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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uronium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시 전처치로 동시 투여된 Lidocaine과 
Ephedrine이 기관내 삽관 조건과 근 이완 발현 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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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mbined Ephedrine and Lidocaine Pretreatment on Tracheal Intubation Condition and 
Maximum Neuromuscular Block after Rocuronium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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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Rocuronium is a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used for trying rapid-sequence intubation due to its relatively 

rapid onset of action and low side effects.  Methods to further reduce the onset time of a muscle relaxant include increasing 

the dose of muscle relaxant, pretreatment for potentiating neuromuscular block of the muscle relaxants or increasing the cardiac 

output and muscle blood f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treatment effect of combined lidocaine and 

ephedrine, as a pretreatment, on the onset time and intubation conditions of rocuronium-induced neuromuscular block in adults.

  Methods:  Sixty ASA physical stati 1 and 2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four groups.  Normal saline 10 ml was 

administered to Group NS prior to induction, lidocaine (1.5 mg/kg) to Group L, ephedrine (70μg/kg) to Group E, and combined 

lidocaine (1.5 mg/kg) and ephedrine (70μg/kg) to Group LE. Anesthesia was induced  with propofol (2.0 mg/kg) and rocuronium 

(0.6 mg/kg). Intubation was performed 45 second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and the intubation conditions then 

evaluated.  The change in the mean arterial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checked and compared during the peri-induction periods.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hemodynamics between the four groups.  The intubation conditions were graded 

as good to excellent in 33.3, 53.3, 66.7 and 93.3% of patients in NS, L, E and LE groups, respectively.  The intubation conditions 

in group LE wer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ose in group NS (P ＜ 0.05).

  Conclusions:  The above results demonstrated that pretreatment with a combination of ephedrine and lidocaine, following 

rocuronium, improves the tracheal intubation condi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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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상 인 근 이완제로서의 조건에서 요한 것 의 하

나는 근 이완의 빠른 발  시간이다.1) 특히  빠른 연속마취

유도(rapid-sequence induction)가 시행될 때 근 이완의 빠른 

발  시간이 필요하다. 빠른 연속마취유도에서 주로 사용되

는 근 이완제는 succinylcholine  rocuronium 등이 있으며 

그  succinylcholine은 근 이완 발 이 빠르고 기 내 삽  

조건이 우수하나 근육통, 청 칼륨의 상승, 안압과 뇌압 

  내압의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단 이 있다.2) 이를 체할 수 있는 근 이

완제 의 하나는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인 rocuronium으로 

작용 시간 발 이 빠르고, 간 정도의 작용 시간  활성 

사물이 없어 안 하다고 알려져 있다. Rocuronium 0.6 

mg/kg (2 × ED95)을 정주 60－90  후의 기 내 삽  조건

은 succinylcholine 1 mg/kg 정주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고되

고 있으나,3) 근 이완 발  시간은 succinylcholine보다 

히 느리다고 보고되었다.4) 한 ED95의 3배 용량이나 1  

mg/kg 이상의 고용량의 투여는 succinylcholine 1 mg/kg 정주 

후 근 이완 발  시간과 유사하나 작용 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다.2,3) 따라서, rocuronium의 최소용량으로 기 내 



 한마취과학회지：제 53 권 제 3 호 2007                                                                                            

326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NS Group L Group E Group LE 

(n = 15) (n = 15) (n = 15) (n = 15)

Gender (M/F)  7/8   8/7   8/7  7/8

Age (yr)  38.3 ± 10.5   37.9 ± 11.5  37.8 ± 9.7  42.3 ± 9.4

Height (cm) 163.0 ± 10.1 166.9 ± 9.4 164.7 ± 9.5 163.9 ± 8.0

Weight (kg)  64.3 ± 12.5   64.2 ± 14.3   66.5 ± 12.5  68.3 ± 9.0

Values are mean ± SD except gender. Group NS: normal saline 10 ml,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E: ephedrine 70μg/kg, Group 

LE: lidocaine 1.5 mg/kg mixed with ephedrine 70μg/kg.

삽  조건을 개선시키고 근 이완 발  시간을 단축하게 하

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4-6)

  국소 마취제이면서 항부정맥제인 lidocaine은 신경근 합

부 에 근 이완제 신경근 차단효과를 증가시키고 기침 자

극신경과 인후두 기도 자극을 억제하여 기 내 삽  조건

과 근 이완 발 효과를 진한다고 알려져 있다.6-8)

  한 ephedrine은 간   직 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하

는 약제이며 동맥  수축보다는 정맥  수축제로서 

부하(preload), 심박출량도 증가하여 결과 으로 액 순환량

이 증가하여 근육 류를 통해 근 이완제가 신경근 합부

에 빨리 달되어 근 이완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

다.4,9,10)

  이런 연구들에서 부분의 결과는 기 내 삽  조건 등

은 개선되고, 작용 발  시간은 단축되었으나 succinylcho-

line만큼 단축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7) 한 최근에는 

작용 발  시간과 기 내 삽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 내 삽  조건이 무지내 근(adductor pollicis)으로 

측정한 작용 발  시간과 상 계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1,4,8,9,11)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과 ephedrine의 병용 처치가 ro-

curonium의 ED95의 2배 용량을 사용한 기 내 삽  조건보

다 개선시키는 가를 조사하고 한 처치로 인한 역학

 변동  부작용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 다.

상  방법

  2006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정 수술을 해 신마

취가 계획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녀 환자 60명을 상으로 하

다. 간, 신장, 신경근 질환이나 심폐질환이 있는 환자, 정

상체 의 20%을 과하는 환자, 근 이완제와 상호 작용이 

있는 약제를 사용한 환자나 ephedrine이나 lidocaine에 이상반

응을 일으키는 환자, 기도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환

자, 고 압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구두 설명과 함께 

환자에게 실험에 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보 하 다.

  모든 환자는 처치로 atropine 0.5 mg  nalbuphine 5 

mg을 수술실 도착 30분 에 근주하 다. 수술실에서 환자

는 환자감시기(Dash 3000 W/IBP, GE MARQ, USA)를 이용

하여 심 도 표 유도 II, 자동 압기와 맥박 산소 측정기

(OXIMAX, Nellcor, USA)를 부착하여 심박수, 압, 산소 포

화도를 측정하 다. 근 이완 정도는 신경 자극기(TOF-Watch, 

Organon teknika, Netherlands)를 비침습  압계의 기낭의 

팽창이나 정맥 내 수액 주입을 하지 않은 팔 쪽 손목의 척

골 신경 주행 부 에 표면 극을 부착시키고 자극 감지기

는 엄지손가락의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팔과 나머지 손가

락은 단단한  에 고정하 다. 극  자극(supramaximal 

stimulation)으로 척골 신경을 자극하여 무지내 근의 수축반

응을 감시하 으며, 자극방법은 train-of-four(TOF, 2 Hz, 0.2 

msec)를 이용하 고 TOF자극은 15 마다 반복하 다. TOF 

ratio가 각각 75%, 50%, 25%, 0%가 되는 시 을 기록하

다. 작용 발  시간의 측정은 15  간격의 TOF에 한 무

지내 근의 반응을 찰하여 TOF의 T1의 연축높이(twitch 

height)가 0이 되는 시 을 무지내 근의 근 이완 발  시간

으로 기록하 다. 

  이  맹검법(double blind study)으로 처치 혼합물을 기

내 삽 을 할 시행자가 알지 못하게 한 후 식염수 10 ml

를 정주한 군을 NS군(n = 15), ephedrine (70μg/kg) 포함 생

리식염수 10 ml를 정주한 군을 E군(n = 15), lidocaine (1.5  

mg/kg) 포함 식염수 10 ml를 정주한 군을 L군(n = 15), ephe-

drine (70μg/kg)과 lidocaine (1.5 mg/kg)을 혼합한 생리식염수 

10 ml를 정주한 군을 LE군(n = 15)으로 하여 정주 후 1분

뒤에 각각 압을 찰하 다. 마취 유도시 propofol 2 

mg/kg 정주 후 의식소실을 확인하고 100% 산소로 안면마스

크를 이용하여 용수환기를 하 다. 신경자극기의 보정을 통

해 기 을 확인하고 TOF를 시행하 으며, 그 이후 모든 

군에서 rocuronium (0.6 kg/mg)을 정주하 다.

  상 환자들의 성별, 연령, 체 , 신장에 있어서 각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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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graph shows the change of heart rate during induction 

and endotracheal intubation in each group. Group NS: normal saline 

10 ml,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E: ephedrine 70μg/kg, 

Group LE: lidocaine 1.5 mg/kg + ephedrine 70μg/kg. T1: heart rate 

before pretreatment, T2: heart rate after pretreatment 1 min, T3: heart 

rate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propofol, T4: heart rate at intubation, 

T5: heart rate at 3 minutes after intubation, T6: heart rate at 5 minutes 

after intubation, T7: heart rate at 10 minutes after intubation, T8: heart 

rate at 20 minutes after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before 

tracheal intubation by repeated measure ANOVA.

Fig. 2. This graph shows the change of mean arterial bood pressure 

during induction and endotracheal intubation in each group. Group NS: 

normal saline 10 ml,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E: 

ephedrine 70μg/kg, Group LE: lidocaine 1.5 mg/kg + ephedrine 70 

μg/kg. T1: mean artery pressure before pretreatment, T2: mean artery 

pressure after pretreatment 1 min, T3: mean artery pressure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propofol, T4: mean artery pressure at 

intubation, T5: mean artery pressure at 3 minutes after intubation, T6: 

mean artery pressure at 5 minutes after intubation, T7: mean artery 

pressure at 10 minutes after intubation, T8: mean artery pressure at 20 

minutes after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before tracheal 

intubation by repeated measure ANOVA.

  네군 모두 propofol은 10  이내에 투여하 고, 근 이완제

는 5  이내에 투여하 고, 투여 후 TOF를 기록하 으며, 

45 가 되면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기 내 삽  시행

과 평가는 마취통증의학과 문의가 하 으며 후두경 삽입

으로부터 30  이내에 기 내 삽 이 이루어진 경우를 성

공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하 다. Kopman 등이12) 시

행한 수를 응용하여 우수(excellent), 양호(good), 불량(poor), 

실패(failed)로 분류하 다. 

  압  분당 심박수는 처치 투여 (T1)과 처치 투

여 후(T2), propofol 투여 후(T3), 기 내 삽  실시 직후(T4), 

3분(T5), 5분(T6), 10분(T7), 20분(T8)에서 측정하 으며, 마

취유지는 기 내 삽  직후부터 삽  후 20분까지 sevoflurane 

2.0 vol%, N2O 2 L/min, O2 2 L/min으로 하 다.

  처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압상승에 

한 부작용, 안면홍조, 흉부에 피부 발 , 심 도이상 등을 

확인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3.0을 이용하 으며 연령, 신장, 체 , 

근 이완 작용 발  시간, 각 TOF ratio별 시간, 기 내 삽  

후의 압과 심박수의 세 군 간의 비교는 ANOVA 분석

을 시행하 고, 군내의 시간에 따른 압, 심박수 변화는 

repeated measure ANOVA with post hoc treatment (Bonferroni)

로 처리하 다.

  기 내 삽  조건은 Fisher's exact test, 성별의 평가는 

Chi-square test로 처리하여 의미있는 경우 두 군으로 조합한 

후 각 조합을 앞의 분석법을 시행하 으며, 모든 경우 P ＜ 

0.05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기 내 삽  후의 평균 동맥 압은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각 군 간에 맥박수, 수축기 압, 확장기

압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든 군에서 삽  직후의 평균 동맥 압, 심박수가 처

치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 ＜ 0.05),  L군, E군, 그

리고 LE군에서 심박수가 삽  3분 후가 처치 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 으며(P ＜ 0.05), 삽  후 5, 10, 20분 후에

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2).

  처치 후에 안면홍조, 흉부에 피부 발 , 심 도이상 

등은 네 군 모두 찰 되지 않았다.

  기 내 삽  조건은 LE군이 NS군, L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우수하 다(P ＜ 0.05)(Table 2).

  TOF ratio가 75%, 50%, 25%, 0%일 때 측정한 시간은 각 

군 간에 통계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Fig. 3). 

  TOF ratio가 50%일 때 각 군 간에 측정한 시간은 NS군에

서 56.0 ± 21.2 , L군에서 53.0 ± 13.1 , E군에서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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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s graph shows the times at TOF ratio 75%, 50%, 25%, 0%, 

and onset time during induction and endotracheal intubation in each 

group. Group NS: normal saline 10 ml,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E: ephedrine 70μg/kg, Group LE: lidocaine 1.5 mg/kg + 

ephedrine 70μg/kg. Onset time is TOF twitch height 0.

Table 2. Intubation Conditions

Group NS Group L Group E   Group LE*
†

(n = 15) (n = 15) (n = 15) (n = 15)

Clinically Excellent 0 0 0 3 (20%)

 acceptable Good  5 (33.3%) 8 (53.3%) 10 (66.7%)  11 (73.3%)

Clinically Poor 10 (66.7%) 7 (46.7%)  5 (33.3%) 1 (6.7%)

 not acceptable Failed 0 0 0 0

Excellent, good, poor, failed are intubation conditions. The values are number (%), Group NS: normal saline 10 ml,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E: ephedrine 70μg/kg, Group LE: lidocaine 1.5 mg/kg mixed with ephedrine 70μg/kg. *: P ＜ 0.05 compared with Group NS by Fisher's 

exact test,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L by Fisher's exact test.

19.5 , LE군에서 43.5 ± 19.5 로 LE군이 NS군보다 평균 

12.5 가량 단축되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3).

  근 이완제의 무지내 근의 근 이완 작용 발  시간은 NS

군에서 110.0 ± 56.6 , L군에서 106.0 ± 66.0 , E군에서 

109.3 ± 65.9 , LE군에서 105.0 ± 43.9 로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3). 

고      찰

  안 하고 편한 기 내 삽 의 요건으로 마취의 심도, 근 

이완제의 발 특성, 근 이완제 용량의 증가, 근 이완제의 

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처치 등이 독립 인 인자

로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한 인자들에 한 개선

을 해 여러 가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 인 인자 에 처치에 한 연구를 계획하 다. 

  처치로 사용된 lidocaine은 국소마취제이며 단독 투여 

시 근 이완효과는 없으나 탈분극성,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

의 효과를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고,13) 기도자극을 억제하

고 술 후 인후통  기침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6) 기

내 삽  에 1－1.5 mg/kg을 정주하면 약 90  후에 최

 효과가 나타나 후두반사를 억제하는데 이와 함께 기침

반사, 압상승, 빈맥, 뇌압상승, 그리고 안압상승을 일 

수 있다.14) 근 이완이나 기도자극에 한 억제의 작용기

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lidocaine의 내인성 국소마취역가

와는 상 없이 특정한 3차원  분자구조와 련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15) 한 기도억제에 한 자극은 침해

 자극으로 인한 기침자극이나 염증자극을 유발시키는 신

경펩티드(neuropeptide)를 분비하게 하는 기도의 감각신경 

C-fiber에 한 억제  직 으로 추 신경을 억제 한다

는 보고도 있다.16) Takekawa 등은6) 술  투여한 lidocaine 

(1.5 mg/kg)이 술 후 24시간까지 기침반사와 인후통에 한 

억제가 이루어 졌다고 하 고 이런 기도자극에 한 억제

는 추신경  C-fiber에 한 억제로 상당기간동안 지속된

다고 보고하 다. Yorukoglu 등은11) lidocaine (1.5 mg/kg)과 

rocuronium (ED95 × 2)을 투여시에 기 내 삽  조건이 60

에서 succinylcholine 1 mg/kg과 동등하고 오히려 역학

으로 안정 이었다는 보고를 하 다. Lee 등은17) lidocaine 1.5 

mg/kg을 투여하여 vecuronium 0.1 mg/kg의 작용 발  시간

을 단축시켰다고 하 으며 약 28%의 강화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 다.

   다른 처치로 사용된 ephedrine은 작용 발 은 1분 이

내로 신속하고 지속시간이 10－15분으로 짧은 특성이 있으

며, 간 으로는 신경말단에서 norepinephrine을 분비하고 

직 으로 알 , 베타아드 날린수용체에 작용하여 특히 

알 -1 아드 날린수용체를 통해 동맥 보다는 말  수

축을 강화시키고, 따라서 부하가 증가하므로 정맥환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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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결국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 상 으로 약한 베

타아드 날린수용체의 작용은 정맥환류의 증가와 동시에 

심박동수를 증가 시킨다.18) Szmuk 등은19) ephedrine과 esmolol

을 각각 처치로 투여한 후 rocuronium을 이용한 기 내 

삽  시 ephedrine을 사용한 군에서 심박출량의 의미 있는 

증가와 함께 작용 발  시간이 의미 있게 단축되었다는 보

고를 하 다. 반면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는 esmolol을 사용한 

군은 의미 있게 연장되었다. 한 Tan 등은20) ephedrine 70

μg/kg의 처치로 propofol 2 mg/kg, rocuronium 0.6 mg/kg을 

사용한 기 내 삽 시 1분에 시행한 기 내 삽  조건이 

의미 있게 좋아졌다고 보고 하 다. 

  상기 실험에서 독립 인 인자를 고려하여 마취시에 근 

이완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  역가

가 낮으면서 발  시간이 빠르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rocuronium을 사용하 다.

  Rocuronium은 아미노스테로이드 계열의 간 정도의 작

용 시간을 갖는 근 이완제로 vecuronium과 유사한 약리 작

용을 가지지만 역가가 vecuronium의 약 1/7－1/8 정도로 낮

아 수회의 순환시간 내에 신경근 합부의 많은 수용체를 

유할 수 있어 빠른 작용 발 이 가능하여 빠른 연속마취

유도시 succinylcholine에 한 체 가능성에 하여 심이 

집 되어 왔고 이미 사용하고 있다.8) Rocuronium 0.6 mg/kg 

(2 × ED95)을 투여하면 60  후의 기 내 삽  상태가 

succinylcholine 1 mg/kg 정주후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나,2,8) 근 이완의 발  시간은 succinylcholine보다 

히 느리다는 보고가 있다.2)

  본 연구는 다른 연구에서 진행된 1분 시 에서의 기 내 

삽 보다 빠르게 45  이내에 ED95 2배 이하의 용량을 유지

하면서 기 내 삽 을 시행하여 술한 독립 인 요인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계획하 다.4,6-10) 45 로 정한 이유는 많

은 보고에서 처치로 계획된 lidocaine이나 ephedrine의 단

독 투여 시에 1분 내외에서만 기 내 삽  조건의 의미 있

는 향상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1,2,8,10,12)

  Rocuronium의 ED95의 2배의 용량으로 사용 후 45 에 기

내 삽 을 시행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병용 투여가 L군

과 조군에 비해 기 내 삽  조건이 통계학 으로 유의

하게 개선되었다(Table 2).

  1분 내외에서 시행한 단독 투여군의 기 내 삽  조건의 

향상의 보고는 있지만,2,8,10,12) 45 까지 단축한 결과에서 시

행한 보고는 ephedrine을 처치로 하여 rocuronium을 시동

용량(priming dose)으로 사용한 보고만 있으며,1) 본 연구에서 

45 에 시행한 기 내 삽  조건에 해 조군과 lidocaine, 

ephedrine 단독 투여한 군에서는 통계학 인 유의 이 없었

다. 다만 병용 투여한 군만 조군과 L군에 비해 기 내 삽

 조건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45 에 시행한 조군은 

불량이 15  10 (66.7%)인데 반해 병용 투여한 군은 15

 1 (6.7%)로 기 내 삽 의 조건은 매우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기 내 삽 의 조건  우수와 양호, 

불량으로 나  경우 우수와 양호는 임상 으로 기 내 삽

에 합한 경우로서 NS군은 33.3%만이 합하 으나, LE

군은 93.3%에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따라서 

본 연구의 lidocaine과 ephedrine의 병용 투여는 기존의 단독 

투여시 보다 시간을 단축시킨 조건에서는 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기 내 삽  조건을 개선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약물의 독립 인 특성이 서로간의 상가 작용

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 서로의 상가 작용을 고려하 지만 처치 약제

인 lidocaine의 특성  압반응을 때때로 완화시킬 수도 

있어 ephedrine의 향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

다. 그러나 Kovac는21) lidocaine 정주가 기 내 삽 에 의한 

압 반응은 때때로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심박수에 한 

반응은 완화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아편유사제가 마취심도

를 깊게 하여 교감신경 방출(sympathetic outflow)을 감소시

키므로 역학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역학 으로 압을 상승시키지 

않는 ephedrine 최소용량을 고려하여 70μg/kg을 정하 음에

도 실제 실험결과에서 lidocaine이 같이 병용 투여한 군은 

삽  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체 군에서 압

이나 맥박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 무지내 근의 근 이완 발  시간 측정결과를 보면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이와 같

이 차이 이 없는 이유로는 무지내 근을 이용한 측정방법

은 빠른 신속마취유도하 근 이완 발  시간의 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는 이다. Kopman 등은12) rocuronium 0.5 

mg/kg를  후 75  후에 만족할 만한 기 내 삽  조건을 

얻었으나, 마취유도의 첫 5분간에 근 이완제의 용량반응

(dose-response) 계에 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언 하

고 방법 으로 무지내 근이 기 내 삽 시에 정확한 근

육지표가 될 수 없다는 을 들었다. Meistelman 등은22) rocu-

ronium을 이용한 후두내 근과 무지내 근의 근 이완 효과

에 한 보고에서 0.25 mg/kg, 0.5 mg/kg를 투여하 을 때 

무지내 근보다 후두내 근에서 작용 발  시간과 회복시간

이 더 빠르다고 하 다. 반면에 Cantineau 등은23) rocuronium

의 근 이완 효과에 한 보고에서 투여량(ED25 － ED95)에 

따른 횡격막과 무지내 근의 작용 발  시간과 회복 시간

에서 무지내 근이 횡격막보다 작용 발  시간과 회복 시

간이 빠르다고 보고하 고, rocuronium 0.5－0.6 mg/kg을 사

용하여 기 내삽 시 무지내 근의 감시는 한 기 내 

삽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이런 임상 인 

측정방법의 차이에 하여 Agoston이24) 처음 언 하 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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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으로 Viby-Mogensen 등이25) Copenhagen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 on Good Clinical Research Practice에서 

기 내 삽  조건과 무지내 근의 이완과의 상 계는 

어 보이며 무지내 근의 완 한 근 이완 시 에서 기 내 

삽  시간이나 삽  조건의 측정 방법으로서 하지 못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 실험에서도 무지내 근에 한 근 이완 발  시간의 

측정은 기 내 삽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근 이완제의 강화를 확인 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 이완제의 강화가 본 연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는 가에 

한 평가는 측정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것을 고려하는 것과 통계 상의 수가 어서 

통계  유의성에 한 의문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근 이완제의 강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야 할 것이다.

  Lee 등은26) vecuronium을 이용한 기도내 삽  조건의 

단은 안륜근(orbicularis ocluli)을 이용한 근 이완측정이 무지

내 근을 이용한 것보다 더욱 정확하고, 안륜근이 무지내

근보다 호흡근육에 더욱 근 한 측정방법이라고 하 고, 기

내 삽 의 기 정에는 안륜근이 가장 도움이 되나 안

륜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무지내 근을 이

용하여 TOF ratio가 50%정도일 때 기 내 삽 의 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Lee 등이26) 권장한 TOF ratio 50%에서의 시간상의 차이는 

NS군에서 56.0 ± 20.8 , L군에서 53.0 ± 13.1 , E군에서 

51.0 ± 19.5 , LE군에서 43.5 ± 19.5 로 LE군이 NS군보

다 평균 12.5 가량 단축되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

다(Fig. 3). 

  다른 설명으로는 신 마취 유도시 말  부 에 한 

확장으로 인한 류량 증가로 무지내 근에 한 근 이

완 효과가 증가되어 처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Kopman 등은27)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무지내

근 측정에서 마취유도시 발생하는 말  부   확장에 

의하여 손 부 의 온도가 4도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기

존의 온도에 한 신경자극기 기 의 상 계가 모호하

다는 을 지 하며 측정방법의 문제 을 제기하 다. 본 

실험에서도 마취유도시 propofol의 사용이 말  부 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측정방법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리 손부 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만약 근 이완 발  시간이 실제로 같다고 가정을 하면 

기 내 삽  조건만 강화 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기

내 삽  조건만 충분히 좋아지게 하는 경우로 propofol 이

외에 lidocaine의 기도자극에 한 억제효과로서 기 내 삽

 조건이 개선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Hovorka 등은28) pro-

pofol 2.5 mg/kg, alfentanil 30μg/kg, lidocaine 1.5 mg/kg로 근 

이완제 없이 마취 유도를 시행한 경우 45 이내에서 기

내 삽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하 다. Lidocaine의 기도

자극 억제효과와 더불어 ephedrine의 상 인 류량 증가

가 조 이라도 빨리 기 내 삽  조건을 호 시켰을 수도 

있다. 

  Rocuronium을 이용한 무지내 근을 통한 TOF 측정에서는 

작용 발  시간이 서로 간에 차이 을 확인 할 수 없었고 

비교 연구로 안륜근을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

면 안륜근 측정과 무지내 근 측정을 함께하여 무지내 근

이나 안륜근의 TOF ratio 차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

고 측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 즉 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신경자극기의 기 을 찾기 해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한 상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통계  검정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 (1.5 mg/kg)과 ephedrine (70μg/kg)

을 병용 처치한 후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한 후 

45  후에 기 내 삽 을 시행하 을 때 기 내 삽  조건

이 조군과 lidocaine만 투여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 으나, 근 이완 발  시간에서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측정방법에서는 각 군 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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