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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는 마취시 정맥마취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러한 경우 동일한 정주로로 여러 약물을 투여하게 되기 때

문에 약물간의 부적합(incompatibility)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약물 부적합에 대한 정보는 의약 문헌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맥마취제와 마취보조제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않다.

  Propofol (2, 6-diisopropylphenol)은 마취유도 및 유지시에 사

용됨은 물론이고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진정을 목적으로 장

기간 투여되기도 한다. Propofol을 마취유도 및 유지제로 사

용하는 경우 투여방법에 있어 초회량 투여 후 지속 정주하

는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목표 농도 조절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한 방법도 흔히 사용하고 있

어서 마취유도 중에는 propofol이 지속 주입되는 정주로를 

통해 마취보조제로 아편양제제 및 다양한 근이완제 등이 

같이 투여되고 있다.

  TCI로 propofol을 주입하는 경우는 초회량 투여 후 propofol

을 지속 정주하는 경우보다 propofol의 주입 속도가 더 빠르

며 주입량이 많으므로 그만큼 다른 약물과의 접촉량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이완제 등 여러 약물을 동시

에 투여할 때에는 약물의 부적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Propofol과 다른 약물간 부적합이 나타나는 경우 pH가 변

하고, 유화제의 가수분해가 일어나고, 전해질 해리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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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입자 크기가 커져 유탁액이 크림화되거나 파괴될 수 

있고 수분과 유분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1) 이

러한 부적합은 약물 침전이나 분해를 일으키고, 입자가 주

입되면 폐색전증까지도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밑 용

량 효과(subtherapeutic dosing)를 가져올 수도 있다.

  Propofol과 근이완제의 부적합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 

가운데 succinylcholine, atracurium, vecuronium 등의 근이완제 

중 atracurium을 propofol과 혼합했을 때 유탁액의 즉각적인 

분리와 유화를 보여 약물 부적합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2) 

atracurium, pancuronium, succinylcholine, vecuronium과 propofol

을 1：1로 혼합했을 때 방울의 형성과 상 분리 등의 즉각

적인 물리적 변화를 보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 그 외에

도 임상적으로 적절한 농도의 propofol, fentanyl, vecuronium 

혼합액을 만들었을 때 이 혼합액이 안정되고 적합했지만 

vecuronium의 농도가 혼합 직후에는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4)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중 비교적 작용 발현시간이 빨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ocuronium과 propofol의 부적합에 대한 

임상적 보고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렇게 propofol과 여러 

근이완제의 부적합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 

콩기름, 2.25% glycerol 및 1.2% 난황 phosphatide, 그리고 pH

를 조절하기 위하여 sodium hydroxide를 첨가한 유탁액으로 

제조된 propofol을 rocuronium과 혼합하는 경우 rocuronium의 

작용도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CI를 이용하여 propofol로 마취유도

하면서 같은 정주로로 rocuronium을 투여할 때 발생 가능한 

두 약물 간 부적합 문제를 치료밑 용량 효과로 평가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인 근이완 발현과 지속시간, 기관내삽관 

환경, bispectral index (BIS)측정 등을 이용하여 rocuronium을 

propofol과 다른 정주로로 투여한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 하에 현저한 근이완이 요구되지 않는 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과 2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

하 다. 어려운 기관내 삽관이 예측되는 환자, 신체질량 지

수(body mass index)가 30을 초과하는 환자, 신경근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 간이나 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 수

술 중 양 팔을 노출시킬 수 없는 환자들은 본 연구 대상에

서 제외하 다. 대상 환자에게는 수술 전 연구에 대해 설명

을 한 후 동의를 구하 다.

  대상 환자는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propofol과 rocuro-

nium을 같은 정주로를 통해 정주하는 군을 1군(n = 40), pro-

pofol이 주입되고 있는 반대 편 팔의 정주로를 통해 rocuronium

을 주는 군을 2군(n = 40)으로 분류하 다. 연구대상 환자들

의 연령, 성별, 신장, 체중에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1).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전투약으로 midazolam 0.04 mg/kg

과 atropine 0.5 mg을 근주하 다. 환자들의 양쪽 손등에 20 

게이지 정맥 카테터를 거치하도록하고 각각에 생리식염수

를 연결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전도 표준유도 

II,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 및 BIS 

(A-2000BISTM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USA)센서를 

부착하 다. 또한 신경근 차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accel-

eromyography인 TOF-WatchⓇ (Organon, Baxtel, Holland)를 사

용하 다. 손목의 척골신경 주행 부위에 표면전극을 부착하

고, 자극 감시기는 엄지 손가락 면에 부착하 다. 신경근 

감시를 하는 팔은 비침습적 혈압계 기낭을 부착하지 않도

록 하 고, 손을 단단한 판 위에 고정하 다.

  마취유도는 EDTA가 함유된 propofol (DiprivanⓇ 1%, Astra-

Zeneca, UK)의 목표 혈중 농도를 6μg/ml로 하여 목표 농도 

조절 주입기(Graseby 3500 anaesthesia syringe pump incorporating 

‘Diprifusor’, SIMS Graseby Limited, Hertfordshire, UK)를 통

해 혈압계 기낭을 거치하지 않은 쪽 정주로로 지속 정주되

도록 하 다. 안검반사 소실로 환자의 의식 소실을 확인하

고 propofol 투여로부터의 시간을 기록하 다. 환자의 의식

이 소실되면 TOF-WatchⓇ를 자동보정(calibration)하여 최대상

의 자극(supramaximal stimulation)을 찾고 단순연축 반응의 

대조치를 얻었다. 1군에서는 rocuronium (EsmeronⓇ, 한국오

가논, 한국) 0.6 mg/kg을 propofol이 주입되고 있는 수액세트 

고무를 통해 5초에 걸쳐 투여하 고, 반대편 팔의 정주로로

는 rocuronium과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다. 그리고 2

군 환자들에게는 propofol이 주입되고 있는 팔의 정주로로는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n = 40)  (n =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21/19  19/21

Age (yr)  42.9 ± 11.7  41.7 ± 11.9

Weight (kg)  63.4 ± 9.2  61.9 ± 8.6

Height (cm) 164.6 ± 7.3 163.6 ± 8.1

Operations

  Extremities  24 20

  Abdomen  12 17

  Genitourinary  4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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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를 투여하 고, 반대편 팔로 주입되는 수액세트 

고무를 통해 rocuronium을 0.6 mg/kg 투여하 다. Rocuronium 

투여시 정주통에 의해 팔을 움직이는 정도를 관찰하 다

(Table 2).5)

  Rocuronium 투여 직후 TOF-WatchⓇ로 1 Hz의 단순연축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시하여 연축 높이가 95% 이상 억제

되었을 때 직접 후두경 하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기

관내삽관 환경을 환자의 턱 이완정도, 성문의 위치와 움직

임, 기관내삽관시 기도 반응 및 움직임에 따라 우수(excellent), 

양호(good), 불충분(poor), 불량(bad) 등의 네 등급으로 나누

었다(Table 3).6) 이 중 ‘우수’와 ‘양호’는 ‘임상적 적합’으로 

정의하 고, ‘불충분’과 ‘불량’은 ‘임상적 부적합’으로 정의

하 다. 마취유도 전, 의식 소실시,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직

후와 3분 뒤의 평균 동맥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및 BIS를 

측정하 다.

  마취유지는 산소 50%, 아산화질소 50%를 주면서 BIS 수

치가 40-60 사이로 유지되도록 propofol의 농도를 조절하

고 fentanyl을 간헐적으로 정주하 으며, 조절 환기를 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유지하 다.

  Rocuronium의 기관내삽관 용량 투여 후 근이완 발현시간

(근이완제 투여후 연축 높이가 95% 이상 억제될 때까지의 

시간), 회복지수(연축 높이가 25%에서 75%까지 회복되는 

시간) 및 작용시간(연축 높이의 회복이 90%까지 되는 시간)

을 관찰하 다.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

며 SPSS (version 11.0, 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 다. 성별, 삽관 환경과 같은 불연속 변수의 군 간 비

교는 Chi-square test로 하 고, 나이, 체중, 신장, 평균 동맥

압, 심박수와 근이완 발현 시간, 회복지수, 작용시간과 같은 

연속 변수의 군 간 비교는 un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P값

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Propofol 투여 시작부터 의식 소실까지의 시간은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근이완 발현

시간은 1군 124.9 ± 35.5초, 2군 101.8 ± 22.1초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연구대상 환자 80명 중 1군 12명, 

2군 10명은 rocuronium의 작용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실험을 

Table 2. Assessment of Withdrawal Response to Rocuronium Inje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ade Descrip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No movement

1    Mild movements, limited to the hand

2    Moderate movements, involving the elbow

3    Severe movements, involving the whole ar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riginated from Borgeat A, Kwiatkowski D, Reutsch YA.

5)

Table 3. Assessment of Intubating Condi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ocal cord Response to
Grade Jaw relaxation

position intub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Poor Closed Severe coughing

 or bucking

1 Minimal Closing Mild coughing

2 Moderate Moving Light diaphragmatic

 movement

3 Good Open No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score of 8-9: Excellent, 6-7: Good, 3-5: Poor, 0-2: Bad. 

Originated from Cooper R, Mirakhur RK, Clarke RSJ, Boules Z.
6)

Table 4. Onset Time, Recovery Index and Dur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n = 28)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nset time (s)

a
124.9 ± 35.5* 101.8 ± 22.1

Recovery index (min)  12.8 ± 10.3  12.4 ± 10.4

Duration (min)  54.0 ± 22.1  53.2 ± 18.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a
: n = 40 in each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Fig. 1. Intubating conditions of each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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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TOF-WatchⓇ 작동상의 오류

(6명), 환자가 움직 거나 집도의가 근이완을 더 요구한 경

우(8명), 수술의 조기 종료(8명) 등이었다. 이 환자들을 제외

한 58명에서의 회복지수를 두 군 간 비교한 결과 1군(n = 

28)은 12.8 ± 10.3분, 2군(n = 30)은 12.4 ± 10.4분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작용시간은 1군 54.0 ± 22.1

분, 2군 53.2 ± 18.8분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4).

  기관내삽관 환경은 1군에서는 ‘임상적 적합’ 판정 37명, 

‘임상적 부적합’ 판정 3명이었으며, 2군에서는 ‘임상적 적

합’ 판정 34명, ‘임상적 부적합’ 판정 6명으로 두 군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그러나 삽관 환경이 ‘불량’했던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삽관 환경이 ‘임상적 부적합’이었던 

이유는 대부분 횡격막 반응에 의해 기침이 일어났던 경우

으며, 턱 근육이 이완되지 않거나 성대의 이완이 불완전

한 경우는 없었다(Fig. 2-4). 

  마취유도 전,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으며, 의식 소실 시점에서 2군의 평균 동맥압(93.2 ± 

Fig. 3. Jaw relaxation grades of each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ween the two groups.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0: poor, 1: minimal, 2: moderate, 3: good.

Fig. 2. Vocal cord position grades of each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e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0: closed, 1: closing, 2: moving, 3: open.

Fig. 4. Diaphragmatic response grades of each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0: severe coughing or bucking, 1: mild 

coughing, 2: light diaphragmatic movement, 3: none.

Fig. 5. Percent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MAP) during 

induction period. The percent change of MAP in group 2 was sig-

nificantly greater than that in group 1 at the time of loss of con-

sciousness (LOC). Pre: preinduction, Int: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Int3: 3 min after intubation,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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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이 1군(98.9 ± 11.0%)보다 크게 감소되었으나 그 외

의 시점에서는 두 군 간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5, 6).

  두 군 간 BIS 수치를 비교한 결과 마취유도 전, 의식 소

실시, 삽관 3분 뒤에 측정한 값에는 차이가 없었고, 삽관 

직후에는 1군 35.5 ± 7.8, 2군 39.6 ± 6.5로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 으나 두 군 모두 평균 40 미만이었다. 

  Rocuronium 정주통에 의한 팔의 움직임 또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군에서는 25명, 2군

에서는 21명이 움직임을 보 다(Table 5). 

고      찰

  Propofol은 마취유도와 유지시 및 중환자실에서 진정 목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맥마취제로 물에 잘 용해되

지 않기 때문에 10% 콩기름, 2.25% glycerol, 1.2% 난황 

phosphatide, 그리고 pH를 조절하기 위해 sodium hydroxide를 

첨가한 유탁액으로 제조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맥마

취제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약물 부적합이 발생할 가능

성도 증가하게 되었으나 propofol은 흰색을 띄는 유탁액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약물의 부적합을 판별하기는 어렵다.

  Propofol을 사용해 마취를 하는 경우 propofol과 다른 약물

들을 같은 정주로로 흔히 주게 되지만, propofol의 사용 설

명서에는 propofol 주입 전에 다른 약물과 섞는 것은 주의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리 약물을 혼합하는 것 

이외에도 같은 정주로를 통해 주게 되는 경우, 특히 TCI로 

propofol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물간의 물리적 부적합 가능

성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Propofol과 다른 약물의 혼합 투여시 물리적 부적합이 있

는 경우 propofol은 물론 같이 투여한 약물의 효력에 향을 

줄 수도 있다. Bhatt-Mehta 등은7) propofol과 1.5% 아미노산 

정주용 용액을 혼합한 뒤 5시간 후에는 초기 propofol 농도

의 72%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Isert 등

은4) 임상적으로 적절한 농도의 propofol, fentanyl, vecuronium

의 혼합액으로 안정성, 적합성을 연구한 결과 이 혼합액에

서 vecuronium의 농도가 혼합 직후에는 감소했다고 하 는

데 이 원인을 분말인 vecuronium의 용해 및 혼합 과정이 부

정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약

물 간 부적합에 기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약제 간의 부적합은 의도한 것보다 더 낮은 농도의 약물이 

주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용 발현이 매우 빠른 스테로이드 계통의 비탈분극성 근이

완제인 rocuronium은 신속한 기관내삽관을 위한 succinylcholine

의 대체제로서 가장 이상적이라 알려져 마취유도시 propofol

과 함께 흔히 사용되고 있다.8,9) 저자는 TCI로 propofol을 이

용해 마취유도를 했을 때 몇몇 환자에서 rocuronium을 propofol

과 같은 정주로로 투여한 경우 rocuronium의 근이완 효과가 

불충분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여 제약 회사에 농도 분

석을 의뢰하 으나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저자는 rocuronium을 propofol과 같은 정주로로 

줄 때 약물의 부적합이 나타나 rocuronium의 근이완 효과가 

감소되지 않는지를 임상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 다.

  그 결과 rocuronium의 근이완 발현은 두 약제를 같은 정

주로로 준 군이 서로 다른 정주로로 두 약제를 준 군보다 

유의하게 더 지연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삽관환경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고, 회복지수와 작용시간에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Propofol과 여러 약물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

하다. Michaels 등은3)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제 77가지와 propofol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하 는데 

Fig. 6. Changes of heart rate during induction period. HR: heart rate, 

Pre: preinduction, LOC: loss of consciousness, Int: immediately after 

intuvation, Int3: 3 min after intravenous,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Table 5. Incidence of Withdrawal Response to Rocuronium Inje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n = 40) (n =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none 15 (37.5%) 19 (47.5%)

1 mild 14 (35.0%) 12 (30.0%)

2 moderate  9 (22.5%)  7 (17.5%)

3 severe  2 (5.0%)  2 (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Group 1: rocuronium injection at 

the same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Group 2: 

rocuronium injection at the different intravenous access line with 

propofo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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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69가지 약물에서 즉각적인 물리적 변화가 나타났

다고 하 으며, 이렇게 즉각적인 부적합을 일으키는 약물과

는 같은 정주로로 투여하지 말라고 주장하 다. 연구대상 

약물 중 근이완제인 atracurium, pancuronium, succinylcholine, 

vecuronium과 propofol을 1：1로 혼합한 경우 방울이 형성되고 

기름이 분리되는 등의 즉각적인 물리적 변화를 보 다고 하

다. Hadzija와 Lubarsky는10) propofol과 atracurium, mivacurium, 

pancuronim, succinylcholine, vecuronium을 혼합한 연구에서 

모두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atracurium의 경우 24시간 

후 기름 방울이 형성되었고, pancuronium은 7일 후 기름 방

울이 분리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 기에 흰색인 porpofol 유탁액에서 육안으로만 

침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 다. 또한 

Trissel 등은2) propofol과 112가지 약물의 적합성을 실험하 는

데 이들 중 근이완제로는 succinylcholine, atracurium, vecuronium

이 포함되었으며 atracurium에서 유탁액이 즉시 깨지고 기름

이 생기는 것을 보여 부적합하다고 보고하 다. 

  Propofol과 rocuronium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 보고는 비교

적 많지 않은데 Karaca 등은11) propofol-rocuronium 혼합액이 

안정적인지 알기 위하여 5：3으로 혼합하여 고압 액체 크

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한 결과 48시간까지는 안정된 상

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하 고, 신속 기관내삽관시 propofol- 

rocuronium 혼합액을 주고 60초 후에 좋은 기관내삽관 환경

을 얻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대조군과의 삽관환경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검증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구승우 등은12) propofol과 여

러 약물들의 적합성을 시험하기 위해 혼합액을 초음파파쇄

하여 제조하 는데 EDTA가 함유된 propofol을 rocuronium과 

혼합한 경우에 입자 전하(zeta potential)가 중등도 감소되었

고, 즉시 상 분리가 나타났다고 하 으며, 따라서 두 약물을 

같은 정주로로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근이완제를 propofol과 동시 투여시 부적합에 의해 

propofol 약물 자체의 변화를 보 다는 보고로 미루어 보아 

근이완제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rocuronium과 propofol을 같은 정주로로 투

여한 경우 propofol이 흰색을 띄고 있고 수액의 주입이 빨랐

기 때문에 육안으로 침전이나 기름 방울 등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는 없었다. Rocuronium 정주시 두 약물의 접촉 시

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되었다고 생각

하지만 rocuronium 투여시 propofol의 주입 속도 또한 100-

200 ml/h 정도로 빨랐으므로 rocuronium과 접촉한 propofol의 

양은 충분했다고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 행해진 수액세트 

고무로 곁주입하는 방법은 임상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

로 이는 의미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rocuronium 

투여 후 삽관까지 걸린 시간은 두 군 간 차이가 있었으나 

삽관 환경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ooper와6) 이재민 등

의13) 연구에 의하면 근이완제를 준 뒤 기관내삽관까지의 시

간을 60초와 90초로 하여 비교했을 때, 삽관까지의 시간이 

긴 경우가 더 삽관 환경이 좋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시기가 2군에서 더 빨

랐음에도 불구하고 삽관 환경이 비슷하 던 것으로 보아, 

두 군에서 삽관시기가 같았다면 2군의 기관내삽관 환경이 

더 좋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비록 모지내전근에서 

측정한 근이완 발현시간과 실제적인 삽관환경과는 질적으

로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들도 있으며10,14) 기관내삽관 

환경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추미근에 의한 눈썹의 움직

임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 방법이 되었으리라 생

각되기는 하지만, 근이완 상태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모지내

전근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Rocuronium의 회복지수와 작용시간에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약물 부적합이 rocuronium의 작용에 미치는 

향이 회복지수와 작용시간과 같이 긴 시간을 놓고 두 군

을 비교하는 경우 차이가 나타나게 할 만큼 크지는 않았다

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근이완 발현시간은 1군 124.9 ± 35.5초, 2

군 101.8 ± 22.1초로 propofol 초회량 투여 후에 rocuronium

을 투여한 Lowry,15) thiopental 투여 후 rocuronium을 투여한 

박종민 등의16) 결과인 1.0 ± 0.1분, 90.0 ± 22.1초 보다는 

길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신경근 자극을 12초 간격의 

TOF 또는 0.1 Hz의 단일연축으로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 한 시간차를 얻으려 1 Hz의 단일연축으로 근이완

을 평가하 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ophenhagen Consensus Conference가 권고한 Good Clinical Re-

search Practice (GCRP)에17) 따라 10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자

극을 주었다면 결과에 더 신뢰성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Rocuronium 주입시 통증을 비교한 결과 각각 25명과 21

명에서 통증에 의한 움직임이 있었다. Rocuronium 정주통에 

대한 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Klement

와 Arndt는18) pH가 4 이하이거나 11 이상인 약물을 정주할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pH가 극단으로 갈수록 통증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반면, Borgeat와 Kwiatkowski

는19) pH 5.3인 0.9% 염화나트륨을 pH 4.0으로 적정하여 정

주시 통증이 없었음을 보고하 고, rocuronium 정주통을 일

으킨 환자에게 30초 후에 한 번 더 정주한 경우 통증이 감

소함을 보고하여 rocuronium 정주통의 원인이 히스타민, 키

닌과 같은 국소 매개물들의 분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propofol과 rocuronium을 같이 주

는 경우 rocuronium의 정주통이 propofol의 정주통에 의해 

상승작용이 생기거나, 반대로 rocuronium을 두 번째 정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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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통증이 감소하 던 Borgeat와 Kwiatkowski의19) 경우와 같

이 정주통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하 으나 그러

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두 군 간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마취유도 중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으나 삽관 직후 BIS는 1군이 유의하게 낮았

는데 이것은 근이완 발현시간이 2군에서 더 짧았기 때문에,　

삽관 직후 두 군의 propofol 효과처 농도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1군에서 3.17 ± 0.5μg/ml로, 2군의 3.07 ± 0.5μg/ml

에 비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propofol과 rocuronium이 서로 물리적으로 부

적합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지만 propofol은 다른 몇몇 약

제들과의 부적합이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연구 결과상 두 

약제를 같은 정주로로 투여한 경우 근이완 발현이 유의하

게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propofol을 사용하여 마취유

도를 하는 경우 rocuronium으로의 신속한 근이완을 필요로 

한다면 propofol 주입로와는 다른 정주로로 투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propofol과 rocuronium의 

물리적 부적합 및 약역학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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