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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Fentanyl and Remifentanil on Hemodynamic Responses to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Propofol

Hyung Tae Kim, M.D., Cheal Kun Kim, M.D., Jun Hak Lee, M.D., Young Eun Kwon, M.D., Jeong Woo Lee, M.D.*, and Dong 
Chan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Background:  Laryngoscopy and endotracheal intubation cause hemodynamic changes such as hypertension and tachycardia.  

Adjuvant fentanyl administration have been used to reduce the hemodynamic changes.  Remifentanil, a newly developed ultra 

short acting opioid, has recently been used to reduce the hemodynamic chang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entanyl 

and remifentanil on hemodynamic responses to laryngoscopy and endotracheal intubation. 

  Methods:  Sixth ASA class I or II patients who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were divided randomly into 3 groups.  Each 

patient received normal saline, fentanyl 1.5μg/kg or remifentanil 1.5μg/kg, respectively.  Predetermined drugs for each group 

were administered over 30 second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CI of propofol effect site target concentration 4.0μg/ml 

and rocuronium 1.0 mg/kg.  Laryngoscopy and endotracheal intubation was carried out and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were measured baseline (initial), before intubation (BI) 

and during 5 minutes after intubation (I1 to I5). 

  Results:  In the fentanyl group, I1 HR valu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baseline.  In the remifentanil group, SBP and MA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baseline during post-intubation period.  Fentanyl and remifentanil groups show lesser hemodynamic 

change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hemodynamic changes between fentanyl and 

remifentanil group.  

  Conclusions:  Fentanyl and remifentanil can attenuate hemodynamic responses after laryngoscopy and endotracheal intub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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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 유도  유지에 있어서 후두경 조작과 기 내삽

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킨다.1,2) 

이러한 역학  변화는 일시 인 상으로 부분의 건강

한 환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  질환이나 뇌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압 상승  빈맥으로 인하

여 이와 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역학  반응을 최소화하기 한 노력으로 

여러 약제들의 사용이 시도되어 다양한 정도의 효용성이 

보고되고 있다.3) 

  이 에서 아편유사제, 특히 fentanyl은 깊은 마취 심도를 

유지함으로써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차단하여 후두경을 이

용한 기 내삽  시 용량에 비례하여 심 계 반응을 억

제함이 알려져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4) 가장 최근에 나

온 아편유사제인 remifentanil은 빠른 발  시간과 짧은 작용 

시간, 짧은 반감기를 가진 약제로서 근래 많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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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C Group F Group R


Number of patients  20  20  20

Age (yr)  40.4 ± 12.3  43.4 ± 8.5  39.0 ± 9.8

Sex (M/F)   9/11   6/14   6/14

Height (cm) 163.2 ± 8.3 158.4 ± 6.2 161.6 ± 7.2

Weight (kg)   60.5 ± 10.0  58.9 ± 7.2   62.3 ± 1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C: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F: group received fentanyl 1.5μg/kg, R: 

group received remifentanil 1.5μg/k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다.5) Fentanyl과 remifentanil의 약동학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두 약제 모두 기 내삽 으로 인한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효

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한 보조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목표 농도 조  주입법(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한 마취 유도에서 약물의 효

과처 농도가 목표 농도에 도달했을 때 기 내삽  직  보

조제로서 투여한 fentanyl과 remifentanil이 역학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상  방법

  신마취 하에 계획수술이 정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1, 2 에 해당하고 본 연구

의 목 과 방법에 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  60명의 환자

를 상으로 하 다. 과거력상 신경계  심  질환이 있

거나 술  항고 압제를 복용 인 환자, 수술  방문에

서 상기도의 해부학  이상이 찰되거나 기 내삽 이 어

려울 것으로 상되는 환자, 수술실 입실 후 상 외로 기

내삽 이 어려워 2회 이상 삽 을 시도한 경우나 기 내

삽 까지 소요된 시간이 30  이상 걸린 경우는 연구 상

에서 제외하 다. 환자는 무작 로 선별하여 조군(C군), 

fentanyl 1.5μg/kg 투여군(F군), remifentanil 1.5μg/kg 투여군

(R군)으로 20명씩 나 었다.

  모든 상 환자들은 수술  자정부터 식을 하 고, 약

제에 한 약역학   약동학  상호작용을 피하기 하

여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다. 실험에 필요한 약제는 

체 용 이 10 ml가 되도록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기 내

삽 을 시행하는 마취의와 실험 약제를 투여하는 마취의 

모두가 약제에 해 알 수 없도록 이  맹검법을 사용하여 

마취간호사가 수술 당일 아침에 비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바로 운 자세로 안정을 취

하게 한 뒤 상완골에 압 , 맥박 산소 포화도 계측기와 

심 도 극을 부착하여 지속 으로 활력징후를 감시하여 

기록하 다. 안정된 상태에서 압과 심박수를 3분 간격으

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 치로 하 다. 마취 유도

는 100% O2 6 L/min으로 마취  산소 투여 후 Master TCI 

(Marsh 모델,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propofol

의 효과처 목표 농도를 4μg/ml로 설정하여 주입을 시작하

다. 환자가 구두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안검 반사가 소실 

된 후 rocuronium 1.0 mg/kg를 투여하 으며 안면 마스크를 통

해 100% O2 6 L/min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30-35 

mmHg로 유지되도록 용수 조  호흡을 실시하 다.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목표 농도에 도달한 후 기 내삽  직 의 

압과 심박수를 잰 후에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마취 

유도 과정에서 F군은 fentanyl 1.5μg/kg과 생리식염수를 각

각 기 내삽  3분 과 1분 에, R군은 생리식염수와 

remifentanil 1.5μg/kg을 각각 기 내삽  3분 과 1분 

에, C군은 기 내삽  3분과 1분 에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30 에 걸쳐 천천히 주입하 다. 기 내삽 은 숙련된 마취

과 문의에 의해 15  이내에 시행되었다. 마취 유도  

마스크 환기와 기 내삽 은 동일한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

고, 삽  후 마취 유지는 propofol, O2 (2 L/min), N2O (2 

L/min)로 하 으며 실험이 끝날 때까지 환자에게 어떠한 자

극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실 시(기 치, baseline)

와 기 내삽  직 (before intubation, BI), 삽  후 1분 간격

으로 5분 동안(I1, I2, I3, I4, I5) 압과 심박수를 측정하여 

기록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나타내었고, 측정치의 

통계분석은 SPSS WIN version 12.0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각각의 C군, F군, R군 간의 인구학  자료에 해서 나이, 신

장, 체 은 one-way ANOVA로, 성별에 해서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 다. 시간에 따른 각 군 내에서 수축기 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이완기 압(diastolic blood pres-

sure, DBP), 심박수(heart rate, HR),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을 기 치와 비교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시행하 다. 시간에 따

른 각 군 간의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심박수, 평균 동

맥압의 측정치의 변화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

로 분석하 으며, 각 군 간의 차이에 한 다 비교(multiple 

comparison)는 SNK (Student-Newman-Keuls)의 방법을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 다.

결      과

  인구학  자료의 분석 결과 상 환자의 성별, 연령, 체

, 신장은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able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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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Hemodynamic Data


Group C Group F Group R


SBP 127.2 ± 14.2  135.7 ± 21.1  131.7 ± 16.9

DBP  75.4 ± 10.8  77.2 ± 12.0  76.6 ± 11.5

MAP  92.7 ± 11.2  96.7 ± 13.8  95.0 ± 12.3

HR  74.9 ± 11.8  73.3 ± 13.0  80.6 ± 17.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C: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F: group received fentanyl 1.5μg/kg, R: group received 

remifentanil 1.5μg/kg,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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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SB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Initial: baseline, BI: before intubation, I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C: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F: 

group received fentanyl 1.5μg/kg, R: group received remifentanil 1.5

μg/kg.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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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MA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Initial: baseline, BI: before intubation, I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C: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F: 

group received fentanyl 1.5μg/kg, R: group received remifentanil 1.5

μg/kg.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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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Values are ex-

pressed as mean ± SD. Initial: baseline, BI: before intubation, I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C: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F: group received fentanyl 1.5μg/kg, R: group received remifentanil 

1.5μg/kg.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F.

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의 기 치

도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각 군 내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의 비

교에서 C군은 기 내삽  후 1분에서 2분까지 유의한 상승

을 보 고(P ＜ 0.05) 3분 후에는 기 치 압으로 회복하

으며, 4분과 5분 후에는 유의하게 하락하 다(P ＜ 0.05). 

F군은 기 치에 비해 기 내삽  직  수축기  이완기 

압이 유의한 하락을 보 으나(P ＜ 0.05), 기 내삽  1분 

후 기 치 압으로 회복하 고, 2분에서 5분까지 유의하게 

하락하 다(P ＜ 0.05). 평균 동맥압은 기 내삽  1분 후에 

기 치 압으로 회복하 으나, 3분에서 5분까지 유의하게 

하락하 다(P ＜ 0.05). R군은 기 치에 비해 기 내삽   

수축기와 이완기 압  평균동맥압이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수축기 압과 평균 동맥압은 삽  후 1분부터 5분

까지 유의하게 하락하 고(P ＜ 0.05), 이완기 압은 2분에

서 5분까지 유의하게 하락하 다(P ＜ 0.05). 각 군간 차이

를 보면 기 치와 기 내삽  에는 각 군이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삽  후부터 5분 동안 C군에 비해 F군과 R군

은 유의하게 하락하 다(P ＜ 0.05). R군은 F군에 비해 기

내삽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삽  1분부터 3

분까지는 유의한 감소를 보 고(P ＜ 0.05), 삽  4분, 5분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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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Heart rate (HR).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Initial: baseline, BI: before intubation, I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C: control group received normal saline, F: group received 

fentanyl 1.5μg/kg, R: group received remifentanil 1.5μg/kg.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심박수의 비교에서 C군은 기 치에 비해 기 내삽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 내삽  후 1분에서 5분까지 

유의한 상승이 있었다(P ＜ 0.05). F군은 기 치에 비해 기

내삽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 내삽  1

분 후 유의한 상승을 보 고(P ＜ 0.05), 2분 후부터는 기

치로 회복하 다. R군은 기 치에 비해 기 내삽  4분까지

는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5분 후에 유

의한 하락을 보 다(P ＜ 0.05). 군 간 비교에서 기 치와 

기 내삽  에는 각 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삽  

후부터 5분 동안 C군에 비해 F군과 R군은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모든 시간 에서 F군과 R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4).

  Fentanyl과 remifentanil의 주입에 따른 강직이나 각성 후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은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propofol TCI로 마취 유도 후 효과처 농도

가 목표 농도에 도달했을 때 기 내삽  에 투여한 fentanyl

과 remifentanil이 기 내삽 에 한 역학  반응에 미치

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F군에서 기

내삽  1분 후 약간의 심박수 상승을 보 으나(13.6%) 2분 

후부터 기 치 심박수를 회복하 고, R군에서는 기 내삽  

후 수축기 압(13.8%)과 평균 동맥압(11.2%)이 유의한 하락

을 보 으나 이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시간 별 군 

간 차이에서도 F군과 R군 모두에서 C군에 비해 기 내삽  

후 압과 심박수의 상승을 유의하게 억제하 고, 체 으

로 F군과 R군에서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변동은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침습 인 방

법으로 압을 측정하 는데 이 방법은 재까지 기 내삽

에 의한 압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

으나 한번 측정하는 데 20여 가 소요되므로 삽 에 의한 

압의 즉각 인 변화를 감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직

인 동맥내 압 측정에 의한 방법이 더 정확하고 지속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취 유도  유지에 있어서 기도를 확보하기 한 주요 

수단으로 직  후두경에 의한 기 내삽 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후두경 조작과 기 내삽 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자

극으로  카테콜아민의 농도가 증가하여 압 상승과 

빈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1,2) 이러한 심 계의 반응으로 

심근허 , 부정맥, 뇌졸 , 뇌출 , 사 등이 래될 험

이 있다.6-8) 이러한 기 내삽  후의 심 계 반응을 최소

화하기 해서 아편유사제, 국소마취제, 베타 아드 날린 

차단제, 기타 심 계 약물들이 사용되어 다양한 정도의 

효용성이 보고되고 있으나,3) 이  아편유사제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편유사제는 후두경을 이용한 기 내삽  시 깊은 마취 

심도를 유지함으로써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차단하는데 용량

에 비례하여 심 계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Fentanyl은 기 내삽 에 의한 교감신경 자극을 충분하

게 억제하면서 histamine을 분비하지 않아 많이 사용되고 있

다.4,9,10) 그러나 다량의 fentanyl이 기 내삽 에 의한 교감신

경 자극을 충분히 억제하는 반면에 흉근경직, 불완 한 기

억소실  수술 후 호흡억제를 래할 수 있어11-13) 이러한 

부작용을 이면서 기 내삽 에 따른 심  자극을 방

할 목 으로 fentanyl을 사용할 수 있다. Dahlgren과 Messeter

는14) fentanyl 5μg/kg의 투여로 기 내삽 으로 인한 압

과 심박수의 상승을 효과 으로 차단하 다 하며, Kautto는15) 

fentanyl 6μg/kg에서 완 하게 압과 심박수의 증가를 차단

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Martin 등은16) 마취 유도시 보조

제로서 fentanyl 8μg/kg을 투여함으로써 삽 에 따른 맥박과 

압의 상승을 완 히 억제하 다고 하 다. 

  Propofol과 fentanyl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의식 소실이나 

여러 자극에 해 50%의 환자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propofol

의 농도(Cp50)를 일 수 있고, propofol 용량을 증가시

킴에 따라 비례 으로 기 내삽 에 의한 압 상승을 억

제할 수 있다고 한다.13) Billard 등은17) 마취유도와 기 내삽

에 한 역학  변화에 한 propofol과 fentanyl의 상호

작용에 한 연구에서 fentanyl 2μg/kg투여 시 삽   

압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반면에 fentanyl 4μg/kg투여로 삽

 후 고 압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 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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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fentanyl 4μg/kg투여 시 삽  후 압은 기 내

삽   압과 비교해서는 압 상승의 정도가 작았지만 

마취유도  압보다 더 낮았다. 기 내삽  후 압이 마

취  압보다 낮은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 내삽  

후 5분 동안 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은 심한 

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들은 fentanyl 1.5μg/kg을 

투여하 고, 상 인 역가가 략 1  1이므로 remifentanil 

1.5μg/kg을 투여하 다. 본 연구에서는 fentanyl 1.5μg/kg의 

투여로 기 내삽  후 유의한 압 상승의 소견은 보이

지 않았고, 심박수는 삽  1분치에서 상승하 지만(13.6%) 

삽  2분 후부터는 기 치 심박수로 회복하 고 이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emifentanil은 빠른 발  시간과 짧은 작용 시간을 가진 

선택 으로 μ 수용체에 작용하는 새로운 아편양제제로5) 신

속한 마취 유도와18) 기 내삽  시 역학  반응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한 보조제로 생각된다.18-20) Thompson 등

은19) remifentanil 1μg/kg 일시 주입과 0.5μg/kg/min 지속 주

입으로 후두경 조작과 기 내삽 으로 인한 역학  반응

을 억제하 다고 하며, O'Hare 등은18) remifentanil 1μg/kg의 

일시 주입으로 기 내삽  시의 역학  반응의 균형 조

과 삽  후 압의 험도를 일 수 있다고 하 다. 

한 Hall 등은20) propofol과 recuronium을 이용한 마취 유도 

시에 remifentanil 0.5μg/kg의 일시 주입 후 0.25μg/kg/min 

지속 주입으로 기 내삽  직후 압과 심박수가 마취 유

도 과 유의한 차이 없이 효과 으로 억제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remifentanil 1.5μg/kg의 투여로 기 내

삽  후 이완기 압과 심박수는 기 치에 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축기 압과 평균 동맥압은 유

의한 하락을 보 지만 기 치에 비해 수축기 압은 13.8%, 

평균 동맥압은 11.2% 감소한 것으로 임상 으로 문제가 될 

만큼 압이 떨어져 약물을 사용하거나 연구를 단한 경

우는 없었다.

  Remifentanil은 발  시간이 1-1.5분 정도로 빠르기 때문

에 빠른 마취 유도와 기 내삽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

며, 작용 시간과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매우 짧고 의 

비특이  에스터라제에 의해 빨리 사되기 때문에 반복 

투여나 장시간의 지속 정주에도 축  작용이 없으며 환자

의 신 상태에 향을 받지 않는다.21,22) 그러므로 수술 시

간이 짧은 마취나 자발 호흡을 빨리 회복시켜야 할 환자, 

응  수술 등으로 환자에 한 평가가 치 않은 경우에

도 비교  안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fentanyl

은 투여한 후 3-5분 정도가 지나야 최  효과가 나타나므

로 최  약효 발  시간에 기 내삽  시 이 일치되도록 

투여 시기를 잘 조 해야 되므로 빠른 마취 유도와 기 내

삽 을 요하는 수술일 경우에 부 합할 수도 있다. 한 

fentanyl의 작용 시간은 30-60분이고 재분포에 의한 반감기

가 길어 수술 시간이 짧거나 자발 호흡을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 환자의 경우 각성 시 호흡억제가 래될 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1, 2 에 해당하는 비교  건강한 환자를 상으

로 하 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fentanyl은 

간에서 사되어 신장으로 배출되므로 간이나 신장 기능이 

하된 환자에서는 반감기가 더욱 증가될 수 있고, 정 용

량이라 하더라도 기 내삽  후 작용 시간 증가로 인하여 

원치 않는 압 하와 서맥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fentanyl과 remifentanil의 약동학   약역학  차

이에도 불구하고 보조약제로서 두 약제를 사용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주입 방법에 

한 문제인데, fentanyl은 최소 포장 단 가 100μg이어서 

일회 정주의 목 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하지만, remi-

fentanil은 최소 포장 단 가 1 mg이어서 일회 정주로만 사

용할 경우 약제의 부분이 버려질 수 있어 낭비의 우려가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짧은 수술이나 빠른 자발 

호흡의 회복을 요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remifentanil의 일회 

정주를 한 소단  포장의 상품이 개발된다면 많은 도움

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 주입 방법을 선택하

으나, 기 내삽 으로 인한 압 반응이 보통 1-2분 후에 

최고조에 이르고 5-6분 안에 사라지는 데 반해 remifentanil

은 효과처 반감기가 3분 정도이기 때문에 지속 주입이 바

람직하다는 Hall 등의20) 보고처럼 remifentanil의 일시 주입 

후 지속 주입을 고려해 볼만하겠다. 반면에 fentanyl의 경우 

한 번의 주입만으로도 30-60분 작용하므로 remifentanil과 

같은 지속 주입기가 필요 없이 몇 번의 일시 주입 만으로

도 충분히 보조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나, 

술 후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취 유지에서 

각성, 술후 진통으로의 연결은 조  힘들 것 같다.

  두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고려 사항은 가

격 비 효과다. 재 시 되고 있는 최소 포장 단 인 100

μg인 fentanyl과 1 mg인 remifentanil은 략 3배 이상의 가

격 차이가 난다. 두 약제의 상 인 역가가 략 1  1인 

것으로 비교해 볼 때 본 실험에서와 같이 일시 주입으로 

기 내삽 에 의한 역학  변화만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결과상 두 약제가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상

으로 렴한 fentanyl을 사용하는 것이 가격 비 효과

가 클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propofol TCI를 이용한 마취 유도 시 기 내삽

으로 인한 역학  반응을 억제하기 해 1.5μg/kg을 일

회 정주한 fentanyl과 remifentanil에서 심각한 압  심박수

의 상승을 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fentanyl과 remifentanil 

모두 기 내삽  시 역학  변화를 완화시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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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로 생각된다. 최근에 나온 remifentanil이 여러 가지 

면에서 fentanyl에 비해 우수한 약제이긴 하지만 그 다고 

항상 fentanyl보다 유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

른 한 약제의 선택이 심사숙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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