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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담낭 절제술 환자에서
Sevoflurane 및 Propofol 마취 비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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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ision of Sevoflurane with Propofol i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Tai-Ug Kang, M.D., Dong-Chan Kim, M.D., Jun-Rae Lee, M.D., and Hyung-Sun L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Medical School and Hospita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Background: Sevoflurane and propofol are known to have a low potential for hepatotoxi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sevoflurane on hepatic enzyme by comparing with
propofol in patients who had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Methods: Forty patients ASA physical status 1,2 scheduled fo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 sevoflurane group (n = 20) and propofol group (n = 20). They had
normal liver function preoperatively. The plasma concentration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 (ALP), amylase and lipase were measured on the
day before the operation and 1, 2 days after operation.
Results: One day after operation, both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AST, ALT (P ＜
0.05).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LP, amylase and lipase were not changed
postoperatively.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ance in terms of postoperative hepatic
function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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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회복시 빠른 각성이다. 또한 정맥마취제인 pro-

서

pofol은 마취유도제로 뿐만 아니라 지속적 투입방법

론

으로도 작용시간과 회복시간이 빨라1) 현재 널리 사
Sevoflurane은 최근에 도입된 흡입마취제로서 기존

용되어 지고 있어 짧은 수술을 위한 마취에 두 약제

흡입마취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신속한 마취유

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laparoscopic cholecystectomy)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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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강경을 사용한 수술은 피부 절개 범위가 작고 기존
의 개복술에 비해 조직손상이 적어 환자들의 불편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이점 등이
밝혀졌으며 또한 복강경을 사용한 수술에서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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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폐기능 저하가 적고 수술 손상이 적은데 따라 수

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양 군

술 후 예후 또한 좋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간 그리고 군내의 간 및 췌장효소의 변화 비교는 반

3,4)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강경 담낭절제술
5)

후 간 효소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

전신마취

복 측정 ANOVA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또 통계적
유의범위는 P값이 0.05 미만일 때로 하였다.

를 위한 마취약제의 영향으로 간독성을 나타낼 수도
6)

있다.

결

과

이에 저자는 sevoflurane 및 propofol 마취가 복강
경 담낭 절제술과 같이 수술 시간이 짧고 간 기능에

실험 군을 무작위로 나누었으나 P군에서 4명의 환

이상을 초래하기 쉬운 간담도계 수술에서의 술 후

자가 수술 중 유착이 심하여 통계적 유의범위를 넘

간 효소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 지속적 propofol 주입

는 긴 수술시간이 초래되어 결과 처리에서 제외되었

이 췌장 효소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

다. S군 20명과 P군 16명 환자의 연령, 체중, 수술시

7)

어

확인하고자 하였다.

간 및 마취시간은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양 군 간의 마취 약제비를 계산하였더니 S군은
약 18,694원이, P군은 약 26,784원이 예상되었으나 P

대상 및 방법

Ⓡ

군은 Diprifusor
전신마취 하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

(50 ml, 500 mg)을 이용하였기에 2

개 사용가인 48,246원이 예상되었다(Table 1).

들중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분류 1급 또는 2급에 해

S군과 P군의 마취유도시 혈역학적 변화를 측정해

당하며, 수술 전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인 40명을 대

본 결과 평균동맥압은 양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무작위로 sevoflurane 마취

않았으나 유도전 평균동맥압에 비해 S군에서는 3분,

군(S군, n = 20)과 propofol 마취군(P군, n = 20)으로

4분에, P군에서는 2분, 3분, 4분, 8분, 9분, 10분에 유

나누었다. S군에서 마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5 mg/

의하게 감소되었다. 심박동수는 유도전 S군에서 유

kg, vecuronium 0.1 mg/kg 투여 후 기관내 삽관을 시

의한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P군에 비해 증가된 소

행하고, sevoflurane (1.5-3 vol%), N2O 2 L/min, O2

견이며, S군에서 기관 내 삽관 후 2분 후에 유의한

2 L/min로 유지를 하였으며 P군에서는 마취유도는

증가소견을 보였다(Fig. 1).

midazolam 0.05 mg/kg, fentanyl 2μg/kg, vecuronium

S군과 P군 모두에서 AST, ALT는 술 전에 비교하

0.1 mg/kg과 목표농도 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

여 수술 후 1일에 유의한 상승을 보였으나 (P ＜

sion, TCI)을 위해 상품화시킨 Diprifusor

Ⓡ

(Master

0.05),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하

TM

TCI , Fresenius, France)를 이용하여 목표농도 4μg/
ml로 propofol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2-4μg/ml 범위 내에서의 propofol과 N2O 3 L/min,
O2 2 L/min로 유지를 하였다.
양 군 간의 수술 전, 수술 후 1일, 수술 후 2일의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 (ALP), amylase, lipase를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환자의
AST, ALT, ALP, amylase, lipase 검사는 automatic
analyzer (Hitachi 7,600, Japan)를 이용하여 측정되었
으며 수술 전과 수술 후 1일에는 모든 환자에서 시
행되었으나, 수술 후 2일에는 수술 후 1일에 비정상
적인 소견을 보인 환자에서만 재검사가 시행되었다.
모든 관찰치들은 평균 ± 표준편차로 기술하였고
양 군 간의 나이, 몸무게, 수술시간, 마취시간의 비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Sevoflurane
Propofo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of patients
20
16
Age (years)
45.7 ± 11.3
51 ± 15.8
Body weight (kg)
60.2 ± 10
59.6 ± 8.4
Sex (M：F)
8 : 12
7 : 9
2.4 ± 0.5
630.9 ± 160.8
Anesthetic exposure
(MAC․hr)
(mg)
Cost (won)
≈18,694 ≈26,784 (48,246)
Operation time (min)
39.2 ± 8.9
42.8 ± 10.6
Anesthesia time (min)
59.5 ± 9.3
63.4 ± 1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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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blood pressure, heart rate during indution. B: base, MBP: mean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S:
sevoflurane, P: propofol. *: P ＜ 0.05 compared with base, †: P ＜ 0.05 compared with propofol.

Table 2. The Changes of Hepatic Enzyme (IU)
ꠧꠧꠧꠧꠧꠧꠧꠧꠧꠧꠧꠧꠧꠧꠧꠧꠧꠧꠧꠧꠧꠧꠧꠧꠧꠧꠧꠧꠧꠧꠧꠧꠧꠧꠧꠧꠧꠧꠧꠧꠧꠧꠧꠧꠧꠧꠧꠧꠧꠧꠧꠧꠧꠧꠧꠧꠧꠧꠧꠧꠧꠧꠧꠧꠧꠧꠧꠧꠧꠧꠧꠧꠧꠧꠧꠧꠧꠧꠧꠧꠧꠧꠧꠧꠧꠧꠧꠧꠧꠧꠧꠧꠧꠧꠧꠧꠧꠧꠧꠧ
Sevoflurane group (n=20)
Propofol group (n=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ST
ALT
ALP
AST
ALT
AL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op
19.75 ± 7
19.7 ± 7.5
136.95 ± 28.62
20.5 ± 5.7
17.75 ± 6.64
161.31 ± 45.32
POD1
32.95 ± 10.97*
26.35 ± 8.84*
125.15 ± 22.58
33.94 ± 12.75*
26.94 ± 10.61* 167.88 ± 82.9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Preop: pre-operation, POD1: 1 day after operatio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 P ＜ 0.05 compared with preop.

Table 3. The Changes of Pancreatic Enzyme (IU)
ꠧꠧꠧꠧꠧꠧꠧꠧꠧꠧꠧꠧꠧꠧꠧꠧꠧꠧꠧꠧꠧꠧꠧꠧꠧꠧꠧꠧꠧꠧꠧꠧꠧꠧꠧꠧꠧꠧꠧꠧꠧꠧꠧꠧꠧꠧꠧꠧꠧꠧꠧꠧꠧꠧꠧꠧꠧꠧꠧꠧꠧꠧꠧꠧꠧꠧꠧꠧꠧꠧꠧꠧꠧꠧꠧꠧꠧꠧꠧꠧꠧꠧꠧꠧꠧꠧꠧꠧꠧꠧꠧꠧꠧꠧꠧꠧꠧꠧꠧꠧ
Sevoflurane group (n=20)
Propofol group (n=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mylase
Lipase
Amylase
Lip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op
60.05 ± 15.09
32.35 ± 9.13
69.5 ± 18.06
30.06 ± 12.85
POD1
64.55 ± 25.45
28.1 ± 11.5
64.63 ± 30.17
24.88 ± 14.8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Preop: pre-operation, POD1: 1 day after operation.

지만 P군에서 2명의 환자에서 AST, ALT의 비정상

군 모두 수술 후 1일째 AST, ALT가 수술 전에 비

적인 소견을 보여 수술 후 2일째 재검사를 하였더니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양 군 간 차이는 보이지

정상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수술 후 1일째 amylase,

않아 두 약제 간의 간효소에 대한 영향은 차이가 없

lipase는 양 군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었다.

다(Table 3).

수술 후 간 기능의 검사 소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수술 자극에 의한 교감신경

고

찰

계의 긴장력 증가와 내장혈관 저항 증가로 인한 간
혈류의 감소, 수술 중 실혈, 수술에 의한 직접적인

본 연구의 결과 sevoflurane, propofol로 마취한 양

간담도계의 손상, 견인기구에 의한 손상 그리고 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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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제에 의한 간 독성 등이 있다.8) 또 이러한 요인들

고 특이적인 glutathioneS-transferase (GST)치에서 의

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마취 관

의 있는 증가가 없는 점으로 보아 propofol은 간 손

리에 이용된 마취제만의 간 독성을 평가하는 것은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Carmichal 등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pofol이 농도 의존적으로 혈압과 전신혈관저항을 감

16)

pro-

수술 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생화학적 간기능 검

소시키나, 간 혈류량은 증가되므로 간의 산소요구량

사로는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

과 소모량이 증가하여도 산소의 공급량을 보상한다

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 (ALP), albumin,

고 하였다. Robinson 등은17) propofol을 이용한 산부

total protein, bilirubin, cholesterol 등이 있으며 이중

인과 환자들에서 수술 후 AST, ALT, ALP의 변화가

AST, ALT, ALP는 독성 간염, 급성 바이러스 간염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허혈성 간염시 현저히 증가한다. AST는 심

본 연구 결과에서 sevoflurane 및 propofol 마취 후

장, 골격근 질환, 용혈성 질환에서 증가하며 간에 손

간 효소의 증가는 담낭절제술을 위한 전신마취에서

상을 받게 되면 8시간 후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24-

사용된 마취제의 종류나 마취시간의 영향이라기보다

36시간에 최고 값에 도달한다. ALT는 비교적 간에

는 간, 담도계 수술이 아닌 환자에서 sevoflurane 흡

특이적으로 많이 존재하므로 간손상 시 민감하게 반

입마취 및 propofol 마취 시행 후 AST, ALT의 변화

응한다. ALP는 간, 골, 내장, 태반 등에 존재하고 간

가 없는 앞의 연구들과

담도 질환 외에 뼈질환, 정상뼈의 성장기, 임신 말기

받은 환자의 수술 후 간 기능 검사 소견의 증가를

에도 증가할 수 있으나 3배 이상의 상승은 간, 담도

보고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계의 장애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소치의 상승은 간

상과 공기배증 형성에 의한 복강내압 상승에 의한

손상의 조기 척도이긴 하지만 외상이나 수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13,17)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5)

수술 자체에 의한 손

근육과 다른 조직의 손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효

Serum amylase, lipase는 췌장 기능부전을 나타내는

소치의 상승 정도가 간 손상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두 효소는 조기

고 예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측정으로

췌장 기능부전을 찾아내는데는 덜 민감하고 췌장염

얻어진 수치의 변화는 간세포 손상의 진행을 알 수

의 중증정도와는 관련이 없다.

9)

7)

Possident 등은

많은 양의 propofol을 9일 동안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있게 한다.

Sevoflurane은 할로겐화 ethyl isopropyl 계통의 흡
입마취제로서 1975년에 동물실험을 통해 성질 및 독
성에 대해 알려졌고

18,19)

10)

1981년 처음으로 임상연구가

amylase, lipase 농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

Kumar 등은

propofol을 7일 동안 지속 주입하여 총

26.5 g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acute pancreatitis가 발

이루어졌다.11) Topal 등은12) sevoflurane이 간의 자가

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pro-

조절 능력을 보존하고, 간 혈류량을 잘 유지시켜 간

pofol 마취군에서 췌장효소의 변화를 예상했으나 수

의 관류압과 산소 공급이 잘 유지된다고 알려진

술 후 1일째 amylase, lipase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

isoflurane과 비교하여 마취 후 간 효소치의 변화가

며 이것은 수술시간이 짧아 변화를 볼 수 없는 것으

13)

비슷하다고 보고하였고, Nishiyama 등은

뇌 종양

로 보이며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거 수술 시 isoflurane보다 sevoflurane마취 시 간

결론적으로, 수술 전 간 기능이 정상인 복강경 담

효소치의 변화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낮은 혈

낭 절제술 환자에서 sevoflurane, propofol 마취가 간

액용해도(0.62)와 기도자극이 없으며 마취유도와 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복이 부드럽고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ropofol은 심한 저혈압이 발생하여도 간동맥 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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