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정맥마취 2005; 9: 191∼196

저 □

기관내삽관시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에 따른 혈역학 변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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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modynamic Responses according to Differen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Kwan Sik Park, M.D.*, Jong Yeop Kim, M.D., Yun Jeong Chae, M.D.,
Sang Kee Min, M.D., and Bong Ki Mo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Jeju University, Jeju;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Background: We evaluated the hemodynamic responses to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using a differen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when propofol was maintained at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5.4μg/ml.
Methods: Sixty patients presenting for elective surger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according to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nesthesia was induced using a
target effect site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t a concentration of 5.4μg/ml. In all patients,
remifentanil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was started at the same time with a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0 (control group), 2 (group R2), or 4 ng/ml (group R4). Neuromuscular blockade was
provided with rocuronium 0.6 mg/kg. The trachea was intubated under direct laryngoscopy 5 min after
induction. Noninvasive arterial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HR) were recorded at 1 min interval
from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until 3 min after intubation.
Results: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R i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t 1
min after intubation (P ＜ 0.05). MAP in group R2 and R4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2 min after
induction (P ＜ 0.05), but MAP in R4 group remained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 min after
intubation, and wer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Conclusions: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2 ng/ml administered with propofol TCI
at level of 5.4μg/ml attenuates the pressor response to endotracheal intubation, but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4 ng/ml causes a significant hemodynamic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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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신마취 유도시 후두경하 기관내삽관은 빈맥과
고혈압,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1)

혈중 cate-

cholamine을 증가시켜 특히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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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에서는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증가
2)

선택하였다.

이런 혈역학적반응을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

환자의 의식소실 후 rocuronium 0.6 mg/kg을 정주

의 방법으로 fentanyl이나 alfentanil같은 아편유사제가

하였고 자발호흡이 없어지면 100% 산소로 용수환기

많이 사용되고 있다.3,4)

를 시작하였다. 마취유도 3분 후에 propofol과 remi-

한다.

Remifentanil은 최근에 소개된 아편유사제로서 작

fentanil의 효과처농도가 모두 입력한 원하는 수치에

용발현시간이 1-2분 정도로 빠르고, 비특이적 este-

도달하였으며, 마취유도 5분 후에 remifentanil의 효

rase에 의해 가수분해되므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과처농도를 알지 못하는 마취과 전문의 한 사람이

주입시간에 상관없이 빠르게 작용이 소실되는 약제
5)

이다.

마취유도시 remifentanil을 병용투여한 경우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기관내삽관 후 각각 2
L/min의 산소와 공기를 사용하여 호기말이산화탄소

기관내삽관 시의 혈역학 반응을 경감시키는데 효과

분압이 35-40 mmHg 정도 되도록 조절호흡을 시행

적이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전의 연구들

하였고,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를 유지

은 remifentanil을 일회주입하거나 일회주입후 지속정

하며 어떠한 자극도 가하지 않고 기관내삽관 3분 후

주하며 혈압과 심장박동수의 변화를 관찰한 경우가

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6-8)

대부분이었다.

혈역학 변수는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평균동맥

본 연구에서는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압, 심장박동수를 마취유도 전을 기준치로 하여 마

infusion, TCI)을 이용하여,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취유도 후 1분마다 5분간 측정하였고, 기관내삽관

5.4μg/ml로 고정한 상태에서 remifentanil의 효과처농

후 3분간 측정하였다. Propofol과 remifentanil 투여

도를 다르게 설정하였을 때, 기관내삽관 전후의 혈

시작 후 3분 내에 의식이 소실되지 않으면 마취유도

역학 변화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실패로 간주하였고, 마취유도 중 수축기혈압이 80
mmHg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평균동맥압이 60 mmHg
미만인 경우에는 ephedrine 4 mg을 투여하였고 심장

대상 및 방법

박동수가 분당 50회 미만이면 atropine 0.5 mg을 투
전신마취 하에 계획수술이 예정된 18-60세 사이

여하였다.

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 2에 해당하는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빈도수로 표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1.0을 사용하여 혈역학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심혈
관계 질환, 신장 및 간질환이 있거나 아편유사제나
진정제 탐닉의 과거력, 심혈관계약물을 복용하고 있
는 경우와 어려운 기관내삽관이 예상되는 경우는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환자들을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어, remifentanil
(Ultiva, GlaxoSmithKline, UK)의 목표효과처농도를 0
ng/ml (대조군), 2 ng/ml (R2군), 4 ng/ml (R4군)로 각
각 설정하였다. 마취전처치는 하지 않았고,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 후 심전도, 비침습적혈압장치, 맥박산
소 계측기를 거치하였다. 마취유도는 상용화된 목표
농도조절주입기구(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
를 이용하였는데, propofol의 목표효과처농도는 5.4μ
g/ml으로 주입을 시작하여 유지하였고, 동시에 세
군의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에 맞추어 remifentanil
을 투여하였다. 목표농도주입을 위해 propofol은 Sch9)

10)

nider 모델 , remifentanil은 Minto의 약동학 모델을

Table 1. Demographic and Anesthesia Data
ꠧꠧꠧꠧꠧꠧꠧꠧꠧꠧꠧꠧꠧꠧꠧꠧꠧꠧꠧꠧꠧꠧꠧꠧꠧꠧꠧꠧꠧꠧꠧꠧꠧꠧꠧꠧꠧꠧꠧꠧꠧꠧꠧꠧꠧꠧꠧꠧ
Control
Group R2
Group R4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9/11
11/9
8/12
Age (yr)
40.2 ± 8.5
35.1 ± 12.5 36.5 ± 14.4
Height
165.7 ± 10.1 165.7 ± 7.9 162.5 ± 8.5
(cm)
Weight
64.4 ± 7.9
63.3 ± 12.3 61.3 ± 11.7
(kg)
Induction
4
4
3
failure (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Control: target effect
site controlled infusion of remifentanil 0 ng/ml, Group R2:
target effect site controlled infus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R4: target effect site controlled infusion of
remifentanil 4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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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5), R2군에서는 마취유도

정분산분석과 Bonferroni 방법에 의한 pairwise com-

2분 후부터 기준치 121.6 ± 11.3 mmHg보다 감소하

parison을 시행하였고, 각 시점에서의 군간 차이는

다가 기관내삽관 1분 후 131.1 ± 20.7 mmHg로 증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R4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는 마취유도 2분 후부터 기관내삽관 3분후까지 기준
치 수축기혈압에 비해 낮은 양상이 지속되었다. 수

결

축기혈압의 군 간 차이를 보면 R4군이 대조군보다

과

마취유도 2분 후부터 기관내삽관 후까지 유의하게
세 군간 나이, 신장,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3분 이내에 반응성 소실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대조군과 R2군에서 각각 4명이었고, R4군에서 3명
이었다(Table 1).

낮았으며(P ＜ 0.05), R2군은 기관내삽관 1분 후부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Fig. 1).
평균동맥압은 대조군에서 기관내삽관 1분 후 기준
치 90.8 ± 13.0 mmHg에 비해 118.1 ± 29.9 mmHg

기준치 혈역학 변수들은 세 군간 차이가 없었다.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5), R2군에서는 마

수축기혈압은 대조군에서 기관내삽관 1분 후 기준치

취유도 2분 후부터 기준치 87.3 ± 10.4 mmHg에 비

123.4 ± 15.4 mmHg보다 162.5 ± 18.5 mmHg로 유

해 감소하다가 기관내삽관 1분 후 98.2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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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ng/ml (control group), 2
ng/ml (group R2), 4 ng/ml (group R4). Propofol and
remifentanil was infused at the same time and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maintained at 5.4μg/ml
in all the groups. SBP i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t 1 min after intubation (P ＜ 0.05). SBP in
group R2 and R4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2 min after
induction (P ＜ 0.05). SBP in group R2 slightly increased
after intubation, but SBP in group R4 remained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 min after intubation,
and wer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1 ID:
1 min after induction, 2 ID: 2 min after induction, 3 ID:
3 min after induction, 4 ID: 4 min after induction, 5 ID:
5 min after induction, 1 IT: 1 min after intubation, 2 IT:
2 min after intubation, 3 IT: 3 min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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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AP)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ng/ml (control group), 2 ng/ml
(group R2), 4 ng/ml (group R4). Propofol and remifentanil
was infused at the same time and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maintained at 5.4μg/ml in
all the groups. MAP i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t 1 min after intubation (P ＜ 0.05). MAP in
group R2 and R4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2 min after
induction (P ＜ 0.05). MAP in group R2 slightly increased
after intubation, but MAP in group R4 remained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 min after intubation,
and wer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1 ID:
1 min after induction, 2 ID: 2 min after induction, 3 ID:
3 min after induction, 4 ID: 4 min after induction, 5 ID:
5 min after induction, 1 IT: 1 min after intubation, 2 IT:
2 min after intubation, 3 IT: 3 min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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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ng/ml (control group), 2 ng/ml
(group R2), 4 ng/ml (group R4). Propofol and remifentanil
was infused at the same time and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maintained at 5.4μg/ml in
all the groups. DBP i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t 1 min after intubation (P ＜ 0.05). DBP in
group R2 and R4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2 min after
induction (P ＜ 0.05). DBP in group R2 slightly increased
after intubation, but DBP in group R4 remained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out 3 min after intubation,
and wer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1 ID:
1 min after induction, 2 ID: 2 min after induction, 3 ID:
3 min after induction, 4 ID: 4 min after induction, 5 ID:
5 min after induction, 1 IT: 1 min after intubation, 2 IT:
2 min after intubation, 3 IT: 3 min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
value,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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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heart rate (HR)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0 ng/ml (control group), 2 ng/ml (group R2),
4 ng/ml (group R4). Propofol and remifentanil was infused
at the same time and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maintained at 5.4μg/ml in all the groups.
HR i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intubation (P ＜ 0.05). HR in group R2 slightly increased
after intubation, and HR in group R4 were similar to
baseline values after intubation. 1 ID: 1 min after induction, 2 ID: 2 min after induction, 3 ID: 3 min after induction, 4 ID: 4 min after induction, 5 ID: 5 min after induction, 1 IT: 1 min after intubation, 2 IT: 2 min after intubation, 3 IT: 3 min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 ±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4분 후 기준치보다 감소하였고, 삽관 후에는 기준치
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마취유도 후 기관내삽관 전

mmHg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R4군

까지 심장박동수의 군 간 차이는 없었고, 삽관 1분

에서는 마취유도 2분 후부터 기관내삽관 3분후까지

후부터 R4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기준치에 비해 낮은 양상이 지속되었다. 평균동맥압

0.05)(Fig. 4).

의 군 간 차이를 보면 R4군과 R2군이 대조군보다

Ephedrine은 R4군에서 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으

마취유도 2분 후부터 기관내삽관 전까지 유의하게

며, atropine은 R4군과 R2군에서 각각 1명씩 투여되

낮았으며(P ＜ 0.05), R4군은 기관내삽관 후까지 대

었다.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Fig. 2).
이완기혈압은 평균동맥압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고

찰

나타내었다(Fig. 3).
심장박동수는 대조군에서 기관내삽관 전까지는 차

Remifentanil은 가장 최근에 소개된 아편유사제로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삽관 1분 후부터 기준치 보다

서 혈중에서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해 대사되므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5), 3분 후까지 높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주입시간에 상관없이 빠르게

양상이 지속되었다. R2군은 마취유도 후 기준치와

작용이 소실되므로 지속적으로 주입하기에 적당한

비슷한 값을 유지하다가 삽관 후 증가하였으나 통계

약제이다.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R4군은 마취유도 3분,

용이하며 마취 심도를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5)

목표농도조절주입은 약물 농도의 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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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는데, 목표효과처농도 조절주입은 목표혈

한 경우 기관내삽관 후 혈압과 심장박동수의 변화를

중농도 조절주입에 비해 빠른 시간에 효과처농도에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 2

도달하게 하여 이력현상(hysteresis)을 줄여줄 수 있

ng/ml은 0.5μg/kg 일회주입 후 0.1μg/kg/min 정도로

11)

propofol을 효과처를 목표로 주

주입되므로, Hall 등이7) 제시한 용량과 비슷한 결과

입시에 혈장과 효과처농도가 빠른 시간에 평형에 도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propofol의 주입 방법과 용량

달하며 저혈압의 위험없이 의식 소실이 더 빠르다고

의 차이, 마취전처치 여부, 마취유도시 흡입마취제

하였다.

사용 등의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 Wakeling 등도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5.4μg/ml

한편,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를 4

로 마취 유도를 하였는데, 3분 내에 반응성 소실을

ng/ml로 주입한 군에서는 평균동맥압이 마취유도 2

보이지 않는 환자는 대조군과 R2군에서 각각 4명,

분 후부터 기준치보다 감소하여 기관내삽관 3분후까

12)

R4군에서 3명이었다. Smith 등은

마취전투약을 받

지 낮은 양상이 지속되었는데, Guignard 등도

15)

pro-

지 않은 95% 환자에서 10분내 반응성 소실을 보이

pofol의 효과처농도를 4μg/ml, remifentanil의 효과처

는 propofol의 목표혈중농도는 5.4μg/ml이라고 하였

농도를 2 ng/ml으로 목표농도 주입할 때 저혈압 발

는데, 이는 10분이 지나도 5%의 환자는 아직도 반

생을 줄이면서 기관내삽관에 따른 혈역학적 반응을

응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마취전처치를 하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remifentanil의 효과

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propofol의 효

처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량 의존적으로 평균동맥

과처농도로는 대상 환자 모두를 3분 이내에 의식 소

압과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실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를 2

본 연구에서 propofol만 주입한 대조군에서 기관내

ng/ml로 주입한 경우에도 마취유도 2분 후부터 기관

삽관 후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하였

내삽관 전까지는 혈압이 감소하였는데, 마취유도 전

는데 이는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4μg/ml로 유지

수액을 공급하거나 마취전처치로 benzodiazepine계

하며 기관내삽관을 할 경우 혈압의 증가를 막을 수

약물이나 미주신경억제제를 투여한 경우에, 마취유

13)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propo-

도 과정 중 혈역학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fol의 효과처농도를 5.4μg/ml로 단독 주입할 경우 삽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적절한 효과처농도를 알아

관시 혈역학적 안정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없었다는 Choi 등의

14)

마취유도시 propofol의 용량을 증가시

결론적으로 마취전처치를 하지 않고 propofol의 효

켜도 기관내삽관에 따른 혈역학 변화를 경감시키지

과처농도를 5.4μg/ml로 마취유도하였을 때 remifen-

못한다고 하였으며, fentanyl 같은 아편유사제의 병용

tanil의 효과처농도를 2 ng/ml로 주입한 경우 기관내

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삽관에 따른 혈역학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Billard 등도

Propofol과 remifentanil을 병용 투여하여 기관내삽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를 4 ng/ml로 주입한 경우

관에 따른 혈역학적 반응을 알아본 연구에서, Thomp-

에는 기관내삽관 전후에 혈압과 심장박동수의 감소

6)

son 등은

remifentanil 1μg/kg을 일회주입 후 0.5μ

가 심하였다.

g/kg/min으로 지속주입하여 후두경 조작과 기관내삽
관에 따른 혈역학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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