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7; 52: 521∼5
□임상연구□

Korean J Anesthesiol Vol. 52, No. 5, May, 2007

서 론

기관 내 삽관은 흔히 급격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와

이로 인한 부정맥, 심근 허혈 및 경색 등 유해한 혈류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1)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리도카인, 아편 유사제 등 여러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아편 유사제가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다.
2)
하

지만 일반적으로 아편 유사제는 용량과 효과의 비례적 관

계로 인한 혈류학적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시 예기치 않은 연장된 인공호흡기 치료와 늦은

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3)

Remifentanil은 μ-수용체에 선택적인 강력한 아편 유사제

이다. Remifentanil은 빠른 발현 시간과 짧은 작용시간을 가

지며 비특이적으로 혈액 및 조직 내의 esterase에 의해 가수

분해되고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약 3분 정도이다. 그러므로

기관 내 삽관 시 빠르고 충분한 교감 신경계 차단을 함으

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다.
4)

Propofol 주입 시 기관내 삽관에 따른 심혈관 반응을 억제하는 성별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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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racheal intubation induces clinically adverse hemodynamic changes. Various pharmacological strategies for

controlling these reponses have been suggested with opioids being widely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in blunting the cardiovascular responses to tracheal intubation according to gender.

Methods: Eighty ASA physical status I or II patients, aged 20－40 years undergoing elective surgery, were classified into

a male group (n = 40) and a female group (n = 40). Anesthesia was induced using a propofol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Marsh model). A propofol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4μg/ml was chosen. Rocuronium 0.6 mg/kg was administered after

the patients lost consciousness. Remifentanil TCI (Minto model) was started 1 min after the propofol injection. Initially, an effect-site

concentration of 3 ng/ml was chosen. The next concentration was chosen using the up-and-down method reported by Dixon.

The non-invasive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recorded before induction (baseline), after the remifentanil injec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as well as 1 and, 3 minutes after intubation.

Results: Probit analysis revealed a remifentanil effect-site EC50 and EC95 in the male group to be 1.94 ng/ml (95% CI, 1.60－

2.27 ng/ml ), 3.07 ng/ml (95% CI, 2.65－4.06 ng/ml), respectively. The EC50 and EC95 in the female group were 1.69 ng/ml

(95% CI, 1.35－2.01 ng/ml), 2.81 ng/ml (95% CI, 2.39－3.81 ng/ml),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blunting the cardiovascular responses to tracheal intubation during

propofol TCI anesthesia was between 2 and 3 ng/ml.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521∼5)

Key Words: gender differences, propofol, remifentanil,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tracheal intubation, up-and-down method by Dixon.

논문접수일：2007년 1월 16일

책임저자：유병훈,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139-707

Tel: 02-950-1173, Fax: 02-950-1323

E-mail: twowind@sanggyepaik.ac.kr

본 논문은 2006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521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2권 제 5호 2007

이에 저자들은 젊은 한국인에 있어 propofol 목표효과처농

도 주입으로 마취유도 후 기도 내 삽관 시 심혈 관계에 적

절한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를 산출하고 남녀 간의 농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본원 병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시행되었

으며, 환자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 다.

전신마취를 받는 2시간 이내의 정규 수술이 예정된 20세

에서 40세까지의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 등급 분류 1, 2 급

에 속하는 남녀 각각 40명씩을 대상으로 하 다. 체질량 지

수(body mass index, BMI)가 30을 초과하거나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Mallampati 혹은 Cormack-Lehane 등

급이 3－4이거나 과거력상 심혈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제외하 다(Table 1).

환자는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mg을 근

주로 전처치하 으며, 수술실 도착 후 비침습적 혈압, 심전

도, 맥박 산소 포화도 감시를 거치하고 10－20분 정도에 걸

쳐 Ringer's lactate solution 8 ml/kg을 주입하 다. 모든 환자

에게 propofol 주입 직전에 혈관통의 감소를 위하여 2% lido-

caine 30 mg을 정주하 고 의식 소실 후 근 이완제는 roc-

uronium 0.6 mg/kg을 사용하 다. 혈역학적 지표는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 심

박수(heart rate, HR)로 하 고 마취 유도 전, remifentanil 투

여 시, 기관 내 삽관 직후, 삽관 후 1분과 3분에 각각 측정

하 다.

Propofol 20 mg/ml, remifentanil 20 ng/ml를 목표 농도 조절

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시스템 (Base Primea Or-

chestra
Ⓡ
, Fresenius Vial, France)에 장착한 후 population phar-

macokinetic 모델은 각각 Marsh, Minto 모델로 선택하 으며

목표 농도 조절 주입 mode는 둘 다 효과처 목표농도(effect-

site target concentration) 조절로 설정하 다. 모든 대상에게

propofol 효과처 목표농도를 4μg/ml을 설정하 고 주입 시

작부터 안검반사 소실 혹은 구두 명령에 반응을 보이지 않

을 때까지 시간을 의식 소실 시간(loss of consciousness time,

LOC time)으로 측정하 다. Propofol 주입 시작 후 5분이 경

과하여도 의식이 소실되지 않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

외시켰다. Remifentanil은 의식 소실 유무에 상관 없이 pro-

pofol 주입 1분 후에 주입을 시작하 으며 만약 1분 안에

의식 소실이 있더라도 근 이완제는 remifentanil 주입과 함께

정주하 다. 남녀 각 그룹의 첫 대상에서의 remifentanil 효

과처 농도는 3 ng/ml로 시작하 으며 이후의 농도 결정은

Dixon's up-and-down method를
5)
사용하 다. 마취유도 전 측

정한 수축기 혈압과 평균 동맥압을 기준치로 정하여 기관

내 삽관 직후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나 혹은 평균 동맥압

값이 기준치보다 20%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는 다음 환자에

게 remifentanil의 농도를 0.5 ng/ml 감소시켰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농도를 0.5 ng/ml 증가시켰다. 모든 환자의 기관 내

삽관은 2년 이상 정규 마취과 수련을 받은 의사 한 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기관 내 삽관을 위해 안면에서 마스크

를 분리한 이후부터 삽관 후 튜브와 마취기를 연결할 때까

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삽관시간(intubation time)이라 정하

다. 환자의 평균 동맥압이 50 mmHg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

ephedrine 5 mg, 심박수가 분당 50회 이하 시 atropine 0.5

mg을 정주하기로 하 다.

두 군 간 연령, 키, 몸무게, 체 질량 지수, 의식 소실 시

간, 삽관 시간의 비교를 위하여 Student's t-test를 시행하

다. 기관 내 삽관 시 환자의 50%, 95%에서 수축기 혈압과

평균 동맥압의 변화를 20%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remi-

fentanil 효과처 농도를 뜻하는 50% 유효 농도(EC50)와 95%

유효 농도(EC95) 산출은 probit 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

며, 성별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행성 검증(parallelism test)

을 실시하 다. 통계 처리는 SAS PC (version 9.13)을 사용

하 고, 결과의 P값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 다.

결 과

남녀 두 군 간의 키,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의식 소실 시간은 남녀 각각

100.6 ± 63.4 초, 73.1 ± 62.6 초 고 삽관 시간은 13.0 ±

2.1 초, 13.8 ± 2.1 초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구 중 atropine과 ephedrine을 투여한 경우는 없었으며

목표 효과처 농도 4μg/ml로 propofol을 투여한 후 5분이 경

과하여도 의식이 소실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환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Men (n = 40) Women (n = 40)

Age (yr) 28.9 ± 6.1 31.1 ± 5.8

Height (cm)* 169.6 ± 4.0 156.6 ± 4.9

Weight (cm)* 70.2 ± 9.3 54.5 ± 6.9

BMI (kg/m
2
)* 23.2 ± 2.7 21.2 ± 3.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P ＜

0.05 men vs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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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었다. 남녀 두 군의 Dixon's up-

and-down method를 통한 remifentanil의 용량은 Fig. 1에서와

같다. Propofol TCI 효과처 농도 4μg/ml로 마취 유도 시 기

관 내 삽관에 안정적인 혈류학적 변화를 하게 하는 remifen-

tanil TCI 효과처 농도의 probit 분석 결과 남녀 각각 EC50은

1.94 ng/ml (95% confidence interval [CI], 1.60－2.27 ng/ml),

1.69 ng/ml (95% CI, 1.35－2.01 ng/ml)이었으며 EC95는 3.07

ng/ml (95% CI, 2.65－4.06 ng/ml), 2.81 ng/ml (95% CI, 2.39－

3.81 ng/ml)이었다(Fig. 2). 두 군 간의 평행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0.05 이하에서 두 군에 대해 적합된 모형이

평행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고 찰

Propofol을 이용한 정맥마취 시 진통 효과를 위하여 여러

약제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remifentanil은 약효

발현 시간이 빠르고 지속적 주입에도 축적 작용이 없으며 짧

은 상황 민감성 반감기로 인하여 빠르게 각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마취 보조제로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6)

흡입 마취제에는 외과적 자극에 심혈관계 반응을 예방하는

흡입 마취제의 최소폐포농도(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를

결정하거나 효과를 평가하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propofol과

remifentanil은 혈중 농도를 측정하기 힘들고 몸무게에 따른

일시 주입이 급격한 저혈압이나 서맥 같은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정맥 마취제의 지속적 주입이 요구

되면서 약동학 모델을 이용한 TCI를 사용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7)
대표적인 약동학 모델

은 propofol의 경우 Marsh 등에
8)
의해, remifentanil은 Minto

등에
9)
의해서 보고되었다. 게다가 Alvis 등은

10)
TCI 장치가

수동 지속 주입 장치(manual technique)보다 더 안정적인 혈

류학적 상태를 제공한다 하 으며 TCI를 이용한 propofol로

심장 수술 증례를 보고하 다. Wakeling 등에
11)
의하면 목

표 혈장 농도(target plasma concentration)보다 효과처목표농

도의 적용이 혈중 농도와 약 효과 사이의 이력현상을 최소

화하여 효과처의 안정적인 농도에 빨리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하 다.

기관 내 삽관 시에 안정적인 혈류학적 변화를 하게 하는

remifentanil의 농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McA-

Fig. 2. Dose-response curves by probit analysis in men (A) and women (B) groups.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EC50 and EC95

shown in the circles are 1.94 ng/ml (95% CI, 1.60－2.27 ng/ml), 3.07 ng/ml (95% CI, 2.65－4.06 ng/ml) in men group (A), 1.69 ng/ml (95%

CI, 1.35－2.01 ng/ml), 2.81 ng/ml (95% CI, 2.39－3.81 ng/ml) in women group (B), respectively, by using probit analysis for acceptable intubation.

Fig. 1. The consecutive patients in men and women groups and their

corresponding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The firs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in both groups is 3 ng/ml. The

next concentration is chosen with Dixon's up-and-dow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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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ney 등은
12)

thiopental과 remifentanil의 일회 정주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remifentanil 1μg/kg 용량이 기관 삽관에 대

한 혈류학적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하 으며, Woods 등은
13)

propofol 2 mg/kg와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remifentanil을

이용한 기관 내 삽관 시 동맥압과 심박수를 감소시키기 위

해 lidocaine과 1μg/kg의 remifentanil 혹은 lidocaine 없이 2

μg/kg의 remifentanil이 필요하다고 하 다. Leone 등은
14)

pro-

pofol TCI 3.5μg/ml로 마취를 유도한 후 기관 삽관, 커프 팽

창, 기관 흡인 같은 처치를 하는 동안 기침을 방지하기 위

한 remifentanil의 적절한 목표 혈중 농도에 대한 연구에서 5

ng/ml의 목표 혈중 농도에서는 약 30%의 환자가 기침 반사

가 유발되었으며 10 ng/ml 환자에서는 그 결과가 향상되었

다고 하 다. 본 연구와 같이 propofol TCI 4μg/ml로 마취

유도 시 BIS를 이용하여 40－60 정도를 유지하면서 후두경

조작과 기관 삽관 시 심박수와 평균 동맥압 등 혈류학적 변

화를 둔화시키는 remifentanil의 적정 효과처 목표농도에 대한

연구에서 Guignard 등은
15)

4 ng/ml을, Albertin 등은
5)

5 ng/ml

을 추천하 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첫 농도를 여러

다른 논문보다 낮게 시작한 이유는 본 연구를 하기 전 4

ng/ml로 기관 내 삽관을 하는 동안 마취유도 과정에서 많은

환자에서 저혈압과 서맥이 나타났기 때문에 3 ng/ml 로 시

작하 다.

마취유도 시 propofol 4μg/ml 농도는 여러 연구에서 90%

의 환자에서 적절한 의식 소실을 유발한다고 한다.
16,17)

본

연구에서도 모든 환자에게 마취 유도를 propofol 4μg/ml로

한 결과 남자 44명 중 4명과 여자 43명 중 3명이 5분이 지

나도 의식이 소실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빈도가 약 10% 정도로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아편 유사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μ-수용체인 mor-

phine, fentanyl, alfentanil, remifentanil과 κ-수용체인 pentazocin,

nalbupine, butorphanol에 대해서만 확인되어 왔다.
18)

Morphine의 수술 후 통증 조절 요구량에 대한 여자 915

명, 남자 918명의 4개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여자와 비슷한

통증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40% 더 많은 morphine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19-22)

하지만 morphine 농도를 측정하

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차이에 대한 기전은 규명할 수 없다

하 다. 최근 실험 연구에서
23)

20명의 건강한 남녀에게 mor-

phine을 0.1 mg/kg 일회 정주 후 1시간 동안 0.03 mg/kg/h 지

속 정주한 후 측정한 morphine과 그 대사산물을 합계한 혈

청 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Alfentanil의 경우 비록 한 연구에서 젊은 여성의 청소율

이 젊은 남성보다 약 45% 더 높다고 보고하 으나,
24)
여러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청소율은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

며 나이와 연관하여 고령의 여자에서만 주로 감소한다고

하 다.
25-27)

이 연구들에서와 같이 현재 alfentanil은 성별에

는 차이가 없으며 나이와 연관해 추천 용량만 주어지고 있

어 약력학에 대한 더 명확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Minto 등은
9)

remifentanil의 약동학과 약력학의 성별차

향에 대해 건강한 여자 27명, 남자 38명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 간의 약동학적 변수와 EEG 변수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 다. 아직까지 remifentanil의 성별 차에 따른 연구가 국

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에서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ml를

이용하여 마취유도 후 기관 내 삽관 시 혈류학적 변화를 완

화하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남자에서 3.07 ng/ml,

여자에서 2.81 ng/ml 으며, 성별 간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상을 한국인 20세에서 40

세로 제한하 기 때문에 remifentanil의 요구량에 있어서 성

별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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