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Anesthesiol 2009 Jul; 57(1): 8-12
□ Clinical Research Article □

DOI: 10.4097/kjae.2009.57.1.8

8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목표농도조절 주입 전정맥마취에서 
이중관 기관내관 삽관 시 혈역학적 반응을 억제하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

남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허 하ㆍ윤명하ㆍ이형곤ㆍ김웅모

Received: March 8, 2009.

Accepted: May 18, 2009.

Corresponding author: Myung Ha Yo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8, 

Hak-1dong, Dong-gu, Gwangju 501-757, Korea. Tel: 82-62-220-6893, Fax: 

82-62-232-6294, E-mail: mhyoon@chonnam.ac.kr

This paper is Master in Medicine.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09

ｃｃ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blunting hemodynamic response to double 
lumen endobronchial intubation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total intravenous 

anesthesia using propofol with remifentanil 

Bong Ha Heo, Myung Ha Yoon, Hyung Gon Lee, and Woong-M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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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blunting hemodynamic re-

sponses to double lumen endobronchial intubation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 using 

4.0 µg/ml of propofol with remifentanil. 

  Methods:  Sixty patients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1 or 2) were randomly allocated accord-

ing to the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R3.0: remifentanil 3.0 ng/ml; R3.5: remifentanil 3.5 ng/ml; R4.0: remifentanil 

4.0 ng/ml).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at loss of consciousness was recorded.  Mean arterial pressure (MAP), heart 

rate (HR) and bispectral index (BIS) were recorded at just before remifentanil administration (baseline),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nd propofol, at just before intubation and 1, 2, 3 min after intubation.

  Results:  MA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baseline at 1, 2 min after intubation in R3.0, bu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R4.0.  MAP of R3.5 was not different from the baseline after intubation.  HR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baseline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and immediate before intubation in R3.5 and R4.0.  After intubation, H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baseline at only 1 min after intubation and returned to the baseline in R3.0.  However, 

HR was continuously decreased in R4.0.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blunting hemodynamic re-

sponses to double lumen endotracheal intubation was 3.5 ng/ml during TCI-TIVA using 4.0 µg/ml of propofol with remifentanil.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8∼12)

Key Words:  Double lumen tube, Effect site concentration, Propofol, Remifentanil,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서      론

  신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기  내 삽 은 반사 인 교

감신경계 자극을 일으키고[1-3], 기존에 심 이나 뇌질환

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근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켜 심허

,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 압에 의한 뇌출 의 

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4,5]. 특히 이  기 내 (dou-

ble lumen endobronchial tub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single lumen tracheal tube)에 비해 긴 길이  큰 직경의 물

리  특성과 기 지내에 정확히 치하기 한 조작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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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짐 등으로 역학  변화가 더 심할 것으로 상된다. 

  재까지 기  내 삽 에 따른 역학  반응을 최소화

하기 한 다양한 약물학 인 방법이 시도되어 왔는데[6-8], 특

히 remifentanil은 최근에 개발된 선택  μ-수용체 작용제로 

액과 조직의 비특이 esterase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빠른 

작용시간과 짧은 작용지속시간을 보여 리 사용되고 있다

[9,10].

  목표농도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방법을 

이용한 propofol과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맥마취(total intra-

venous anesthesia, TIVA)는 흡입마취제보다 산소성 폐  

수축에 한 향이 더 고, 기술 으로도 고농도의 산소 

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일측 폐환기를 시행

하는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11].

  한편, 이  기 내 의 삽  시 propofol과 remifentanil

을 이용한 정맥 마취에서 역학  변화를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에 해서는 알려

진 바가 없다. 이에 자들은 목표농도조  주입법을 이용

하여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 시 이  

기 내  삽 에 따른 역학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에 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

를 시행하 다. 

상  방법

  연구 상은 신 마취를 이용한 계획수술이 정된 미

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60세의 

성인남녀 60명을 상으로 하 다. 심장, 신장, 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아편유사제나 진정제  본 연구에 향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독경험이 있는 경우, 기

내  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경우(Mallampati 

class 2 이상)와 임산부는 연구 상에서 제외되었다.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환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

법에 한 동의서를 받았다. 

  상 환자들은 8시간 이상 식하 으며 진정제 성분의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다. 병실에서 18 G 이상의 정맥로

를 양 팔에 확보하고 수술실에 도착하면 앙와 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비침습  압측정계, 심 도, 맥박산소계측

기와 bispectral index (BIS) 감지기(BIS XP monitor A 2000, 

Aspect Medical System Inc., Natick, MA, USA)를 부착하

다. 동맥압은 마취 유도  국소마취 하에 요골 동맥 내로 

20 G 카테터를 삽입하여 지속 으로 측정하 다. 2% propo-

fol 용액(FresofolⓇ, Fresenius Kabi Korea Ltd, Korea)은 Marsh 

model로, remifentanil (UltivaⓇ, GlaxoSmithKline, UK)은 생리

식염수로 50 μg/ml로 희석한 후 Minto model로 설정하여 

목표농도 조 주입펌 (TCI,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

에 장착하 다. 장착하는 동안 하트만 용액 10 ml/kg를 정

주하 다.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3.0 ng/ml (R3.0군), 3.5 ng/ 

ml (R3.5군)  4.0 ng/ml (R4.0군)의 세 군으로 나 었으며 

환자들은 무작 로 이  한 군으로 배정되었다. 환자의 

압과 심박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100% 산

소 8 L/min를 1−2분 동안 공 하면서 과도한 심박수 하강

을 방지하기 해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하고 remifen-

tanil을 주입하 다. Remifentanil이 설정된 효과처 농도에 도

달하면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0 μg/ml로 설정하여 주

입하 다. 주입  의식 소실 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기록하 으며 의식 소실 시 은 verbal response  안검반

사가 없어질 때로 하 다. Propofol이 효과처 농도에 도달하

면 rocuronium 0.8 mg/kg를 투여하고 100% 산소 8 L/min으

로 마스크 환기를 시행하면서 1분 30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삽  시간은 후두경 진입시기부터 cuff bal-

looning이 완료되는 시간까지로 하여 측정하 다.  

  이  기 내 (MallinckrobtⓇ, Broncho-CathTM, left)은 남

자는 37 Fr., 여자는 35 Fr.를 사용하 고 기 내  삽 이 

어려웠던 경우(2회 이상 시도 는 소요시간 30  이상)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마취 유도  측정치를 baseline으로 하여 remifentanil과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도달 시 , 기 내  삽  직 , 삽

 후 1, 2, 3분에 평균 동맥압, 심박수  BIS값을 측정하

여 기록하 으며 삽  후에는 100% 산소로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을 35 mmHg 내외가 되도록 유지하 다. 평균 동

맥압이 마취 유도 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거나, 심박수

가 분당 50회 이하의 서맥을 보이는 경우에는 ephedrine 8 

mg이나 atropine 0.5 mg을 각각 정주하 다.

  Power analysis 상 20%의 평균 동맥압  심박수의 변화

를 측정하기 한 sample size는 19 다(power = 0.8, α = 

0.05).

  자료는 평균 ± 표 편차로 하 다. 통계는 SPSS (version 

15.0, 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 다. 각 군의 인구

학  자료  군 간의 시간  별 측정치의 비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군내 측정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군간 측정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하

으며 사후 검증법으로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사

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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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0 (n = 20) R3.5 (n = 20) R4.0 (n = 20)

Sex (M/F) 9/11 11/9 10/10

Age (yr)   43.3 ± 11.2   40.4 ± 14.8  45.5 ± 12.0

Height (cm) 170.3 ± 5.9 156.5 ± 2.4 160.9 ± 9.4

Weight (kg)  61.0 ± 8.1  59.0 ± 8.7 56.6 ± 7.0

BMI (kg/m
2
)  20.7 ± 3.2  24.3 ± 7.0 22.1 ± 3.2

Intubation time (s)   9.2 ± 0.1   8.7 ± 0.2  8.8 ± 0.1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3.0: remifentanil 

3.0 ng/ml ＋ propofol 4.0 μg/ml, R3.5: remifentanil 3.5 ng/ml 

＋ propofol 4.0 μg/ml, R4.0: remifentanil 4.0 ng/ml ＋ propofol 

4.0 μg/ml. BMI: body mass index. 

Table 1. Demographic Data

Fig. 1. Mean arterial pressure (MAP). R3.0: remifentanil 3.0 ng/ml 

＋ propofol 4.0 μg/ml, R3.5: remifentanil 3.5 ng/ml ＋ propofol 

4.0 μg/ml, R4.0: remifentanil 4.0 ng/ml ＋ propofol 4.0 μg/ml. 

Base: baseline, before infusion of remifentanil, Remi: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Prop: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4.0 μg/ml), Intu: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I1: 1 min after intubation, I2: 2 

min after intubation, I3: 3 min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s 

± SD. a)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b)P ＜ 0.05 compared 

with R3.5.

Fig. 2. Heart rate (HR). R3.0: remifentanil 3.0 ng/ml ＋ propofol 

4.0 μg/ml, R3.5: remifentanil 3.5 ng/ml ＋ propofol 4.0 μg/ml, 

R4.0: remifentanil 4.0 ng/ml ＋ propofol 4.0 μg/ml. Base: base-

line, before infusion of remifentanil, Remi: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Prop: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4.0 μg/ml), Intu: immedi-

ately before intubation, I1: 1 min after intubation, I2: 2 min after 

intubation, I3: 3 min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s ± SD. a)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b)P ＜ 0.05 compared with R3.5.

결      과

  상 환자의 성별, 연령, 신체질량지수  기 내  삽  

시간은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Remifentanil 투여  평균 동맥압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군 모두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

도 도달 시 까지 기 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도달 시   기 내  삽  직

에서 기 치에 비해 유의한 평균 동맥압의 감소를 보

다. R3.5군과 비교하여 R3.0군에서 평균 동맥압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 내  삽  후 평균 동맥압은 R3.0군에서 삽  

후 1, 2분에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P = 

0.002, 0.044). R3.5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R4.0군에서는 삽  후 1, 2, 3분에 기 치에 비해 유의

한 평균 동맥압의 감소를 보 다(P ＜ 0.001). 군 간 비교에

서 R3.5군과 비교하 을 때 삽  후 1, 2, 3분에서 R3.0군에

서는 의미 있는 증가를(P = 0.001, 0.002, 0.001), R4.0군에서

는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P = 0.011, 0.030, 0.026) (Fig. 

1). 

  심박수는 R3.0군에서 군내 비교 시 remifentanil과 propofol

의 효과처 농도 도달 시   기 내  삽  직 까지 기

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R3.5군과 R4.0군에

서 군내 비교 시 propofol과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도달 

시   기 내  삽  직 에 기 치에 비해 유의한 심박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기 내  삽  후 심박수는 R3.0군

에서 삽  후 1분에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P = 0.002). R3.5군에서는 삽  후 2분까지 기 치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R4.0군에서는 삽  후 2, 3

분에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04, 0.002). 

군 간 비교에서는 R3.5군과 비교하 을 때  R3.0군에서는 

삽  후 1분에 유의한 심박수 증가를 보 고(P ＜ 0.001), 

R4.0군에서는 삽  후 1, 2, 3분 모두에서 유의한 심박수의 

감소를 보 다(P = 0.005, 0.018, 0.026)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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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0 (n = 20) R3.5 (n = 20) R4.0 (n = 20)

Baseline 97.6 ± 1.3 93.6 ± 4.2 94.7 ± 4.1

T-Remifentanil 94.5 ± 6.3 89.3 ± 7.6 83.7 ± 9.3

T-Propofol  64.1 ± 12.2  57.5 ± 14.2  49.3 ± 13.8

T-Intubation  58.5 ± 11.9  47.6 ± 16.5   38.2 ± 11.6
a)

I1  51.7 ± 12.9  47.2 ± 14.1   36.4 ± 10.3a)

I2 46.0 ± 8.5  42.2 ± 15.7   35.7 ± 10.4
a)

I3  40.3 ± 11.8  41.5 ± 12.9  31.0 ± 4.4
a)

Values are mean ± SD. R3.0: remifentanil 3.0 ng/ml ＋ propofol 

4.0 μg/ml, R3.5: remifentanil 3.5 ng/ml ＋ propofol 4.0 μg/ml, 

R4.0: remifentanil 4.0 ng/ml ＋ propofol 4.0 μg/ml. Baseline: 

baseline, before infusion of remifentanil, T-Remifentanil: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T-Propofol: 

at the time of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4.0 μg/ml of pro-

pofol, T-Intubation: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I1: 1 min after 

intubation, I2: 2 min after intubation, I3: 3 min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R3.5. 

Table 2. Change of BIS 

  BIS는 세 군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감소

하 다. R3.0군과 R3.5군에서는 기 내  삽  후에도 평균

값이 40 이상이었던 반면, R4.0군에서는 R3.5군과 비교하여 

삽  직 부터 삽  후 3분까지 BIS 평균값이 40 이하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 다(Table 2). 

고      찰

  본 실험결과 이  기 내  삽  후 평균 동맥압과 심

박수 변화폭은 remifentanil 용량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이

는 이  기 내  삽 에 의한 심 계 불안정성을 둔

화시키는 데에 remifentanil이 효과 이나 한 용량을 결

정한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측 폐환기를 해서는 이  기 내  삽 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산소성 폐  수축에 향이 고 높

은 산소 분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취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정맥마취제는 산소성 폐  수축에 향

이 다고 알려져 있고[11], 기술 으로도 고농도의 산소 분

압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이 있어서 일측 폐환기를 시행하

는 경우에 흡입마취제보다 더 선호된다. 한 정맥마취 

방법  목표농도조  주입법은 마취 깊이를 쉽게 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간헐  일시 정주 주입방법에 비

해 안정된 마취상태를 제공하여 심   호흡기계 부작

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12]. 

  Propofol로 정맥마취를 시행할 경우 수술  각성을 피

하기 한 농도에 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한국인에서 BIS 41.1 ± 2.5에 해당하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는 3.5 μg/ml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13],  투약을 하

지 않고 propofol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상 환자의 50%

와 90%에서 의식소실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효과처 농도인 

EC50과 EC90은 각각 3.40  4.34 μg/ml로 보고되었다[14]. 

한 다른 연구에서는 BIS를 40−50으로 안정 으로 유지

하기 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는 3.4 μg/ml (95% CI, 

3.1−3.7 μg/ml)라고 보고하 다[15]. 이 같은 연구들을 근거

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진정상태 감시 장치로 BIS를 사

용하면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 μg/ml로 고정하 다. 

  Albertin 등은[15] 마취유도 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 

μg/ml로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50%의 환자에서 기  내 

삽 에 따른 교감신경반응을 둔화시킬 수 있는 remifentanil

의 효과처 농도는 4.6 ng/ml라고 보고하 다. Lee 등의 연구

에서는[16]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 μg/ml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 농도를 0, 2, 4, 6 

ng/ml로 나 었는데 기 내 삽 에 의한 역학  변화를 

방하기에 한 농도는 4와 6 ng/ml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3.0, 3.5  4.0 ng/ml

로 구분하여 투여한 것은 비 실험에서 Albertin 등이 주장

한 4.6 ng/ml의 근사치인 4.5 ng/ml로 투여하 을 경우 기

내  삽   압이 기 치의 30% 이상 심하게 감소하

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 결과 R3.0군에서 삽  후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

는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다. 반면, R4.0군은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도달 시 , 기 내  삽  직   

삽  후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승압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한 술  환자의 각성을 막고 과도한 진정상태를 피하기 

한 BIS 수치는 40−60으로 보고되어 있는데[17], R4군에

서는 propofol 주입 후 평균 BIS 수치가 40 이하로 떨어졌

다. 한편 R3.5군에서 기 내  삽  직  평균 동맥압과 심

박수는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삽  후에는 

기 치와 유사하 고 BIS도 41−48을 유지하 다. 이와 같

은 결과를 감안할 때,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0 μg/ml

로 유지한 목표농도조  주입에서 이  기 내  삽  

시 역학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는 3.5 ng/ml라고 생각된다. Shinn 등은[18] 한국

인에서 propofol 효과처 농도 4.0 μg/ml의 정맥마취 동안

에 후두경 조작과 삽  시 역학  반응을 완화시키는데 

요구되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는 1.05−1.3 ng/ml라고 

보고하 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 비해 낮았는데 이러한 차

이는  삽  시 사용하는 튜 의 종류에 따른 결과의 차이

로 생각되어 진다. Shinn 등은 단일 을 사용한 반면 본 실

험에서는 이  기 내 을 사용하 다. 이  기 내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학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차단하기 해서는 더 높은 remifentanil의 



 Vol. 57, No. 1, July 2009  Korean J Anesthesiol

12

효과처 농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Mustola 등

은[19] remifentanil을 미리 투여하면 propofol의 최면효과가 

빨라지면서 최면작용도 더 강화된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 농도 도달 후에 propofol을 주입

하면 의식소실을 보다 빠르게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세 군의 의식 소실에 이르는 propofol의 효과

처 농도는 R3.0군에서 2.87 ± 0.67, R3.5군에서 2.93 ± 0.43, 

R4.0군에서 2.63 ± 0.83 μg/ml로 여러 논문에서 보고 된

[13-15], propofol 단독 투여 시 농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이 결과는 Mustola 등이[19]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

서 의식소실이 발생하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4.0 μg/ml 

이하로 한다면 보다 은 역학  변화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propofol 효과처 농도 4.0 μg/ml의 목표농도

조  주입법을 이용한 propofol - remifentanil 정맥마취에

서 이  기 내  삽  시 발생하는 역학 인 반응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는 

3.5 ng/m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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