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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interaction between remifentanil and propofol by comparing 

median-effect concentration (EC50) of single and co-administration, and to find adequate combination doses for general anesthesia 

for gastrectomy. 

  Methods: Thirty-six ASA physical status 1 or 2 patients scheduled for gastrectom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remifentanil, 

propofol, or combination group. To obtain the dose-effect curve of remifentanil or propofol only,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each drug was escalated until bispectral index (BIS) was reached 40 by a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during the steady 

operational period. For the combination group, 0.25, 0.5, 1, 2, and 2.5 timed EC50 of each drug were co-administered. The 

heart rate, mean arterial pressure and BIS were measured during the study period. The interaction between remifentanil and 

propofol was analyzed with using isobologram.

  Results: The EC50 of remifentanil for hypnosis (BIS 40) was 1.96 ng/ml, and that of propofol was 1.35μg/ml. In the 

combination group, the EC50 of remifentanil was 0.81 ng/ml and that of propofol was 0.56μg/ml. EC90 of remifentanil and 

propofol alone were 13.43 ng/ml and 4.88μg/ml. For EC90 of the combination group, remifentanil 3.54 ng/ml and propofol 2.50 

μg/ml were required. The distance from the theoretical additive line in the isobologram was larger in the higher doses (EC50 

＜ EC75 ＜ EC90).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remifentanil and propofol reveal synergism by isobolographic analysis during intravenous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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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는 기존의 흡입 마취제 신에 정맥 마취제로서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병용 사용이 차 증가하고 있

다.1-3) Remifentanil은 새로운 합성 μ-receptor 작용 아편양제

제로 빠른 작용시작과 높은 제거율 때문에 조기 각성을 기

할 수 있는 약제이다. 아편양제제는 강력한 진통작용을 

가지며, 진정효과를 나타내기는 하나, 단독 사용 시 각성의 

험이 있고 만족스러운 진정효과를 얻기 해서는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단 이 있어 단독 사용이 추천되지

는 않는다. Propofol 역시 단시간에 작용하는 진정제로 아편

양제제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해  수 있어 두 약제를 병

용 투여하는 정맥마취 방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두 약

제를 병용하면 흡입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수술에 필요한 

의식 소실과 진통을 하게 이룰 수 있는데 두 약제는 

작용시간과 회복시간이 1−3분 사이로 매우 빨라4) 마취 조

이 용이하며, 장시간 투여해도 축 작용이 거의 없고 간, 

신부  환자에서도 비교  안 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흡

입마취제에 의한 수술실의 공기 오염이 없다는 장 이 있

다. Remifentanil과 propofol은 아편양제제와 진정수면제로서 

서로 작용기 이 달라 병용 투여할 경우 상승 작용을 일으

켜서 동일 효과를 일으키는 각 약제의 농도가 폭 감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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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1-3,5) 그러나 두 약제의 한 병용 투여량은 

주로 경험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약제를 동시에 투

여할 때 어떠한 상승 효과가 있는지와 병용약제의 최  투

여 용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들은 신마취 시에 마취 심도를 표시할 수 

있는 bispectral index (BIS) 모니터를6-8) 사용하여 remifentanil

과 porpofol을 단독 투여한 군과 병용투여한 군을 비교하여 

두 약제가 부가(additive) 는 상승(synergistic)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약제의 투여

용량을 임의로 정하여 임상 시험을 하 으나2,3) 본 연구에

서는 병용 투여에 앞서 단독 투여군을 선정하여 각각의 

EC50을 먼  구하고 각 약제의 EC50의 다양한 배수를 병용 

투여하여 두 약제의 상호작용 정도를 용량-효과 곡선  

isobologram을 사용하여 정량 으로 측정하 다. 한 아편

양제제  마취제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9,10) 본 연

구는 연령 를 제한하여 나이에 의한 향을 최 한 배제

하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임상 시험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

술 날 모든 상 환자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신마취 하에 본원에서 계획수술로 개복 

제술이 정된 5575세 사이의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1, 2 인 36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간부

, 신부 , 각 약제에 알러지 반응, 기존에 의식 하나 뇌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은 제외하 다. 

  연구의 목 은 각 약제의 뇌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Or-

chestra pump (OrchestraTM Frensinius Vial, France)와 마취 심

도를 표시할 수 있는 BIS (Bispectorial index, BISTM A-2000, 

Aspect Medical System, USA) 모니터를 이용하여 remifentanil 

(UltivaⓇ, GlaxoSmithKline, England)과 propofol (FresofolⓇ, Fren-

sinius Kabi, France) 단독 투여군과 병용 투여군에서 BIS 수

치를 측정하여 50% 환자에서 한 마취 심도를 유지할 

수 있는 농도(EC50)를 구하여 두 약제의 상호작용을 알아

과 동시에 병용 투여 시의 최 투여 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각 약제의 EC50을 구하기 해 각 약제 당 12명의 환자가 

요구되었으며, 모든 환자는 무작 로remifentanil군(n = 12), 

propofol군(n = 12), 혹은 병용 투여군(n = 12)에 배정되었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 맥박 산소 계측기, 비침습  압계를 거치하여 

평균 압, 심박수, 심 도 변화  말  산소 포화도를 지

속 으로 감시하 다. 환자의 머리 두부에 BIS 감시기를 

부착시키고 5분간 기다려 환자가 안정된 후 심박수, 평균 

압, BIS 수를 측정하여 기 이 되는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 다. 

  모든 환자는 lidocaine 40 mg, propofol 2 mg/kg, rocuronium 

0.6 mg/kg으로 신마취 유도 후 sevoflurane 2−3 vol%, 

N2O와 O2 각각 1 L/min를 투여하여 마취를 유지하 으며 

수술시야에서 견인기를 건 다음 수술자극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시 에 sevoflurane을 끄고 N2O (3 L/min)와 O2 (1 

L/min)만 투여하 다. Sevoflurane이 체내에서 제거되면서 

BIS가 70에 이르면 remifentanil군의 경우 remifentanil 투여를 

시작하 으며 Orchestra infusion pump를 사용하여 효과처농

도 1 ng/ml에서 6분 간격으로 차로 9 ng/ml까지 증량하면

서 각 농도에서의 평균 압과 심박수, BIS를 측정하 다. 

각 농도에서 3분 후에도 BIS가 70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3분 째의 측정값을 기록한 후 바로 다음 투여 용

량으로 증량하 다. Propofol군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효과

처농도 1μg/ml에서 7μg/ml까지 증량하면서 측정하 다. 

  이후 두 약제 단독 투여 시의 용량-효과 곡선을 구하여 

각 약제의 EC50을 구하 다. 각 약제의 용량-효과 곡선은 

약제의 뇌농도를 x축, BIS를 기 으로 계산된 효과를 y축으

로 하여 구하 다. 효과  용량-효과 곡선은 각성 상태일 

때 측정한 기  BIS값의 평균값인 97을 효과 0, BIS가 40일 

때를 효과 1.0으로 하여 다음의 공식 하에 Calcusyn program 

(BIOSOFT, Cambridge, United Kingdom)을 이용하여 구축하

다.6) 

     

Effect (fa) = 1.75(97 − x)/100  

     Effect: between 0−1, 97: BIS at awake,

     x: BIS at each drug concentration 

Median-effect equation: fa/fu = (D/Dm)m 

     D: the dose of drug, Dm: the median-effect dose (EC50), 

     fa: the fraction affected by the dose,

     fu: the fraction unaffected, fu = 1 − fa,

     m: an exponent signifying the sigmoidicity (shape) of the 

dose-effect curve 

  병용군의 경우 의 두 군에서 구한 remifentanil과 pro-

pofol의 EC50을 기 으로 등역가 병용 투여 시의 EC50을 구

하기 해서 EC50의 0.25, 0.5, 1, 1.5, 2, 2.5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단독투여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 으로 증량 투

여하면서 평균 압과 심박수, BIS 수를 기록하 다.  

  마취유도 시와 실험 에서는 다른 진통제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평균 압이 95 mmHg 이상이면 nicardi-

pine 50μg씩, 65 mmHg보다 낮으면 ephedrine 5 mg씩 정주

하 고, 심박수가 50회 이하로 감소 시에는 glycopyrolat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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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ose-effect Data 

Remifentanil Propofol Combination

Effect site 
concentration

(ng/ml)
BIS Effect

Effect site 
concentration

(μg/ml)
BIS Effect

Remifentanil effect
site concentration

(ng/ml)

Propofol effect site 
concentration

(μg/ml)
BIS Effect

1.0 71.0 0.46 1.0 71.2 0.45 0.5 0.3 70.3 0.46

1.5 72.2 0.43 1.5 65.9 0.54 1.0 0.7 70.6 0.46

2.0 68.8 0.49 2.0 62.3 0.61 2.0 1.4 59.0 0.66

2.5 71.3 0.45 2.5 60.1 0.65 2.9 2.0 50.3 0.81

3.0 68.4 0.50 3.0 54.3 0.75 3.9 2.7 43.1 0.94

4.0 60.8 0.63 4.0 44.3 0.92 4.9 3.4 43.0 0.94

5.0 55.1 0.73 5.0 31.1 1.00    

6.0 51.9 0.78 6.0 21.6 1.00    

7.0 49.3 0.83 7.0 25.0 1.00    

8.0 47.9 0.85      

9.0 46.6 0.88              

BIS: bispectral index, Effect (fa) = 1.75(97 − x)/100 [effect: between 0−1, 97: BIS at awake, x: BIS at each drug concentration].

Table 1. Demographic Data

  Remifentanil Propofol Combination 

Age (yr)

Sex (M/F)

Weight (kg)

Height (cm) 

 65.8 ± 4.5

  9/3

  63.8 ± 10.4

160.7 ± 8.1

 64.1 ± 6.5

  8/4

 61.2 ± 9.2

159.4 ± 8.4

 63.8 ± 5.8

  9/3

  62.2 ± 11.7

163.1 ± 6.7

Values but number are expressed as mean ± SD. 

mg을, 이 후에도 정상화 되지 않으면 atropine 0.5 mg을 정

주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 24시간 후에 방문하여 수술  기억여

부에 하여 조사하 다. 

  두 약제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해 Calcusyn program을 

이용하여 isobologram을 그린 다음 이론 인 부가효과를 나

타내는 각선(theoretic additive line)을 기 으로 실험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약제의 병

용 투여가 부가효과를 나타낼 때는 용량-효과 좌표가 각 약

제의 단독 투여 시의 EC50을 연결하는 각선상에 치하게 

되며, 용량-효과 좌표가 각선의 좌측 하부에 치하게 되

면 상승효과가 있다고 단하게 된다.11) 

  연구에 필요한 환자 수는 병용약제가 부가효과를 나타낸

다고 가정할 때의 필요 용량과 실험치의 평균 EC50 차이를 

0.86, 상 표 편차를 0.59로 하 을 때 검정력 0.8, alpha 

error 0.05에서 군당 9명의 환자가 필요하 다. 이론  부가

효과 시와 실험치의 EC50 비교는 t-test를 실시하 으며 P 

＜ 0.05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실험에서 락된 환자는 없었으며 군간 상 환자의 성, 

연령, 신체 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실험약제 투여 시작 시의 호기말 sevoflurane의 농도는 

평균 0.27 ± 0.16 vol% (95% 신뢰구간) 다. 

  Remifentanil군과 propofol군에서 각 투여 용량에 따른 평

균 BIS를 용량-효과로 환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Remifentanil군과 propofol군의 뇌농도를 x축으로 하고 BIS

를 기 으로 계산한 효과를 y축으로 한 용량-효과 곡선을 

Calcusyn program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Remifentanil의 EC50은 1.96 ng/ml (95% 신뢰구간: 1.55, 2.48), 

EC75는 5.13 ng/ml (95% 신뢰구간: 4.21, 6.24), EC90은 13.43 

ng/ml (95% 신뢰구간: 9.21, 19.57)이었다.  

  Propofol의 EC50은 1.35μg/ml (95% 신뢰구간: 1.00, 1.82), 

EC75는 2.57μg/ml (95% 신뢰구간: 2.03, 3.24), EC90은 4.88

μg/ml (95% 신뢰구간: 3.12, 7.63)이었다. 

  병용 투여군은 등역가(equipotent) 병용 투여 시의 EC50을 

구하기 해서remifentanil과 propofol의 EC50을 기 으로 각

각의 EC50의 0.25, 0.5, 1, 1.5, 2, 2.5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하여 BIS를 구하 으며 BIS를 효과로 환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용량-효과 곡선은 병용약제  remifenatnil

의 뇌농도를 x축, BIS를 기 으로 계산된 효과를 y축으로 

하여 나타내었다(Fig. 1). 병용군의 EC50은 각각 remifentanil 

0.81 ng/ml (95% 신뢰구간: 0.50, 1.31)과 propofol 0.52μg/ml 

(95% 신뢰구간: 0.29, 0.90)이었다. 병용군의 EC75는 rem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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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se-effect curves of the remifentanil, propofol and combined 

groups. In the single administrations, the EC50 of remifentanil for 

achieving BIS 40 was 1.96 ng/ml (95% C.I.: 1.55−2.48 ng/ml). The 

EC50 of propofol for achieving BIS 40 was 1.35μg/ml (95% C.I.: 1.00

−1.82μg/ml). In the combination group, 0.25, 0.5, 1, 1.5, 2, and 2.5 

folds of EC50 of remifentanil and propofol were co-administered to 

establish EC50. Only remifentanil dose was presented for the combined 

group. The EC50 of remifentanil and propofol for achieving BIS 40 

was 0.81 (95% C.I.: 0.56−1.17 ng/ml) and 0.56 (95% C.I.: 0.39−0.81 

μg/ml), respectively in the combination group. 

Fig. 2. Isobologram for the interaction of remifentanil and propofol. 

The diagonal line connecting two 50% effective dose (EC50) points is 

the theoretical line of additivity. The experimental EC50 point was 

decreased significantly below the line of additivity, indicating syner-

gistic effect. The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EC75 and EC90. 

Note that the experimental points were more distal to the theoretical 

line of additivity in the higher drug doses, which indicate that 

synergistic effect is more prominent in the order of EC50 ＜ EC75 ＜

EC90. x axis: dose of propofol (μg/ml), y axis: dose of remifentanil 

(ng/ml). 

Table 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Propofol, and Combination Groups 

Remifentanil Propofol
Combination

Remifentanil Propofol

EC50

EC75

EC90

1.96 (1.55−2.48)

5.13 (4.21−6.24)

13.43 (9.21−19.57)

1.35 (1.00−1.82)

2.57 (2.03−3.24)

4.88 (3.12−7.63)

0.81 (0.56−1.17)*

1.69 (1.22−2.35)*

3.54 (2.33−5.38)*

0.56 (0.39−0.81)*

1.13 (0.77−1.66)*

2.50 (1.53−4.06)*

*: P ＜ 0.05 compared to the single administration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95% confidence interval). The unit is ng/ml for remifentanil 

and μg/ml for propofol. 

tnail 1.69 ng/ml (95% 신뢰구간: 1.22, 2.35), propofol 1.13μg/ 

ml (95% 신뢰구간: 0.77, 1.66), EC90은 remifentanil 3.54 

ng/ml (95% 신뢰구간: 2.33, 5.38), propofol 2.50μg/ml (신뢰

구간: 1.53, 4.06) 다(Table 3). 

  Isobolographic analysis에서는 병용투여 시에 EC50의 실험

치가 이론  EC50 계산치보다 좌측 하부에 치하여 두 약

제 간에 의미 있는 상승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2). 

한 EC75와 EC90의 실험치도 의미 있는 상승효과를 나타냈

으며 EC50보다 EC75, EC90으로 투여 용량이 많아질수록 이

론  부가효과 선상에서 멀리 치하여 고농도일수록 더욱 

상승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각 투여군에서 투여 농도에 따른 평균 압  맥박수에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실험 기간 동안 remifentanil은 9 

ng/ml까지, propofol의 경우 7μg/ml까지, 병용군에서는 두 약

제의 EC50의 2.5배까지 투여에서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수술 24시간 후 방문하여 환자의 수술  각성 여부에 

하여 조사한 결과 수술  각성 사례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정맥마취에서 사용되는 remifentanil과 propo-

fol의 단독  등역가(equipotent) 병용 투여 시의 EC50을 구

하여 isobologram에 용함으로써 두 약제의 상호 작용을 

규명함과 동시에 정 투여 용량을 알아보기 하여 시행

되었다.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병용 투여는 용량의존  

상승효과를 보 고 BIS를 기 으로 한 병용 투여 시의 각 

약제의 EC50은 remifentanil 0.81 ng/ml, propofol 0.56μg/m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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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EC90은 remifentanil 3.54 ng/ml, propofol 2.50μg/ml 다.

  이론 으로 두 약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약제의 효과를 독립 으로 조사한 후 

두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 조사한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하

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propofol과 remifentanil 단독 투여  시

에 EC50을 구한 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부분이 임의

인 용량을 병용  투여하여 약제 간 상호 작용을 증명하려 

하 다.2,3,12) 이에 자들은 propofol과 remifentanil의 독립

인 EC50을 먼  구하고 두 약제의 병용 투여 시의 EC50과 

병용 투여 시의 효과를 isobolographic analysis 기법을 이용

하여 정량 으로 증명하 다. 

  Propofol과 아편양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 두 약제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13-15) 부분의 경우 아편양제제는 propo-

fol의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5,14) Mustola 

등은
3) remifentanil과 propofol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통증자

극의 존재 여부와 계없이 propofol의 요구량이 감소된다고 

하 다. Smith 등은5) propofol과 fentanyl의 병용 투여 시에 

의식의 소실과 피부 개 시의 움직임 억제에 있어서 상승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Milne 등은14) 통증자극

이 없는 경우에는 아편양제제가 propofol의 요구량을 감소시

키는 효과는 제한 이라고 주장하 다. 한 의식의 소실보

다는 환자의 움직임의 억제에 더욱 상승효과가 크다고 보

고하 다. 이번 연구는 마취 유도나 개 시가 아닌 수술 

자극이 일정한 시 에서 수행되어 실제 수술 시의 두 약제

의 상호작용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의식 소실 유무나 환자

의 움직임이 아닌 BIS를 약제 상호 작용의 표 으로 삼았

으며 임의  용량이 아닌 등역가 용량으로 두 약제를 단계

으로 증량시켜 보았다는 데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한 EC90에서 그 이하의 농도에 비해 더 큰 상승효

Fig. 3. Hemodynamic effects of remifentanil, propofol and 

combination groups. Note that in the remifentanil group, the mea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declined as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increased. The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propofol and the combination groups, but not so 

much declines as the remifentani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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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 임상 용량에서 두 약제의 병용 투여 효과가 더

욱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ilne 등과14) Bouillon 등

에16) 의하면 정 임상 용량은 EC95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

서 사용된 Calcusyn program (BIOSOFT, Cambridge, United 

Kingdom)에서는 EC90만 보고되어 정 투여 농도를 EC90으

로 간주하 다.

  BIS는 뇌 도의 주 수와 진폭에 상각의 개념을 도입

하여 마취약제가 추신경계에 미치는 진정, 수면 효과를 

수치로 표 해주는 장치이다. 특히, propofol 사용 시에 의의

가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6) desflurane, sevoflurane과 같은 

흡입마취제와도 투여 농도와 진정지수 간에 높은 상 계

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7,8) 아편양제제는 진정이나 기억상

실을 유발하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투여되

지 않는 한 BIS 수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며17) remi-

fentanil 한 진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독

으로 의식의 소실을 유발하기 해서는 상당히 고용량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측되고 한 수술  각성의 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uillon 등은16) 20명의 환자를 

상으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병용 투여 시와 단독투여 

시에 Observer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후

두경에 한 반응, 뇌 도, BIS를 조사하여 remifentanil 단독

으로는 효과 인 결과를 기 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remifen-

tanil과 propofol의 상승효과를 증명하 다. 그러나 기존 보고

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 단독으로도 BIS에 상당

한 감소를 가져왔다. Remifentanil은 3 ng/ml 정도의 농도까

지는 BIS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뇌농도 4 ng/ml부터 

감소되는 소견을 보 다(Table 2). 다른 연구와 달리 본 연

구는 환자가 5575세 사이의 비교  균일한 연령 의 고령 

환자로 고령인 경우 remifentanil 4 ng/ml 정도의 임상 용량

에서 BIS 60 이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자들은 실험기간동안 N2O를 투여하 는데 N2O는 

70% 농도까지는 BIS에 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18,19) 

동반 투여한 N2O가 remifentanil군의 BIS에 어느 정도 향

을 미쳤을 수 있다.

  병용 투여 시의 각 약제의 한 용량에 한 연구는 

드물다. Vuyk 등은1) 하복부 수술에서 propofol과 alfentanil을 

병용 투여하여 수술자극에 한 반응의 억제정도를 조사하

여 상승작용이 있음을 보고하 다. 이들은 remifentanil을 투

여하지는 않았으나 alfentanil과 remifentanil의 효능비율(po-

tency ratio)을 바탕으로 수술 자극에 50% 반응하지 않는 

remifentanil의 농도를 4.7 ng/ml, propofol의 농도는 2.5μg/ml

로 추정하 다. 본 연구의 EC50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이

들은 remifentanil의 EC50을 간 으로 추정했고, 효과의 기

을 BIS가 아닌 수술 자극에 한 반응의 정도로 다르게 

정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로는 

두 약제의 효과처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  약동학  측면에

서의 상호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즉, 아편양제제가 propofol

의 분포와 배설에 향을 주어서 두 약제의 농도가 증

가되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Pavlin 등은15) alfentanil

의 장 농도 40 ng/ml에서 propofol의  농도가 20% 증

가했다고 하 다. Remifentanil은 지 까지 리 사용된 아편

양제제와는 다르게 장과 조직의 esterase에 의해 분해되

나20) 병용 투여 시에 alfentanil과 마찬가지로 propofol의 

 농도가 상보다 더 증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2)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단독투

여군에서 수술  각성 가능성과 부 한 진통에 한 우

려가 있다는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 상 단독 약제의 

용량-효과 곡선을 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를 하여 각 

약제 당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연구에 충원했고, 각성의 

험을 이기 해 BIS를 감시하면서 용량을 조 하 고, 

N2O를 동시에 투여하여 상기 문제 을 최소화했으며 군 당 

5명의 환자를 상으로 비 실험을 실시하여 환자의 각성

이  없음을 확인하고 연구를 시작하 다. 한 본 연구

에서는 실험 약제들과 함께 N2O를 병용 사용하 으므로 엄

한 의미에서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독립 인 EC50을 구

하 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군에서 N2O를 동일하

게 투여하 으므로 두 약제의 병용 투여 시의 효과와 비교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로는 마취 유도, 기 삽 , 수술이 끝난 후 각

성까지의 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를 시행하여 각 시기별로 

약제들의 상호 작용을 용량-효과 곡선과 isobologram을 이용

하여 정량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병용 투여 시의 

비율을 등역가 비율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비율을 사용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병용 투여 효과를 용

량-효과 곡선과 isobologram을 사용하여 정량 으로 분석한 

결과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병용 투여는 용량 의존  상

승효과를 보이며 BIS를 기 으로 할 때 개복하 제술을 

한 remifentail과 propofol의 정 병용투여농도(EC90)는 각

각 3.54 ng/ml, 2.50μg/ml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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