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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ixed administra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on intubating conditions 

Hye Jin Jeung, Sang Hyun Kwak, Mai Ri, Cheol-won Jeong, Seok-Jai Kim, and Hong-beom Ba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Background:  We investigated whether the intubating condition change acoording to the methods of administra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Methods:  Ninety adult patients (ASA physical status I or II) undergoing elective surger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administration of propofol (2 mg/kg), Group II (n = 30) 

received propofol and rocuronium simultaneously via different intra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pofol and rocuronium via same intravenous route.  Intubation was attempted at 60 seconds after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Hemodynamic parameters (mean blood pressure, heart rat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propofol administration with 20 seconds 

interval.  Intubating conditions (jaw relaxation, vocal cord movement, and response to tracheal intubation) were evaluated as ex-

cellent, good, fair and poor. Train of four counts were recorded at 60 seconds after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Results:  Excellent intubating conditions were obtained in 13% in group I, 60% in group II, 77% in group III. Mean train 

of four counts were 3.7 in group I, 3.4 in group II, and 3.5 in group III.  Mean blood pressures were decreased gradually after 

propofol administration in all groups.  However, heart rates were not changed in all groups. 

  Conclusions:  At induction of anesthesia, simultaneous or mixed administration of propofol and rocuronium provides excellent 

or good intubating conditions 60 seconds after rocuronium administration.  It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succinylcholine 

for rapid sequence induction of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140～5)

Key Words:  Intubation condition, Mixture, Propofol, Rapid sequence induction, Rocuronium, Simultaneous injection.

서      론

  신속마취유도(rapid sequence induction)는 폐흡인의 험성

을 이면서 기 내삽 을 한 한 기도확보를 한 

마취유도 술기이다. 특히 외상 환자, 비만 환자, 산모  장

폐색 환자 등과 같이 구역이나 식도 역류 험성이 높은 

환자의 마취유도시 유용하다. 

  Succinylcholine은 신경근 차단이 빨리되고 그 작용시간이 

짧은 장 이 있으며 1951년 임상에 도입된 이후 지 까지 

50여 년 간 신속 기 내삽 시에 사용되고 있다 [1]. 그러나 

succinylcholine은 악성 고열증, 근속상 수축, 고칼륨 증  

심부정맥 등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2]. 특히 화상, 외상, 척수 손상, 뇌졸 , 심한 복강 내 

감염, 상풍 환자에서는 24−48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뒤  근이 양증과 같은 근질환에서는 고칼륨 증으로 인

한 심정지 험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2]. 하지만, suc-

cinylcholine만큼 작용 발 이 빠르고 동시에 작용 시간이 짧

은 신경근 차단작용을 갖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신속 기 내삽 을 해 비탈분극성 근이완

제의 작용을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일반 으로 기 내삽 시 사용하는 용량의 일부를 미리주

는 충진원리를 이용하거나, 과량의 근이완제를 사용하면 작

용발 을 빠르게 할 수 있으나 [3] 신경근 차단 시간 연장 

등의 고용량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을 증 시킬 수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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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sessment of Intubation Conditions

Criteria
Score

0 1 2 3

Jaw relaxation

Vocal cords

Diaphragmatic 

 response

Complete

Open

None

Moderate

Slight moving

Slight movement

Minimal

Closing

Coughing

None

Closed

Bucking

Modified from Cooper et al. [13] Intubating conditions were rated 

to a higher score if one of the three conditions required was not 

met.

러한 방법들의 사용이 지양되고 있다. 

  마취유도시 사용되는 약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약물의 

약동학과 약역학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마취유도제에 의해 

역학  변화가 래되면 근이완제의 발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다 [3,4]. Szmuk 등은 [4] 근이완제 사용 에 

ephedrine과 같은 승압제를 투여하면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근이완제 발 이 빨라진다고 보고하 다. 사용된 근이완제

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rocuronium

의 경우 근이완제의 작용 발 이 하게 빨라졌다 [4,5].

  승압제의 원리와는 반 로 마취유도시 표 으로 사용

되는 약물인 propofol의 경우 마취유도 용량인 1.5−2.5 

mg/kg 를 정주하 을 때 2−3분 후의 동맥 압이 25−45%

정도로 크게 감소하므로 [6-9] 근이완제의 신순환에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 Propofol의 최고 효과 발  시간은 90−
100 이나 [10,11] 역학  변화는 약물 주입 후 수십  

내에 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통상 인 마취유

도 방법 로 propofol 주입 후 수십  후에 근이완제를 주

입하면 이미 심박출량이 심하게 감소된 상태이므로 근이완

제의 발 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자는 마취 유도제와 근이완제 투여 시 의 변화

가 기 내삽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최근 마취유도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ropo-

fol과 rocuronium을 혼합하거나 동시에 정주하는 방법이 pro-

pofol 정주 후 순차 으로 rocuronium을 정주하는 기존의 방

법과 비교해 기 내삽 환경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신마취로 정규수술을 받는 환자  기 내삽 이 필요

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는 2에 해당하는 환

자 90명을 상으로 하 으며 천식, 약물이나 알콜 남용, 

심  질환, 식도 역류증, 비만 환자  기 내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환자는 제외하 다. 

  병원윤리 원회 승인을 받은 후, 수술  방문을 통하여 

신마취와 본 연구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마취  투약은 수술실 입실 30

분 에 midazolam maleate (DormicumⓇ, 한국로슈, 독일) 0.1 

mg/kg을 경구 복용시키고 famotidine (GasterⓇ, 동아제약, 한

국) 20 mg을 정주시켰으며, 수술실에 입실한 후 심 도 감

시 장치, 비침습  압 측정기,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 고 추가로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 압

변화를 찰하 다. 

  Rocuronium을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

지 군으로 분류하여 무작 로 환자를 선정하 다. 동일 정

맥 내에 20  동안 propofol (2 mg/kg) 투여 후 순차 으로 

20  동안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한 군(제1군, 30명), 

서로 다른 정맥을 통해 20  동안 propofol과 rocuronium을 

동시에 투여한 군(제2군, 30명), 같은 정맥 내에 20  동안 

propofol과 rocuronium을 혼합하여 투여한 군(제3군, 30명)으

로 하 다. 이 때 모든 군에서 propofol과 rocuronium으로 인

한 통증을 이기 해 lidocaine (1 mg/kg)을 혼합하여 정주

하 다. Rocuronium 투여로 인한 통 발생 유무를 알기

해 약물 주입 부 의 손목, 팔꿈치  어깨 의 회피

운동반응을 찰하여 기록하 다 [12]. 기 내삽 은 rocuro-

nium 정주 60  후에 표 형의 MacintoshⓇ laryngoscope 

blade와 7.0−8.0 mm의 polyethylene 재질의 삽 튜 를 사용

하여 시행하 다. 이 때 마취유도는 10년 경력의 문의가 

직  하 고, 기 내삽 은 환자가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경험이 3년 이상인 공의가 

시행하 고 기 내삽  환경을 평가하도록 하 다. 기 내

삽 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불충분한 근이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비해 문의가 마취유도의  

과정을 감독하 다. 기 내삽  후에는 O2 2 L/min, N2O 2 

L/min과 sevoflurane 2.0 vol%로 마취를 유지 하 다. 

  평가변수들로 rocuronium 정주 60  후에 기 내삽  환

경(하악 이완정도, 성 의 움직임, 기 내삽  후 횡경막의 

반응)과 근이완 정도를 평가 비교하 다. 이 때 기 내삽  

환경의 평가는 각각의 항목에 0−3 의 수를 매기도록 

하여, 기  내 삽  환경을 매우 양호(0−1 ), 양호(2−3

), 보통(4−7 ), 불량(8−9 )으로 평가하도록 하 다 

(Table 1) [13]. 그리고 근이완 정도는 신경근자극기인 TOF 

GuardsⓇ (Organon Teknika NV, Boxtel, the Netherlands)의 

극을 요골 신경의 피부 표면에 부착하고 50 mA로 12  간

격으로 사연속 자극(Train of four, TOF)을 시행하여 그 수를 

기록하 다.

  역학 변수( 압과 심박수)는 propofol 투여 직 의 값을 

기 치로 삼았고, propofol 투여 직후부터 기 내삽  까

지는 20  간격으로 기록하 다. 한 추가로 기 내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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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Data

Group Gender (F/M) Age (yr) Weight (kg)

Group I

Group II

Group III

P value

24/6

27/3

27/3

0.383

40.1 ± 12.9

43.8 ± 8.3

44.0 ± 14.8

0.430

61.5 ± 10.7

62.7 ± 12.7

57.9 ± 7.5

0.184

Values are mean ± SD. Statistical significance accepted when P ＜ 

0.05.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pro-

pofol (2 mg/kg) administration, Group II (n = 30) received propo-

fol and rocuronium simultaneously via different intra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pofol and ro-

curonium via same intravenous route.

Table 3. Assessment of Withdrawal Movement during the Intrave-

nous Injection of Rocuronium 

Groups
Withdrawal movement No withdrawal 

movementShoulder Elbow Wrist

Group I

Group II

Group III

0

0

0

0

0

0

4

2

5

26

28

25

Values are numbers of pati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accepted 

when P ＜ 0.05.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propofol (2 mg/kg) administration, Group II (n = 30) 

received propofol and rocuronium simultaneously via different in-

tra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pofol and rocuronium via same intravenous route.

Table 4. Intubation Conditions

Excellent 

(0−1)

Good 

(2−3)

Poor 

(4−5)

Impossible 

(6−9)
Mean

Group I

Group II

Group III

4

18

23

10

9

7

13

2

0

3

1

0

 3.4 ± 1.5*

1.4 ± 1.7

0.8 ± 0.8

Value are numbers of patients. Clinically acceptable 0−1: ex-

cellant, 2−3: good, Clinically unacceptable 4−6: fair, 7−9: poor. 

Values are mean ± SD.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I 

and group II or group III. Statistical significance accepted when P 

＜ 0.05.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propofol (2 mg/kg) administration, Group II (n = 30) received pro-

pofol and rocuronium simultaneously via different intra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pofol and 

rocuronium via same intravenous route.

Table 5. TOF Count at Intubation

0 1 2 3 4 Mean

Group I

Group II

Group III

0

0

0

0

2

2

1

2

5

6

7

6

23

19

17

3.7 ± 0.5

3.5 ± 0.9 

3.4 ± 1.0 

Value are numbers of pati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accepted 

when P ＜ 0.05.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propofol (2 mg/kg) administration, Group II (n = 30) re-

ceived propofol and rocuronium simultaneously via different intra-

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

pofol and rocuronium via same intravenous route.

직후 압이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와 흡입마취제 투여 1분 

후의 값을 기록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기술하 고 

통계처리는 SPSS 12.0(SPSS Inc., USA)을 이용하 다. 각 군 

간의 환자의 나이, 성별, 몸무게  기 내삽  환경과 근

이완 정도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하 고, 기

내삽  후의 압과 심박수의 변화는 응표본 T 검정과 

Bonferroni 교정으로 분석하 다. 유의수 은 P값이 0.05 미

만일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정하 다. 

결      과

  연구 상 환자의 연령, 성별  체 은 세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Rocuronium 투여로 인한 통 발생 여부를 평가한 회

피운동반응은 손목 에 국한하여 1군에서 4명, 2군에서 2

명, 3군에서 5명이 발생하 으며,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기 내삽  환경 수의 비교에서 임상 으로 매우 양호

한 기 내삽  환경은 1군에서 13%(4명/30명), 2군에서 

60%(18/30), 3군에서 77%(23/30)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양

호한 경우와 양호한 경우를 포함하는 3  이하의 기 내삽

 환경은 1군에서 47%(14명/30명), 2군에서 90%(27/30), 3

군에서 100%(30/30)로 제 3군의 경우 상 환자 모두에서 

양호함 이상의 기 삽 환경을 나타냈다. 

  기 내삽  환경 수는 1군 3.4 ± 1.5, 2군 1.4 ± 1.7, 3

군 0.8 ± 0.8로, 2,3군이 1군에 비교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able 4, P ＜ 0.05).

  기 내삽 시 근이완 정도를 평가한 사연속 자극 수의 

평균값은 1군 3.7 ± 0.5, 2군 3.3 ± 1.2, 3군 3.4 ± 1.0으로 

세 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동맥 압은 세군 모두에서 기 치와 비교해 propofol 투여 

직후부터 기 내삽  까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P ＜ 0.05), 

그 감소의 정도는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Fig. 1). 그러나 

심박수는 기 치와 비교해 propofol 투여 후부터 기  내 삽

 까지의 모든 측정치 간에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Fig. 2). 



 Jeung et al：Propofol과 Rocuronium 혼합 투여

143

Fig. 1. Mean blood pressures were decreased gradually after pro-

pofol administration in all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bas-

al line. Statisical significance accepted when P ＜ 0.05. 0: base-

line, before induction, 20: 20 seconds after induction, 40: 40 sec-

onds after induction, 60: 60 seconds after induction, 80: 80 sec-

onds after induction, 100: 100 seconds after induction, Max: max-

imal point after intubation, 1 min: 1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propofol 

(2 mg/kg) administration, Group II (n = 30) received propofol and 

rocuronium simultaneously via different intra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pofol and rocuronium 

via same intravenous route.

Fig. 2. Heart rates were not changed in all groups. 0: basal line, 

Before induction, 20: 20 seconds after induction, 40: 40 seconds 

after induction, 60: 60 seconds after induction, 80: 80 seconds after 

induction, 100: 100 seconds after induction, Max: maximal point 

after intubation, 1 min: 1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I (n = 30)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fter propofol (2 mg/kg) admin-

istration, Group II (n = 30) received propofol and rocuronium si-

multaneously via different intravenous routes, and Group III (n = 30) 

received a mixture of propofol and rocuronium via same intra-

venous route.

고      찰

  본 연구결과 근이완제인 rocuronium을 마취유도약물인 

propofol과 혼합하거나 동시에 정주한 경우 순차 으로 약물

을 정주한 경우보다 기 내삽  환경이 개선되었다. 

  신속 마취유도시 기도확보를 해 사용되는 신경근 차단

제로는 지 까지 신속한 근이완의 발 과 짧은 작용시간 

때문에 succinylcholine이 선호되어왔으나 succinylcholine 사

용으로 발생되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그 사용이 지양되

고 있는 추세이다 [2]. 따라서 succinylcholine을 체할 비탈

분극성 근이완제의 신속한 작용발 을 한 여러 가지 방

법이 보고되었다. 

  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에

서는 비교  빠른 작용발 과 짧은 작용시간 때문에 rocuro-

nium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rocuronium 작용발 시

간과 지속시간 모두 용량의존성 특성이 있다 [14-16].

  Magorian 등은 [17] succinylcholine과 같은 정도의 작용발

을 해서는 rocuronium 0.9−1.2 mg/kg의 용량이 요구된

다고 했다. Kopman 등은 [18] ED95의 1.5배 용량인 0.5 

mg/kg 사용 시 75  후에 총 30명 환자  25명에서 매우 

양호한 삽  환경을, 5명에서 양호한 삽 환경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Andrew 등은 [19] rocuronium 1.0 mg/kg 사용 시 

0.6 mg/kg 사용 시와는 달리 succinylcholine 1.0 mg/kg 사용 

시와 동일한 정도의 임상  효과가 있다고 했다. Rocuro-

nium 1.0 mg/kg 사용 시 93%에서, succinylcholine 1.0 mg/kg 

사용 시 97%에서, rocuronium 0.6 mg/kg의 사용 시 77%에서 

기  내 삽  환경이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Weiss 등은 [16] 

rocuronium 0.9 mg/kg 사용 시 succinylcholine 1.5 mg/kg 사

용 후 60  후와 비슷한 정도의 기  내 삽 이 가능했으

나, rocuronium 0.7 mg/kg 사용 시에는 기  내 삽  환경이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보고들에 의하면 ro-

curonium을 기 내삽  권장용량(0.6 mg/kg)으로는 60  이

내에는 한 정도의 기 내 삽  환경을 얻을 수 없다 

[16-19]. 

  일반 인 기 내삽  용량보다 과량인 ED95 3−4배의 고

용량을 사용하면 작용발 을 빠르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약

물의 부작용과 신경근 차단의 연장 등의 부작용을 증 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용량의 rocuronium으로 신속 마취

유도하기 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충진 원리

가 표 인데 기 내 삽  2−4분 에 ED95의 1.5배 용량

의 20%를 미리 투여해 rocuronium을 비롯해 vecuronium, 

atracurium 등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작용발 을 약 30−
60  정도 앞당길 수 있다 [20-23]. 그러나 Baumgarten 등은 

[24] 이러한 충진 원리로는 succinylcholine 사용 시와 같은 

정도의 한 기 내삽  환경을 얻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일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충진 원리로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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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폐 흡인, 연하곤란, 시각  혼란의 험이 있어 신 

상태가 안정 이지 못한 환자에서는 당하지 않다 [25,26].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작용 발 을 앞당기는  다른 

방법으로 정량의 ephedrine을 사용해 rocuronium의 작용 

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4]. 이는 근이완제의 작용 

발  시간에 한 심박출량과 약물 순환 시간의 향 때문

이다 [15,27]. Muñoz 등에 [28] 따르면 정량의 ephedrine으

로 rocuronium의 작용 발  시간을 98 에서 72 로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정반 의 원리로 Szmuk 등은 [4] 

esmolol 사용시 rocuronium의 작용 발  시간이 연장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근이완제 발 이 연장 혹은 단축되는 것은 마

취유도제 주입 후 발생하는 심박출양의 감소와 이에 따른 

근이완제 신 액 순환과 연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 이러한 생리학  변화에 해 확실히 규명된 바

는 없다.

  마취유도제로 흔히 쓰이는 propofol의 경우 짧은 시간 내

에 역학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

이 더욱 두드러진다. Propofol은  확장과 심근 억제를 

유발하는데 마취유도 용량인 1.5−2.5 mg/kg 를 정주하 을 

때 2−3분 후의 수축기 압이 25−40%, 심박출량이 15%, 

신  항이 15−25% 정도 감소함이 알려져 있다 [6-9].

  본 연구에서도 propofol 주입 후에 기 치와 비교해 기

내삽  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 동맥 압이 크게 감소하

여 이상의 보고들과 일치하 다. 한 기  내 삽  환경이 

propofol 과 rocuronium을 동시에 투여한 제 2, 3군에서 pro-

pofol투여 후 rocuronium을 투여한 제 1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는데 이런 효과의 기 으로 rocuronium을 propofol

과 동시 주입한 제 2, 3군의 경우 제 1군에 비해 동맥 압

이 감소되기 , 즉 심박출량이 격히 감소하기 에 신

의 류 순환이 비교  양호한 상태에서 rocuronium이 주입

됨에 따라 다량의 rocuronium이 신경근 합부의 수용체까

지 달되고, 따라서 효과 으로 근이완이 일어나 기 내삽

 환경의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연속 자극 수로 평가된 신경근 차단 정도

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임상 인 근육

이완에 필요한 75% 이상의 신경근 차단 즉 사연속 자극시 

T4가 없어지는 경우(사연속 자극수가 3개 이하)는 제1군 

23%(7명/30명), 2군 37%(11/30), 3군 43%(13/30)로 제2, 3군

에서 제1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리고 기 내삽

 환경 수 역시 제2, 3군에서 제1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하여 제1군에서 신경근차단정도  기 내삽  환경이 

가장 불량하 음이 찰 다. 

  한 신경근차단정도와 기 내삽  환경의 연 성을 나

타낼 수 있는 지표로 임상 인 근육이완에 필요한 75%이상

의 신경근 차단 즉 사연속 자극수가 3개 이하인 경우와 기

내삽  환경이 양호한 경우를 나타내는 3  이하의 경우

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사연속 자극 수가 3개 이

하는 제 1군 23%, 2군 37%, 3군 43% 고 기 내삽  환경 

수가 3  이하는 1군 47%, 2군 90%, 3군에서 100%로 모

든 군에서 기 내삽 환경이 근육이완정도보다 좋게 평가

되었다. 이처럼 기 내삽  환경과 사연속 자극 수로 평가

된 신경근 차단 정도가 모든 군에서 다르게 평가된 것은 

아마도 기 내삽  환경에 여하는 후두외근, 횡격막  

작근과 같은 심근육이 수지외근과 같은 말  근육보다 

근이완제에 의해 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29,30]. 

  그리고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제 3군의 경우 propofol과 

rocuronium을 혼합할 경우 화학  는 물리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먼  인체 내 약물 주

입시 약물안정성의 지표  하나인 pH값을 알아보기 해 

pH-측정기(SCUB-05, Sechang Instruments Co., Korea)로 측정

해보았다. 1군과 2군에 사용된 propofol, lidocaine 혼합액은 

4.83, 3군에 사용된 propofol, lidocaine, rocuronium의 혼합액

은 4.05으로 pH값이 측정되었다. 한 두 약물의 혼합 시 

침 물의 형성 여부를 알아보기 해 약물을 혼합하고 24

시간 후에 여과종이를 이용해 여과시켜보았으나 결정체는 

 찰되지 않았다. 한 미경으로 혼합물을 슬라이드

에 도말시켜 살펴보았으나 역시 결정체는 찰되지 않았다. 

이는 분말제제와 액상제재가 혼합하면 침 물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propofol과 rocuronium은 각

각의 약물 제형 자체가 분말이 아닌 액상의 완제품이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Rocuronium 투여로 인한 통 발생 여부를 평가에서 

일부 환자에서만 통증반응이 나타났으며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회피운동반응이 게 발생한 

이유로는 큰 크기의 을 사용하 고, propofol과 rocuro-

nium에 lidocaine을 첨가하 으며, 1군과 2군에서는 rocuro-

nium과 증류수를 20 cc로 희석하여 20 의 시간동안 천천히 

주입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마취유도 시 통상  기 내삽  용량인 ro-

curonium (0.6 mg/kg)을 propofol과 동시 투여한 경우, 근이완

제 투여 60  후에도 훌륭한 기 내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신속 기 내삽 을 해 기

존에 사용하던 succinylcholine을 체할 수 있는 아주 유용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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