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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fol 마취 시 Clonidine 전투약이 Ephedrine
투여에 의한 혈압 상승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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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lonidine Premedication on Pressure Response of
Ephedrine during Propofol Anesthesia
Wha Ja Kang, M.D., Hong Kyun Shin, M.D., and Keon Sik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Clonidine is used as preanesthetics to improve hemodynamic stability and ephedrine
is a vasopressor commonly used during anesthesia. We studied hemodynamic response to intravenous
ephedrine during propofol anesthesia with or without clonidine premedication.
Methods: Forty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Clonidine group received
clonidine 0.15 mg orally before anesthesia and control group received no medication. All patients
received glycopyrrolate 0.2 mg intramuscularly and then anesthetized with propofol. Hemodynamic
measurements were taken at 1 min interval for 10 min after a bolus injection of ephedrine 0.1 mg/kg.
Results: In the control group, blood press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3 and 4 min after ephedrine
injection. In the clonidine group, blood press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2 to 7, 8 min after
ephedrine injection. Wh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blood press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lonidine group.
Conclusions: The pressure response to ephedrine in patients premedicated with clonidine was
augmented during propofo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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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혈관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며 수술 후 진통 효과를

론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마취보조제로 사용되어지고
Clonidine은 부분적 α2-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

있다.

1,2)

3)

그러나 clonidine은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서

로 접합 후신경의 α2-수용체를 자극하여 진정 작용

맥, 저혈압 등을 유발하므로 혈압상승제의 사용이

을 나타내므로 마취약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심

간혹 필요하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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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교감흥분성 amine으로

Ephedrine은 마취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압상
epinephrine과 유사하게 심박동과 혈압을 증가시키
는 약제이나 작용시간이 catecholamine보다 길다.
7)

Nishikawa 등은
60

6)

clonidine 5μg/kg을 전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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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phedrine에 의한 혈압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났
8)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ujii 등은

clonidine을 전투

약한 경우 ephedrine의 혈압 상승 효과가 isofluran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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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유지되면 ephedrine 0.1 mg/kg을 정주한 후 혈
압과 심박수를 1분 간격으로 10분간 측정(cardiocap
II, Datex, Finland)하였다.

로 마취한 군에 비해 propofol로 마취한 군에서 크게

각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로

ephedrine 투여 전 측정치를 대조치로 하여 비교하였

마취를 시행한 환자에서 clonidine 전투약이 ephedrine

다.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군

의 혈압 상승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군과 비교

간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로 하였으며 군내 비

관찰하고자 하였다.

교는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
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

대상 및 방법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신마취 하에 계획 수술예정인 미국마취과학회

결

과

신체등급분류 1 또는 2에 해당되는 환자 40명을 대
상으로 각 군당 20명씩 clonidine군과 대조군으로 나

마취유도 전 대조군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은

누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

125.9 ± 13.4 mmHg와 77.5 ± 10.3 mmHg로 측정되

외하였으며 본 연구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

었고 clonidine군은 119.8 ± 14.5 mmHg와 72.5 ±

로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환자들의 연령, 성별, 체

9.8 mmHg로 측정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은 Table 1과 같다.

마취유도 후 ephedrine 투여 전의 대조군의 수축기와

Clonidine군에서는 마취유도 60-120분 전에 clo-

이완기 혈압은 112.7 ± 16.3 mmHg와 70.3 ± 10.8

nidine 0.15 mg을 경구 투여하였고, 마취전투약으로

mmHg로 측정되었고 clonidine군은 103.8 ± 13.3

glycopyrrolate 0.2 mg을 양 군 모두에서 마취유도 60

mmHg와 64.3 ± 9.9 mmHg로 측정되었으나 유의한

분 전에 근주하였다.
lidocaine 30 mg을 정주한 후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위해 DiprifusorⓇ (Master
TM

TCI , France)을 사용하여 propofol 6μg/ml로 목표농
도조절주입을 시작하여 의식이 소실되면 succinylcholine 1 mg/kg을 정주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
고 vecuronium 0.1 mg/kg로 근이완을 유지하였다. 마
취유지는 propofol 목표농도 2-4μg/ml와 N2O 3 L/
min와 O2 2 L/min로 하였다. 실험 기간 중에는 링거
수액을 10 ml/kg/h의 속도로 정주하였으며 마취 중
혈압과 심박수가 10분 이상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상

Table 1. Demographic Data
ꠧꠧꠧꠧꠧꠧꠧꠧꠧꠧꠧꠧꠧꠧꠧꠧꠧꠧꠧꠧꠧꠧꠧꠧꠧꠧꠧꠧꠧꠧꠧꠧꠧꠧꠧꠧꠧꠧꠧꠧꠧꠧꠧꠧꠧꠧꠧꠧ
Control (n = 20) Clonidine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3.6 ± 8.4
41.9 ± 9.4
Weight (kg)
62.9 ± 8.0
63.4 ± 10.2
Sex (M/F)
10/10
9/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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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s in blood pressure (mean ± SD)
after the intravenous injection of ephedrine (0.1 mg/
kg). The magnitude of the increase i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as greater in clonidine group
(P ＜ 0.05). CSBP: systolic blood pressure of the
control group, CLSBP: systolic blood pressure of the
clonidine group, CDBP: diastolic blood pressure of the
control group, CLDBP: diastolic blood pressure of the
clonidine group. *: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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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modynamic Responses to Ephedrine 0.1 mg/kg in Propofol Anesthetized Patient
ꠧꠧꠧꠧꠧꠧꠧꠧꠧꠧꠧꠧꠧꠧꠧꠧꠧꠧꠧꠧꠧꠧꠧꠧꠧꠧꠧꠧꠧꠧꠧꠧꠧꠧꠧꠧꠧꠧꠧꠧꠧꠧꠧꠧꠧꠧꠧꠧꠧꠧꠧꠧꠧꠧꠧꠧꠧꠧꠧꠧꠧꠧꠧꠧꠧꠧꠧꠧꠧꠧꠧꠧꠧꠧꠧꠧꠧꠧꠧꠧꠧꠧꠧꠧꠧꠧꠧꠧꠧꠧꠧꠧꠧꠧꠧꠧꠧꠧꠧꠧ
Time after ephedrine administration (min)
Group
Pre-Ind
Baseli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3
4
5
6
7
8
9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SBP 125.9 112.7
114.8 117.7 120.7* 121.9* 120.8
120.1 118.7 115.9 114.4 114.0
±13.4 ±16.3 ±11.3 ±11.5 ±12.1 ±14.0 ±11.4 ±13.8 ±14.9 ±13.2 ±10.8 ±11.9
DBP 77.5
70.3
72.1
73.9
76.6* 77.1* 73.6
73.1
73.0
71.8
71.6
71.8
±10.3 ±10.8 ±11.5 ±9.8 ±10.1 ±8.7 ±10.0 ±9.9 ±8.3 ±11.0 ±9.5 ±10.7
HR 82.2
79.5
82.8
85.5* 85.7* 84.1
83.9
84.1
81.8
80.1
80.9
79.9
±9.9 ±13.1 ±7.9 ±8.9 ±9.8 ±11.0 ±10.3 ±9.6 ±8.9 ±10.5 ±9.8 ±10.1
Clonidine SBP

119.8 103.8
104.5 113.9* 123.1* 125.0* 125.3* 123.1* 120.1* 116.9* 113.0 109.8
±14.5 ±13.3 ±13.1 ±10.5 ±13.5 ±12.8 ±15.1 ±12.9 ±15.0 ±13.6 ±14.1 ±12.8
DBP 72.5
64.3
65.1
74.5* 83.3* 82.0* 80.9*
74.0* 71.7* 70.1
68.9
67.3
±9.8 ±9.9
±9.8 ±11.0 ±10.1 ±10.8 ±8.9
±12.7 ±10.9 ±9.7 ±11.6 ±10.6
HR 79.7
75.8
77.7
81.9
84.1* 87.1* 85.4*
83.9* 80.6
89.4
79.9
80.1
±10.2 ±14.0 ±11.0 ±10.9 ±9.8 ±9.9 ±11.7 ±9.9 ±10.5 ±11.6 ±11.3 ±1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re-Ind: preinduc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HR: heart rate (beat per min). *: P ＜ 0.05 vs baseline values in each group.

12)

차이는 없었다. 대조치와 비교할 때 대조군에서는

상승제로

ephedrine 투여 후 3분과 4분에 수축기와 이완기 혈

리를 촉진하여

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lonidine군에서는 수축

면 clonidine은 catecholamine의 유리를 억제한다.15)

기 혈압이 2분부터 8분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

따라서 마취전투약한 경구용 clonidine은 ephedrine의

완기 혈압은 2분부터 7분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응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나 Nishikawa 등 의

(P ＜ 0.05). 심박수는 대조치와 비교할 때 대조군은

연구 결과는 clonidine을 전투약한 경우 ephedrine의 혈

2분부터 3분까지 clonidine군은 3분부터 6분까지 유

압 상승 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Table 2). 수축기와 이

한편 권희정 등 은 3μg/kg의 clonidine을 전투약 한

완기

교감신경 말단부에서 catecholamine의 유
13,14)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반

7)

16)

때

경우 ephedrine의 혈압 상승 효과는 대조군에 비하여

clonidine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clonidine 사용량의 차

0.05)(Fig. 1).

이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한다. Fujii 등 은 cloni-

혈압의

증가

크기를

대조군와

비교할

10)

dine 전투약에 의한 ephedrine의 혈압 상승 효과가

고

isoflurane 마취군보다 propofol 마취군에서 크게 나타

찰

났으며 이는 마취약제의 종류에 따라 ephedrine의 혈
Clonidine은 α2-아드레날린 수용체 작동제로 α1에

압 상승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본 연구에

비해 α2의 선택성이 200배 정도로 α2-수용체를 자

서도 propofol 마취 시 clonidine을 전투약한 군에서

극하여 진정 효과를 나타내서 아편유사제와 흡입마

ephedrine의 혈압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

취제의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교감신경계의 활동도

적으로 propofol과 isoflurane 모두가 ephedrine에 대해

감소시켜 말초혈관이 확장되어서 항고혈압 작용이 나

서 유사한 혈역학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나 clo-

타나고 수술 후 진통 효과도 강화시키므로 전투약제

nidine 전투약 환자에서는 전신 마취 시 사용된 마취

9,10)

제의 종류에 따라서 ephedrine의 심혈관 반응이 다르

로 사용되나 서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11)

경구로 투여 시 최고 작용시간은 60-90분이다.

Ephedrine은 마취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압

게 나타나는데 이는 ephedrine의 혈압 상승 효과는
교감신경 활동량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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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감신경 활동이 낮을수록 크다고 한다. 따라서

에 비해 마취한 경우에 clonidine에 의한 ephedrine의

마취제를

의해

혈압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마취제가 교

ephedrine의 승압 효과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감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한

isoflurane이나 propofol을 유사한 심혈관 효과를 나타

다.

사용할

때는

교감신경

활동에

내는 용량으로 사용할 때에 isoflurane에 비해 pro-

혈압 상승제들의 혈압 상승 작용은 약제의 종

pofol이 교감신경의 억제 작용이 크므로 이런 차이

류, 자율신경 차단제의 사용여부, 전신 마취제의

에 의해서 ephedrine의 심혈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종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하며 ephedrine의

3,17)

18)

Seagard 등 은 clonidine을 전투약하고

간접 혈압 상승 작용은 전신 마취제에 의해 혈청내

isoflurane으로 마취를 한 경우에 ephedrine에 의한 혈

catecholamime의 농도가 증가되므로 강화된다고 한

압 상승 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16,27,28)

다고 한다.

clonidine에 의해 저혈압과 혈관 확장이 나타나나

Clonidine을 전투약할 때 5μg/kg를 경구 투여한
7)

3μg/

isoflurane이 빈맥을 동반하며 심박출량을 유지하고

경우에는 저혈압과 서맥의 발생이 많았으나

다른 마취제들과는 달리 혈관 확장시에는 반사적으

kg를 투약한 경우에는 저혈압과 서맥의 발생이 없었

로 교감신경 작용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교감신

다고 한다.

14)

경 작용에 비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더 억제하기

따라서 propofol 마취 시 clonidine 0.15 mg/kg의 전

때문이라고 하였다. propofol은 혈관 불수의근을 이

투약을 한 군과 전투약을 하지 않은 군을 비교할 때

완시키거나

19)

강직성 교감신경의 방출을 감소시켜서
20-22)

마취유도 전 혈압과 심박수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

propofol 마취 시 나타나는

내지 않았으나 ephedrine 투여 후에 혈압 상승 효과

저혈압은 일차적으로 중심 작용에 의해 교감신경을

를 비교할 때 clonidine을 전투약한 군이 전투약을

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억제하여 나타나므로

22)

clonidine 전투약에 의해 나타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의미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나는 교감신경의 심한 억제는 ephedrine의 처치가 필

결론적으로 propofol로 마취를 시행한 환자에서

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수술 중에는 propofol의 혈

clonidine 전투약은 ephedrine의 혈압 상승 효과를 크

관 확장 효과가 수술에 의해 나타나는 신경성 혈관

게 나타내나 임상적으로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

수축에 의해 소멸되고 심장 baroreflex의 억제도 나

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혈관 작용제 및 마취약

타날 수 있으나23,24) 소량의 clonidine을 사용한 경우

제의 종류에 따른 상호 작용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에는 propofol 마취시 저혈압과 서맥이 나타나지 않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는다고 한다.

15)

또한 clonidine은 교감신경 흥분을 감

소시키나 말초 교감신경 활동이나 심장박동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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