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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ardipine의 지속적 정주가 기관내삽관시
혈압과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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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ntinuous Nicardipine Infusion o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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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often induced an undesirable increase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 evaluated the preventing effect of nicardipine infusion on the increase of the blood pressure (BP) and heart rate (HR) following 

a direct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Methods:  Sixty, ASA physical status 1-2, adult patients were selected with informed consent, and randomly allocated into 

two groups; control group (n = 30) and nicardipine group (n = 30).  In the control group, 1.8 ml/kg/h of normal saline was 

infused, and in the nicardipine group, 5μg/kg/min of nicardipine was infused continuously from 2 minutes before intubation to 

3 minutes after intubation.  BP and HR were measured by non-invasive method after arrival at the operating room, before tracheal 

intubation, shortly after tracheal intubation, and 1, 3, 5, and 10 minutes following intubation.  Data were analyzed by repeated 

measure of ANOVA and t-test. 

  Results:  Systolic and diastolic BP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icardipine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 ＜ 0.05).  

HR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alue in the nicardipine group (P ＜ 0.05). 

  Conclusions:  The continuous infusion of nicardipine (5μg/kg/min) was effectively attenuating an increase of BP during tracheal 

intubation.  But the increase in HR is not blunted by nicardipine infusion and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HR.  Although 

rate-pressure product (RPP) does not increase, the use of nicardipine for blunting hemodynamic response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patien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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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 마취 유도 시 후두경을 이용한 기  내 삽 은 교

감신경과 교감부신 활성도에 한 반응을 증가시켜서 빈맥, 

압상승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다.1) 이것은 개 5

분 이내의 일시  반응이며 정상 인 환자에서는 한 

상황이 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 압이나 심증환자

나 뇌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근 허 , 심근 경색, 

뇌출  등을 유발할 수 있다.2) 따라서 이러한 고 압이나 

빈맥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기 내삽  에 fentanyl과 

같은 opioid를 투여하거나3,4) 흡입 마취제를 투여하여 마취 

깊이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후두 반사를 막기 해 lidocaine

을 정주 는 기도 내 분무하거나,5) 교감신경 베타차단제인 

esmolol이나 labetalol을 정주 는 지속  투여하는 방법 등

이 사용되고,6-8) 그 외에도 nitroglycerin이나 sodium nitropru-

sside 등의  확장제나 nifedipine, verapamil, diltiazem, 

nicardipine과 같은 칼슘통로 차단제 등이9) 기  내 삽 으

로 인한 압상승의 험을 방지하기 해 사용되고 있

다.10)

  Nicardipine은 dihydropyridine 계열의 칼슘통로 차단제로서, 

특히 상 과 말 에 선택 으로 작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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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 group (n = 30) N group (n = 30)

  Age (yr)  45.6 ± 10.9   42.3 ± 13.5

  Sex (M/F) 18/12 20/10

  Weight (kg) 64.9 ± 8.9   65.5 ± 11.8

  Height (cm) 163.8 ± 9.2 164.6 ± 8.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except sex. C group: control 

group, N group: nicardipine group.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완 효과를 보이며, 정주 시 1-2분의 짧은 발 시간과 30-

50분의 반감기를 보인다.11) Nicardipine은 verapamil, diltia-

zem, nifedipine과 같은 다른 칼슘통로 차단제와 비교했을 때 

심근의 음성 변력성이나 도 변조성 등이 없어, 심한 

압, 방실 도 장애나 심근 억제 등의 부작용 없이 압상

승을 즉각 이고 효과 으로 억제시키는 장 이 있다.12) 

한 상 동맥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상 동맥 류량을 증

가시키고, 허  상태의 심근에서 산소의 수요와 공  균형

을 개선시킨다.13)

  Nicardipine의 짧은 발  시간으로, 정주 후에 장 내 농

도가 격하게 증가하면 격한 압의 감소를 래할 수 

있으나, 장 내 농도가 감소하면 압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nicardipine의 장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  주입을 고려할 수 있다. 

  자들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  

마취시 유도 압이 요구되는 환자들을 상으로, 칼슘 

통로 차단제인 nicardipine의 지속 주입이 기  삽 에 따른 

압 상승  심박수 증가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택수술이 정된 환자 에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2에 해당하는 22세에서 

60세까지 평균 44세의 환자 60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내용과 방법에 해서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수술 날 환자를 방문하여 연구에 해 설명 후 동의를 

구하 다. 고 압 는 압의 기왕력이 있거나, 내분비

계 질환, 뇌 계 질환의 기왕력이나 심 도상 이상소견이 

있는 환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환자들은 무작 로 

조군(C군, n = 30)과 nicardipine군(N군, n = 30)으로 나

었다. 

  모든 환자에게 마취  투약으로 수술실 도착 30분 에 

병실에서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2.0 mg을 근주

하 다. 수술실 도착 후 감시 장치로 three-lead 심 도, 경

피  산소 포화도 측정기, 비침습  압계를 부착하 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환자가 안정된 후 마취유도 의 압 

 심박수를 측정하 다. 마취유도를 해 propofol 2.0 

mg/kg과 정주통을 방하기 해 1% lidocaine 3 ml를 함께 

투여하 고 rocuronium 1.0 mg/kg을 투여하 다. 이와 함께 

N군은 nicardipine 5μg/kg/min을 투여하기 시작하 고, C군

은 nicardipine의 지속주입과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투여

하기 시작했다(1.8 ml/kg/h). Propofol 10 mg/kg/h를 주입하면

서 O2 5 L/min로 2분간 마스크 환기 후에 후두경하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삽  시기의 성을 단하기 해 

Bispectral Index와 Train-of-four (TOF) 감시를 시행하 고, 기

 내 삽 은 숙련된 마취과 의사 한 사람에 의해 한 번의 

시도로 20  이내에 이루어졌다. 삽 이 이루어진 후 

propofol은 5 mg/kg/h로 유지하 고 2 L/min의 O2와 2 L/min

의 N2O를 투여하 다. N군에서의 nicardipine의 지속주입과 

C군에서의 생리식염수 지속주입은 마취시작부터 삽  후 3

분 까지 유지하 다. 각 군에서 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비

교하기 해, 수축기, 이완기 압  심박수를 환자 안정 

시(Tr), 기  내 삽  직 (Tb)과 직후(Ta), 삽  후 1분(T1), 

3분(T3), 5분(T5), 10분(T10)에 측정하 다. 연구는 삽  후 

10분에 압과 심박수 측정 후에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수술을 하여 한 마취를 유지하 다.

  두 군 간의 성별 분포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사용했

고 연령, 신장, 체 의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 다. 

각 시간 의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심박수의 두 군 간

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시행하 고, 군내 변화는 

repeated measure of ANOVA를 시행하 다. 결과는 mean ± 

SD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 고,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

은 P ＜ 0.05로 하 다.

결      과

  성별 분포  평균연령은 조군(C군)에서 남자 18명, 여

자 12명으로 평균연령은 53.0 ± 13.8세 고, nicardipine군(N

군)에서 남자 20명, 여자 10명으로 평균연령은 49.3 ± 17.8 

세 다. 두 군 간의 성별, 연령, 체 , 신장에 차이는 없었

다(Table 1).

  마취  안정 시(Tr)의 압  심박수는 두 군 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Table 2).

  수축기 압은 삽  직 (Tb)부터 삽  후 5분(T5)까지 N

군에서 C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삽  후 10분(T10)에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이완기 압은 삽  직 (Tb)부터 삽  후 10분(T10)까지 

N군에서 C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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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s of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Rate-Pressure Product

Tr  Tb Ta T1 T3 T5 T1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C group 136.5 ± 19.9 115.5 ± 19.9 163.6 ± 24.1 144.2 ± 21.8 131.8 ± 22.7 128.9 ± 21.1 120.4 ± 17.6

  N group 138.1 ± 21.5  104.5 ± 19.2* 138.9 ± 27.8*  125.9 ± 25.0*  110.1 ± 17.6* 114.2 ± 19.9* 116.8 ± 20.2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C group 83.1 ± 13.0 75.4 ± 13.2 107.9 ± 15.5   92.6 ± 12.7 83.4 ± 12.9 83.0 ± 16.7  78.8 ± 10.9

  N group 79.1 ± 16.3  60.5 ± 14.9* 84.4 ± 15.8*   74.1 ± 20.8*  63.1 ± 11.4*  65.9 ± 14.4*   69.9 ± 14.2*

Heart rate (bpm)

  C group 71.1 ± 11.9 81.6 ± 17.0 99.0 ± 20.2  89.0 ± 18.1 84.0 ± 15.7 80.6 ± 14.0  75.6 ± 11.7

  N group 77.6 ± 15.3  92.5 ± 16.9* 111.3 ± 14.9*  105.6 ± 16.1* 104.1 ± 16.7* 102.6 ± 18.5*  97.4 ± 16.4

Values are mean ± SD. Tr: baseline, Tb: shortly before intubation, Ta: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T1: 1 min after intubation, T3: 3 min after 

intubation, T5: 5 min after intubation, T10: 10 min after intubation, bpm: beats per minute, C group: control group, N group: nicardipine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1. The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are measured 

significantly lower in the nicardipine group. Values are mean ± SD. 

Tr: baseline, Tb: shortly before intubation, Ta: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T1: 1 min after intubation, T3: 3 min after intubation, T5: 

5 min after intubation, T10: 10 min after intubation, C group: control 

group, N group: nicardipine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2. The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are measured 

significantly lower in the nicardipine group. Values are mean ± SD. 

Tr: baseline, Tb: shortly before intubation, Ta: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T1: 1 min after intubation, T3: 3 min after intubation, T5: 

5 min after intubation, T10: 10 min after intubation, C group: control 

group, N group: nicardipine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심박수는 삽  직 (Tb)부터 삽  후 10분(T10)까지 N군

에서 C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ig. 3).

  수축기 압과 심박수의 곱으로 구한 Rate-Pressure Pro-

duct (RPP)는 마취 (Tr)부터 삽  후 5분(T5)까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삽  후 10분(T10)에 N군에서 C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ig. 4).

고      찰

  후두경을 이용한 기  내 삽  시 압과 심박수의 증가

는 측 가능한 반응으로, 후두경조작 후 약 15 에 증가하

기 시작하고, 30 에서 45  후에 최 가 된다. 기  삽

에 한 심 계 반응의 기 은 후두와 기도에 기계  자

극이 가해지면 경부 교감 원심섬유의 신경 활성을 증가시

켜 반사 으로 압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한 기

 삽  여부와 계없이 후두경 거상에 따른 장 내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의 농도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14) 

이로 인한 부신수질 활성도의 증가도 심박수  압상승

에 여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15) 이러한 역학  변화

는 개는 5분 이내의 일시 인 변화로 정상인에서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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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s of heart rate a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icardipine group. Values are mean ± SD. Tr: baseline, Tb: shortly 

before intubation, Ta: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T1: 1 min after 

intubation, T3: 3 min after intubation, T5: 5 min after intubation, T10: 

10 min after intubation, C group: control group, N group: nicardipine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4. The changes of rate-pressure produc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groups. Values are mean ± SD. Tr: baseline, Tb: 

shortly before intubation, Ta: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T1: 1 min 

after intubation, T3: 3 min after intubation, T5: 5 min after intubation, 

T10: 10 min after intubation, C group: control group, N group: 

nicardipine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근허 , 뇌출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  내 삽  

시 역학  변화를 둔화시키거나 방지하려는 시도가 다양

하게 시행되고 있다.16,17) 수술의 긴 성과 수술 시간, 마취 

방법의 선택, 투여 경로, 환자의 상태와 개인  선호도 같

은 많은 인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이나 약물이 선택되나, 아

직까지 확실한 방법은 없다.18)

  칼슘 통로 차단제는 세포막의 칼슘 통로를 통한 칼슘 이

온의 세포내 유입을 억제하여19) 압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후부하를 감소시켜, 고 압, 심실상성 빈맥, 심증, 뇌  

수축의 치료  수술 후의 역학  안정성을 유지시키

기 해 이용되고 있으며, 방실결 을 통한 도 속도를 감

소시키고, 확장으로 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 내 

삽 에 따른 역학  변동을 감소시키려는 목 으로도 

리 이용되고 있다.20) 

  칼슘 통로 차단제  nicardipine은 새로 합성된 dihydro-

pyridine 계열 약제로서, 발 시간이 1-2분으로 빠르고 작

용시간이 평균 24분으로 짧으며,21) 정맥으로 주사가 가능하

여 사용이 쉽고 편하다. Nicardipine은 심근과  평활근 

세포막을 통한 칼슘의 유입을 방해해서, 세포내 칼슘을 감

소시켜서 상동맥과 말  동맥을 확장시키는 한편, 심근의 

근수축과 동방결 이나 방실결 에는 직 인 효과를 

게 가지고 있다.22) Nicardipine은 상동맥 류를 지속 으

로 증가시키는 에서 다른 칼슘 통로 차단제와 구별되고13) 

베타 차단제와의 병용시에도 verapamil과 nifedipine에 비해 

심실억제 기능이 다.23) 한 nicardipine은 허 상태의 심

근에의 산소 운반과 유산소 사를 진시킨다.24) 이 특성

으로 nicardipine이 기  삽   압상승과 빈맥의 방조

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된다. 

  Nicardipine의 주입 속도에 한 권고 지침은22) 1-2μg/ 

kg/min 이고, 필요시 7.5μg/kg/min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5μg/kg/min으로 주입을 시작하고 일단 압이 조 되면 1

-3μg/kg/min의 유지 용량으로 을 때 가장 좋은 결과

를 보인다. 빠른 압 조 이 필요할 때에는 15-30μg/ 

kg/min의 일시주입 용량을 투여한다. 환자의 수액 균형에 

따라서 0.1 mg/ml에서 2.0 mg/ml까지 다양한 농도를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0.2 mg/ml의 농도를 사용했다. 지속  

주입으로, 압은 수 분 내에 떨어지기 시작한다.25) 후두경

하 기 내 삽 으로 인한 심 계 자극은 짧은 기간 지속

되고, nicardipine의 역학  효과도 역시 짧은 기간 지속된

다.14) 본 연구에서는 연구 약제의 투여와 후두경 사이의 시

간 간격을 이  연구에 기 를 두었다.26) Nicardipine의 지속

 주입 시 약물 동력학 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27) 기  

삽  시 nicardipine의 사용법에 있어서 일시  주입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지만, 지속  주입을 사용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nicardipine의 일반  사용

법인 지속  주입방법도 기  삽  시 역학  안정을 도

모할 수 있는지 연구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삽  시기의 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Bispectral Index (BIS)와 Train-of-four 자극(TOF)을 이용

했다. Electroencephalogram (EEG)의 지수로부터 유래된 BIS

는 진정  의식소실과 좋은 상 계를 보여 마취제의 최

면에 한 감시장치로 도입되어왔다. 표시범 는 0에서 100

까지이며, 숫자가 작아지면 마취의 진정수 이 깊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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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60미만의 값은 의식소실을 의미한다. 신경근 

감시의 일종인 TOF는 사연속 자극(train-of-four stimulation)

으로, 4개의 최 상 자극(supramaximal stimulation)을 0.5 마

다(2 Hz) 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자극은 10-12 마다 반

복할 수 있는데 일련의 자극에 의해 근반응이 차 감소되

는 상(fade)은 평가의 기 가 되며 네 번째 반응의 높이를 

첫 번째 반응의 높이로 나  TOF ratio로 수치화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BIS는 삽 시 조군과 N군에서 

각각 33.0 ± 7.5와 40.9 ± 11.3이었고, TOF는 삽 시 조

군과 N군에서 모두 반응이 소실되어서, 마취 심도와 근이

완 정도가 삽 에 했음을 보여 다.

  본 연구 결과에서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은 두 군에

서 모두 삽  직 에 가장 낮았고 삽 직후에 가장 높았고 

이후 차 감소했다(Fig 1, 2). 심박수는 두 군 모두에서 삽

 직 부터 증가해서 직후에 더욱 증가했고 이후 감소하

는 것을 보 다(Fig. 3). 기 내 삽  직   직후의 압 

차이를 조군과 비교했을 때, N군에서 삽  직 (Tb)의 수

축기  이완기 압과 삽  직후(Ta)의 수축기  이완기 

압이 유의하게 낮았고(Fig. 1, 2), 삽  후 3분(T3)까지 수

축기  이완기 압이 두 군에서 모두 차츰 감소했으나, 

삽  후 5분(T5)과 삽  후 10분(T10)에는 N군의 압은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삽  후 3분(T3) 이후 

nicardipine의 주입을 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계속 주

입을 했을 경우 심한 압 감소를 보 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군과 비교했을 때 N군에서 삽  직 (Tb) 수축기  

이완기 압과 삽  후 3분(T3), 5분(T5), 10분(T10) 이완기 

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므로 고령, 고 압, 자율 신경 

검사상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 등에서는 nicardipine의 지

속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nicardipine의 지속주입은 군내비교에서 삽  

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삽  후 

심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조군에 비해서는 심

박수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Fig. 3). 이  연구들에서도 

nicardipine은 투여 후에 용량과 련된 심박수의 반사성 증

가가 있고,28) 후두경하 기  내 삽  후의 심박수 증가를 

막지 못하 다.29) 이는 감소된 동맥 압에 반응하여 나타

나는 교감신경의 항진과, 기 내 삽 에 따른 카테콜아민의 

일시  증가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N군에서는 

삽  부터 조군보다 심박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기 내 삽  후 심박수 증가의  

다른 원인으로 생각된다(Fig. 3).

  Rate-Pressure Product (RPP)는 심박수(HR)와 수축기 압

(SBP)의 곱으로 표시되며 심근 산소 소모량의 민감한 지표

로서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각성 인 사람에

서 운동 의 산소 요구량과 연 이 있는데, Kal 등은30) 

신마취와 수술이 심근의 산소 소모의 지표로서 RPP를 사용

하는데 민감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조군과 N군 간에 RPP의 차이는 없었으나, RPP값이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빈맥과 압이 있을 때 보다는 낮은 

심박수와 높은 압을 보일 때 산소 소모와 공  균형에 

유리하기 때문에, 체 으로 높은 심박수를 보인 nicadipine 

군에서 심근의 산소 소모와 공  균형은 좋지 않았다고 생

각된다(Fig. 4).

  한편 환자들의 마취  역학  기본 상태는 기  내 

삽 에 한 심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31) 

이  연구에서 nicardipine을 기  삽   20-30μg/kg 투

여 시 고 압 환자와 정상 압 환자에서 효과 으로 압 

상승을 차단하 으나 심박수는 오히려 증가하 으며, 이는 

고 압 환자보다 정상 압 환자에서 더욱 하게 나타

났다.32) 이는 nicardipine에 의한 말  확장효과에 한 

압수용체 반응의 민감도가 고 압 환자보다 정상 압 환

자에서 높은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 

심박수와 수축기 압의 최  변화치는 기본 상태 값에 역 

상 계가 있다고 보고했는데,33) 마취 유도 에 심박수와 

압이 낮았던 환자는 기  내 삽 에 한 반응에서 두 

변수의 가장 큰 증가를 보 고, 반 로 마취 유도 에 심

박수와 압이 높았던 환자는 이 두 가지 변수에서 더 

은 값의 증가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압 환자

를 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박수와 압은 마취 에 증가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기  삽 에 따라 더 큰 역학  

반응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추후 고 압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론 으로, 5μg/kg/min의 nicardipine 지속주입은 조군

과 비교하여 기 내삽  시 발생하는 압증가를 효과 으

로 감소시켰으나, 심박수의 증가를 방지하지는 못하 다. 

심근 산소 소모의 지표인 rate-pressure product도 N군에서 증

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허 성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삽 에 따른 역학  변화를 막기 해 nicardipine의 지속

주입을 사용하는 것은 심박수 증가로 인한 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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