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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fentanil 목표농도 변화에 따른 PropofolRemifentanil 전정맥마취 효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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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Target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on Propofol-Remifentanil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Jong Hoon Nam, M.D., Jung Won Seo, M.D., Young Hoon Jeon, M.D.,
Chang Gu Han, M.D., and Si Oh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Background: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 with remifentanil and propofol has many advantages such as no air pollution, no hepatic or renal toxicity and short, predictable duration of action.
The goals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appropriate target plasma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combined with a target plasma concentration of propofol of 3μg/ml during anesthesia.
Methods: Sixty patients, aged 15-65 years and scheduled for orthopedic surgery were randomly
allocated 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target plasma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of 1.5 ng/ml (R1.5),
2.0 ng/ml (R2.0), 2.5 ng/ml (R2.5) and 3.0 ng/ml (R3.0). All patients received a computer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with a plasma concentration of 3μg/ml. Cardiovascular measurements and EEG
bispectral index (BIS) were recorded. Also, we checked the dose requirements of ephedrine, atropine
and remifentanil used to correct hypotension, bradycardia, hypertension and tachycardia.
Results: Patient characteristics and BIS values during anesthesia were similar among group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recovery times between the groups. In Group R1 and R1.5, episodes of
tachycardia were observed in intubation period and episodes of hypotension and bradycardia were
observed in R3.0 group.
Conclusions: The appropriate target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combined with a target concentration of propofol of 3μg/ml during orthopedic surgery is 2.5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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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수술환자의 빠른 각성과 예상 가능한 회복은 마취
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마취관리에 쓰이는
많은 약제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소개된 약제인 remifentanil은 전정맥마취에 사용이 되어 작용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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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작용시간도 짧아 빠른 회복이 가능해서 이
1,2)

99

질환이 있는 환자, 수술실 입실 후 마취유도 전 측

또한 같은

정한 평균 심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이거나 100회 이

fentanyl계 마약제인 alfentanil보다도 수술적 자극에

상, 또는 수축기 혈압이 150 mmHg 이상이거나 80

대해 혈역학적으로 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어 여

mmHg 이하인 환자, 기관 내 삽관을 위한 소요시간

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좋은 약제이다.

3,4)

러 수술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Remifen-

tanil은 다른 아편양제제와 비슷한 약동학적 특징을

이 30초 이상이거나 예상외로 어려워서 2회 이상 시
도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가지고 있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약

모든 환자는 전처치로 수술 30분 전 0.05 mg/kg의

제들은 간에서의 생물학적 형질전환과 신장에서의

midazolam을 근주하였으며, 수술장 도착 시부터 수

제거율에 따라 대사되지만 remifentanil은 조직의 비

술 종료 시까지 심전도, 심박수, 혈압, 맥박산소포화

특이적 esterase에 의해 분해되므로 장시간 주입하여

도(SpO2)와 BIS 감시 장치(A-2000 BIS monitor, As-

도 간질환 및 신장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쉽게 분해

pect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5)

되고 용량조절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emi-

감시하였다.

fentanil은 단독으로는 적절한 수면효과를 이룰 수 없

마취유도는 정맥주사제의 주입 시 통증을 완화하

으므로 propofol같은 수면제와 병용해서 사용해야 한

기 위하여 lidocaine 0.5 mg/kg을 정주한 후, 5 L/min

다.

6)

Ⓡ

의 산소 흡입상태에서 propofol (Fresofol , Fresenius

Propofol은 빠르고 광범위한 분포와 신속한 대사적

Kabi, France) 1 mg/kg을 정주하고 의식소실 및 안검

청소율을 보이며 마취에서 깨어나는 정도는 다른 어

반사 소실 후 rocuronium 0.9 mg/kg을 투여하고 TCI

느 마취제보다 빠르고 완전하며 중추신경계에 대한

조절주입기(Orchestrae , Fresenius Vial, France)를 이

잔여효과가 적고 신속하게 회복되는 약제로 잘 알려

용하여 propofol의 목표혈중농도를 3μg/ml, 마취유도

7)

Ⓡ

이러한 특성으로 propofol의 목표농도 조

양상을 Marsh model로 설정하여 정주를 시작하였고

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은 이미 임상에

동시에 무작위로 미리 정해진 remifentanil의 목표혈

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취의는 자신이 원하는

중농도를 각각 1.5 ng/ml, 2.0 ng/ml, 2.5 ng/ml, 3.0

목표 혈중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때

ng/ml으로 나누어 병용 투여하였다. 약물 투여 후 5

져 있다.

진통을 목적으로 propofol과 병용 투여되는 약제들

분간 마스크를 통한 용수조절호흡 후 근이완을 확인

중 remifentanil은 합성 아편양제제로서 아직까지 그

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조절호흡과 기관

임상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약이다. 따라서

내 삽관은 동일한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모든

본 연구는 정형외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pro-

시간 측정의 기준은 실험약물이 환자의 혈관으로 들

pofol TCI 마취하에서 remifentanil 목표농도의 변화

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삽관 후

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 bispectral index (BIS)의 변

호흡음 청진으로 기관 내 삽관을 확인한 후 산소

화, 그리고 회복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5 L/min와 의료용 공기 2.5 L/min로 마취를 유지하
고 일회호흡용적 10 ml/kg, 호흡수 10-12/min으로

대상 및 방법

조절호흡을 하였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평균 동
맥압, 심박수, BIS를 수술실 도착(T1), 삽관직후(T2),

전신마취 하 정형외과 수술이 예정된 환자 중 미국

절개직후(T3), 삽관제거 후(T4)에 기록하였으며 삽관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상 1, 2에 해당하는 15-65

후 5분 동안은 어떠한 외과적 자극도 없도록 하였

세 사이의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방

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 90 mmHg 이하의 저혈압이

법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2회 이상 측정되는 경우 ephedrine 10 mg을 정주하

무작위로 각 군 15명씩 remifentanil의 목표농도에 따

였으며 심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의 서맥을 보이는

라서 1.5 ng/ml (R1.5군), 2.0 ng/ml (R2.0군), 2.5 ng/

경우 atropine 0.5 mg을 정주하였고 수축기 혈압이

ml (R2.5군), 3.0 ng/ml (R3.0군)의 총 4군으로 나누었

160 mmHg을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30% 이상 상승

다. 과거력상 심장질환이 있었거나 수술의 병력이

하는 경우를 수축기 고혈압 발생으로 하였고 심박수

있던 환자, 수술 전 항고혈압제을 복용중인 환자, 간

가 분당 100회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30% 이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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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는 경우를 빈맥발생으로 간주하여 remifentanil 1

종류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μg/kg을 30초 이상 천천히 투여하도록 하였고 부작

수축기 혈압은 군내 비교의 경우 R1.5군과 R2.0군

용이 있음을 별도로 기록하여 그 빈도를 측정하였

은 절개이후에 각각 143.9 ± 24.6 mmHg, 148.4 ±

다. 그리고 마취회복 시 remifentanil 중지 후 자발호

24.1 mmHg에서 128.1 ± 14.9 mmHg, 129.9 ± 19.0

흡이 돌아오는 시간, 명령에 의해 눈을 뜨는 시간,

mmHg으로 기준치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

삽관제거시간, 지남력이 회복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0.05), R2.5군과 R3.0군은 삽관 직후부터 각각 139.7

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수술 종료 20분 전에 mor-

± 23.8 mmHg, 148.9 ± 27.6 mmHg에서 122.5 ±

phine 0.1 mg/kg과 ketorolac 30 mg을 정주하였다.

22.2 mmHg, 124.9 ± 28.7 mmHg로 유의하게 감소하

본 연구의 결과 중 연속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
로 기록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1.5, SPSS
Inc., USA)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였다(P ＜ 0.05). 군 간 비교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A).
이완기 혈압은 군내 비교의 경우 R1.5군과 R2.0군

혈역학적 변동의 기초자료는 one way ANOVA test

은 기준치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R2.5군은

로 분석한 후 후검정으로 Turkey test를 이용하였고,

절개이후에 기준치보다 72.5 ± 14.8 mmHg에서 61.0

각 군 내 심박수와 혈압의 변화는 paired T test로 검

± 15.0 mmHg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 0.05),

정하고 ephedrine, atropine과 remifentanil의 군 간 투

R3.0군은 기준치에 비해 삽관 직후와 절개 이후,

2

여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χ -test를 이용하였

삽관 제거 후 74.3 ± 10.6 mmHg에서 62.2 ± 13.7

다. 모든 경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mmHg, 60.7 ± 8.8 mmHg, 66.1 ± 5.6 mmHg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군 간 비
교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결

과

0.1, Fig. 1B).
평균 동맥압의 변화는 군 내 비교의 경우 R1.5군

환자의 성별, 연령, 체중, 수술실 도착 시 측정한

은 기준치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R2.0군

심박수, 수축기,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과 수술의

은 절개이후에 101.2 ± 14.2 mmHg에서 92.0 ±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
R1.5
R2.0
R2.5
R3.0
Group
(n = 15)
(n = 15)
(n = 15)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mean)
21-63 (41.3)
25-60 (44.2)
17-65 (41.6)
18-63 (41.1)
Sex (M/F)
7/8
7/8
8/7
9/6
Weight (kg)
62.1 ± 9.8
64.2 ± 14.2
62.8 ± 11.0
64.0 ± 14.6
Height (cm)
165.4 ± 8.5
165.9 ± 10.6
164.4 ± 7.9
166.6 ± 10.4
SBP (mmHg)
143.9 ± 24.6
148.4 ± 24.1
139.7 ± 23.6
148.9 ± 27.6
DBP (mmHg)
73.4 ± 16.9
79.9 ± 14.9
72.5 ± 14.8
74.3 ± 14.4
HR (beats/min)
73.4 ± 16.9
79.9 ± 14.9
72.5 ± 14.8
74.3 ± 10.6
Type of surgery
Excisional biopsy
6
5
5
5
Open reduction and
3
4
4
4
internal fixation
Arthroscopic surgery
3
3
3
4
Others
3
3
3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R1.5, R2.0, R2.5 and R3.0 group denote
target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1.5, 2.0, 2.5 and 3.0 ng/ml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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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A), diastolic blood pressure (B), mean blood pressure (C) and heart rate
(D)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times for various plasma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Values are mean ±
SD. T1: before induction, T2: 1 min after intubation, T3: 1 min after incision, T4: 1 min after extubation. *:
†
P ＜ 0.05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ces within each group. : P ＜ 0.05.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19.7 mmHg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 0.05), R2.5

(P ＜ 0.05), 절개이후는 삽관 직후에 비해 62.7 ±

군은 절개 이후와 삽관 제거 후에 94.9 ± 16.9

8.3회/분, 62.5 ± 8.0회/분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삽

mmHg에서 81.3 ± 12.4 mmHg, 87.5 ± 13.3 mmHg

관 제거이후 R2.0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으로, R3.0군은 97.4 ± 14.8 mmHg에서 82.7 ± 9.1

R1.5군에서는 62.7 ± 8.3회/분에서 69.9 ± 12.2회/분

mmHg, 87.9 ± 9.7 mmHg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R2.5군과 R3.0

였다(P ＜ 0.05). 군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군에서는 삽관 직후에 유의한 증가가 없었으며 절개

없었지만 R2.0군에 비해 R3.0군에서 절개이후 경계

이후는 75.7 ± 16.7회/분, 73.6 ± 12.7회/분에서 61.0

역의 차이의 감소는 인정된다(P ＜ 0.1, Fig. 1C).

± 10.4회/분, 59.5 ± 10.4회/분으로 기준치보다 유의

심박동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군 내 비교의 경우

하게 감소하였다(P ＜ 0.05). 군 간 비교에서는 삽관

R1.5군과 R2.0군은 삽관 직후에 기준치보다 각각

직후에서 R2.0군에 비해 R2.5군은 유의하게 감소하

73.1 ± 12.8회/분, 71.5 ± 13.0회/분에서 84.7 ±

게 감소하였다(P ＜ 0.05, Fig. 1D).

16.5회/분, 85.7 ± 15.2회/분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후

BIS의 변화는 각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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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Ephedrine and Atropine Use
ꠧꠧꠧꠧꠧꠧꠧꠧꠧꠧꠧꠧꠧꠧꠧꠧꠧꠧꠧꠧꠧꠧꠧꠧꠧꠧꠧꠧꠧꠧꠧꠧꠧꠧꠧꠧꠧꠧꠧꠧꠧꠧꠧꠧꠧꠧꠧꠧꠧꠧꠧꠧꠧꠧꠧꠧꠧꠧꠧꠧꠧꠧꠧꠧꠧꠧꠧꠧꠧꠧꠧꠧꠧꠧꠧꠧꠧꠧꠧꠧꠧꠧꠧꠧꠧꠧꠧꠧꠧꠧꠧꠧꠧꠧꠧꠧꠧꠧꠧꠧ
Ephedrine
Atropine
Remifentanil
Dos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requency
0
1
2
0
1
2
0
1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1.5
14 (93.3)
1 (6.7)
0 (0.0)
14 (93.3) 1 (6.7)
0 (0.0)
10 (66.7) 4 (26.7)
1 (6.7)
R2.0
14 (93.3)
0 (0.0)
1 (6.7)
14 (93.3) 1 (6.7)
0 (0.0)
13 (86.7) 2 (13.3)
0 (0.0)
R2.5
13 (86.7)
2 (13.3)
0 (0.0)
11 (73.3) 4 (26.7)
0 (0.0)
15 (0.0)
0 (0.0)
0 (0.0)
R3.0
13 (86.7)
0 (0.0)
2 (13.3)
8 (53.3) 5 (33.3)
2 (13.3)
15 (0.0)
0 (0.0)
0 (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percentage in each group). R1.5, R2.0, R2.5 and R3.0 group denote target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1.5, 2.0, 2.5 and 3.0 ng/ml each.

Table 3. Comparisons of BIS Scores and Recovery Times
ꠧꠧꠧꠧꠧꠧꠧꠧꠧꠧꠧꠧꠧꠧꠧꠧꠧꠧꠧꠧꠧꠧꠧꠧꠧꠧꠧꠧꠧꠧꠧꠧꠧꠧꠧꠧꠧꠧꠧꠧꠧꠧꠧꠧꠧꠧꠧꠧꠧꠧꠧꠧꠧꠧꠧꠧꠧꠧꠧꠧꠧꠧꠧꠧꠧꠧꠧꠧꠧꠧꠧꠧꠧꠧꠧꠧꠧꠧꠧꠧꠧꠧꠧꠧꠧꠧꠧꠧꠧꠧꠧꠧꠧꠧꠧꠧꠧꠧꠧꠧ
Group
R1.5 (n = 15)
R2.0 (n = 15)
R2.5 (n = 15)
R3.0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IS (T1)
94.2 ± 5.1
94.2 ± 6.7
94.6 ± 5.2
96.6 ± 2.2
BIS (T2)
33.9 ± 9.5
30.4 ± 8.9
35.5 ± 9.7
38.0 ± 8.2
BIS (T3)
33.8 ± 10.5
33.8 ± 11.4
35.0 ± 9.5
40.3 ± 9.7
BIS (T4)
84.8 ± 7.6
85.4 ± 7.9
84.5 ± 7.9
87.2 ± 6.0
T self (sec)
213 ± 192.5
238.7 ± 170.3
202.7 ± 141.8
277.3 ± 122.5
T open (sec)
499.3 ± 239.4
471.3 ± 252.5
492.7 ± 285.3
477.3 ± 122.5
T ext (sec)
573.3 ± 260.4
522.8 ± 245.9
537.2 ± 300.2
568.7 ± 299.9
T ori (sec)
818.7 ± 367.5
788.0 ± 239.9
762.0 ± 297.8
750.0 ± 38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T1: before induction, T2: 1 min after
intubation, T3: 1 min after surgical incision, T4: 1 min after extubation, T self: recovery time of self respiration, T
open: eye opening time, T ext: extubation time, T ori: recovery time of orientation.

복시의 remifentanil 중지 후 자발호흡이 돌아오는 시

중농도를 각각 1.5 ng/ml, 2.0 ng/ml, 2.5 ng/ml, 3.0

간, 명령에 의해 눈을 뜨는 시간, 삽관제거시간, 지

ng/ml으로 나누어 병용 투여한 결과 2.5 ng/ml일 때

남력이 회복되는 시간에도 각 군 간 유의한 차이는

합병증 발생 없이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할 수

없었다(Table 3).

있었으며 이것은 전정맥마취에서 목표혈중농도의 적

Ephedrine과 atropine의 투여빈도와 remifentanil 일

절한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는

회 투여빈도는 Table 2와 같았으며 remifentanil의 목

마취의 유지 시에 흡입마취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

표혈중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phedrine 사용횟수는

나, 심혈관계의 억제와 간독성, 신독성, 수술실의 오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없었으나 atropine 사용횟

염 등의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전정맥마취(total in-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P ＜ 0.05), re-

travenous anesthesia, TIVA)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

mifentanil 추가사용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이 이루어지고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도 점차 증가하

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P ＜ 0.05, Table 2).

는 추세이다. TIVA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 정맥
마취제인 propofol은 현재까지 임상에서 가장 많이

고

찰

사용되는 정맥마취제로서 각성이 빠르고 술 후 오심
과 구토 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어 정맥마취에 가장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정형외과 수술 시 propofol

적합한 마취제로 알려져 있으나,8,9) 진통효과가 없으

목표혈중농도 3μg/ml상태에서 remifentanil의 목표혈

므로 진통효과를 갖는 아편양 제제를 병용 투여해야

남종훈 외 4인：Remifentanil 농도에 따른 전정맥마취 효과의 비교

103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 BIS가 마취제

만 만족스러운 TIVA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TIVA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아편양제제는

투여 시 수면과 최면의 정도를 쉽게 나타내주는 감

신속히 작용해야 하고 수술 후 호흡억제를 막을 수

시 장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것은 마취제 및 진정

있도록 약효 발현이 짧아야 한다. Remifentanil은 이

제의 뇌에 미치는 최면효과를 처리된 뇌전도 지수로

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약물로서 ester결합을 이루고

측정하고 완전한 각성상태의 100에서 뇌의 활성도가

있는 순수하게 mu 수용체에 작용하는 fentanyl 마취

전혀 없는 0까지 간단한 수치로 표현된다. 이로 인

유도제이며 사용 시 30초에서 1분 이내 효과가 나타

해 효과적인 약물투여를 위한 마취제의 적정을 가능

나며 1.5분 이내에 최고 효과를 나타내고 비 특이적

하게 하고 최면제 및 진통제 투여의 더 좋은 균형을

인 조직과 혈장 esterase에 의해 ester 결합이 빠르게

이루도록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10,11) 또한 간 기능과 신장 기

BIS가 심박수와 혈압보다 마취의 각 단계를 잘 구별

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사속도가 유지되어 간 기

할 수 있는 우수한 감시 장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능과 신장 기능 장애환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12)

20)

22)

Nakayama 등은

21)

Schmidt 등은

propofol만 투여하였을 때보다 아편

약역학은 alfentanil과 유사하지만 remifentanil의 독특

양 제재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한 대사작용 때문에 주입시간에 무관하게 상황민감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는

성 반감기(context-sensitive half time, CSHT)가 빠르고

아편양 제재를 용량별로 병용 투여하여 술 중 자극

따라서 마취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와 BIS를 기록하면서 효과를

생체 내 실험에서도 3시간 동안 alfentanil을 주입한

비교하였다.

군은 CSHT가 44분이었고 34.2분 후에 호흡이 회복

본 연구에서 각 군 간 BIS의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되었지만 remifentanil을 주입한 군은 CSHT가 3.1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BIS의 변화가 remi-

13)

이었고 5.8분 후에 호흡이 회복되었다.

또한 remi-

fentanil의 작용은 naloxone에 의해 길항되고 그 역가
는 fentanyl과 비슷하나 alfentanil에 비해 15-30배 정
14,15)

fentanil보다 propofol의 용량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4)

Lysakowski 등은

23,24)

그리고

fentanyl, alfentanil, remifentanil, su-

Fentanyl, alfentanil과 같은 아편양제제가

fentanil을 propofol과 병용하였을 때 임상적으로는 최

propofol과 함께 쓰이면 그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면효과를 상승시키나 BIS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보고되고 있으며16) remifentanil도 이런 작용이 있어

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Guignard 등도25) 기관삽관에

propofol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의식회

대한 remifentanil의 효과는 BIS에 영향을 주지 못하

도 높다.

1,17)

그리고 Mus-

복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tola 등은

18)

remifentanil이 propofol의 작용발현시간을

고 자극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와 BIS의 상승을 억제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빨리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re-

Remifentanil과 propofol을 사용한 TIVA에서 remi-

mifentanil이 이상적인 정맥마취의 보조제로 쓰일 수

fentanil의 용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있다.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Iannuzzi 등은26) 수술 중 자

이러한 약력학과 약동학에 기초한 TCI는 정맥마

극에 대한 혈역학적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remifen-

취제의 간편함과 조절의 용이성을 위해 고안되었다.

tanil과 propofol의 용량을 remifentanil 0.1μg/kg/min과

기본 원리는 마취의가 임상에서 요구되는 마취 깊이

propofol 3.0μg/ml이라고 보고하였고 Schmidt 등도27)

즉 목표 혈중농도를 정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원하

propofol 3.0μg/ml와 remifentanil 0.3μg/kg/min로 적절

는 목표농도를 표적으로 하여 계산된 약물의 용량을

하게 마취유지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ropofol 3

일회 또는 지속적으로 정주하므로, 혈액채취를 통한

μg/ml과 remifentanil 1.5-3.0 ng/ml을 사용한 군에서

약물농도의 측정 없이도 비교적 정확한 수준에서 약

기관삽관과 피부절개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였는데,

물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마취 및 진정의 조절이

remifentanil을 1.5-2.0 ng/ml로 사용한 군은 기관삽

가능하며 회복시간의 예측도 가능하므로 더욱 발전

관 후 빈맥반응을 보였으나 2.5 ng/ml 이상 군에서

19)

또한 수술

기관 삽관 자극에 대해 고혈압과 빈맥 반응 없이 적

중 마취의 깊이를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과 기술은

절하게 조절되었다. 각 군에서 혈압과 심박수가 증

된 정맥마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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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우는 remifentanil 1μg/kg 일회주입하고 그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Hackner

빈도를 측정하였고 감소할 경우에는 ephedrine 혹은

등은

atropine을 투여하여 올려 주었으므로, ephedrine과

mifentanil을 주로 사용한 군이 propofol을 주로 사용

atropine의 투여량을 조사하여 저혈압 혹은 서맥의

한 군보다 마취 회복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발생 빈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관찰하였다. Ephed-

차이는 없지만 변화가 적어 더욱 예측 가능한 마취

rine 투여 빈도별 환자 수는 통계학으로 유의한 차이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에 적절

는 없었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remifentanil 투

한 remifentanil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2)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TIVA에서 re-

여 빈도별 환자 수는 R1.5군과 R2.0군에서만 자극에

리고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술 전 20분에

대한 고혈압과 빈맥 반응에 의해 remifentanil 1μg/kg

morphine 0.1 mg/kg과 ketorolac 30 mg을 정주하였

을 투여하였고 atropine투여 빈도별 환자 수는 remi-

다.28)

fentanil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

결론적으로 새로이 임상에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

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propofol과 remifentanil

작한 remifentanil의 가장 적절한 용량을 규명하기 위

의 혈압과 심박수 감소에 대한 상승작용 때문인 것

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 정형외과 수술시의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취유도 시 propofol을 지속

마취유지를 위하여 propofol의 목표혈중농도가 3μg/

정주한 경우는 의식소실까지 근육 흥분 움직임으로

ml상태에서 remifentanil의 목표농도를 3.0 ng/ml까지

마취유도 기간의 혈역학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향

올린다면 서맥과 저혈압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re-

이 있어 propofol의 일회 주입으로 의식소실을 유도

mifentanil의 목표농도를 2.0 ng/ml 이하로 한다면 기

한 후 지속 주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술 중 혈압

관삽관과 수술적 자극에 대한 조절을 적절하게 이룰

상승 및 빈맥발생 시 remifentanil의 일회 주입도 시

수 없었으며, remifentanil의 목표혈중농도가 2.5 ng/

행되었다. Propofol의 일회 주입은 모든 환자군에서

ml일 때 가장 합병증 발생 없이 전신마취를 유도하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remifentanil의 일회 주입은

고 유지할 수 있었다.

지속 시간이 짧으므로 연구의 결과에는 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입직후 및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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