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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
도 대장 질환의 발생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장 질환의 진단 방법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장 질환에 대한 주요 검사
인 대장내시경은 전체 대장뿐만 아니라 회장말단 

부위까지 점막의 미세한 색조 변화를 관찰할 수 있

고 의심되는 병변부위는 조직 생검을 통해 병리조

직학적 진단이 가능하며, 일부 조기 대장암에서는 
수술적 치료없이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대장내시경의 임상적 적응은 점차 증가하

고 있다.1-3 그러나 대장내시경은 전반적으로 환자들
이 불편해하고 일부에서는 심한 통증을 주는 문제

점이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검사 자체를 회피하기도 한

다.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수
면내시경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수면내시경에서 진정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
으로 midazolam과 propofol 등이 있다. Midazolam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서 주사 시 통증이 없고 

항불안효과, 수면효과, 전향적 기억상실 효과가 있
어 현재 상부위장관 내시경과 대장내시경용 진정제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5-10 Propofol은 진정 유도 작
용이 신속하고, 대사 청소율이 높아 약물 중단 시 
각성이 매우 빠르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수면 대장내시경에서 Propofol 단독요법과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의 효과 비교 연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철희․장성훈*․정재원․문준호․신운건․김종표․김경오
한태호․유교상․박상훈․김종혁․박충기

The Efficacy of Propofol Alone versus Midazolam Plus Propofol for Colonoscopy

Cheol Hee Park, M.D., Soung Hoon Chang, M.D.*, Jae One Jung, M.D., Joon Ho Moon, M.D., 
Woon Geon Shin, M.D., Jong Pyo Kim, M.D., Kyung Oh Kim, M.D., Taeho Hahn, M.D., Kyo-Sang Yoo, M.D., 

Sang Hoon Park, M.D., Jong Hyeok Kim, M.D., Choong Kee Park,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ya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gju, Kore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ckground/Aims: Recent studies showed that propofol and midazolam act synergistically in combination and therefore it may 
be superior to sedation with propofol alone in terms of sedating efficacy. We compared the effect of propofol alone and combined 
use of propofol and midazolam during colonoscopy. Methods: P (propofol alone) group received propofol (2-2.5 ml/kg/hr) plus 
normal saline (3 ml) and MP (propofol/midazolam) group received propofol (2-2.5 ml/kg/hr) plus midazolam (3 mg). We compared 
followings in both groups; 1) induction and total propofol dosage 2) induction and procedure time 3) recovery time 4) satisfaction 
of patients and doctors 5) adverse effects. Results: Induction (9 vs. 12 ml) and total (17 vs. 22 ml) propofol dosage were lower 
in MP group than P group (p＜0.05). Induction (3.6 vs. 5.5 min) time was shorter in MP group than P group (p＜0.05). In 
both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observed in the change of blood pressure, heart rate, respiration rate, and peripheral 
blood oxygen saturation rate. Fatal adverse effect was not found in both groups. Conclusions: Combined use of propofol and 
midazolam is more effective sedative method than the use of propofol alone because of rapid induction and lower propofol dosage 
without increasing adverse effects. (Intestinal Research 2006;4: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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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 마취에 적합한 정맥마취제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및 일부 대장내시경에서 수면유도 진정제로 사용되

기도 한다.11-15 
  지금까지 상부위장관의 수면내시경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있었지만, 대장내시경에서 수면내시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장내시경은 상부
위장관내시경보다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필요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야 하므로 수면내시경 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시술상의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수면 대장내시경에서는 주로 midazolam
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propofol을 
사용한 논문들도 보고되고 있다. 수면내시경에서 
midazolam과 propofol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mida-
zolam은 정맥 투여 후 3분 이내에 그 진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propofol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이 늦은 단점이 있다. 수면내시경 시 midazolam군에 
비해 propofol군이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으나,5,15-17 
propofol은 midazolam에 비해 고가이며,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어 대장내시경 시에는 체위변화

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midazolam은 호
흡억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길항제로 fluma-
zenil이 있지만 propofol은 길항제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midazolam과 propofol의 단점을 보완
하는 새로운 수면 유도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저자 
등은 환자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술자

가 용이하게 시술할 수 있고, 검사 종료 후에는 환자
가 빨리 각성할 수 있는 안전한 수면대장내시경 방

법을 찾기 위해 propofol 단독요법과 midazolam, pro-
pofol 병합요법을 서로 비교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한림대학교성심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수면 대장내시경을 시행

받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환자 210명을 대
상으로 하 다. 대상자 중 제외기준은 1) midazolam 
또는 propofol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 2) 약물 
중독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진정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을 남용한 병력이 있는 환자, 4) 심혈관 질환, 
뇌 질환, 간, 폐, 신장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5) 대장내시경 시술 전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하의 저혈압이 동반된 환자, 6) 대장 협착
이 의심되는 환자, 7)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 8) 치
매,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등으로 하 다. 

2. 방법

  1) 환자군 선정
  본 연구는 한림대성심병원 임상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얻었으며,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
행하 다. 수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
으로 propofol 단독요법을 사용한 P군과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을 사용한 MP군으로 나누어 비교
하 다. 

  2) 시술 전 처치 
  모든 환자는 12시간 동안 금식시키고 내시경 검
사 30분 전에 진통제인 meperidine (PethidineⓇ, Je Il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 25 mg을 근주
하 고, 환자의 전박부의 정맥에 22 gauge 주사침을 
찔러 정맥로를 확보한 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다. 자동 혈압계, 맥박산소계측기로 혈압과 말초동
맥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심전도를 이용하여 부정

맥 발생 유무 및 심박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 다.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혈압, 맥박, 말초동맥 
산소포화도를 2회 반복 측정하여 대조값으로 사용
하 다. 

  3) 약물 투여 방법 및 시술 중 처치
  Propofol 단독요법군에서는 propofol (PofolⓇ, Je Il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을 infusion 
pump를 이용하여 2-2.5 ml/kg/hr로 지속 정주하 고, 
대장내시경이 상행결장을 통과하면 propofol 투여를 
중단하 다.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군에서는 
midazolam (DomicumⓇ, Roche Korea Ltd., Seoul, 
Korea) 3 mg을 투여 후 같은 방법으로 propofol을 정
주하 다. 검사 중에는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감시
하면서 5분마다 혈압을 측정하 으며 심전도 이상

과 혈압, 심박수 변화가 대조값에 비해 30% 이상 차
이가 날 때 증상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 다. 
맥박산소계측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맥박과 산

소포화도를 감시하 고, 산소포화도가 30초 이상 
90% 이하로 감소될 때 propofol 투여를 중단하고 산
소를 공급하 다. 대장내시경은 3년 이상의 대장내
시경 경력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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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방법
  검사 중 5분 간격으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분당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활력
징후의 변화를 조사하 고, propofol의 수면유도용
량과 총 사용량, 수면유도시간과 내시경검사 소요
시간을 측정하 다. 내시경검사 소요시간은 대장내
시경이 맹장에 도달한 시간으로 정의하 다. 회복
정도는 각성시간(시술자로부터 “눈을 떠라”는 말을 
듣고 눈을 뜨는 시간), 지남력회복시간(본인 이름과 
집주소를 말할 수 있는 시간)과 보행가능시간(혼자
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각각 조사하 다. 시술 후 
시술자만족도(만족, 보통, 불편함)를 평가하 고, 피
검자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내시경 검사에 대한 환

자만족도(만족, 보통, 불편함)를 조사하 다. 

  5) 통계 처리
  검사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 
처리는 SAS 8.12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tudent 
t-test와 chi-square test로 검정하 으며, 유의성 검증
은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간주하 다.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대상 환자는 총 210명으로 평균 연령은 50세(20- 
58) 고, 남자가 110명, 여자가 100명이었다. 단독요
법군이 108명, 병합요법군이 102명으로 두 군 간의 
남녀 비,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력, 음주력에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Propofol 용량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propofol 용량(9±3.3 vs. 12
±3.3 ml)과 전체 propofol 용량(17±4.3 vs. 22±6.2 
ml)은 병합요법군에서 단독요법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0.001, Fig. 1).

3. 수면유도시간 및 검사시간

  수면유도시간은 병합요법군(3.6±1.5분)에서 단독
요법군(5.5±1.6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고(p＜
0.001), 맹장까지의 도달시간은 단독요법군에서 9.1
±3.6분, 병합요법군에서 7.2±4.8분으로 병합요법
군에서 유의하게 짧았다(p=0.027, Table 2). 

4. 대장내시경 시행 전후의 활력징후의 변화

  두 군 모두에서 시술 전, 시술 중과 시술 후 수축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 (n=108) MP (n=102)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50±12 49±14 NS

Sex (M：F) 57：51 53：49 NS

BMI (kg/m
2
) 23.0±3.1 23.4±3.2 NS

Smokers (%) 33 (30.5) 32 (31.4) NS

Alcohol
 46 (42.6) 46 (45.1) NS
 drinker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propofol group; MP, midazolam plus propofol group; NS, not 

significant.

Fig. 1. Induction and total dosage of propofol. This figure 

shows changes of induction and total propofol dosage between 

P and MP.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of induction and total 

propofol dosage in MP compared to P. 

P, propofol group; MP, midazolam plus propofol group; *, p＜

0.001. 

Table 2. Induction and Procedure Time of Study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 MP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duction time (min) 5.5±1.6 3.6±1.5 ＜0.001 

Procedure time (min) 9.1±3.6 7.2±4.8 0.02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propofol group; MP, midazolam plus propof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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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이완기 혈압, 분당 심박수, 호흡횟수, 산소포화
도의 하강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두 
군 간의 혈압, 분당심박수, 호흡횟수, 산소포화도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5. 회복시간

  회복시간은 각성시간(30±60 vs. 36±60 sec), 지
남력회복시간(3±3.7 vs. 4±4.7 min), 보행가능시간
(29±14.5 vs. 32±14.3 min)으로 나누어 조사하 으

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만족도

  검사 후 환자만족도는 단독요법군에서 만족함 
91%, 보통 6.5%, 불편함 2.8% 고, 병합요법군에서
는 각각 93.1%, 5.9%, 1.0%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시술자 만족도는 병합요법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p=0.004, Table 4).

7. 부작용

  가장 흔한 부작용은 항문통, 복통, 딸꾹질의 순서
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군 모두
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예는 없었다(Table 5). 

고    찰

  대장내시경은 1960년대 초에 개발된 이래 장세척
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대

장 질환에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18,19 그러나 대장내시경은 환자에게 통증을 주
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검사 자체를 회피하기도 

한다.4 진정제의 투여는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고, 통
증을 경감시키고, 약간의 기억상실을 유도하여 편
하고 안전한 대장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정

Table 3. Cardiorespiratory Response before, during and after Colonoscop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Before During After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120.4±18.4 114.0±14.2 116.5±17.5

Systolic BP (mmHg) NS
MP 122.3±18.8 117.2±15.6 119.3±20.2

P  78.3±16.2  64.5±12.8  72.4±11.2
Diastolic BP (mmHg) NS

MP  74.1±11.4  65.4±10.9 74.2±8.5

P  81.3±14.8  84.2±10.8 75.2±9.2
HR (beats/min) NS

MP  82.6±10.8  81.9±12.0  71.6±13.2

P 96.8±2.2 96.7±2.0 97.4±1.6
O2 saturation (%) NS

MP 96.9±2.1 96.0±1.7  97.8±1.7

P 21.0±4.1 22.0±4.1  20.8±4.2
RR (rate/min) NS

MP 21.1±4.3 22.4±4.2  22.3±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P, blood pressure; P, propofol group; MP, midazolam plus propofol group; NS, not significant; HR, heart rate; RR, respiratory rate.

Table 4. Comparison of Satisfa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 MP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tient's satisfaction

98/7/3 95/6/1 0.11
 (good/moderate/poor)

Doctor's satisfaction
63/28/17 84/9/9 0.004

 (good/moderate/poo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propofol group; MP, midazolam plus propofol group. 

Table 5. Adverse Effects during and after Endoscopic Pro-

cedu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 (%) MP (%)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al pain 12 (11.1) 10 (9.8) NS

Abdominal pain 8 (7.4)  7 (6.9) NS

Hiccup 7 (6.5)  5 (4.9) NS

Bloating 5 (4.6)  5 (4.9) NS

Hematochezia 2 (1.9)  2 (2.0) 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propofol group; MP, midazolam plus propofol group;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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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 진정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의식이 있는 진정상태(conscious seda-
tion)는 약물로 유도한 의식 정도가 가벼운 촉각 자
극이나 구두 명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정

의되며, 자발 호흡이 가능하여 적절한 산소 공급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20 수면내시경을 시행할 때 
의식이 있는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약제는 midazolam과 propofol이다. 
  Midazolam은 5 mg을 정맥 투여 시 1-2분에 항불
안효과와 수면효과가 나타나고 4분 정도 경과하면 
기억상실 효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들은 투여 

후 30분간 지속된다. 분포반감기는 5-10분, 배설반
감기는 2-4시간이며, 부작용으로 호흡억제가 나타
날 수 있는데 정맥 주사 시 투여 후 3-5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60-120분간 지속된다. 그리고, 많은 
용량을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사용하면 호흡억제 
효과가 증가한다.5-10 Propofol은 전신마취 유도목적
으로 처음 사용되었고, 성인에서 추천되는 용량은 
2.0-2.5 mg/kg이며 60세 이상에서는 1.0-1.75 mg/kg
이 추천되고 있다.21-23 진정유도가 빠르고, 진정에서 
깨어나는 정도가 다른 어느 진정제보다 빠르나 부

작용이 나타나면 사용할 길항제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14,15 

  수면 대장내시경에 대한 다른 연구를 보면, 대장
내시경 전처치제로 midazolam과 비교하여 propofol
의 효과가 더 우수하 다는 연구들이 있었고,16,17,24 
최근에는 midazolam과 propofol을 동시에 투여하면 
진정작용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이용하여 

midazolam과 propofol의 병합요법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5-28 수면 대장내시경에서 midazolam
과 propofol 병합요법으로 propofol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25 진정유도약물로 midazo-
lam을 투여한 후 추가약물로 midazolam보다 propo-
fol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만족도를 높이고 회복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26 midazolam
과 propofol 병합요법이 midazolam보다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었다.27,28 

  Midazolam의 작용기전은 gamma-aminobutyric acid 
(GABA) 수용체 활성화에 의한 염화물 전도의 증가
와 관계있으며,29,30 propofol은 신경전달 억제물질인 
GABA의 신경전달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1,32 따라서 두 약물이 동시에 주입되는 경우 세
포단위에서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3 이
러한 기전으로 midazolam은 propofol의 진정이하용
량(subhypnotic dosage)에서도 propofol의 진정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dazolam이 pro-
pofol의 진정작용을 강화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
을 시행하 고, propofol 단독요법군에 비해 진정상
태까지의 propofol 용량과 전체 propofol 용량을 유의
하게 줄일 수 있었다. 병합요법군에서의 총 propofol 
용량은 propofol 단독요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propofol 용량16,34

보다 적어, 수면 대장내시경
에서 midazolam과 propofol을 병합 투여함으로써 
propofol 용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회복시
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mida-
zolame은 고용량 사용하 을 때 최대 60-120분 지속
하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저용량 사용시 회복시간

이 20분 이내이므로,5 대장내시경 평균 검사 시간인 
20-30분 후에는 midazolam의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Proporol 단독요법에서 midazolam, propofol 병
합요법보다 회복시간이 더 짧다는 연구도 있으나 

대장내시경보다 상대적으로 시술시간이 짧은 상부

위장관에 대한 연구 고,35 본 연구와 같이 시술시간
이 긴 대장내시경에서는 시술 도중 저용량의 mida-
zolam은 대부분 대사가 되고 시술 후반부에는 pro-
pofol의 효과만 남아 있으므로 두 군의 회복시간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Midazolam은 간에서 대사되고 대사산물은 신장
을 통해 배설되므로 간기능 부전증이나 심한 신장 

질환 환자 또는 노인에서는 대사가 지연되고 청소

율이 감소되어 혈액 내 약물축적이 일어날 수 있

다.36 Propofol도 간에서 대사되어 신장을 통해 대부
분 배설되지만 propofol의 청소율이 간혈류량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간외대사도 가능하다.37 그리고 
propofol의 대사는 간이나 신장질환을 갖는 환자보
다는 노인 환자에서 대사가 지연되고, 청소율이 감
소되어 혈액 내 약물축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

도 있다.38 Propofol 및 midazolam 주입 전후의 간효
소와 BUN, creatinine를 비교하 을 때 큰 변화가 없

었으므로 두 약제 모두 진정 목적으로 사용된 용량

에서는 간 및 신장 기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

고도 있지만,39 midazolam과 propofol 모두 간, 신장
에서 대사되고 노인 환자에서는 대사가 지연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간 질환, 신장 질환 환자에서나 노
인 환자에서의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장내시경 시 동반되는 합병증은 출혈이나 천공 
등의 물리적인 합병증이 대부분이며, 심혈관계 합
병증은 드물다.4 그러나 수면 대장내시경에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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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증, 혈압저하 등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동
반될 수 있다.40,41 Midazolam과 propofol 정주 시 나
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로는 midazolam이 
정상인에서는 의미있는 혈역학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지만 마취 중 혈압이 상승된 환자에서 10-15% 정
도의 혈압감소를 나타낸다는 보고

42가 있는 반면, 
midazolam 정주 시 교감신경 자극이 경미해서 혈역
학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위험도

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는 보고도 있다.43 Propofol 정주 시 나타나는 호흡억
제 기전은 midazolam과 같이 호흡중추에 대한 억제
이며, 초기에는 일회호흡량이 감소하고 분당호흡수
가 증가하다가 결국 무호흡이 유발된다. Propofol 정
주 후에 발생하는 무호흡의 빈도와 지속 시간은 

propofol의 정주 용량과 정주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향을 받는데, 정주 용량에 비례하여 무호흡의 빈
도와 지속 시간이 증가하며, 같은 용량일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정주할 때 무호흡이 더 자주 발생한

다.44,45 본 연구에서는 propofol 투여에 따른 저산소
증, 혈압강하 등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propofol을 한 번에 투여하지 않고, 지속적 정주에 
의한 수면유도를 시행하 고, 그 결과 검사 중 일시
적인 산소포화도 저하, 혈압강하 소견은 있었으나 
현저한 심혈관계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propofol의 
지속적 정주로 시술하는 동안 균등하고 충분한 진

정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군 모두에서 

90% 이상의 높은 환자만족도를 보 다. 
  이상적인 진정제는 진정유도시간이 짧고 진정정
도가 충분하며, 시술 후에는 각성시간이 빠르면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수면 대장내시
경에서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은 두 약제의 
진정 상승작용으로 진정유도시간이 빠르고 시술시 

충분한 진정효과를 유지하고 각성시간이 빠르면서 

부작용이 없어 피검자 및 시술자에게 편안하게 대

장내시경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진정법이라

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수면 대장내시경에서 midazolam, pro-
pofol 병합요법은 propofol 단독요법에 비해 propofol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부작용 발생의 증가없이 수
면유도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요    약

  목적: 최근 대장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
라 환자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

으면서 시술 의사가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는 수면 

대장내시경이 요구되고 있다. 저자는 수면 대장내
시경에서 propofol 단독요법과 midazolam, propofol 
병합요법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전처치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수면유도법에 
의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pro-
pofol 단독요법군(108예)과 midazolam, propofol 병합
요법군(102예)으로 나누어 연구를 시행하 다. 단독
요법군은 propofol을 2-2.5 ml/kg/hr로 정주하 고, 
병합요법군은 midazolam 3 mg을 정주 후 propofol을 
2-2.5 ml/kg/hr로 정주하 다. 검사 중 지속적으로 심
전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감시하 다. 진
정상태까지의 propofol 용량, 전체 propofol 용량, 수
면유도시간, 내시경소요시간, 회복시간, 환자만족
도, 시술자 만족도를 측정하여 두 군 간의 결과를 
비교하 다. 결과: 시술 전과 시술 중의 혈압, 분당 
심박수, 호흡횟수, 산소포화도 변화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진정상태까지의 propo-
fol 용량과 전체 propofol 용량은 병합요법군에서 단
독요법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0.001). 수면
유도시간은 병합요법군에서 단독요법군에 비해 유

의하게 짧았다(p＜0.001). 회복시간과 환자 만족도
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술자만족
도는 병합요법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4). 두 
군 모두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예는 없었다. 
결론: 수면 대장내시경에서 midazolam, propofol 병
합요법은 propofol 단독요법에 비해 propofol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부작용 발생의 증가없이 수면유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색인단어: 대장내시경, 수면내시경, 미다졸람, 프로
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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