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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Combinat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is an ideal regimen fo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and the bispectral 

index (BIS) has been used as an indicator of the sedative state during anesthesia.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remifentanil 

on the mean arterial pressure (MAP), heart rate (HR) and BIS to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with 4μg/ml of fixed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infusion of propofol. 

  Methods:  In this double-blind study, fifty-one ASA physical status I-II patients, aged 20−60 yr undergoing elective surger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2, 3, 4 ng/ml). 

The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of remifentanil was initiated after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maintained 

with 4μg/ml.  After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was reached, a neuromuscular blockade was produced by 

rocuronium 1 mg/kg and tracheal intubation was performed after 90 seconds.  MAP, HR and BIS were measured at pre-induction, 

after reaching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before and after tracheal intubation. 

  Results:  The changes of MAP, HR and BIS after tracheal intub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mifentanil effect-site 

concentration. 

  Conclusions:  Remifentanil attenuated the hemodynamic responses due to tracheal intubation and decreased BIS after tracheal 

intubation in a comparable dose-dependent fashion.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565∼70)

Key Words:  BIS, propofol, remifentanil, target-controlled infusion, tracheal intubation. 

서      론

  신 마취의 과정  후두경 조작과 기 내 삽 은 강한 

유해 자극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빈맥과 고 압 등의 

역학  변동을 유발시킨다.1) Remifentanil은 매우 짧은 상

황 민감성 반감기를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진통작용이 강

력하여 순간 인 강한 자극에 한 처치에 이상 인 약제

로서 기 내 삽  시의 역학  반응을 효과 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4) 한편 Bispectral Index 

(BIS)는 기존의 뇌 (electroencephalogram, EEG)를 정량화하

여 수치화 한 것으로 마취제에 의한 진정  최면의 정도

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고5) propofol로 최면 유도 시 진

정의 정도를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지만,6,7) remifentanil이 BIS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목표농도조 주입법(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하여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μg/ml로 유지

한 상태에서 각기 다른 효과처 농도의 remifentanil의 투여가 

기 내 삽  시 평균 동맥압, 맥박수, 그리고 BIS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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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Remifentanil effect-site concentration (ng/ml)

0 (n = 15) 2 (n = 12) 3 (n = 12) 4 (n = 12)

Age (yr)  34.0 ± 3.0  40.7 ± 2.8  36.6 ± 3.0  35.7 ± 3.5

Sex (M/F)   9/6   6/6   4/8   3/9

Height (cm) 166.3 ± 2.5 162.3 ± 2.5 160.7 ± 1.6 163.4 ± 2.3

Weight (kg)  62.9 ± 2.9  60.5 ± 2.5  57.6 ± 1.6  60.0 ± 2.3

BMI (kg/m2)  22.8 ± 0.8  23.0 ± 0.7  22.4 ± 0.7  22.5 ± 0.7

SBP at ward 115.0 ± 3.0 121.7 ± 2.7 121.3 ± 5.2 121.4 ± 4.0

DBP at ward  73.5 ± 2.7  77.5 ± 2.2  76.8 ± 3.7  74.5 ± 2.3

HR at ward  71.7 ± 2.3  73.6 ± 2.0  70.2 ± 2.1  72.5 ± 2.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12 or 15 patients except gender.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상  방법

  신 마취 하에 수술이 정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미

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속하는 51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과거력 상 심장, 폐, 신장, 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아편유사제나 진정제 등 본 연구에 향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독경험이 있는 경우, 기

내 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경우(Mallampati class 

≥ 2)와 임산부는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임상 시

험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상 환자를 수술 

날 방문하여 연구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모든 환자에서 처치로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 시부터 20분 동안 Ringer's lactate solution 

5 ml/kg를 투여하 다. 기본 감시 장치로 심 도, 비침습  

압 감시장치,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 호기말 이산화탄

소분압 감시 장치를 거치하고 앙와 로 환자가 안정되기를 

기다린 후 마취 유도 의 평균 동맥압과 맥박수를 측정하

다. BIS 감시장치(A-2000TM, Aspect Medical System, USA)

를 두부에 부착하 고 signal quality index (SQI)가 95 이

상이 되도록 유지하여 BIS 값을 측정하 다.

  51명의 환자를 무작 로 remifentanil (UltivaⓇ, GlaxoSmith-

Kline, UK)의 효과처 농도 설정에 따라 R0군(0 ng/ml) 15명, 

R2군(2 ng/ml) 12명, R3군(3 ng/ml) 12명, R4군(4 ng/ml) 12명

으로 나 었다. 탈질소화를 하여 마스크를 통해 100% 산

소 8 L/min를 1분간 흡입시켰으며 propofol과 remifentanil은 

TCI 기계(Base Primea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투여하 고 약동학 모델은 remifentanil은 Minto 모

델, propofol은 Schnider 모델을 선택하 다. 모든 환자에서 

propofol의 목표 효과처 농도를 4μg/ml로 주입하여 목표 효

과처 농도에 도달한 후 을 떠보라고 하여 의식소실여부

를 확인하 다. 이 때 BIS가 65 이상이거나 의식소실이 완

히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는 의식소실이 될 때까지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0.5μg/ml씩 상승시켜 의식소실을 

시킨 후 다시 효과처 농도를 4μg/ml로 낮추어 유지시켰다. 

두 명의 연구자  한 명이 remifentanil을 미리 정해진 목표 

효과처 농도로 투여하여 목표 효과처 농도에 도달한 후 기

내 삽 을 해 rocuronium 1 mg/kg을 투여하 고 90  

후에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모르는 다른 연구자가 

기 내 삽 을 실시하 다. R0군의 경우는 remifentanil 

신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다. 본 연구에 한 정보가 없는 

 다른 연구자가 평균 동맥압, 맥박수 그리고 BIS를 마취

유도 (b), propofol 목표 효과처 농도 도달 시(p), remi-

fentanil 목표 효과처 농도 도달 시(r), 기 내 삽  직 (i), 

기 내 삽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10분 

후(1, 2, 3, 4, 5, 10)에 측정하 다. 기 내 삽  후 산소 

1.5 L/min과 의료용 공기 2.5 L/min로 조  호흡하여 호기

말이산화탄소 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하 고, pro-

pofol과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유지하며 어떠한 자극

도 가하지 않고 기 내 삽  10분 후까지 연구를 진행하

다.

  기 내 삽 에 의한 각 측정치의 변화량(ΔMAP, ΔHR, 

ΔBIS)은 기 내 삽  후 1분에서 10분까지 측정된 각각의 

값  최 치(max)와 기 내 삽  직 의 값(i)과의 차이를 

기 내 삽  직 의 값(i)으로 나 어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ΔMAP = {[maxMAP − i] / i} × 100, ΔHR = {[maxHR 

− i] / i} × 100, ΔBIS = {[maxBIS − i] / i} × 100).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오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은 SPSS 11.5를 사용하여 각군간 차이는 One-way ANOVA 

후, 각 군내에서 기 내 삽  직 과 기 내 삽  후의 측

정치들의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 후 Tukey method

로 사후 검정하 다. 기 내 삽  후의 각 측정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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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u-

bation according to the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

fentanil (0, 2, 3, 4 ng/m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12 or 15 patients. b: preinduction, p: after reaching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r: after reaching target effect-site con-

centration of remifentanil, i: before intubation, 1, 2, 3, 4, 5, 10: 1, 

2, 3, 4, 5, 10 minutes after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remifentanil 0 ng/ml in each time, †: P ＜ 0.05 compared 

with value before intubation in each group.

Fig. 2. Changes of heart rate before and after intubation according 

to the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2, 3, 4 

ng/m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12 or 15 

patients. b: preinduction, p: after reaching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r: after reaching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i: before intubation, 1, 2, 3, 4, 5, 10: 1, 2, 3, 4, 5, 

10 minutes after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remi-

fentanil 0 ng/ml in each time, †: P ＜ 0.05 compared with value 

before intubation in each group.

Fig. 3.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efore and after intubation 

according to the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2, 3, 4 ng/m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12 or 

15 patients. b: preinduction, p: after reaching effect-site concen-

tration of propofol, r: after reaching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i: before intubation, 1, 2, 3, 4, 5, 10: 1, 2, 3, 4, 

5, 10 minutes after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remifentanil 0 ng/ml in each time, †: P ＜ 0.05 compared with 

value before intubation in each group.

량은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모든 통계치는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네 군간 나이, 신장, 체 , 신체질량지수, 그리고 병실에

서 측정한 수축기 압, 이완기 압과 맥박수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ml에서 의식소실이 되지 않거

나 BIS가 65 이상이어서 효과처 농도를 5μg/ml까지 증가시

켜 의식소실을 시킨 후 4μg/ml로 다시 낮추어 연구에 포함

시킨 환자는 R0군에서 0명, R2군에서 2명, R3군에서 1명, 

R4군에서 2명이었고, 이 때 의식이 다시 돌아온 경우는 1명

이 있었으나 연구에서 제외하 다. 기 내 삽 에 소요되는 

시간은 30  이내로 네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모든 

군에서 한 삽  조건을 보 다. 

  Remifentanil 목표 효과처 농도 도달 시 평균 동맥압은 

R3, R4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맥박수는 R4군에서 유의

하게 낮았고, BIS는 각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2, 3).

  평균 동맥압은 군간 비교에서 R0군에 비해 R3군은 기

내 삽  후 4분까지, R4군은 기 내 삽  후 5분까지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각 군내에서 기 내 삽  직 에 비해 R0

군은 3분까지, R2군과 R3군은 2분까지 증가하 다(Fig. 1).

  맥박수는 군간 비교에서 R0군에 비해 R2, R3, R4군 모두 

기 내 삽  후 10분까지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각 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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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remifentanil effect site concentration 

and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ΔMAP) after intubation 

expressed in percentage of the values recorded before intubation, 

by using linear reg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 (r
2
) was used to 

express the correlation between MAP and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r
2
 = 0.384, P ＜ 0.001).

Fig. 6. Correlation between remifentanil effect site concentration 

and changes of bispectral index (ΔBIS) after intubation expressed 

in percentage of the values recorded before intubation, by using 

linear reg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 (r
2
) was used to express 

the correlation between ΔBIS and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r
2
 = 0.164, P ＜ 0.005).

Fig. 5. Correlation between remifentanil effect site concentration 

and changes of heart rate (ΔHR) after intubation expressed in 

percentage of the values recorded before intubation, by using 

linear reg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 (r2) was used to express 

the correlation between ΔHR and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r2 = 0.169, P ＜ 0.005).

서 기 내 삽  직 에 비해 R0군은 4분까지, R2군은 3분

까지, 그리고 R3군은 2분까지 증가하 다(Fig. 2). 

  BIS는 군간 비교에서 R0군에 비해 R3군은 기 내 삽  

후 2분에서 10분까지, R4군은 기 내 삽  후 1분에서 4분

까지와 10분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각 군내 비교에서 

기 내 삽  직 에 비해 R0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R2군은 5분에서, R3군은 2분에서 10분까지, R4군은 4분에

서 10분까지 감소하 다(Fig. 3). 

  선형회귀 분석상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높을수록 

기 내 삽 에 의한 평균 동맥압과 맥박수의 변화량은 감

소하 고, R0와 R2군에서 기 내 삽  후 평균 동맥압과 

맥박수의 변화량은 각각 30% 이상이었다(Fig. 4, 5). Remi-

fentanil의 효과처 농도 2 ng/ml 근처에서 기 내 삽 에 의

한 BIS의 변화량은 0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음의 값을 보 다(Fig. 6). 

고      찰

  BIS는 뇌에서 마취제와 진정제의 최면효과를 측정하는 

뇌 도 지표로서 뇌의 활성도가  없는 경우를 0, 완

한 각성상태에 있는 경우를 100으로 하여 환자의 최면상태

를 지속 으로 측정하게 된다. 최면, 진통, 근이완이라는 마

취의 정의 상 BIS는 마취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치는 아니

며 의식이나 각성상태 혹은 기억으로 표 되는 마취의 최

면상태 만을 측정한다.10) 그러나 Guignard 등은8) 기 내 삽

 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4μg/ml에서 remifentanil이 BIS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기 내 삽  , 즉 통증자

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remifentanil이 BIS에 향을 주지 않

으나 기 내 삽  시 통증자극에 의해 BIS가 증가하며 

remifentanil이 이런 통증자극을 감소시킴으로써 BIS의 증가

를 억제시킨다고 하 다. 한 BIS가 최면 상태뿐만 아니라 

진통효과의 성 단에 있어서 역학  변화들만큼 

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나 심 계 질환 등

으로 인해 자극에 한 반응이 압이나 심박수로 잘 나타

나지 않는 환자에 있어 마취 깊이를 단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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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기 내 삽   remifentanil의 효

과처 농도 도달 시에 평균동맥압과 심박수의 감소를 찰

할 수 있었으나 BIS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 내 삽

 후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에 따른 BIS의 변화량을 

보면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높은 군일수록 BIS의 증

가량이 작았고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 2 ng/ml 근처에서 

변화량이 0이 되고 그 이상에서는 음의 변화량을 나타내었

다. 이는 remifentanil이 기 내 삽 에 의한 통증자극을 감

소시키며 이것이 BIS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며,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ml에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 2 ng/ml로 투여 시 기 내 삽 에 의한 BIS 증

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

른 BIS 치의 변화를 볼 때 R0군, 즉 propofol 만 투여된 

군에서도 기 내 삽  후 BIS의 증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remifentanil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R3와 R4군의 경우 기 내 삽  후 10분까지도 BIS가 30 근

처까지 감소된 은 remifentanil의 BIS 감소 효과는 기 내 

삽  시의 통증자극 억제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기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BIS가 remifentanil 보다는 propofol

에 보다 민하게 반응하지만,9) remifentanil이 용량에 비례

하여 EEG를 억제하며 12μg/kg의 고용량을 투여한 경우 환

자의 50%에서 의식소실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11) 이는 

remifentanil이 BIS의 감소에 직 인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와 BIS는 유의한 상  계를 보

이는데 한국인에서 BIS값 41.1 ± 2.5에 해당하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는 3.5μg/ml라고 한다.12) 투약을 하지 않고 

propofol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상 환자의 50%와 90%

에서 의식소실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효과처 농도인 EC50

과 EC90은 각각 3.4μg/ml, 4.3μg/ml로 보고되어 있고,13)  

다른 연구에서는 BIS 값을 40에서 50 사이로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3.4μg/ml라고 하

다.3) 따라서 자들은 이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마취유

도  각성을 피하고 한 의식소실 상태를 유지하기 

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μg/ml로 선택하여 투여하

다. 일부 환자는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ml에서 완 히 

의식소실이 되지 않아 효과처 농도를 5μg/ml까지 올려 의

식소실을 시키고 다시 4μg/ml로 낮춘 다음 remifentanil을 

투여하 다. 그러나 의식소실 후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 

ml에서는 한 의식소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기

내 삽 을 하기에 당한 상태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에 한 기 내 삽  

후 평균동맥압과 맥박수의 변화량의 선형회귀분석 상 

propofol만 투여된 R0군과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2 ng/ml

로 투여한 R2군에서 기 내 삽  후 평균 동맥압과 맥박

수의 변화량이 30% 이상이었다. 이는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ml나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2 ng/ml의 보조 투여로는 

기 내 삽  시의 역학  변동을 억제할 수 없음을 보여 

다. 이 결과는 마취나 수술과 연 된 자극 에서 기 내 

삽 이 가장 강한 자극이며 마취유도 시 propofol 단독 투여

로는 기 내 삽  시 발생하는 역학  변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14-16) 따라서 

propofol 효과처 농도 4μg/ml로 기 내 삽  시 역학  

변동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3 

ng/ml 이상의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mifentanil은 μ-수용체에 작용하는 강력한 아편유사제로 

30 에서 90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아편유사제와

는 달리 조직과 장 내 비특이 인 esterase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투여를 단하면 3-5분 내에 농

도가 50% 감소하여 마취회복이 신속히 일어나게 된다.11,17) 

이와 같은 약리 인 특징 때문에 기 내 삽  시 나타나는 

역학  반응을 효과 으로 차단하면서도 삽 으로 인한 

자극이 사라진 후에는 압이나 서맥이 지속 으로 나타

나지 않아 삽  시 역학  변동을 차단하는 데 합한 

약제라고 할 수 있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정

맥마취 시 역학  반응을 억제하는 remifentanil의 용량에 

한 연구를 보면 Guinard 등은8)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4 

μg/ml로 주입하는 경우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 농도 4 

ng/ml에서 기 내 삽  시 역학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고 하 고, Albertin 등은3) 기 내 삽  시 역학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농도가 5 ng/ml이라고 하 다. 

Park 등은18) propofol과 remifentanil을 TCI 방법으로 마취유

도 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4 ng/ml까지 증가시킨 

경우 기 내 삽  후에 압의 감소가 심하 다고 보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 4 ng/ml

의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압이나 서맥

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차이 은 사용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Park 등의 연구에서는 5.4μg/ml인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4μg/ml로 낮았고 마취유도  안정 인 

역학을 얻기 해 수술  식으로 부족한 수액량을 보충

하 고 미주신경억제제를 처치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μg/ml로 투여할 

때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 내 삽 에 

따른 평균 동맥압과 맥박수의 증가가 억제되고 BIS는 감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 기 내 삽 에 따르는 BIS의 변화

를 최소화하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는 2 ng/ml이며, 평

균 동맥압과 맥박수의 증가를 억제하기 해서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최소한 3 ng/ml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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