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취과학회지 2008; 55: 26～30
□임상연구□

Korean J Anesthesiol Vol. 55, No. 1, July, 2008

26

논문 수일：2008년 3월 16일

책임 자：윤희석, 시 구 사동 640 

충남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우편번호: 301-721

Tel: 042-280-7840, Fax: 042-280-7968

E-mail: meister@cnuh.co.kr 

석사학  논문임.

Propofol-remifentanil 목표농도조절주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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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intubating conditions according to different doses of rocuronium during propofol-remifentanil 
target controlled infusion 

Yu Soon Jeong, M.D., and Hee Suk Yo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Background: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racheal intubation can be facilitated by propofol-remifentanil without muscle 

relaxant.  But low dose of rocuronium can improve intubating condition and reduce the requirement of remifentanil.  This study 

evaluated the optimal dose of rocuronium for tracheal intubation according to different doses of rocuronium during 

propofol-remifentanil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Methods:  Sixty, ASA I-II patie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n = 20).  Anesthesia was induced with remifentanil 

3.0 ng/ml and propofol 3.5μg/ml target controlled infusion.  After patients lost consciousness, rocuronium was administrated 0.6 

mg/kg (R0.6), 0.45 mg/kg (R0.45), 0.3 mg/kg (R0.3) for each group.  Three minutes later, a laryngoscope and tracheal intubation 

were tried, intubating condition were measured.  Also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before induction, preintubation, 

postintubation.

  Results:  Clinically acceptable intubation condition (excellent or good) were observed 100%, 100%, 85% of patients in the 

R0.6, R0.45, and R0.3 groups.  Eighty five percents of patients in groups R0.6, R0.45 had excellent intubation condition.  But 

only 35% in group R0.3 showed excellent intubating condition (P ＜ 0.05) and 15% in group R0.3 showed poor intubating 

condi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elevation mean blood pressure (MBP), heart rate (HR) after 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Conclusions:  The optimal dose of rocuronium for clinical acceptable intubating condition could be reduced to 1.5 × ED95 

unde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remifentanil 3.0 ng/ml and propofol 3.5μg/ml target controlled infusion.  (Korean J An-

esthesiol 2008; 55: 26∼30)

Key Words:  intubating condition, propofol, remifentanil, rocuronium, target controlled infusion. 

서      론

  신마취 유도 시 기 내삽 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정맥마취제와 근이완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외래환자의 마

취, 혹은 단시간의 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인 경우 지속된 

근이완제의 잔류 효과에 의해 환자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

우가 있다.1) 따라서 최근에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아

편양제제를 정맥마취제와 함께 사용하여 기 내삽 을 시

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4)

  Remifentanil은 선택 으로 μ 수용체에 작용하여 빠른 발

시간과 짧은 작용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아편양제제로서 

후두경 조작 시 후두 반사를 억제시켜주므로 기 내삽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용량이 증가할 경우 압, 

근경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5)

  Rocuronium은 빠른 작용발 과 등도 작용시간을 갖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 기 내삽  시 ED95의 두 배에서 

세 배를 투여하여 기 내삽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Propofol-remefentanil 모두 후두 반사를 억제시키므로 기 내

삽  시 rocuronium을 투여하지 않아도 한 삽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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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sessment of Intubating Conditions
8)

Excellent Good Poor

Jaw relaxation Relaxed Relaxed Poor

Resistance to None Slight Active 

 laryngoscope  resistance  resistance

Vocal cord position Abducted Intermediate Closed

Vocal cord movement None Moving Closing

Limb movement None Slight Vigorous

Diaphragmatic reaction None Diaphragm Sustained

 coughing

Intubating conditions were Excellent if all variables were excellent, 

they were Good if all variables were good or excellent, and they 

were Poor if any variable was poor.

Table 2. Demographic Data

R0.6 R0.45 R0.3
Group

(n = 20) (n = 20) (n = 20)

Sex (M/F) 10/10 10/10 10/10

Age (yr)  41.4 ± 9.5   37.4 ± 11.3   40.5 ± 11.4

Weight (kg)   66.9 ± 10.7   62.6 ± 12.1   61.7 ± 10.5

Height (cm) 165.7 ± 8.9 165.7 ± 8.0 165.0 ± 9.4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0.6: group 

received rocuronium 0.6 mg/kg, R0.45: group received rocuronium 

0.45 mg/kg, R0.3: group received rocuronium 0.3 mg/kg.

얻을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서 만족할 만한 삽  조건을 

얻기 어렵다.2-4)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근이완

제를 소량 사용하게 되면 삽  조건을 개선시키고,6) ED95의 

두 배를 사용한 경우보다 빠른 근이완의 회복을 보이므로 

외래마취나 신마취를 요하는 짧은 수술인 경우 신속한 

회복에 도움이 된다.7) 

  한편, 정맥마취제를 목표농도조 주입으로 투여하게 될 경

우 농도 조 이 용이하고, 역학 으로 안정 이므로 사용

하기 편리하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opofol과 remifentanil을 

목표농도조 주입으로 투여 후 rocuronium을 용량별로 투여

하여, 역학  변화를 억제하고 한 기 내삽  조건을 

나타내는 rocuronium의 정 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임상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 환자의 동의를 

얻고 신마취 하에 계획수술이 정된 환자  미국마취

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되는 20−60세까지의 건

강한 환자 60명을 상으로 하 다. 마취  환자 평가에서 

기 내삽 에 어려움이 상되는 환자, 심 계 질환, 호

흡기계 질환, 신경근 질환, 아편유사제나 진정제 탐닉의 과

거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 그리고 산모는 제외하 다. 

  마취유도 30분  midazolam 2 mg, glycopyrrolate 0.2 mg

을 근육 주사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자

동 압기, 맥박산소측정기를 거치하고 마취유도  Ringer’s 

lactated solution 5 ml/kg를 주입하 다. 환자가 안정을 취한 

후 기 상태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다. 탈질소

화를 해 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5 L/min)를 2분간 흡입

시켰으며 목표농도조 주입기(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remifentanil과 propofol을 장착하 다. Re-

mifentanil을 Minto 모델로 설정하여 목표효과처농도 3 ng/ml

로 주입하 고, 목표효과처농도에 도달된 후 propofol을 

Schnider 모델을 이용하여 3.5μg/ml로 주입하 다. 목표효과

처농도에 도달되면 환자의 안검 반사 소실을 확인한 후, 환

자를 무작 로 세 군으로 나 었으며, 각 군마다 rocuronium

을 0.6 mg/kg (R0.6군), 0.45 mg/kg (R0.45군), 0.3 mg/kg 

(R0.3군) 투여하 고, 투여 3분 후 기 내삽 을 실시하

다. 기 내삽  후 삽  조건을 평가하 는데, 삽  조건은 

턱의 이완, 후두경 사용 시 항, 성 의 치와 움직임, 사

지의 움직임, 기침 여부 등으로 평가하여 종합 으로 매우

좋음, 좋음, 나쁨으로 평가하 다(Table 1).8) 기 내삽 을 

실패한 경우 rocuronium을 0.3 mg/kg 을 추가로 투여하여 다

시 기 내삽 을 시행하 고, 이 경우 나쁨으로 기록하

다. 기 내삽  후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 측정 후 propofol 2.5μg/ml, remifentanil 1.5 ng/ml로 

감량하 다. 이 후 아무런 자극도 가하지 않고, 5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를 

각각 측정하 다. 마취유도  평균 동맥압 는 심박수가 

기 치 압보다 30%이상으로 감소할 경우 ephedrine 5 mg 

투여하기로 하 고, 기침, 근경직이 발생하는지 찰하 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1.5, SPSS Inc, Chicago, USA)

를 이용하 고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기록하

다. 통계 처리는 각 군에 하여 군 간 비교는 one way 

ANOVA로, 군 내에서 기 값과 삽  후의 비교는 paired 

t-test, 군 내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 고 

사후검정은 Tukey-Kramer test를 이용하 다. 삽  조건과 

부작용 등은 chi-square test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

일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세 군간 성별, 나이, 신장, 체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세 군간 기 내삽  직 에 투여된 propofol과 remi-

fentanil의 양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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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intubation Doses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Group  Propofol (mg) Remifentanil (μg)

R0.6 (n = 20) 92.8 ± 13.2 91.7 ± 14.5

R0.45 (n = 20) 88.5 ± 11.8 89.5 ± 14.3

R0.3 (n= 20) 90.7 ± 15.5 90.2 ± 17.4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0.6: group 

received rocuronium 0.6 mg/kg, R0.45: group received rocuronium 

0.45 mg/kg, R0.3: group received rocuronium 0.3 mg/kg.

Table 4. Intubating Conditions

Conditions at intubation

 Group

Excellent Good Poor

R0.6 (n = 20) 17 (85%)  3 (15%) 0

R0.45 (n = 20) 17 (85%)  3 (15%) 0

R0.3 (n = 20)  7 (35%)* 10 (50%)* 3 (15%)*

 R0.6: group received rocuronium 0.6 mg/kg, R0.45: group 

received rocuronium 0.45 mg/kg, R0.3: group received rocuronium 

0.3 mg/kg. *: P ＜ 0.05 compared with other group.

Fig. 1.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AP). The MAP 

decreased significantly before intubation compared to base in all 

groups (P ＜ 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immediate tracheal intubation compared to base. MAP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to 5 minutes afer tracheal intubation compared to 

base in all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ase: base-line, P-I: pre-intubation, I: post-intubation, I-1, 

I-2, I-3, I-4, I-5: 1, 2, 3, 4, 5 minutes after tracheal intubation.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Fig. 2. Changes in heart rate (HR). The HR decreased before 

intubation in all groups (P ＜ 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elevations in HR after 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ASE: base-line, 

P-I: pre-intubation, I: post-intubation, I-1, I-2, I-3, I-4, I-5: 1, 2, 3, 

4, 5 minutes after tracheal intubation, respectly.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기 내삽  조건은 ‘매우좋음’ 는 ‘좋음’이 R0.6, R0.45

군에서 각각 100% 으며 R0.3군에서는 85% 다. 그러나 

‘매우좋음’이 R0.6, R0.45군에서 각각 85%인데 반해 R0.3군

에서는 35% 으며(P ＜ 0.05), ‘나쁨’은 15% 고 R0.3군에

서 유의하게 삽  조건이 나빴다(P ＜ 0.05)(Table 4). R0.3

군에서 1명에서 기 내삽 을 실패하 고, rocuronium 0.3 

mg/kg을 추가 투여 후 재삽 을 하 다.

  기 치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동맥압은 삽   

모든 군에서 기 치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고, 삽  

직후 모두 군에서 기 치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삽  1분 후부터 모든 군에서 5분 동안 평균 동맥압이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심박수는 기 치에 비

해 삽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삽  직후 

모든 군에서 기 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5분 후까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 심각한 압이나 서

맥이 발생하여 ephedrine을 투여한 경우, 용수조 이 안될 

정도의 근경직, 기침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를 3.0 ng/ml으로 

투여하고,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3.5μg/ml로 투여한 뒤, 

rocuronium을 각 군마다 0.6 mg/kg, 0.45 mg/kg, 0.3 mg/kg 

병용 투여하여 기 내삽 을 시행한 후, 삽  조건을 평가

하고, 이에 따른 역학  변화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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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조건이 ‘매우좋음’이 R0.6, R0.45군에서 각각 85%인데 

반해 R0.3군에서는 35% 으며, ‘나쁨’은 15% 고 유의하게 

삽  환경이 나빴다. 기 내삽  후 평균동맥압은 기 치에 

유의한 증감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remifentanil 3.0 ng/ml

와 propofol 3.5μg/ml을 병용하여 기 내삽 을 하는 경우 

통상 으로 사용하는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하지 않아

도 0.45 mg/kg 용량으로도 합한 기 내삽  조건을 얻을 

수 있었으나, 0.3 mg/kg까지 여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합한 삽  조건을 얻기 어려웠다.

  기 내삽 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근이완제를 병용하

게 되는데 일반 으로 rocuronium은 엄지모음근에 한 

ED95의 두 배에서 세 배인 0.6−0.9 mg/kg을 사용한다. 그러

나 작용시간이 35−75분 정도이기 때문에, 작용시간을 이

고 회복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짧은 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이거나 통원수술인 경우에는 용량을 이는 것이 회복

에 도움이 된다. Rocuronium을 용량별로 투여하여 근이완 

회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rocuronium을 소량 투

여할 경우 TOF ratio 0.8로 회복되는 속도가 rocuronium 0.3 

mg/kg투여 시 34분으로 rocuronium 0.6 mg/kg 투여 시 60분

보다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소량 투여할 경우 근

이완 회복속도가 빨라진다고 하 다.7) 최근에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 내삽 을 하기 해서 정맥마취제

에 remifentanil을 병용하여 기 내삽 을 하는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2-4) Remifentanil은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

어 액  조직의 비특이성 에스테르 분해효소에 의해 가

수분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아편양제제이다. 작용 발

시간은 1−2분 정도로 빠르며, 1회 정주시 반감기가 9분으

로 매우 빠르다. 지속 정주 시에도 상황 민감성 반감기

(context-sensitive half-time)가 3.2분으로 매우 짧다.5) 이런 특

성으로 인해 remifentanil은 기 내삽 과 같은 강하고 짧은 

자극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외래마취, 짧은 수술 등에도 유

용하게 사용된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을 병용하여 근이완제 없이 기 내

삽 을 하는 경우에는 합한 삽  조건을 얻으면서 동시

에 역학 으로 안정 인 용량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근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한 삽  조건을 얻기 해서 

remifentanil의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고, 고용량을 투여하여

도 기 내삽  실패나 부 한 삽  조건을 나타내기도 

한다.3,10,11) Stevens 등은10) propofol 2 mg/kg와 함께 remi-

fentanil을 2μg/kg 투여 시 75%에서 한 삽  조건을 얻

었으며 ‘아주좋음’은 50%정도만이 찰되었다고 하 다. 

Alexander 등은3) propofol 2 mg/kg 투여 후 한 삽  조

건을 얻기 해서는 remifentanil 4μg/kg 는 5μg/kg은 투

여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많은 양의 remifentanil이 요구된다

고 하 다. 지속 으로 목표농도조 주입을 이용한 연구에

서는 Troy 등은11) 효과처농도를 propofol 6.5μg/ml 투여 후 

3μg/ml으로 감량한 후 remifentanil을 농도별로 투여하 을 

때 효과처농도 8 ng/ml일 때 만족할 만한 삽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하 으나 25%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삽  조건

을 보 다고 하 다. Remifentanil은 용량이 증가할수록 특히 

노인이나 량증 환자에서 압이나 서맥이 잘 나타나

며 근경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5) 따라서 고용

량의 remifentanil보다는 기 내삽  조건에는 차이가 없으면

서 역학 으로도 향을 주지 않는 근이완제의 투여가 

합리 이라 생각되는데, remifentanil이 후두 반사를 억제하

므로 rocuronium의 ED95의 두 배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다. 

  소량의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우 Kim 등은12) 통원환자

를 상으로 propofol 4.0μg/ml 투여 후 2.5μg/ml으로 감량

한 뒤 remifentanil 3.5 ng/ml 주입 시 rocuronium 0.4 mg/kg로 

만족할 만한 삽  조건을 얻었다고 하 다. Schlaich 등은7) 

소량의 근이완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

다 유의하게 삽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 는데, pro-

pofol을 2−2.5 mg/kg 투여하고, remifentanil 0.5 μg/kg/min 

투여 후 3분 뒤 기 내삽 을 하 는데 rocuronium 0.3 

mg/kg (ED95)의 용량으로 만족할 만한 삽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하 으며, 이는 근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다.7)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

을 목표 농도 3 ng/ml로 투여 시 R0.45군은 R0.6군과 같

은 삽  조건을 보 으며 rocuronium 을 0.3 mg/kg까지 감량

하여 투여한 경우 후두경 조작이나 성  움직임은 R0.45군

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기침, 사지의 움직임 등의 반응이 

찰되었다. Remifentanil 3.0 ng/ml 투여 시 rocuronium 0.45 

mg/kg 투여로도 임상 으로 합한 삽  조건을 얻을 수 

있었고, R0.3군에서도 비록 R0.6군과 유의한 차이는 있지만 

85%에서 임상 으로 합한 삽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rocuronium을 0.3 mg/kg까지 감량하여 투여하

여 만족할 만한 삽 조건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Schlaich 등

의7) 연구와 달리 기 내삽  에 투여된 propofol의 양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remifentanil의 양도 더 소량 투여되

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rocuronium을 더 소량을 투

여하기 해서는 remifentanil의 용량을 증량시켜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Propofol은 신속한 마취유도와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항구토효과가 있어 마취유도, 유지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3) 그러나 propofol은 직 으로 심

근을 억제하고 신 항을 감소시켜 심 계를 억제

하므로 역학 으로 안정 이면서 수술  각성을 피하는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14) 한국인에서 bispectral index (BIS)값

을 41 ± 2.5에 해당하는 propofol의 효과처농도는 3.5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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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 고,15) Albertin 등은 propofol 3.4μg/ml (95% CI, 

3.1−3.7μg/ml) 에서 BIS값을 40−50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 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목표효과처농도

를 3.5μg/ml로 설정하 고, 수술  각성이 있던 환자는 없

었으나 BIS를 병용하여 연구하 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인을 상으로한 연구에서 rocuronium 0.9 mg/kg 병용 

시 목표 농도가 propofol 3μg/ml, remifentanil 2.5 ng/ml

인 경우 역학 으로 안정 으로 신마취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 다.17) 한 Lee 등은18) rocuronium 0.9 mg/kg를 

병용하고, propofol 4μg/ml, remifentanil 4 ng/ml 투여 시 

역학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remifentanil 효과처농도를 3.0 ng/ml로 설정하 고, 

삽  후에는 자극이 없으므로 1.5 ng/ml로 감량하 다. 기

내삽   마취유도  기 치보다 압과 심박수가 유의

하게 감소하 으나, 약물을 투여해야 할 정도의 압이나 

서맥은 발생하지 않았다. R0.3군에서 삽  후 다른 군에 비

해 압 상승이 있었지만 기 치에 비해 유의한 증가는 없

었으며 다른 군과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이완 발 시간은 근이완제 정주 완료 후부터 근이완이 

최 로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비탈분극성 근이완

제의 작용 발 시간은 주입된 용량과 계가 있다고 하

는데,19) Shin 등은 한국인에서 rocuronium의 투여 용량을 100

μg/kg 투여 시 191 라고 하 고 300μg/kg인 경우 159 라

고 보고하 다.20) 따라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소량 병용

할 경우 작용 발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야 하며, 본 연구에

서는 rocuronium 정주 3분 후에 기 내삽 을 시도하 다.

  결론 으로, 목표효과처농도 propofol 3.5μg/ml와 remi-

fentanil 3.0 ng/ml을 사용하여 마취유도를 할 경우, 역학  

반응을 둔화시키고 한 기 내삽  조건을 얻을 수 있

는 rocuronium의 정 용량을 ED95의 1.5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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