도(EC50, 혈장과 효과처의 농도가 

평행이 되었을 때, 후두 마스크와 후두 튜브의 삽입 시 

50%의 환자가 삽입에 성공한 propofol의 예상 혈장 농도)를 

알아보고 후두 마스크와 후두 튜브의 구조 차이가 삽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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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for the supraglottic airway (predicted plasma concentration equilibrated 

with the effect site at which supraglottic airway insertion is successful in 50% of patients) of propofol in children was not know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C50 with a target-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to insert a classic laryngeal mask 

airway (LMA) and laryngeal tube (LT) in pediatric patients.

  Methods:  Pediatric patients scheduled for urologic, orthopedic, or plastic surgery lasting less than 2 hr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n a randomized, double blind manner.  After applying 

a standard cardiorespiratory monitor, anesthesia was carried out with a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using the stelpump program.  

The initial target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5μg/ml, and in accordance with Dixon's up-and-down, the propofol concentration 

for consecutive patients in each group was varied with increments or decrements of 0.2μg/ml based on the previous patient insertion 

result. 

  Results:  The EC50 of propofol required to insert a LMA and LT was 5.5 ± 0.2μg/ml and 5.6 ± 0.2μg/ml,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EC50 of propofol is similar for LMA and LT.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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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propofol의 농도에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 대한 임상윤리위원회 승인 후 수술 전날 환자

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군은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 2에 해당하고 두 시간 이내의 정형외과, 비뇨기과, 성형

외과 수술이 계획된 2-12세의 54명의 소아환자로, 수술 2

주 전부터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거나 흡인 위험성이 높은 

성문상 기도 유지기의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는 제외하

다. 또한 기관삽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자, 신경학적 이

상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자의 나이, 키, 몸무게, 수술시간, 수술 종류 등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대상 환자는 무작위로 후두마스크군과 후두 튜브군 두 

군으로 나누었다. 마취 전처치 없이 propofol 주입에 의한 

정주통과 서맥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장 입구에서 압박대

로 정맥로가 거치된 부위의 근위부를 묶은 후 1% lidocaine 

1 mg/kg와 atropine 0.02 mg/kg를 정맥 주사하 다. 수술 방

에서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 심박수 및 산소포화도 감시장

치를 부착하 다. 환자의 몸무게와 나이를 조정한 stelpump 

program (ver. 1.07)을 사용하여 propofol 목표 농도를 설정한 

후 syringe pump (Pilot Anesthetics 2, Fresenius vial, France)를 

통해 propofol을 정주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propofol의 

목표 농도는 예비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인 5.0μg/ml을 시

작 농도로 하 다.

  Propofol의 혈장과 효과처의 농도가 평행을 이룰 때까지 

모든 환자는 정상 일회호흡량으로 100% 산소를 공급하

다. 모든 삽입은 10회 이상의 삽입 경험이 있으며, propofol

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한 명의 마취과 의사에 의해 이루

어졌으며, 삽입 성공의 유무는 역시 propofol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한 명의 마취과 의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기도 

유지기 삽입 후 결과 판정은 개구에 저항이 없고(Muzi score 

＜ 2, Muzi mouth opening score: 1 = 완전히 이완됨, 2 = 경

미한 저항이 있음, 3 = 저항이 있으나 개구는 가능함, 4 = 

저항이 심하여 개구 불가능함,6) 기침, 구역이 없으며 1분 

내에 머리와 상하지의 유의한 움직임이 없는 경우를 적절

한 삽입으로 판정하 다. 기도 유지기 삽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우, 다음 환자의 propofol 목표 농도를 0.2μg/ml 

감량하 고 삽입이 실패한 경우에는 0.2μg/ml 증량하 다. 

실험은 삽입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교차하여 propofol의 농도

가 증량에서 감소로 전환된 경우가 7번 발생할 때까지 지

속하 다.

  삽입 방법은 후두 마스크와 후두 튜브 두 군에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 다. 기낭 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냄

새 맡는 자세(Sniffing position)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충분히 입을 벌린 후 손가락을 구강 내로 넣지 않고 기도 

유지기의 말단부를 입천장에 착하여 경구개를 따라 저항

Fig. 1. Laryngeal tube.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Insertion Resul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MA (n = 26) LT (n = 2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ender (M/F) 15/11 17/9

  Age (yr)  7.9 ± 2.8  8.2 ± 4.3

  Height (cm) 128.6 ± 18.6 125.2 ± 16.2

  Weight (kg)  32.7 ± 15.1  26.6 ± 10.6

  Plasma effect equilibration
   4.3 ± 0.2  4.4 ± 0.3
   time (min)

  Insertion time (min)  5.0 ± 0.2   8.1 ± 2.0*

  Operation time (min)  56.2 ± 20.8  63.2 ± 40.1

  Ventilation efficiency

    Good 11  8

    Fair  0  3

    Fail 15 15

  Tube position adjustment

    During operation  0  2

    During emergence  0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or mean ± SD. LMA: 

laryngeal mask airway, LT: laryngeal tube. *: P ＜ 0.05 compared to 

LM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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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껴질 때까지 삽입하 다. 후두마스크는 삽입 후 압력 

측정기를 통하여 기낭의 압력을 60-70 cmH2O로 조절하

고, 후두 튜브의 경우는 구인두의 기낭이 먼저 차오른 뒤 

식도 기낭이 차므로, 첫 번째 공기 주입 후 기낭압이 감소

하게 되어, 후두 튜브 위치 고정 후 기낭 압력이 60-70 

cmH2O가 되도록 두 번째 공기를 주입하 다. 적절한 위치

에 기도 유지기를 고정 후 일회 호흡량 10 ml/kg, 호흡수 

20회/분으로 기계 환기를 시작하 다. 환기의 효율성은 호

기 이산화 탄소 농도 곡선의 모양, 호기 일회 호흡량, 흉곽

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good, fair, fail로 나누어 평가하 다

(Good: 정상 호기말 이산화 탄소 곡선, 호기 일회 호흡량 

＞ 8 ml/kg, 양쪽의 동일한 흉곽의 움직임, Fair: 약간의 폐

쇄성 호기말 이산화 탄소 곡선, 호기 일회 호흡량 6-8 

ml/kg, 동일한 흉곽의 움직임, Fail: 심한 폐쇄성의 호기말 

이산화 탄소 곡선 모양, 호기 일회 호흡량 ＜ 6 ml/kg, 흉곽

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음4)). 수술 중 환기 양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 기도 유지기의 위치와 환자 두경부의 자세를 적

절하게 조정하 다. 수술 종료 후 기도 유지기 제거 시 기

낭에 혈액이 묻어있거나 회복실에서 환아가 인후통을 호소

하면 구인두의 손상으로 간주하 다. 

  기도 유지기 삽입을 위한 EC50은 Dixon's up-and-down 

method를 이용하여 구하 다.7) Dixon의 방법은 all or none 

반응에서 적은 개체수(전통적인 방법의 1/5)에도 EC50을 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체에 가해지는 자극 수준은 전 자

극의 반응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C50을 구하기 위해

서는 삽입 실패에서 성공으로 교차 할 경우 실패와 성공 

시 농도의 중간 값을 구한다. 이들 농도의 평균이 EC50이 

되며, 교차는 6-7번이 필요하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준편차로 표시하 고, SPSS 11.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군 간의 비교는 Student t-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

용하여 P 값이 0.05 미만이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판정하 다. 

결      과

  삽입 시간은 효율적인 환기를 위해서 기도 유기기의 깊

이, 환자 두경부 자세의 조정이 필요한 후두튜브 군에서 유

의하게 길었다(LMA = 5.0 ± 0.2 min, LT = 8.1 ± 2.0, P 

＜ 0.05). 수술 중이나 각성 중에 기도 유지기 위치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는 후두마스크군 환자에서는 없었고, 후두튜

브군 환자 3명에서 나타났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할 만한 상

기도 점막의 손상이나 후두 경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삽

입에 성공한 경우에서는 두 군 모두 턱은 충분히 이완되었

으며 기침이나 구역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Table 2). 후두 

튜브군의 경우 삽입 조건은 성공적이었으나 효과적인 환기

가 되지 않은 경우가 2건 있었으며 이는 조사 군에서 제외

하 다. 어린이 환자에서 근이완제의 사용 없이 후두 마스

Table 2. Response to Supraglottic Airway Inser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MA (n = 26) LT (n = 2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ccess (11) Failure (15) Success (11) Failure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Jaw mobility

  Fully relaxed 11  5 11  7

  Mild resistance  0  7  0  6

  Tight but open  0  3  0  2

  Closed  0  0  0  0

Cough/Gag

  None 11  0 11  0

  ＜ 2  0  6  0  4

  ＞ 3  0  9  0 11

Movement

  Major  0 15  0 15

  Minor  3  0  5  0

  No  8  0  6  0

Laryngospasm  0  0  0  0

Trauma during 
 0  0  0  0

 insertion

MAP ＞ 20%
 0  9  0  8

 increase

HR ＞ 20%
 0  9  0  7

 incre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LMA: laryngeal mask airway, LT: 

laryngeal tube. 

Fig. 2. Consecutive target propofol concentration in laryngeal mask 

airway group for EC50 determination. The arrow represents the mean 

propofol concentration when crossing from a failure to a success for 

insertion. The average of these concentrations is E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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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삽입에 필요한 propofol의 EC50은 5.5 ± 0.2μg/ml이고 

후두 튜브군은 5.6 ± 0.2μg/ml이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ig. 2, 3).

고      찰

  후두마스크와 후두튜브는 모양과 자극하는 부위가 다르

므로 후두 구조물과 직접 접촉하는 후두마스크 군에서 삽

입 시 더 높은 농도의 propofol 정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하 으나, 본 연구 결과 어린이 환자에서 기도 유지기 삽입

에 요구되는 EC50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삽입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삽입 시의 자극 강도가 두 군 

간에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군 모두 손가락을 직접 

상기도에 넣지 않았으며, 기구의 기낭에 외과용 윤활젤리를 

골고루 바른 후 말단부 1/3을 잡고 입천정에 착하여 경구

개를 따라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삽입하 다. Richebe 등은8) 

후두 마스크가 후두 튜브에 비해 삽입에 요구되는 propofol

의 농도가 높다고 보고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말단부위를 

잡고 삽입하는 후두 튜브에 비해 후두 마스크는 검지 손가

락으로 지지하여 삽입을 시행하 으므로 구인두 부위에 미

치는 자극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추정하 다. 한편 

Handa-Tsutsui와 Kodaka는9) classic 후두 마스크와 proseal 후

두마스크 삽입을 위해 요구되는 propofol의 EC50을 비교한 

연구에서 classic에 비해 proseal의 경우 삽입에 필요한 요구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 으며, 그 이유는 proseal 후

두 마스크가 보다 더 유연하여 삽입 시 유도 탐침이 필요

한 데 따른 삽입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둘째, 후두 마스크의 경우 삽입 직후에 상기도 자극 증상

을 보인 반면에 후두 튜브의 경우 삽입 시 움직임이 없었

으나 두번째 공기 주입 시 움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두번째 공기 주입으로 구인두 기낭이 구인두를 자극하여 

상기도 자극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도 삽입 시 

자극은 후두 구조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후두 튜브가 자

극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공기 주입으로 인한 구인

두의 자극이 propofol의 요구량을 증가시켜 두 군 간에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비해, 기도 

유지기 삽입을 위한 propofol의 혈중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Kodaka 등은10) classic 후두 마스크 삽입을 위한 propofol의 

EC50가 3.2 ± 0.34μg/ml, Casati 등은
11) 4.3 ± 0.8μg/ml 이

라고 보고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5.5 ± 0.2μg/ml이었다. 

어린이의 경우 중심 혈액량(central blood volume)과 단위몸

무게당 심박출량이 커서 propofol의 혈중 농도가 낮아져, 단

위 몸무게당 용량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2) 어린이에서 단위 몸무게당 용량뿐 아니라 propofol

의 농도가 어른 보다 더 높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며, 마

취 유지를 위한 propofol의 혈중 농도도 어린이에서 더 높다

는 보고가 있다.13) 

  Marsh 등은 1-12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 구획 

모델을 사용하여 약동학 모델을 고안하 는데 평균 예상 

오차(mean prediction error)는 0.9%로 보고하 다.14) 본 연구

에서도 March model과 동일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propofol

의 목표 효과처 농도를 설정하여 주입하 으므로 직접 혈

중 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혈중농도와 잘 일치

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두 튜브의 경우 삽입 시 효과적인 환기를 위한 튜브의 

깊이 및 두경부 위치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후두마스크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고 또한 수술 중 환자의 자세가 

변하거나, 각성 중 마취가 얕아 짐에 따라 환자가 움직일 

경우, 갑작스런 환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3건 발생하

으므로 숙련된 임상경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마취 전 처치를 하지 않은 소아환자에서 근

이완제의 사용 없이 기도 유지기 삽입을 위한 propofol의 

EC50은 후두 마스크 5.5 ± 0.2μg/ml, 후두 튜브 5.6 ± 0.2

μg/ml로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삽입 시 요구되

는 시간은 후두 튜브 군에서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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