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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mall Test Dose of Intravenous Epinephrine o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Propofol-Induced Hypnosis
In Beom Choe, M.D., Sang Kyi Lee, M.D., and Ji Sun S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 Pain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Background: The 15μg of epinephrine, if injected intravascularly into awake patients undergoing
regional anesthesia, should produce a noticeable increase in heart rate (20% or more) or in systolic blood
pressure (15 mmHg or more) in patients taking β-adrenergic bloc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changes after injection of epinephrine 15μg in patients given
propofol for hypnosis.
Methods: Thirty-five patients who scheduled for an elective lower extremity surgery by spinal
anesthesia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 (control group given saline, n = 15) and E (experimental
group given epinephrine 15μg, n = 20). After spinal anesthesia, propofol was infused for sedation or
hypnosis (target bispectral index [BIS] score, 60-65). Then, the S group received intravenous injection
of saline 3 ml and the E group received intravenous injection of epinephrine 15μg (1：200,000, 3 ml).
We checked blood pressure (BP) and heart rate (HR) immediately before and for 5 minutes after
injections of saline or epinephrine.
Results: In the E group, significant increase of HR (about 27%) was observed at 1 minute after the
epinephrine injection, and the significant maximal increase (about 28 mmHg) of systolic BP was observed
at 2 minutes after the epinephrine injec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BP and HR
in the S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R (1 min.) and BP (1, 2, and 3 min.)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s: During regional anesthesia under propofol-induced hypnosis, it is considered to be safe
that close observation of hemodynamic changes for about 1-2 minutes after the test dose injection of
epinephrine combined with local anesthetics should be followed by total dose administration of local
an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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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학회 신체등급 1 또는 2에 속하는 18세 이상

서

65세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심한 부정

론

맥,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자, 척수 마취 금기환
부위 마취가 필요한 환자에서 심한 불안 등의 이

자, propofol에 대한 알레르기 환자는 제외하였다. 대

유로 마취 시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진정제를

상 환자들 모두에게 수술 전에 이 실험에 대해 충분

사용하여 환자를 진정 또는 수면시킨 후 시술하는

히 설명한 후 구두 동의를 구하였으며, 무작위로 실

것이 용이하다. 진정 또는 수면을 위한 약물로서

험군(group E) 20명과 대조군(group S) 15명으로 나

propofol 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진정, 항불안

누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Table 1에 기술하였으

및 기억상실 작용을 가지면서 회복이 빠르고 혈역학

며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

일반적으로 경

수술 당일 전처치 없이 수술실에 입실하여 정질

막외마취나 액와신경총 차단 등과 같은 부위 마취

용액 5 ml/kg를 20분에 걸쳐 정주하였다. 0.5% 고비

시 국소 마취제 특히 bupivacaine은 심혈관계 독성이

중 bupivacaine 11-15 mg을 사용하여 척수마취를 실시

강하여 혈관 내로 주입되면 심정지까지 초래될 수

하고 10분 경과 후 마취 높이를 확인하였다(Table 1).

적 안정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있으며,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심정지

마취 시작 전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혈압, 심박수,

를 회복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부위 마취 시 국소마

호흡수,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를 감시하였는데, 혈압

취제의 혈관 내 주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epi-

은 비침습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nephrine 15μg이 혼합된 국소 마취제 시험량 3 ml를

혈압을 측정하였다.

주입하여 심박수가 기저치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

이중분광지수(bispectral index, BIS) 측정기(A-2000,

거나2,3) β-차단제가 전처치 된 경우 수축기 혈압이

Aspect Medical System, USA) 센서를 얼굴에 부착한

4,5)

15-20 mmHg 증가 시

혈관 내 주입으로 판단할

후 propofol을 propofol 전용 목표농도 주입(target-conTM

Master TCI,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propofol 등과 같은 정맥

trolled infusion, TCI) 펌프(Diprifusor

마취제에 의해 진정되지 않은 상태 즉 환자의 각성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는데,

시 시험된 것이다.

propofol 목표농도는 1.5-4.5μg/ml 사이에서 목표농

환자가 불안이나 초조 또는 긴장 상태에 빠지면

도치를 약 0.2-0.5μg/ml씩 증감하여 BIS 수치가 약

혈중 카테콜아민이 많이 분비되어 혈압 상승이나 심

60-65가 되도록 하였다. 목표 BIS 수치인 약 60-

박수 증가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환자를

65에 도달한 후 최소 5분 동안 환자의 호흡 및 수면

진정 또는 수면시키기 위해 propofol을 정주하면 심

상태와 활력 징후의 안정을 확인하고 효과처농도,

6,7)

심근 수축력과 전신혈관 저항

계산된 혈중농도, 목표농도가 일치했을 때 실험을

이 감소되어 혈압이 저하될 수 있다. 이때 epinephrine

시작하였다. 실험군(group E)에서는 epinephrine (Epi-

을 정주하면 환자의 각성 시와는 다르게 혈역학적

nephrine , 제일제약, 한국) 15μg (1：200,000, 3 ml)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을 15초 동안, 그리고 대조군(group S)에서는 생리식

박수가 감소되거나

Ⓡ

저자들은 propofol 정주하에 수면중인 환자에서 각성
시와 동량의 epinephrine 시험량(3 ml, 15μg)을 정주
하여 각성 시와 똑같은 혈역학적 반응이 나타나 각
성 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척수마취하에 하지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propofol
수면 상태를 유도한 후 epinephrine을 정주하고 혈역
학적 변동을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척수 마취하에 하지 수술이 예정된 환자로서 미국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S (n = 15) Group E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0.0 ±13.1
36.8 ±12.8
Height (cm)
168.4 ± 5.8
170.3 ± 5.3
Weight (kg)
67.7 ± 8.3
68.8 ± 7.7
Block level
T 7.7 ± 2.1
T 7.3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S = control group given saline, Group E = experimental group
given epinephrine. T = thora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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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 P ＜
†
0.05 vs S group, : P ＜ 0.05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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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모든 측정값들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

Heart rate

하였다. 약물 주입 후의 혈역학적 변동을 관찰하기

30초 간격으로 5분 동안 측정하였다.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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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며 양 군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를 하였고 군 내

S group (n=15)
E group (n=20)
0.0 0.5 1.0 1.5 2.0 2.5 3.0 3.5 4.0
Time (min)

에서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해 비교하
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4

120

Ⓡ

안 측정하였고, 심박수는 약물주입 직전과 주입 후

3

Fig. 2. The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 P ＜
†
0.05 vs S group, : P ＜ 0.05 vs baseline.

thesia ,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주입

압은 약물주입직전과 주입 후 1분 간격으로 5분 동

2
Time (min)

염수 3 ml를 15초 동안 syringe pump (Pilot Anaes-

를 택하여 관찰하였는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

*

Fig. 3. The changes in heart rate. *: P ＜ 0.05 vs S group,
†

: P ＜ 0.05 vs baseline.

과
전 측정한 대조치에 비해 27%의 유의한 증가를 보

수축기 혈압은 실험군에서 epinephrine 투여 1분, 2

였다(Fig. 3).

분, 3분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약물 투여 직전 측정한 대조치에 비해 투여 1분, 2

고

찰

분, 3분 후 각각 20% (21 mmHg), 27% (28 mmHg),
18% (19 mmHg)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1).

부위 마취 시 국소마취제가 우발적으로 정맥 내에

이완기 혈압은 실험군에서 epinephrine 투여 1분, 2

주입되는 경우에는 저혈압,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분, 3분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을 포함하는 부정맥 그리고 방실차단 등이 갑자기

약물 투여 직전 측정한 대조치에 비해 투여 1분, 2

발생되어 심정지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부위

분, 3분 후 각각 17% (10 mmHg), 24% (14 mmHg),

마취시 국소마취제를 투입하고자 하는 곳이 혈관내

12% (7 mmHg)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2).

부위인지 의심스럽거나 혈관 내 주입을 미리 예방하

심박수는 실험군에서 epinephrine 투여 1분 후 대

고자 할 때는 epinephrine이 혼합된 국소마취제 시험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약물 투여 직

량을 정주하여 심박수 및 혈압 상승 등의 혈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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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동을 확인하고 부위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

효과처농도, 계산된 혈중농도, 목표농도가 일치했을

하다.

때 epinephrine 15μg을 정주하고 혈압과 심박수의 변

일반적으로 epinephrine 15μg이 혼합된 시험량을

화를 관찰했다.

투여하여 혈관 내 주입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는 각

Propofol을 이용한 완전 정맥 마취 유도(평균유도

성 상태 즉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

용량 2.0 ± 0.5 mg/kg)시에 전신 혈관 저항과 심근

졌는데, 부위 마취가 필요한 환자에서 심한 불안 등

수축력의 감소로 인해 평균 동맥압이 25-40% 정도

의 이유로 마취 시술이 용이하지 못할 때 진정제를

감소하고, 압력 반사 기전이 억제되어 동맥압이 감

환자에게 투여하여 진정 또는 수면시키고 나서 부위

소하여도 심박수의 상승이 억제되므로 심박수의 변

마취 시술을 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는 적다.

8,14)

부위 마취를 시행받는 환자가 불안이

저자들은 TCI 펌프를 이용한 propofol 정주에 의해

나 초조 또는 긴장 상태에 빠지면 카테콜아민 분비

수면이 유도된 부위 마취 대상 환자에서 epinephrine

증가로 혈압이나 심박수의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

시험량 정주에 의해 각성시처럼 기저치보다 20% 이

따라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propofol을 사용하는

상의 심박수 상승 등과 같은 혈역학적 변동이 초래

경우 완전 정맥 마취 유도와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되는지 알아보고자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propofol이 투

에 수술실에서 많이 시행되는 부위 마취인 척수 마

여되어 환자의 진정 또는 수면 상태를 유지하므로,

취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propofol로 수면 상태를 유

심혈관계에 대한 억제가 propofol을 단독으로 대량

도하고 호흡 상태와 혈역학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시

사용한 완전 정맥 마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추

키면서 propofol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수술을 시행

정된다.

하는 경우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즉 부위 마

Epinephrine을 전신적으로 투여하면 α-와 β-수용

취시 수면 유도 목적의 propofol에 의해 형성된 심혈

체의 직접적인 자극에 의해 심장과 혈관 효과가 나

관계 억제 상태에서

8)

epinephrine 시험량에 의한 혈

타나며 용량 의존성이어서 1-2μg/min로 주입시 β2효과를

adrenergic

에 도달한 척수 마취 환자에서 의도적으로 epineph-

β2-adrenergic 효과를 나타내고 10μg/min 이상에서는

rine 시험량을 정주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α1-adrenergic

효과를

나타내고
나타내며

2-10μg/min에서는

β1,

역학적인 변동을 확인하고자, propofol로 수면 상태

심정지시에는

0.5-

부위 마취 환자를 위한 진정 또는 수면 유도 약물

1.0 mg을 정주한다.12,15) 각성 환자에서 epinephrine

로 널리 쓰이고 있는 propofol은 중심 구획(central com-

15μg이 혼합된 국소마취제 시험량 투여 후의 혈역

partment)으로 부터의 재분포가 빠르게 일어나므로

학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기저치보다 20% 이상의 심

진정 또는 수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박수 상승이나, β-차단제가 전처치 된 경우 15-20

인 주입을 필요로 하며 그 필요량에 있어서 환자간

mmHg의 수축기 혈압 상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

TCI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포함하여 심한 부정맥 등으

펌프를 사용한 propofol 주입 시 진정 또는 수면 상

로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자를 제외

차이가 크므로 이를 잘 알고 조절하여야 한다.
10,11)

BIS는

하였으므로 epinephrine의 약리 작용을 방해하는 β-

정맥 및 흡입 마취제에 의한 진정 수준, 의식 소실,

차단제가 전처치 된 경우는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

회상의 확률을 신뢰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에서 밝힌 것처럼 심박수는 epinephrine 투여 후 1분

태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BIS가 유용하다.

12,13)

BIS

에 기저치보다 27%의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

수치가 70일 경우 가벼운 최면 효과로 회상이 없고

으로 알려진 각성 상태 즉 수면이 유도되지 않은 상

60일 경우 중등도의 최면효과로 무의식 상태를 나타

태에서 epinephrine 시험량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유

점에서 마취관리에 유용한 감시 장치이다.

내고 40 이하일 경우 깊은 최면효과를 나타낸다. 본

사하다. 수축기 혈압은 epinephrine 투여 후 1분, 2분,

연구에서는 propofol의 목표 혈중 농도를 조절하여

3분에 각각 21 mmHg, 28 mmHg, 19 mmHg 상승이

목표 BIS 수치가 약 60-65에 도달하여 수면이 유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혈압 상승은 심근 수축 및 심박

된 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시키면서 5분 이상 호흡

수의 증가로 인한 심박출량의 증가와 말초혈관 수축

과 혈역학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propofol의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축기 혈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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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혈압보다 각 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
여 맥압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
16)

려진 약리작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환자가 척수 마취된 상
태이므로 척수 마취 상태에서 propofol과 epinephrine
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상호 작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는 점이다. 그러나 척수 마취의 높이가 T7으로 제 1
-4 흉추 부위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성 심장촉진섬유
(cardioaccelerator fiber)의 차단은 없었고 척수 마취
유도 후 10분간 고정 상태를 유지하고 실험을 시작
하였으므로 척수 마취 자체에 의한 혈압이나 심박수
의 변동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심
장에 영향을 미치는 교감신경계 차단이 적은 액와
신경총 차단과 같은 경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면
을 유도하고 epinephrine 시험량을 투여한 후 혈역학
적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같은 진정 점수를 측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점수 측정을 위해 환자에게 자극을
주면 혈압 및 심박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극에 의한 혈역학적 변동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각성 환자의 부위 마취시와 동일하게
propofol 수면하 부위 마취 시에도 epinephrine 15μg
이 혼합된 시험량을 투여한 후 1-2분간 혈역학적
변동을 관찰하고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 안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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