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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Effect-site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by Schnider Model: Comparison of Gender and Age

Ja Yoon Tae, M.D.*, Hee Jung Biak, M.D., Youn Jin Kim, M.D., and Jong Hak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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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We investigated effect-site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of propofol for loss of consciousness and 

effect-site concentration at each anesthetic stage and awakening time to compare the differences by gender or age of patients 

using Schnider model.

  Methods:  Total 91 patients were allocated into 4 groups: male patients aged 18-34 year (Group 1), male patients aged 35-55 

years (Group 2), female patients aged 18-34 years (Group 3) and female patients aged 35-55 years (Group 4). The effect-site 

EC50 for loss of consciousness was calculated and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at each anesthetic stage and the 

awakening time of each group were recorded. 

  Results:  The effect-site EC50 of propofol for loss of consciousness was 4.53 ± 0.30μg/ml, 4.60 ± 0.25μg/ml, 4.13 ± 0.39μg/ 

ml and 4.47 ± 0.65μg/ml in group 1, 2, 3, and 4, respectively.  The effect-site concentrations in male patients aged 18-34 

yea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female patients.  The awakening time of female patients aged 35-55 years was 

shorter than that of male patients.

  Conclus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effect-site EC50 for the loss of consciousness of propofol with target 

effect-site controlled infusion by Schnider model among the groups.  However the effect-site concentrations and the awakening 

time of propofol by Schnider model showed differences in patients' gender and age.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27～34)


Key Words:  effect-site concentration,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propofol, remifentanil, Schnid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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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propofol의 목표농도조 주입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TCI 장

치를 이용하여 장농도 는 효과처농도를 목표로 설정하여 

주입할 수 있어 장  효과처약물농도의 조 이 용이하여 

마취심도를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 장농도를 목

표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 약물의 효과와 계있는 효과처

농도가 장농도와 평형을 이루는 데까지 시간의 지연이 일

어난다.1) 그러나 효과처농도를 목표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장과 효과처농도가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여 더 빠른 의식소

실을 이룰 수 있어2) 임상에 용되고 있다.

  Propofol에 한 약동학  모델에 한 연구들을 보면, 

Schuttler와 Ihmsen은3) 3구획 모델이 가장 합하며, 이에 연

령과 체 을 변수로 포함시키면 약동학  기능이 향상되어 

더 정확하게 목표농도조 을 할 수 있다고 하 다. Coetzee 

등은4) Marsh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propofol의  농도

의 편 상이 고 정확도가 높아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Marsh 모델은5) 변수로 체 만 입력하여 각 구획 

상수들을 계산하지만 Schnider 모델은 연령, 체 , 신장  마

른체 (lean body mass)과 같은 약동학  상수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용하여 약동학  모델의 작 오차

(performance error)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6)

  Propofol의 성별에 따른 약동학  약력학  차이에 한 

여러 연구들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작은 분포용 과 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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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1 (n = 20) Group 2 (n = 21) Group 3 (n = 22) Group 4 (n = 28)


Age (yr) 26.3 ± 4.5 43.6 ± 5.9* 28.4 ± 5.6 43.4 ± 5.5*

Weight (kg) 70.6 ± 9.0 70.9 ± 9.2 53.0 ± 7.3† 57.2 ± 8.3†

Height (cm) 174.7 ± 4.8 167.5 ± 6.9 158.6 ± 6.0† 157.2 ± 7.1†

BMI 23.2 ± 2.8 25.3 ± 2.6 21.2 ± 2.5† 22.8 ± 2.7†


Values are mean ± SD. Group 1: male aged 18-34 years, Group 2: male aged 35-55 years, Group 3: female aged 18－34 years, Group 4: 

female aged 35-55 years.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or 3 within the same sex groups,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or 

2 within the same age groups.

소율로 인해 지속 정주 시 기  최고농도는 높지만 최

종 농도는 낮아서, 각성시간이 더 짧았다는 보고들이
7-10) 

있는 반면, 의식소실에 한 성별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11)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연령별로 의식소실에 한 간

유효농도(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가 나이가 증가

할수록 낮아서, propofol의 최면효과는 은 사람에 비해 나

이 많은 사람이 더 민감하다고 한다.12) 재까지 propofol 투

여 시 의식소실을 일으키는 장  효과처농도에 한 많은 

연구들은 장농도를 목표농도로 하여 조 주입하거나 Marsh 

모델을 이용하 으나,13-15) 남녀 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신장, 

체   마른체 과 나이를 변수로 포함한 Schnider 모델을 

이용하여 목표효과처농도조 주입(효과처- TCI)을 시행하면

서 성별  연령별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Schnider 모델을 이용한 propofol의 효과처- 

TCI 시 성별  연령별로 의식소실의 EC50을 알아보고 비

교하고자 하 다. 한, 효과처-TCI를 이용한 remifentanil 병

용 투여 하에, 이 분 지수(bispectral index, BIS)를 지표로 

활력징후를 히 유지할 때 기 내삽  후, 수술 시작 

후, 수술 , 수술 종료  각성 시 효과처농도의 변화와 

각성시간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 다.

상  방법

  신마취하에 2시간 이내의 정형외과, 부인과  일반외과 

수술이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1 는 2에 해당하는 

18-55세 환자 91명을 상으로 연구목 과 방법에 해 설

명한 후 환자의 서면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 경도의 고

압을 제외한 심 계 질환, 추신경계질환, 간질환  신

장질환이 있는 환자들과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가 30

을 과하는 환자들은 본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상 환

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1군은 18-34세의 청년 남자, 2군

은 35-55세의 년 남자, 3군은 18-34세의 청년 여자, 4군

은 35-55세의 년 여자로 분류하 다. 각 군의 인구학 자

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같은 연령 에서 여자가 남자

에 비해 체 , 신장  신체질량지수가 모두 작았다.

  모든 환자는 마취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을 마취

유도 30분 내지 1 시간 에 근주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

착하면 심 도 표 유도 II, 비침습  자동 압계, 맥박산소

측정기  BIS (A-2000 BISTM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USA)센서를 부착하고 회복 시 신경근 차단 정도를 평가하기 

해 acceleromyography인 TOF-WatchⓇ (Organon, Baxtel, Hol-

land)를 사용하 다. 2% propofol (Fresofol 2%TM, Fresenius 

Kabi, Austria) 50 ml와 remifentanil 25μg/ml 40 ml를 Base 

Primea infusion system (Fresenius Vial) 2 channel에 장착하여 

환자의 나이, 성별, 체 , 신장을 입력한 후, 약동학  모델을 

Schnider 모델로 선택하여 약물주입이 시작되도록 하 다. 마

취 유도 시 propofol 투약에 의한 통증을 완화하기 해 2% 

리도 인 2 ml를 먼  정주한 후, 각 군의 첫 환자는 propofol

의 효과처목표농도를 4.0μg/ml로 설정하 으며, 효과처목표

농도에 도달하면 2분까지 유지하 다. 이 기간 동안 의식 소

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 으며, 의식소실의 기 으로는 

을 떠보라는 구두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안검반사 소실이 일

어나는 것으로 하 다. 의식소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효과처목표농도를 0.4μg/ml씩 증량하 고, 의

식소실이 일어날 때의 활력징후, BIS와 효과처농도를 기록하

다. 이때 처음 설정한 효과처목표농도에서 의식소실이 일

어났을 경우, 다음 환자의 효과처목표농도는 0.4μg/ml를 내

려 설정하고 의식소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다음 환자에

서 효과처목표농도를 0.4μg/ml를 올려 주입하는 방법으로 

Dixon의 up-and-down method를 이용하 다.16) 각 군에서 의식

소실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다음 환자에서 의식소실이 일어난 

경우가 6차례 이상 나오면, 각 지 에서 두 효과처농도의 

간값을 구한 후 이들의 평균을 EC50으로 하 다.

  모든 환자에서 삽  , 삽  직후, 삽  1, 2, 3분 후, 피부

개 후, 수술 시작 30분 후, 수술 종료 시, 의식회복 시  

기 내  발  시의 효과처농도, 평균동맥압, 심장박동수  

BIS를 기록하 다. 환자의 의식소실 후, remifentanil의 효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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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ite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for loss of con-

sciousness in Group 1. Each patient's 

data are represented by a circle. Closed 

and open symbols indicate success and 

failure of loss of consciousness, respec-

tively. The crosses correspond to the 

midpoints of six independent pairs of 

patients involving a failure-to-success 

crossover. EC50 is obtained by calcu-

lating the average of the mid-points 

involving a crossover. The effect-site 

EC50 is 4.53 ± 0.30μg/ml.

Fig. 2. Effect-site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for loss of con-

sciousness in Group 2. Each pa-

tient's data are represented by a 

circle. Closed and open symbols in-

dicate success and failure of loss of 

consciousness, respectively. The cros-

ses correspond to the midpoints of 

six independent pairs of patients 

involving a failure-to-success cros-

sover. EC50 is obtained by calcu-

lating the average of the mid-points 

involving a crossover. The effect- 

site EC50 is 4.60 ± 0.25μg/ml.

농도 3 ng/ml를 목표로 효과처-TCI를 하고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하여 근이완을 시키고 BIS가 60 이하로 떨어지

면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O2와 N2O를 각각 2 

L/min으로 투여하면서 평균동맥압과 심장박동수가 마취유도 

의 20% 이내, BIS가 40-60으로 유지되도록 remifentanil과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조 하 고, TOF-WatchⓇ에 하여 

rocuronium을 간헐 으로 정주하 다. 수술 종료 10분 에 

remifentanil의 지속주입을 단한 다음, 근이완제 효과를 역

시키기 해 pyridostigmine 10 mg과 glycopyrrolate 0.4 mg을 

투여하고 근이완제의 잔류효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기 해 

train-of-four (TOF) ratio가 75% 이상 회복되면, propofol의 지

속 주입을 단하고, 을 떠보라는 구두명령에 반응하는 의

식회복 시의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 propofol의 효과처농

도  propofol 투여 단부터 의식회복 시까지 걸린 시간을 

각각 기록하 다.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SPSS (version 13.0, SPSS Inc., USA)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의식소실 시 propofol 효과처농도의 EC50의 군 간 비교

에는 Kruskal-Wallis test를, 그 외 다른 모든 변수들의 군 간 

비교에는 one-way ANOVA test 후 사후검정은 Tukey's mul-

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 으며, 군 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비교에는 Repeated measure of ANOVA를 이용하여 P 값

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결      과

  각 군의 의식소실 시 propofol 효과처농도의 EC50은 1군에

서 4.53 ± 0.30μg/ml (Fig. 1), 2군에서 4.60 ± 0.25μg/ml 

(Fig. 2), 3군에서 4.13 ± 0.39μg/ml (Fig. 3), 그리고 4군에서 

4.47 ± 0.65μg/ml (Fig. 4)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비교해보면, 의식소실 시, 삽  과 

삽  직후  1, 2, 3분 후에 propofol의 효과처농도는 1군이 3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그러나 피부 개 

후, 수술 시작 후 30분, 수술 종료  각성 시 propofol 효과처

농도는 네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네 군 모두에서 

효과처농도는 삽  1-3분 후부터 수술시작 후 30분까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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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Effect-site Concentration (μg/ml) of Propofol


Group 1 (n = 20) Group 2 (n = 21) Group 3 (n = 22) Group 4 (n = 28)


Loss of consciousness 4.90 ± 0.63* 4.68 ± 0.49 4.27 ± 0.66 4.52 ± 0.60

Before intubation 4.97 ± 0.59* 4.45 ± 0.74 4.15 ± 0.69 4.52 ± 0.64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4.94 ± 0.59* 4.37 ± 0.85 4.02 ± 0.79 4.52 ± 0.63

1 min after intubation 4.77 ± 0.50* 4.32 ± 1.03 3.82 ± 0.85
†‡

4.42 ± 0.61
‡

2 min after intubation 4.61 ± 0.45* 4.07 ± 0.87
‡

3.65 ± 0.86
†‡

4.18 ± 0.71
†‡

3 min after intubation 4.30 ± 0.63*
‡

3.65 ± 0.88
†‡

3.42 ± 0.84
†‡

3.94 ± 0.85
†‡

Before skin incision 2.91 ± 0.44
†‡

2.65 ± 0.78
†‡

2.82 ± 0.74
†‡

2.61 ± 0.50
†‡

After skin incision 2.97 ± 0.46
†

2.67 ± 0.42
†

2.79 ± 0.64
†

2.79 ± 0.46
†‡

30 min after operation 2.79 ± 0.60
†

2.56 ± 0.37
†

2.72 ± 0.55
†

2.76 ± 0.57
†

End of operation 2.37 ± 0.57
†‡

1.97 ± 0.55
†‡

2.17± 0.54
†‡

2.09 ± 0.69
†‡

Eye opening 1.35 ± 0.30
†‡

1.12 ± 0.52
†‡

1.16 ± 0.41
†‡

1.23 ± 0.42
†‡

After extubation 1.25 ± 0.25
†‡

0.92 ± 0.35
†‡

0.97 ± 0.37
†‡

1.05 ± 0.33
†‡


Values are mean ± SD. Group 1: male aged 18-34 years, Group 2: male aged 35-55 years, Group 3: female aged 18-34 years, Group 4: 

female aged 35-55 years. *: P ＜ 0.05 compared with group 3, 
†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at loss of consciousness, 
‡

: P ＜ 0.05 

compared with the previous values.

Fig. 3. Effect-site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for loss of con-

sciousness in Group 3. Each pa-

tient's data are represented by a 

circle. Closed and open symbols in-

dicate success and failure of loss of 

consciousness, respectively. The cros-

ses correspond to the midpoints of 

six independent pairs of patients 

involving a failure-to-success cros-

sover. EC50 is obtained by calcu-

lating the average of the mid-points 

involving a crossover. The effect- 

site EC50 is 4.13 ± 0.39μg/ml.

Fig. 4. Effect-site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for loss of con-

sciousness in Group 4. Each pa-

tient's data are represented by a 

circle. Closed and open symbols 

indicate success and failure of loss 

of consciousness, respectively. The 

crosses correspond to the midpoints 

of six independent pairs of patients 

involving a failure-to-success cros-

sover. EC50 is obtained by calcu-

lating the average of the mid-points 

involving a crossover. The effect- 

site EC50 is 4.47 ± 0.65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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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cent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AP).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Data are mean ± SD. 

Pre-I: before induction,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Immediate, AI: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1, 2, 3 min AI: 1, 2, 3 min after intubation, BSI: before 

skin incision, ASI: after skin incision, 30 min, OP: 30 min after the 

start of operation, End OP: end of operation, Eye opening: eye opening 

to verbal command, Aex: immediately after extubation. Group 1: male 

aged 18-34 years, Group 2: male aged 35-55 years, Group 3: 

female aged 18-34 years, Group 4: female aged 35-55 years.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of Pre-I,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Fig. 5. Changes in bispectral index (BI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Data are mean ± SD. Pre-I: before 

induction,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

mediately before intubation, Immediate, AI: immediately after in-

tubation, 1, 2, 3 min AI: 1, 2, 3 min after intubation, BSI: before skin 

incision, ASI: after skin incision, 30 min, OP: 30 min after the start 

of operation, End OP: end of operation, Eye opening: eye opening to 

verbal command, Aex: immediately after extubation. Group 1: male 

aged 18-34 years, Group 2: male aged 35-55 years, Group 3: 

female aged 18-34 years, Group 4: female aged 35-55 years.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of Pre-I, 
†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계 으로 유의하게 차 으로 감소하 다(P ＜ 0.05)(Table 2). 

의식소실 시 BIS는 네 군 모두에서 52.7 ± 11.0-59.9 ± 17.1

로 마취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 ＜ 0.05),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Fig. 5). 기 내삽  부터 수술종료 시까지 

BIS는 네 군 모두에서 40-60 사이로 잘 유지되었다(Fig. 5). 

평균동맥압은 네 군 모두에서 마취 에 비해 기 내삽  

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가 삽  직후에 삽  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하 으며, 삽  2분 후부터 피부 개 직후까지 삽

 직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 ＜ 0.05)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Fig. 6). 심장박동수는 네 군 모두에서 삽  직

후에 마취 과 삽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고(P ＜ 

0.05), 삽  1분 후부터 차 감소하여 수술시작 부터 수술

종료까지 87.4 ± 15.3-106.9 ± 20.6% 사이로 유지되었으며 

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7). 한 각성 시까지 걸

린 시간은 35-55세 년 여자(6.1 ± 3.1분)에서 35-55세 

년 남자(9.3 ± 6.1분)보다 유의하게 짧았으며(P ＜ 0.05), 

수술 종료  각성 시 propofol의 효과처농도와 remifentanil의 

잔류 효과처농도는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회

복실에서 환자가 완 히 각성된 후 마취유도  수술과 련

된 사실을 기억한 환자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결과 propofol의 효과처-TCI 시 의식소실의 EC50은 

성별,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효과처농도는 마취유

도  기 내삽  3분 후까지 1군이 3군보다 높았고, 각성시

간은 4군이 2군보다 짧아서 성별 차이가 있었다.

  재까지 소개된 propofol의 약동학 모델은 다양하나, 약동

학 모델의 작 오차를 비교한 연구에서 3 구획 모델을 용

한3) Marsh 모델이4) 합하다고 하며, 이는 임상에서 사용되

고 있는 여러 TCI 장치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Marsh 모델

은5) 각 약동학  상수의 변수로 체 만 이용하는 데 반해, 

Schnider 모델은 연령, 체 , 신장, 마른 체 과 같은 여러 인

자들을 이용하여 약동학 모델의 작 오차를 23%에서 17.38%

로 감소시켜6) 실제 농도의 측에 더 합하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Schnider 모델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Base Primea infusion system (Fresenius Vial)은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propofol의 약동학 모델인 Marsh 모델과 

Schnider 모델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한마취과학회지：제 53 권 제 1 호 2007                                                                                            

32

Table 3. Various Parameters Related Awakening in Propofol Target Effect-site Controlled Infusion


Group 1 (n = 20) Group 2 (n = 21) Group 3 (n = 22) Group 4 (n = 28)


Duration of surgery (min) 91.6 ± 51.9 71.4 ± 36.7 99.1 ± 59.1 76.2 ± 41.7

Duration of anesthesia (min) 126.2 ± 55.3 111.1 ± 44.8 129.3 ± 56.9 108.3 ± 42.1

Awakening time (min) 6.5 ± 2.6 9.3 ± 6.1
 

7.3 ± 3.6 6.1 ± 3.1*

Ce of remifentanil (ng/ml)

 End of operation 0.7 ± 0.1 1.0 ± 0.8 1.4 ± 1.2 0.8 ± 0.7

 Eye opening 0.4 ± 0.1 0.5 ± 0.3 0.5 ± 0.4 0.3 ± 0.2

Values are mean ± SD. Group 1: male aged 18-34 years, Group 2: male aged 35-55 years, Group 3: female aged 18-34 years, Group 

4: female aged 35-55 years. Ce: effect-site concentration.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Fig. 7. Percent changes in heart rate (H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Data are mean ± SD. Pre-I: before 

induction, LOC: loss of consciousness and eyelash reflex, BI: im-

mediately before intubation, Immediate AI: immediately after in-

tubation, 1, 2, 3 min AI: 1, 2, 3 min after intubation, BSI: before skin 

incision, ASI: after skin incision, 30 min OP: 30 min after the start 

of operation, End OP: end of operation, Eye opening: eye opening to 

verbal command, Aex: immediately after extubation. Group 1: male 

aged 18-34 years, Group 2: male aged 35-55 years, Group 3: female 

aged 18-34 years, Group 4: female aged 35-55 years.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of Pre-I, 
†

: P ＜ 0.05 compared with 

previous values.

  많은 약력학  연구들에서 propofol의 의식소실에 한 

EC50은 의식소실을 정의하는 기 , propofol의 투여방법이나 

사용된 약동학 모델, 연구 상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양

하게 보고되었다. Smith 등은17) 목표 장농도조 주입( 장- 

TCI)하에 20-55세 남녀 환자에서 의식소실에 한 EC50은 3.3

μg/ml라고 보고하 으며, Vuyk 등은18) 컴퓨터에 의한 장

-TCI를 하여 20-49세 여자 환자에서 안검반사소실  의식소

실 시 EC50은 각각 2.07  3.4μg/ml라 하 다. Milne 등은14) 

19-64세 남녀 환자에서, Irwin 등은
15) 19-59세 남녀 환자에서 

장-TCI를 하 는데 기 목표농도를 1.5μg/ml로 시작하여 

0.5μg/ml씩 30  는 2분마다 증가시켜 가는 방법으로 구한 

의식소실의 EC50은 각각 2.8μg/ml와 2.66μg/ml라고 하 다. Kil 

등은19) Marsh 모델을 이용한 장-TCI 하에 15-55세 한국인에

서 마취 투약으로 midazolam 0.07 mg/kg을 근주한 환자들을 

상으로 구한 EC50은 3.87μg/ml로 마취 투약을 하지 않은 

의 결과들 보다 오히려 높게 보고하 고, Kazama 등은20) 

EC50을 4.4μg/ml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Schnider 모델을 이용하여 효과처-TCI

를 시행한 Iannuzzi 등의21) 연구에서는 마취 투약을 하지 

않은 18-64세 남녀 환자에서 구두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효

과처의 EC50과 BIS는 각각 2.2μg/ml, 81.4 고, 의식소실 시

는 4.14μg/ml, 59.7로 보고하 으며 성별 간의 BIS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18-55세의 환

자의 EC50의 체 평균값이 4.43μg/ml, BIS 체 평균값이 

56.2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비슷한 결과라 여겨진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 환자는 은 환자에 비해 propofol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심구획용 이 감소하여 propofol에 민감

하게 반응하므로 목표농도나 투여용량을 여 주어야 한다고 

한다.3,12,13,22) Schnider 등은12) propofol의 약력학 연구에서 25

세, 50세, 75세 환자의 EC50은 각각 2.35, 1.8  1.25μg/ml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propofol에 한 민감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노인 환자에서 propofol에 한 민감도의 증가는 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8-34세와 35-55세로 나 어 

연령별 차이를 보고자 하 다. 그러나 Schnider 등의12) 결과와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3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은 환자에 

비해 EC50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로

는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Schnider 등의
12) 결과는 나이의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델로 의해 수학 으

로 계산하여 측된 것으로, 실제 임상 으로 효과처- TCI를 

하여 Dixon의 up-and-down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본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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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해서는 여러 

연구방법을 용한 더 많은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Gan 등과8) Glass 등은9) 동일한 BIS를 유지하거나, 의식소

실 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양이나 농도의 propofol이 필

요하다고 하 으나, Kodaka 등은11) 의식소실 시 BIS는 남녀 

차이는 없었으나 오히려 남자에서 EC50이 여자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연령군에서 EC50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자

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의식소실 시부터 삽  후 3분까지 평

균 효과처농도는 18-34세의 청년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 체 , 신

장, 마른 체 이 변수로 포함된 Schnider 모델을 사용하 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로 Marsh 모델

의 남녀 간 차이를 보고한 Hoymork와 Raeder의10) 연구결과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propofol의 실제 측정농도가 측농도

보다 남자에서 40%, 여자에서 2% 높게 측정되었다고 하면서, 

Marsh 모델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합하다고 하 다. 그

러므로 사용한 약동학 모델의 측치가 실제 측정치와 오차

를 보이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한 개개인 간의 약

동학  약력학  차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실제 농

도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Marsh 모델과 비교 

시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Propofol 마취 후 각성시간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Ward 등과7) Gan 등은8) 여자가 남자보다 유

의하게 빨리 각성한다고 하 으며, Hoymork와 Raeder는10) 18

-60세 남녀를 상으로 BIS를 40-60으로 유지되도록 

propofol의 목표 농도를 조 하 을 때 여자(5.6분)가 남자

(8.2분) 보다 빨리 각성하 다고 하 다. 35세 이하의 청년층

과 35세 이상의 년층의 환자로 연령군을 나 어 연구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35세 이상의 환자에서 여자(6.1 ± 3.1분)가 

남자(9.3 ± 6.1분)보다 각성시간이 빨라 앞에서 기술한 여러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나, 은 환자의 경우에는 남

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한 본 연구에서 각성시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시

간과 수술시간은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술 

종료 시와 각성 시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도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들 요인에 의한 각성시간에 

한 차이는 배제할 수 있었다. Hoymork와 Raeder는10) propofol 

마취 후 여자에서 남자보다 각성이 빠른 것은 propofol의 

장농도가 여자에서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 게 여자

에서 더 빠른 장농도의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로, 여자가 남

자보다 propofol의 사율이 빠르거나, 장에서 조직으로 분

포가 더 빠르게 일어나거나, 약물주입 단 후 포화된 말 조

직으로부터 액으로의 재분포가 더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 다.

  Propofol의 효과처는 장이 아닌 신경계로 장 내 농도에 

도달한 후 효과처인 뇌에서 약물 농도가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물효과는 지연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효과처인 뇌

에서 약물의 농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뇌에서 마취제나 진

정제의 최면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인 BIS 수치로 비교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연구에서 각성 시 BIS값은 남성과 여성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11,12) 본 연구에서도 약물

의 효과와 직 인 계가 있는 효과처농도와 BIS는 수술 

시작 직 부터 기 내  발  후까지 네 군 간에 차이가 없

었다.

  본 연구에서 의식소실 시 효과처농도를 측정한 후에는 기

내삽   수술 자극에 한 진통효과를 해 보조제로 

remifentanil을 사용하 는데, remifentanil의 병용투여로 네 군

의 의식소실 시 효과처농도보다 기 내삽  직후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차 으로 propofol의 목표효과처농도를 낮게 유

지하 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Schnider 모델을 이용한 propofol의 효과처-TCI 

시 의식소실의 EC50은 성별,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의식소실 시와 remifentanil의 효과처-TCI 병용투여하에 삽  

, 삽  직후, 삽  후 1, 2, 3분에 propofol의 효과처농도는 

18-34세 청년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ropofol 마취 후 각성시간은 35-55세 년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한 propofol-remifentanil의 효과처- 

TCI를 이용한 마취유지 시 BIS, 평균동맥압, 심장박동수는 성

별,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효과처농

도는 수술종료와 의식회복 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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