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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소마취제이면서 항부정맥제인 lidocaine은 기관내 삽관

시 인두와 후두 반사를 줄이며,
1) 기관내 삽관에 따른 빈맥, 

혈압 상승, 뇌압 상승을 예방하고,2) 신경근 접합부위에서 

근이완제의 신경근 차단을 증진시키는 특성이 있다.
3) Lido-

caine의 이러한 신경근 접합부위에서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

관내 삽관 전에 상용량의 lidocaine을 투여하여 vecuronium, 

atracurium의 작용발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4,5) 신속 기

관내 삽관에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작용발현시간이 너무 느

리다. 

  Rocuronium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비탈분극성 근이완

제 중 근이완 발현시간이 가장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은 것

으로 알려져 신속 기관내 삽관시 succinylcholine에 대한 대

체 가능성으로 관심이 모아졌었다. 신속 기관내 삽관을 위

해 rocuronium의 ED95의 3배의 용량을 투여하면 작용발현시

간은 succinylcholine과 유사하나 작용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며,6) Rocuronium의 ED95의 2배의 용량을 투여하

면 60초 후의 기관내 삽관 상태는 succinylcholine 투여 시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되나,7) 근이완 발현시간은 succinyl-

choline보다 현저히 느려 이 용량의 rocuronium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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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Most local anesthetics decrease neuromuscular transmission and potentiate the neuromuscular blocks of muscle 

relax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idocaine on it effects rocuronium onset and intubation 

conditions in rapid-sequence intubation and to compare with those of succinylcholine.

  Methods:  Seventy five ASA physical status 1 and 2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hree groups.  Group S received 

succinylcholine (1.0 mg/kg), Group R received rocuronium (0.6 mg/kg) and additional lidocaine (1.5 mg/kg) was given intravenously 

prior to the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0.6 mg/kg in Group RL.  Anesthesia was induced with midazolam 0.03 mg/kg, fentanyl 

2μg/kg, and thiopental 5 mg/kg.  Intubation was performed 60 second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muscle relaxants and intubation 

conditions were evaluated.  Neuromuscular blockades were assessed by single twitch responses of the adductor pollicis after ulnar 

nerve stimulation by accelerography (0.1 Hz, 0.2 ms supramaximal stimuli). 

  Results:  The onset time of Group S (47.8 ± 11.3) was shorter than those of Group R (87.8 ± 30.2) and Group RL (75.4 

± 21.5), but no differences was observed between the onset times of Group R and Group RL.  Intubation conditions were good 

or excellent in all groups.

  Conclusions:  Additional lidocaine to rocuronium neither influences intubation condition nor accelerate the rocuronium onset, 

and it is cannot be viewed as an alternative for succinylcholine in rapid-sequence tracheal intub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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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기관내 삽관을 할 때 rocuronium의 작용 발현시간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8,9) 

  이에 저자들은 rocuronium을 이용하여 신속 기관내 삽관

을 시행할 때 기관내 삽관 전에 투여되는 임상적 용량의 

lidocaine이 기관내 삽관 상태와 rocuronium의 작용발현시간

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고, 이것을 succinylcholine을 사용

하 을 때와 비교하여 신속 기관내 삽관에서의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예정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가 계획된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남녀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하 다. 간, 신장, 신경근 질환

이나 폐질환이 있는 환자, 정상 체중의 20%를 초과하는 환

자, 근이완제와 상호 작용이 있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

자, 육안으로 관찰하여 기관내 삽관이 어려워 보이는 환자

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구두 설명과 함께 환자에게 실험

에 대한 동의를 구하 다. 

  대상 환자는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었다. S군은 신속한 

기관내 삽관을 위하여 succinylcholine 1.0 mg/kg을, R군은 

rocuronium 0.6 mg/kg을, RL군은 lidocaine 1.5 mg/kg을 정주

한 후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한 군으로 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전도 표준유도 II, 자동 혈압

기,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심박수, 혈압, 맥

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 다. 신경근 감시를 하는 팔은 비

침습적 혈압계 기낭의 팽창이나 정맥내 수액 주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단단한 판 위에 고정하 으며 손목의 척골 신

경 주행 부위의 피부를 청결히 하고 두개의 표면전극을 부

착하 다. 자극 감지기는 엄지 손가락의 바닥면에 부착시키

고 나머지 손가락은 테이프로 고정하 다. 자극 감지기의 

연결선을 accelerography (Accelograph model US1, Biometer, 

Denmark)에 연결하여 척골 신경 자극에 대한 모지내전근의 

가속정도를 측정하 다. 

  산소를 공급하면서 midazolam 0.3 mg/kg과 fentanyl 2μg/kg

을 정주한 후 accelerography를 켜고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

여 최대상자극을 찾아내었다. 최대상자극으로 0.1 Hz 단순

연축자극을 주면서 신경근 자극에 대한 반응이 ± 3% 이내

에서 최소 3분간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여 대조연축높이

(control twitch height: T0)를 얻었다. Thiopental 5 mg/kg을 정

주한 40초 후에 S군에서는 succinylcholine 1.0 mg/kg을, R군

에서는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하 다. RL군에서는 

lidocaine 1.5 mg/kg을 thiopental 정주 직후 10초 이내에 투여

하고 thiopental 정주 후 40초 지난 시간에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하 다. 세 군 모두 근이완제는 5초에 걸쳐 정

주하 으며 근이완제 투여 완료 후 0.1 Hz 단순연축자극으

로 신경근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시하면서 대조연축 높이

의 5% 미만으로 감소한 시간을 기록하여 근이완제의 작용

발현시간으로 하 다. 근이완제를 주입하기 시작한 60초 후

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후두경 삽입으로부터 30초 

이내에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진 경우를 성공적으로 신속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 으며 기관내 삽관 상

태의 평가는 환자가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마취과 의사가 평가하 다(Table 1).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평균혈압, 심박수를 측정하

여 기록하 다. 기관내 삽관 후의 혈압은 기관내 삽관 1분 

후에 측정하 으며, 심박수는 기관내 삽관 후 최고로 증가

한 것을 기록하 다.

  연구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SPSS versio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령, 신

장, 체중, 발현시간, 기관내 삽관 전후의 혈압과 심박수의 

세 군간의 비교는 ANOVA 분석을 시행하 고, 기관내 삽관 

전과 후의 혈압, 심박수 비교는 paired t-test로 처리하 으

Table 1. Grading Scheme for Intubation Condi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ade  Descrip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cellent Good jaw relaxation, vocal cords immobile, no respose

 to intubation.

 Good Good jaw relaxation, vocal cords moving but passage

 of tracheal tube easy, minimal diaphragmatic move-

ment only. 

 Poor Good jaw relaxation, vocal cords moving or actively

 closing, intubation accompanied by coughing/bucking.

 Impossible Intubation not possible due to poor jaw relaxation and/

 or closed vocal cord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x (M/F) Age (yr) Height (cm) Weight (k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S

10/15 40.3 ± 13.3 161.9 ± 7.1 59.9 ± 8.2
  (n = 25)

 Group R
 8/17 37.0 ± 13.7 160.6 ± 6.9 58.2 ± 8.9

  (n = 25)

 Group RL
11/14 38.2 ± 13.6 162.9 ± 9.2 58.3 ± 7.7

  (n = 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S: succinylcholine 1.0 mg/kg, Group 

R: rocuronium 0.6 mg/kg, Group RL: addition of lidocaine 1.5 mg/kg 

to rocuronium 0.6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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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별과 기관내 삽관 상태의 평가는 Chi-square test로 처

리하여 P ＜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각 군간 환자의 성별, 연령, 체중,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0.1 Mz 단순연축자극에 의한 반응이 안정

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세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6분 41초로 가장 짧은 경우는 4분 30초 으며 가장 긴 경

우는 10분 40초 다. 

  95% 근이완 상태를 기준으로 한 근이완제의 작용발현시

간은 S군이 47. 8 ± 11.3초로 R군의 87.8 ± 30.2초와 RL군

의 75.4 ± 21.5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빨랐으며, 

RL군이 R군에 비해 빨랐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Fig. 1). 

  기관내 삽관 전후의 평균 동맥혈압, 심박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군내 비교에서 삽관 후의 평균 동맥

혈압, 심박수가 삽관 전의 평균 동맥혈압, 심박수보다 유의

하게 증가 하 다(Table 3). S군의 1명, R군의 3명의 환자에

서 기관내 삽관 후 심실조기수축이 발생하 다가 곧 소실

되었다. 

  기관내 삽관 상태의 점수는 세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excellent이거나 good이었다(Table 4). 

고      찰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자극의 빈도에 따라 향을 받

는다. 일반적으로 자극빈도가 증가하면 비탈분극성 근이완

제의 작용발현시간이 빨라지며 작용시간이 연장된다.10) 안

정적인 대조 연축 높이를 얻기 위한 시간도 발현시간과 작

용시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11) 자극기간이 길수록 근육

으로의 혈류가 증가되어 약물의 이동이 더 빨라질 수 있으

며, 자극에 의해 유발된 근육의 대사 활성화(metabolic ac-

tivity)도 자극부위로 혈류 증가를 유발한다.12) 본 연구에서 

대조 연축높이를 얻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평균 6분 41초

으며 세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신속한 기관내 삽관을 위한 빠른 근이완 상태를 얻기 위

하여 지금까지는 succinylcholine이 가장 선호되었으나 많은 

Table 3. Change in Mean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efore intubation (range) After intubation (ran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BP (mmHg) Group S 83.6 ± 9.6  (67-102)  96.3 ± 8.9*  (79-113)

Group R 85.8 ± 10.8 (71-109) 101.2 ± 12.3* (79-128)

Group RL 82.5 ± 9.1  (69-98)  98.8 ± 16.5* (74-121)

HR (beat/min) Group S 73.1 ± 10.4 (56-90)  91.7 ± 10.8* (75-110)

Group R 73.9 ± 13.0 (47-97)  96.7 ± 18.1* (58-136)

Group RL 70.2 ± 13.4 (51-101)  91.4 ± 16.4* (59-1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MBP: mean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Group S: succinylcholine 1.0 mg/kg, Group R: rocuronium 0.6 mg/kg, 

Group RL: addition of lidocaine 1.5 mg/kg to rocuronium 0.6 mg/kg. *: P ＜ 0.05 compared with before tracheal intubation by paired t-test.

Fig. 1. The onset time. Group S: succinylcholine 1.0 mg/kg, 

Group R: rocuronium 0.6 mg/kg, Group RL: addition of lidocaine 

1.5 mg/kg to rocuronium 0.6 mg/kg. *: P ＜ 0.05 compared with 

group S.

Table 4. Intubation Condi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ades of intubation condi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cellent Good Poor Impossib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S (n = 25) 21 4 0 0

Group R (n = 25) 19 6 0 0

Group RL (n = 25) 18 7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S: succinylcholine 1.0 mg/kg, Group R: rocuronium 0.6 

mg/kg, Group RL: addition of lidocaine 1.5 mg/kg to rocuronium 0.6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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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으로 인하여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이용하는 방법

들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중 rocu-

ronium은 아미노스테로이드 계열의 중간 정도의 작용시간을 

갖는 근이완제로 vecuronium과 유사한 약리 작용을 갖지만 

역가(potency)가 vecuronium의 약 1/7-1/8 정도로 낮아 수회

의 순환시간 내에 신경근 접합부의 많은 수용체를 점유할 

수 있어 빠른 작용발현이 가능하여13) 신속 기관내 삽관시 

succinylcholine에 대한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

어 왔다. Rocuronium 0.6 mg/kg을(2 × ED95) 투여하면 60초 

후의 기관내 삽관 상태가 succinylcholine 투여시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되나,6,7) 근이완 발현시간은 succinylcholine

보다 현저히 느려 rocuronium의 발현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근육 이완제의 작용 발현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약물의 

역가와 용량, 심박출량, 근육으로의 혈류량과 혈류 순환속

도, 조직-혈장 분배 계수, 근육 내 간질액의 부피 등이 있

다. 이 중 약물의 역가, 분배 계수, 근육 내 간질액의 부피

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근육 이완제의 발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의 투여량을 높이고 심박출량과 근육 혈류량

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14)

  신속마취유도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발현시간을 촉진

시키기 위해 lidocaine과 같은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방법

이 있다. Lidocaine은 단독 투여만으로는 근육이완효과를 가

지지 못하지만 탈분극성,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효과를 강

화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15) Lidocaine의 이러한 작용기전

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lidocaine의 내인

성 국소마취역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3차원적 분자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6) Lee와 Chung은4) lido-

caine 1.5 mg/kg을 투여하여 vecuronium 0.1 mg/kg의 작용발

현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하 으며, Yajima 등의14) 공식을 이

용하여 약 28%의 강화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Ahn 등도17) 

vecuronium-lidocaine 혼합정주가 TOF에 대한 반응의 감소시

간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Yorukoglu 등은18) ro-

curonium 0.6 mg/kg에 lidocaine 1.5 mg/kg을 투여하여 60초 

후에 임상적으로 succinylcholine에서와 같은 기관내 삽관상

태를 보 으며 lidocaine이 기관내 삽관 상태를 향상시킨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 근이완제의 작용 발현시간은 succinylcholine

을 사용한 군에서 rocuronium을 사용한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Puhringer 등이7) 외래 환자

에서 propofol 2.5 mg/kg와 alfentanil 25μg/kg를 투여한 뒤 

syccinylcholine 1 mg/kg, rocuronium 0.6 mg/kg를 투여하여 

얻은 작용발현시간으로 0.8분과 1.2분을 보고한 결과와 유

사하 다. Lidocaine을 추가한 군에서 rocuronium만 투여한 

군보다 작용 발현시간이 빨라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으며 succinylcholine을 투여한 군만큼 빠르지는 못

했다. 

  기관내 삽관에 의한 혈역학적 반응에 대한 lidocaine의 효

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19,20) 서로 다른 연구 방법으로 인

하여 lidocaine의 효용성에 대하여 일관되게 논하기 어려우

나, Kovac은21)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lidocaine 정주가 기

관내 삽관에 의한 혈압 반응은 때때로 완화시킬 수도 있으

나 심박수에 대한 반응은 완화시키지 못하며, opoids는 마취

심도를 깊게 하여 교감신경 방출(sympathetic outflow)을 감

소시키므로 혈역학적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

각되고 있으며 젊은 건강한 환자에서 fentanyl 5-6μg/kg, 

노인 환자에서는 1.5-3μg/kg을 기관내 삽관 3-4분 전에 

투여하면 기관내 삽관에 의한 혈역학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내 삽관 후 

부정맥 발생은 lidocaine을 투여한 군에서 적었으나 기관내 

삽관 전후의 혈압 및 심박수는 세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lidocaine이 기관내 삽관에 대한 혈압과 심박

수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신경 자극에 의한 반응을 안정화시키

고 대조연축높이를 얻기 위하여 투여한 fentanyl의 기관내 

삽관에 의한 혈역학적 반응의 완화 효과를 배제하기 어려

워 lidocaine만에 의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일부 환자에서 기관내 삽관시점에서 완전한 

근이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 으나 기관내 삽관 상태의 

평가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환자들 모두 기관

내 삽관에 적절한 상태를 보 다. 이러한 원인으로 근이완

제가 모지내전근보다 후두내전근에서 더 빠른 작용 발현을 

보 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Meistelman 등은22) 후두

내전근과 모지내전근에서 rocuronium의 근이완 효과에 대한 

보고에서 rocuronium 0.25 mg/kg, 0.5 mg/kg를 투여하 을 

때 모지내전근보다 후두내전근에서 작용발현시간과 회복시

간이 더 빠르다고 하 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마취유도 과정에서 사용된 fentanyl의 

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관내 삽관을 위해서

는 적절한 수준의 마취 심도를 유지해야 한다. Sparr 등은23) 

마취유도시 alfentanil의 투여로 기관내 삽관 상태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진정제나 opioid의 증

량으로 근이완제 없이 신속한 기관내 삽관 상태를 제공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마취심도와 적절한 용량의 

근이완제 사용으로 기관내 삽관 상태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다. Kirkrgaard-Nielsen 등은24) 90% 이상에서 기관내 삽

관에 성공하기 위한 rocuronium의 용량은 0.83 mg/kg 이상, 

95% 이상의 성공률을 갖기 위해서는 1.03 mg/kg 이상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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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필요하다고 하 다.

  결론적으로 rocuronium 0.6 mg/kg을 이용한 신속 기관내 

삽관시 임상적으로는 succinylcholine 1.0 mg/kg 투여 시와 

같은 기관내 삽관 상태를 얻을 수 있으나, 근이완 작용발현

시간은 succinylcholine에 비해 느리며 rocuronium에 lidocaine

을 추가하여도 rocuronium의 근이완 작용 발현시간을 빠르

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rocuronium 0.6 mg/kg에 lidocaine

을 추가 투여하는 것은 신속한 기관내 삽관시 완전한 근이

완 상태를 제공하는데 있어 sucinylcholine을 대체하기에는 

무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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