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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fol-Alfentanil Continous Infusion을
이용한 동소 간이식 마취경험
-증례 보고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김영미․주연희․이윤숙․이수경․길호영․노성숙

Abstract
Anesthetic Experience of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with
Propofol-Alfentanil Continuous Infusion
-A case reportYoungMi Kim, M.D., YeunHi Ju, M.D., YoonSook Lee, M.D.
SooKyung Lee, M.D., HoYeong Kil, M.D., and SeongSook Noh,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 Korea

We experienced the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and the recipient was 41 year-old man who
suffered from end stage liver disease. We decided propofol and alfentanil as anesthetic agents of the
recipient. During liver transplantation, pharmacokinetics of intravenous anesthetics may b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absence of hepatic metabolism during the anhepatic phase of liver transplantation and
the large volume shifts that often occur. Total anesthetic time was 11 hours, anhepatic phase was 115
min and bypass time was 160 min. Propofol is used during liver transplantation because its metabolism
is not greatly affected by liver failure. Alfentanil undergoes extensive hepatic metabolism and exhibits
a high degree of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hepatic clearance. We experienced a case of intravenous
continuous infusion anesthesia for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using a Master TCI for propofol and
infusion pump for alfentanil infusion. Alfentanil was infused at 0.2-1μg/ml/kg. Propopol was infused
at 2-6μg/ml depending on the bispectral index (BIS). The patients in this pilot case showed stable
hemodynam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Key Words: Alfentanil; anesthetics; intravenous; liver; propofol; transplantation.

동소 간이식술은 인간에서는 1963년 Starzl 등에1)

과 thromboelastography, rapid infusion system의 사용

의해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이후 면역억제제의 사용

으로 수술 후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어 왔으며, 국내
에서도 1988년 최초로 시행된

2)

이래 지금까지 증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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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술 받는 이들은 대부분 전신상태가 나쁘고,
간기능이 저하되어있으며, 수술 중 심한 생리적, 혈
역학적 변화가 유발된다. 따라서 간이식술 받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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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취관리는 마취과 의사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propofol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진 정맥마취제로서 간기능이 저하
되어있고, 신경계 차단 및 간 유입 혈류 장애가 예
상되는 간 이식술시에 propofol을 주 마취제로 사용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propofol이 간외 대사가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고,

3)

간기능 부전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간이식 수술에 사용되어져왔
다. Propofol은 진통효과가 없음으로 진통효과를 갖
는 아편양 제제를 병용 투여해야만 만족스러운 TIVA
를 이룰 수 있다. Alfentanil은 정주 후 90초에서 효
과처 농도가 최고에 도달하며, 상황 민감성 반감기
(context sensitive half-life)는 장기간 투여 후에도 60
분보다 적고 fentanyl에 비하여 작용시간이 짧아 일
시주입과 지속주입을 병용하거나 목표농도조절주입
법(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하여 투여한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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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matological and Biochemical Preoperative
Investigation
ꠧꠧꠧꠧꠧꠧꠧꠧꠧꠧꠧꠧꠧꠧꠧꠧꠧꠧꠧꠧꠧꠧꠧꠧꠧꠧꠧꠧꠧꠧꠧꠧꠧꠧꠧꠧꠧꠧꠧꠧꠧꠧꠧꠧꠧꠧꠧ
Results
Referenc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moglogin (g/dl)
8.01
13-17
Platelets (×10^3/uL)
67.2
150-450
PT (sec)*
24.5
9.6-12
†
INR
2.18
0.86-1.07
‡
aPPT (sec)
47.1
23.7-36.4
Bilirubin (mg/dl)
Total
22.9
0.4-1.3
Direct
15.6
0.1-0.4
Albumin (g/dl)
2.8
3.5-5.3
§
AST (IU/L)
85
5-40
ǁ
ALT (IU/L)
33
5-40
Sodium (mmol/L)
129
135-145
Potassium (mmol/L)
4.3
3.6-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T: prothromb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ǁALT: alanine aminotransferase.

본 증례에서는 alfentanil을 주입기(infusion pump)를
이용하여 지속주입하면서, propofol의 TCI를 이용한
전신마취로 동소 간이식술 받는이 마취를 시행하였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기혼합가스 50%로 유지하였고,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 alfentanil을 100μ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주입기
Ⓡ

(Pilot delta

증

례

anesthesia pump, Fresenius Vial Co, France)

를 이용하여 부하량 없이 0.25μg/kg/ml로 지속투여
를 시작하였다.

간이식 받는이는 41세 된 남자로서 체중은 69 kg

마취유도 후 우측 대퇴동맥에 카테테르를 거치시

이었고,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치료받고 있는

켜 동맥압을 감시하고 우측 요골 동맥에 역시 카테

Child's classification C인 환자이었다. 수술 전 검사

테르를 거치시켜 채혈로로 이용하였다. 우측 내경

결과는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흉부 방사선 사진

정맥으로는 스완-간즈 카테테르를 거치시켜 혈역학

과 심전도 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마취 전 투

적 변화를 감시하였으며 좌측 내경정맥과 우측 상완

약은 glycopyrrolate 0.2 mg을 마취 1시간 전에 근주

정맥에 정맥로를 확보하여 급속수혈장치(rapid infu-

하였다.

sion system, Haemonetics, USA)와 연결하였다. 급속

일상적인 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각성 시 BIS (bis-

수혈장치의 충진액으로는 농축 적혈구：신선 냉동

pectral index, A-2000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혈장：생리 식염수를 2 Units：2 Units：500 ml의 비

USA) 수치가 정상 범위인 것을 확인한 다음 마취유

율로 희석 혼합하였다. 좌 대퇴정맥, 좌 문맥정맥

도를 시작하였다. 마취유도는 propofol TCI (Master

(portal vein) 및 좌 액와정맥을 통하여 정맥-정맥 우

TCI, Fresenius Vial Co, France)를 사용하여 목표농도

회술(veno-venous bypass)을 시행하였고, 우회 혈류는

6μg/ml, flash mode로 주입하고, 속눈썹 반사 소실

1.5-3.5 L/min으로 유지하였다. 수술중 농축적혈구

후 vecuronium 10 mg을 정주한 다음 근이완을 확인

46 Units, 신선 냉동 혈장 46 Units 단위, 혈소판 농

한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다. 기관 내 삽관 후 pro-

축액 20 Units를 투여 하였다. 수술중 동맥혈 가스분

pofol 목표 농도는 4.0μg/ml, BIS는 40-50 사이로

석, 헤마토크리트, 전해질 및 PT (prothrombin time),

유지하였다. 마취유지는 propofol과 산소 50% 및 공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tin time)를 약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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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총 마취시간은 11시간이었

러나 간이식술시 propofol 약동학이 모두 밝혀진 것

으며, 무간기는 1시간 55분이었고, 정맥-정맥 우회

은 아니다.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수술중 propofol 목표농도

속 주입하였을 때 propofol 혈장농도와 분포용적은

는 BIS수치를 40-50으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조절하

건강한 사람보다 높았으나, 제거 반감기는 변화가

였고,

목표농도

3-6μg/ml에서

조절되었다.

한편

5)

6)

없었다.

간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propofol을 지

간 이식수술시 propofol 약동학은 무간기동

alfentanil은 0.2-1μg/kg/min 범위에서 활력징후가 정

안 간 대사의 결여와 종종 일어나는 대량의 수액 이

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동에 영향을 받는다. 즉, 무간기 동안에 propofol 혈

수술중 수축기 혈압 120-80 mmHg, 이완기 혈압

장 농도는 간대사가 중지됨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증

35-60 mmHg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중심정맥압은

가되어있으며, 많은 양의 수액투여가 필요한 대량

10-15 cmH2O 사이를 유지하였다. 체온은 무간기

출혈 시에는 propofol 혈장농도는 감소하였다.7)

o

전까지는 35.3-35.9 C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무간기
o

Alfentanil은 주로 간에서 대사됨으로 간 질환이 있

시에는 34.3-34.9 C를 유지하였으며 무간기 후 마취

다면 약제의 분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끝날 무렵에는 35.2oC 정도 되었다. 전해질 중 포

Ferrier 등은8) 간경화 환자에서 제거 반감기(t1/2β)가

타시움치는 큰 변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칼

219 ± 128분으로 건강한 사람의 90 ± 18분보다 감

슘이온치는 무간기 전에는 0.85 mmol/L였으나 교정

소하였고, 혈장 단백결합은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하여 재관류후에는 1.34 mmol/L였다. 헤마토크리트

81.4%로 건강한 사람의 88.5%보다 감소하였다고 한

치는 정맥류 저류에 의한 혈전 방지를 위해 25-

다. 비슷한 결과를 Bower 등도

30%로 유지하였으며, 수술 중 PT는 수술 전과 비슷

혈장 단백결합 감소는 AAG (α1-Acid glycoprotein)의

하였고, aPTT는 서서히 연장되었으나 수술 후에 정

감소나 간경화 환자의 결합부위의 변화에 의한 것으

상으로 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기관 내 삽관을 한

로 생각되어진다.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수술 끝나고 50분

서 보여지는 약동학의 이런 변화는 좀 더 심한 간기

후 의식을 되찾았으며 14시간 후에 기관 내 튜브를

능 부전 환자에서는 좀 더 지연된 제거율을 보일 것

발관하였다. 수술 후에 간기능 지수는 AST/ALT 315/

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간 기능 부전 환자에서는

410 IU/L, bilirubin (total/direct) 2.8/2.2 mg/dl, albumin

alfentanil은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것이다. Alfentanil

2.9 g/dl로 측정되었으며, 수술 후 46일 째 퇴원했으

의 효과는 지연될 뿐 아니라 약제의 증가된 free frac-

며 현재는 간기능 지수가 정상화된 상태이다.

tion으로 인해 강화될 것이다.

8)

9)

증명하였다. 이런

중등도정도의 간기능 부전환자에

10)

11)

Raucoules-Aime 등은

동소 간 이식술시에 alfentanil의 간추출률과 청소율

고

찰

을 측정하였다. Alfentanil의 간추출률은 건강한 수술
12)

환자에서 0.32-0.53이나
간이식 받는 이 마취 시에는 약력학 및 약동학에

동소 간 이식술시에는 크
11)

게 감소하여(50-77%) 0.1에 가까웠으며,

이것은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 즉, 환

alfentanil의 청소율이 주로 간 대사 용량과 단백 결

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며, 무간기 동

합에 의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alfentanil의 청소

안에는 간 대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술 중

율은 건강한 사람에서 일회 정맥 투여 후에는 3.1

대량 출혈과 수혈 및 수액의 보충으로인한 혈액 희

± 1.6 ml/kg/min이고,8) 지속 주입(3-7 시간) 후에는

석이 있다. 본 증례의 술전 마취계획을 수립함에 있

1.5-2.7 ml/kg/min으로 낮은 청소율을 보였으며,

13)

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간 이식시 propofol과 alfen-

alfentanil 지속주입하며 시행한 동소간이식술시에는

tanil을 병용 사용할 때 약력학 및 약동학적 간섭 및

2.2 ± 0.8 ml/kg/min으로 건강한 사람의 지속투입

간 이식시 동반되는 혈역학적 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후와 유사하였으며 이런 낮은 청소율은 감소된 간추

활력징후를 유지하면서 마취깊이에도 적절한 용량을

출율과 오랜 시간동안 지속 주입하였기 때문일 것이

유지시키는 것이다.

다.11)

Propofol은 간기능 부전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Propofol은 의식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 발생이 적

않음으로 간 이식수술시에 사용되어져 오고있다. 그

어 진정-최면제로 흔히 사용되며, alfentanil도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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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가지므로 진통목적으로 propofol과 병용투여

취시 alfentanil 효과처 농도를 80 ng/ml로 유지하면

된다. Propofol은 alfentanil과 병용투여하면 alfentanil

서 BIS수치를 40-50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pro-

의 필요량을 감소시키고, alfentanil은 환자가 의식을

pofol 효과처 농도를 조절 투여하여 수술 중 안정된

14)

회복하는 propofol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킨다.

이런

propofol과 alfentanil의 상호 상승작용은 천장효과(ceil-

활력징후가 유지되었고 술후 상태가 편안하다고 하
였다.

ing effect)가 있어, alfentanil의 혈중농도가 100 ng/ml

간 이식술시에는 각 단계별로 혈역학적 변화가 다

이상이면 propofol 소모량 감소효과가 감퇴된다고 한

양하다. 무간전기는 대개 전신혈관 저항이 낮고 심

15)

Pavlin 등은

16)

propofol과 alfentanil의 병용투여

박출량이 증가되어있는 시기로서 이때는 대량출혈이

는 각각의 투여시보다 진정 및 진통작용이 우수하

흔하며, 외과적 견인, 수혈로 인한 저칼슘혈증 등에

다.

며, alfentanil에 의한 오심을 상쇄해주는 효과도 있다

의해 부정맥과 서맥, 저혈압이 동반된다. 무간기때는

고 하였다. 진통목적을 위한 alfentanil 혈중농도는 50

우회술을 적극적으로 하여도 정맥 회귀(venous return)

-100 ng/ml이며, 이런 혈중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 부적절하여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재관류 시는

는 초기 일시투여량을 10-25μg/kg 정도로 설정하

점진적 서맥, 저혈압, 부정맥, 충만압 상승, 전신혈관

고, 0.25-1μg/kg/min 속도로 지속 주입하여야 한다.

저항 감소 등의 혈역학적 변화가 1-5분 이내에 일

마취 유지를 위한 propofol 혈중농도는 2-7.5μg/ml

어나는 재관류 후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며, 이러한 혈중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2

위의 문헌 고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이식술

mg/kg를 일시에 투여하고, 50-150μg/kg/min로 지속

환자에서 정맥마취제와 마약제제를 주로 사용할 경

17)

본 증례에서는 propofol 목표농도

우 약력학 및 약동학의 변화가 동반되어 주입량 결

6μg/ml, flash mode로 주입하고 기관내 삽관 후 목

정이 어렵다. 그 이유로는 간이식술을 받는 환자는

표농도 4μg/ml로 주입을 시작하였으며, BIS를 40-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약동학의 변화가 있고,

50으로 유지하여 목표 농도를 조절하였다. Alfentanil

간이식술 중 각 수술 단계마다 혈역학적 변화가 동

은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에 투여하였음으로 저혈압

반되며, 대량 출혈과 수혈로 인한 혈액희석에 기인

이나 서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alfentanil의 부하량

한다. 특히 마취약제로 alfentanil을 선택했을 경우 개

없이 0.25μg/kg/min으로 지속투여를 시작하였고 활

개인 간의 다양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

력징후에 따라 주입속도를 가감하였다.

다.

투여 하여야한다.

실제 임상에서 propofol-alfentanil이 병용 투여된 연

아산화질소는 장기간의 수술 중 장관의 팽창을 유

구를 보면 alfentanil 25-50μg/kg와 propofol 0.5-1.5

발하고 공기색전의 위험성 있어서 본 증례에서는 사

μg/kg을 부하량으로 투여한 후 alfentanil 0.5-1.5μg/

용하지 않았다. 즉, 아산화질소 병용없이 산소와 공

지속적으로

기혼합가스를 사용하면서 propofol과 alfentanil의 주

병용 투여하는 경우 N2O의 동반 투여 여부와 상관

입 용량을 환자의 활력징후와 BIS 감시장치를 보면

없이 효과적인 TIVA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18)

서 조절하였다. 다만 alfentanil 주입방법에 있어서 전

kg/min과

propofol

14)

80-120μg/kg/min을

하복부 수술을 받는 여자 환자를 대상

정맥마취의 가능한 정확한 약물 농도의 도달 및 유

으로 컴퓨터를 통한 propofol과 alfentanil 병용투여를

지를 위해 등장한 컴퓨터보조 지속정주(Computer as-

실시한 연구에서 수술 중 만족할 만한 마취상태와

sisted continuous infusion: CACI)를 이용하지 못한 것

빠른 마취각성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혈중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Vuyk 등은

propofol과 alfentanil농도는 3.5μg/ml과 85 ng/ml라고

수술중

propofol은

목표농도

3-6μg/ml로,

alfen-

하였다. 이정민과 김동희는19) 복식 전자궁 적출술을

tanil은 0.2-1μg/kg/min로 주입하여 수축기 혈압 80

시행하는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혈중 pro-

-120 mmHg, 이완기 혈압 35-60 mmHg으로 유지

pofol과 alfentanil 농도가 4.0μg/ml과 50 ng/ml 또는

하였고, BIS는 40-50을 유지하여 동소 간이식술 받

3.4μg/ml과 100 ng/ml인 경우 모두 수술중 마취 상

는이의 성공적인 마취관리를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태와 마취 각성 시간이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이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20)

현화 등은

생체 부분 간이식술 공여자 환자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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