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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Core temperature in response to propofol-remifentanil 
anesthesia and sevoflurane-remifentanil anesthesia 

Ui-Jae Im, Dong-Jun Lee, Mun-Cheol Kim, Jeong Seok Lee*, and Sang Jun Le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Seoul,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un Hospial, Bucheon, Korea

  Background:  Hypothermia follow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is caused by core to peripheral redistribution of body heat.  It 

has been reported that propofol causes more severe hypothermia than sevoflurane by inhibiting thermoregulatory vasoconstriction during 

surgical procedures.  Therefore, we evaluated the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anesthesia with intravenous propofol to determine 

if it causes more core hypothermia than inhaled sevoflurane.

  Methods:  Forty-five patients who underwent hysterectom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randomly, a propofol-remifentanil (PR) 

anesthesia group and a sevoflurane-remifentanil (SR) anesthesia group.  Each group was subjected to anesthetic induction with either 

1.5 mg/kg propofol or inhalation of 5% sevoflurane, respectively.  Anesthesia in the former group was maintained with propofol while 

it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in the latter group.  Specifically, 6−10 mg/kg/hr propofol, 3 L/min medical air, 2 L/min O2, 

and 0.25 mg/kg/hr remifentanil were used in the PR group for maintenance, while 1.5 vol% sevoflurane, 3 L/min medical air, 2 L/min 

O2 and 0.25 mg/kg/hr remifentanil were used for maintenance in the SR group.  We measured the core temperature 8 times, prior 

to induction and 10, 20, 30, 45, 60, 75 and 90 minutes after induction.

  Results:  Core temperatures decreased in both the PR and SR group during surgical oper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Anesthesia induced and maintained by propofol did not cause a greater degree of hypothermia than sevoflurane.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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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의 체온 조 계는 열 생산  방출을 조 하여 심

체온을 37 ± 0.2oC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정상 으로 

심구획보다 말 에서 체온이 낮은데 그 차이는 체온 조

성 수축으로 인하여 2−4oC로 유지된다[1]. 추 에 장기

간 노출되거나 체온 조 의 효율성을 하시키는 약물  

질환 등에 의해 심체온이 1−2oC 떨어지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3배, 수술 창상 감염 빈도가 3배 증

가하며 입원기간이 20% 연장되고, 수술  출 량과 수

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1].

  마취  체온 소실 기 은 심(core compartment)에서 말

(peripheral compartment)로의 재분포가 가장 크게 작용하며 

그 외 사성 열 생성 하, 주변 환경으로의 열손실, 마취

제에 의한 체온 조  추 억제 등이 향을 미친다. 흡입

마취제와 정맥마취제는 모두  수축 역치(vasocon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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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Anesthetic Data

 Group

PR (n = 23) SR (n = 22)

Age (yr)

Height (cm)

Weight (kg)

Duration of surgery (min)

Ambient temperature (
o
C)

Heart rate (bpm)

Mean blood pressure (mmHg)

46.7 ± 6.8

158.2 ± 5.0

 60.2 ± 56.0

107.6 ± 25.9

 21.7 ± 0.21

79.7 ± 5.1

 93.8 ± 11.0

44.6 ± 3.7

157.7 ± 4.9

56.6 ± 7.3

115.9 ± 30.8

 21.8 ± 0.21

78.3 ± 9.6

 88.0 ± 14.7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 number of patients, PR: 

propofol-remifentanil anesthesia. SR: sevoflurane-remifentanil anesthesia.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resholds)와 율의 역치(shivering thresholds)를 낮춰서 체온

의 재분포를 유발하는데 마취 후 첫 한 시간 동안에 재분

포가 심체온에 미치는 향은 81%에 달한다[2]. 

  Propofol은 sevoflurane보다 추와 말 에서  이완효

과가 강하며 이런 효과로 인하여 심에서 말 로 열의 재

분포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마취유도에 사용된 용량만으

로도 체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3,4]. 반면에 마취

유도 시 propofol을 사용하고 sevoflurane 는 propofol로 마

취를 유지한 두 군 사이에 심체온 변화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6]. 

  이에 자는 마취유도에 사용된 propofol이 향을 주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마취유도

에서 유지까지 sevoflurane을 사용한 경우와 propofol을 사용

한 경우 심체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신마취 하에 개복하 자궁 출술이 정되

어 있는 20−60세의 성인 여자 환자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는 2군에 속하는 45명을 상으로 하

다. 심폐질환, 신질환, 간질환, 뇌신경계 질환 등 본 연구에 

합하지 않은 환자는 제외하 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 윤

리 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 고 실험 에 환자들에게 

미리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환자를 단순 

무작  추출 방법에 의해 두 개의 군으로 나 어서 한 군

은 propofol-remifentanil (PR 군)로, 다른 한 군은 sevoflurane- 

remifentanil (SR 군)로 마취를 시행하 다. 

  마취 투약제로 마취유도 1시간 에 glycopyrrolate 0.2 

mg, butorphanol 0.5 mg을 근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자동 압기, 맥박산소측정기를 거치하 다. 

마취유도  O2 5 L/min으로 5분간 심호흡을 시킨 후에 마

취를 시작하 다. 

  PR 군(n = 23)에서는 lidocaine 40 mg을 정주한 후 re-

mifentanil을 0.25 μg/kg/min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면서 마취

유도를 해 propofol 1.5 mg/kg을 정주하 고 기 내삽 을 

하여 rocuronium 1 mg/kg을 정주하 다. 기 내삽  후 

atracurium을 7 μg/kg/min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 다. 마취 

유지를 해 propofol을 0.1−0.16 mg/kg/min, remifentanil을 

0.25 μg/ kg/min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 으며 의료용 공기 

3 L/min, O2 2 L/min를 사용하 다.

  SR 군(n = 22)에서는 remifentanil을 0.25 μg/kg/min으로 지

속주입하면서 마취유도를 해 5 vol%의 sevoflurane을 흡입

시켜 의식소실을 확인하고 rocuronium 1 mg/kg를 정주하

다. 기 내삽  후 atracurium을 7 μg/kg/min의 속도로 지속 

주입 하 다. 1.5 vol%의 sevoflurane과 remifentanil 0.25 μ

g/kg/ min으로 마취를 유지하 으며 의료용 공기 3 L/min, 

O2 2 L/min를 사용하 다.

  조  호흡시 호기말 이산화탄소는 30−35 mmHg로 유지

하 으며 특별한 가온장치는 사용하지 않았고 실내온도는 

20−22oC로 유지하 다. 

  마취  심체온은 고막에서 측정하 으며 ThermoScanⓇ 

(Braun AG, Germany)으로 환자의 왼쪽 귀에 고 3회 이상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을 사용하 다. 신마취 유도 후에

는 온도계가 달린 Esophageal Stethoscope w/Temperature 

SensorⓇ (Debusk Lane, powell, TN, USA)를 식도하부 1/3에 

치시키고 마취 유도 10분, 20분, 30분, 45분, 60분, 75분, 

90분 후에 각각 체온을 측정 하여 두 군 간의 심체온의 

차이를 비교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고 시간에 따

른 두 군 간의 체온변화의 차이는 반복공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COVA)을 사용하 으며 PR 군과 SR 군을 군 

간으로, 시간을 군내요인으로 하 다. 통계학  분석은 

SPSS (version 14.0K, SPSS Inc., USA) 로그램을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결      과

  환자의 연령, 체 , 신장, 수술시간, 맥박수, 평균동맥압, 

수술실내 온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PR 군의 경우 마취유도  고막체온은 36.8 ± 0.4oC이었고 

마취유도 후 10분, 20분에는 각각 36.6 ± 0.3oC, 36.5 ± 0.3oC

로 심체온의 유의한 하는 없었으며, 그 이후 30분에는 

36.5 ± 0.3oC, 45분에는 36.4 ± 0.3oC, 60분에는 36.3 ± 0.3oC, 

75분에는 36.2 ± 0.3oC, 90분에는 36.1 ± 0.3oC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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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s of core temperature in the two groups. The 

core temperatures of propofol-remifentanil anesthesia (PR) group 

are constantly higher than that of sevoflurane-remifentanil (SR) 

group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lso,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re temperature changes 

between two groups during anesthesia. 

하를 보 다. SR 군에서는 마취유도  평균체온은 36.6 ± 

0.5oC이었고 마취유도 후 10분, 20분에는 36.4 ± 0.3oC, 36.4 ± 

0.3oC로 심체온의 유의한 하는 없었으며 그 이후 30분

에는 36.3 ± 0.3oC, 45분에는 36.2 ± 0.3oC, 60분에는 36.1 ± 

0.3oC, 75분에는 36.0 ± 0.3oC, 90분에는 35.9 ± 0.4oC으로 유

의한 하를 보 다. 마취유도 후 90분 동안 PR 군과 SR 

군에서 심체온은 각각 0.69 ± 0.5oC, 0.67 ± 0.6oC 감소하

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1).

고      찰

  뇌, 심장, 폐 같은 심부 체 조직은 액 류가 매우 잘

되고 온도도 피부 등의 다른 조직에 비해 높게 유지 된다. 

이곳의 온도를 심부체온(core temperature) 혹은 심체온이

라고 하며 정상 으로 심체온과 말  사이의 온도 차이

는 2−4oC 정도다[1]. 본 실험에서는 정확한 심체온을 측

정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게 하기 하여 마취 에는 왼

쪽 고막의 체온을 측정하 고 마취 에는 식도하부 체온

을 측정하 다. 

  심체온을 잘 반 하는 측정 장소로 가장 흔하게 사용

되는 곳은 식도 하부이고 그 외 폐동맥과 고막 그리고 비

인후가 있는데 마취 에는 뇌의 사가 다른 곳에 비해 

더 낮아지므로 고막의 경우 0.2oC 정도 더 낮아지지만[7,8], 

Holdcraft와 Hall에[9] 의하면 고막온도가 심체온을 측정하

는 임상 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고막은 뇌시상하부의 

온도를 반 하며 식도하부의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심

체온을 잘 반 한다.

  심부와 말 조직 간 온도 차이는 체온 조 성 수축

에 의해 유지 된다. 신마취와 부 마취 시 발생하는 체온 

감소는 세 반응시기를 보이는데 제 1기는 마취 후 한 시간 

정도로 심체온이 격하게 하되는 시기로 추성 체온

조  장애와  이완에 의해 심부에서 말 로 체열이 재

분포 되면서 발생한다[2]. 제 2기는 마취 후 약 2−3시간으

로 사성 열생산 보다 열손실이 많아지면서 심 체온이 

감소하는 시기로 체온감소는 완만한 경사를 그린다[10]. 제 

3기는 마취 후 3−4시간의 기간으로 피부에서 열손실이 감

소하고 체온이 진행되면서 다시 유발된 체온 조 성 

수축에 의하여 심체온이 평부(plateau)를 그리는 시기이

다[10-13]. 신마취는 체온조  추에 작용하여 체온 조

성 수축을 억제하며, 직  에 작용하여 을 확

장시켜 심부의 열이 말 로 이동되는 것을 진시킨다[14-17]. 

부  마취 시에는 교감신경이 차단되어 이 이완되며 

추성 체온조 장애와 함께 이완효과로 인하여 체온의 재

분포가 발생하여 신마취와 같이 체온이 발생한다[18-20]. 

  Halothane은 수축 역치를 34−35oC로 낮추고[12] iso-

flurane은 용량에 따라 3oC/% 정도로 감소시킨다[21]. 이 게 

마취제에 의한 수축 억제로 인하여 이 확장되고 

심부의 열이 말 로 이동되어 열의 재분포가 일어나게 된

다. 이런 재분포가 심체온 하에 미치는 향은 신마

취의 경우 마취유도 1시간 후에 81% 정도이고 마취유도 2

시간 후에 43%, 마취유도 3시간 후에 35%을 차지하고 총 

마취유도 3시간 동안 65%의 향을 미친다고 한다[2].  

  심체온은 신마취 유도 후 1시간 이내에 약 0.5−
1.5oC 정도 감소한다고 하 고[1] 본 실험에서도 양 군에서 

신마취 유도 후 1시간에 약 0.52oC씩 체온이 감소하여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Propofol은 isoproterenol의 치환체로 다른 정맥 마취제에 

비해 사가 빠르고 투여시간에 따른 축 효과가 없어 외

래마취나 당일수술 환자에서 마취 유도와 유지요법에 자주 

쓰이는 약물이다[22]. Propofol로 마취유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압이 감소하는데 이는  평활근에 한 직

인 작용과[4,23] 교감 신경계 차단으로 인한 이완작용

에 따른 것이다[24]. 이로 인해 체온의 재분포가 발생하여 

체온이 발생한다[14-17].

  Sevoflurane은 분배계수가 0.69로 폐포농도가 빠르게 증가

하여 빠른 마취유도와 각성이 가능하며, 냄새가 심하지 않

아 기도자극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  성인에

서 마취 유도 시에 사용된다. Sevoflurane은 심박출량을 감

소시키고 신 항을 낮춰 압을 유발시킨다. 한 

체표 류를 증가시켜 체온조 기 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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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da 등은[3] 20명의 환자를 상으로 마취유도에 propofol 

2.5 mg/kg을 사용한 그룹과 5% sevoflurane으로 마취유도를 

한 그룹의 심체온을 비교하 는데 propofol을 사용한 그룹

이 수술  심체온이 낮게 유지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 

이유로 그들은 마취유도 시 사용한 약제로 인해 단기간의 

 이완이 심체온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단하

는데 propofol의 말  동정맥 확장능력이 sevoflurane보다 크

기 때문에 마취유도 시에 체온의 재분포가 더 크게 발생하

여 그로 인하여 propofol 군에서 심체온이 낮게 찰된다

고 하 다. 한 Matsukawa 등의[2] 연구에서는 마취유도로 

propofol 3 mg/kg과 fentanyl 4 μg/kg을 투여한 경우엔 1시간 

동안에 1.6 ± 0.3oC, 2시간은 1.1 ± 0.3oC 감소하 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체온감소가 상보다 게 나타났

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은 마취유도에 사용한 

propofol의 용량 차이이다. Propofol의 마취유도 용량은 1−3 

mg/kg이며 본원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유도용량인 1.5 

mg/kg을 사용하 고 이 용량은 Matsukawa와[2] Ikeda의[3] 연

구에 비해 용량이었기 때문에 체온이 덜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Iwata 등은[5] 신경외과 수술 동안 체온을 유발

할 때 마취유도로 propofol 1.5−2.5 mg/kg을 사용하고 유지

를 1−2 vol% sevoflurane으로 사용한 군과 propofol 3−5 

mg/kg/hr로 유지한 군 사이의 심체온에 미치는 효과를 비

교하여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고, 

Kwak 등은[6] 화상을 입은 환자의 마취에서 propofol을 목

표 효과처 농도 6 μg/ml로 지속 정주와 동시에 remifentanil

을 목표 효과처 농도 2 ng/ml로 지속 정주한 군과 propofol 

2 mg/kg으로 마취유도 후 sevoflurane 2 vol%로 유지한 환자

군 사이에  심체온의 변화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이 두 실험에서는 마취유도 시 모두 propofol을 사용하

는데 이 이 심체온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

각을 하 고 따라서 자는 마취 유도 단계에서부터 흡입

마취를 사용한 경우와 propofol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려 

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군 사이에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자는  동일 수술법을 시행 받는 환자만을 

상으로 한정하 고 마취 투약과 수술실 온도 등 마취유

도 이외의 사항을 동일하게 시행하 기 때문에 마취제를 

제외한 부분에서의 오차를 최소화하 다고 생각된다. 본 연

구의 제한 은 remifentanil을 사용함으로서 propofol과 sevo-

flurane의 순수한 효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이다. Remi-

fentanil은 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을 이완시켜서 용량

에 따라 체온조 에 향을  수 있다[26]. Remifentanil의 

유지용량은 0.05−2.0 μg/kg/min이며 이 실험에서 remifentanil

을 사용함으로서 propofol이나 sevoflurane의 효과가 일정부분 

가려져서 그 차이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마취 시 propofol-remifentanil을 사용한 경우와 sevo-

flurane-remifentanil을 사용한 경우에 시간에 따른 심체온 

변화를 찰한 결과 두 군 모두 마취유도 30분 이후부터 

유의한 체온 하를 나타냈으며 90분 후에는 각각 0.69 ± 

0.5oC, 0.67 ± 0.6oC 감소하 다. 반면 두 군 간에 심체온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propofol- 

remifentanil이나 sevoflurane-remifentanil이 체온 감소에 미치

는 향은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용량에 따라 

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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