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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최소한의 침습적인 방법으로, 피부

절개 없이 코 안으로 접근하므로 수술 후 흉터가 남지 않

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좁

은 비강 내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술이므로 시

야가 방해되면 수술 부위에 정확한 접근이 어려워져 뇌손

상, 혈관 및 신경 손상,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수술 시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혈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epinephrine을 적신 솜을 부비동에

단시간 충전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epinephrine-lidocaine

용액을 비점막에 직접 주사하기도 하고, 두부 거상 자세 및

약제를 이용하여 저혈압을 유도한다. Epinephrine은 아드레

날린성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로서 용량에 따라 작

용이 다른데,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혈관 이완성 β2 수용체

를 자극하여 저혈압, 서맥 등이 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용량으로 사용하면 α1 흥분작용이 β2 작용보다 더 우세해

져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동맥압 상승을 일으켜 오히려

출혈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1-4)
대부분 충전에는 1：1,000

까지의 고용량을 사용하고, 점막 주사는 보통 1：100,000이

나 1：200,000 농도로 5μg/kg 이하로 사용하므로 충전에 사

용되는 epinephrine이 동맥압 상승을 일으켜 수술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5)

한편 부비동 내시경 수술에서는 propofol을 이용한 전정맥

마취방법이 많이 이용되지만
6)

propofol은 진통작용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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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ing emergence.

Methods: Sixty healthy patients who scheduled for endoscopic sinus surgery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three group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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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in R0.15 and R0.25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R0.05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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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he frequency of hypotension and bradycardia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R0.25 than R0.05 and 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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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편양 제제의 진통제를 같이 투여한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던 아편양 제제는 작용 발현 시간이 늦고 작

용 기간이 길어 부비동 내시경 수술에 적합하지 않고, 지혈

제로 사용한 epinephrine의 전신 흡수에 의한 심혈관계 반응

을 적절히 둔화시키지 못하여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remifentanil은 통증 완화의 효과가 크고 대사가 신속

하게 일어나므로, 심혈관계 안정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분

한 용량을 투여하여도 회복 지연이 없어 부비동 내시경 수

술처럼 깊은 심도의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시간이 짧은 경

우에 매우 유용한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7)

그런데 epinephrine의 전신적 흡수에 의한 심혈관계 반응

에 대한 remifentanil의 억제효과나 그 사용 용량에 관한 연

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에서

epinephrine 전신 흡수에 의한 심혈관계 반응을 적절히 둔화

시키고 수술 후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적정 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본원 이비인

후과에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되는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마취유도 전 평균 심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이거나

100회 이상인 환자 그리고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시행 전에

병원 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았으며 수술 전날 환자를 방문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마취 방법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회복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마취전 투약은 수술실 도착 30분 전 glycopyrrolate를 0.2 mg

근주하 고,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여 활력 징후가 안정되면

약 10분 후 비침습적 혈압계,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

및 BIS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측정하여 기준치로 하 다.

환자는 무작위로 20명씩 세 군으로 나누었다. 마취는 모

든 군에서 목표 농도 조절 주입기(Orchestra IS3, Fresenius

vial, France)를 사용하여 2% propofol (Fresofol
Ⓡ
, Fresenius

Kabi, Austria)을 목표 효과처 농도 3.5μg/ml로 설정하여 유

도하 고, 동시에 remifentanil (Ultiva
Ⓡ
, GlaxoSmithKline,

USA) 농도를 각 군별로 0.05 (R0.05군), 0.15 (R0.15군), 0.25

(R0.25군)μg/kg/min으로 지속 주입하는 정맥 마취로 수술

전반에 걸쳐서 같은 농도를 유지하 다. 의식이 소실되면

기관내 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rocuronium bromide

(Esmeron
Ⓡ
, 한화제약, 한국)를 1 mg/kg 정주하 고, 지속 주

입기의 remifentanil 그래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기관내 삽

관을 하여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로 마취를 유

지하 다. 또한 BIS 감시장치(DSC-XP, Aspect Medical Sys-

tems Inc, Netherland)를 이용하여 BIS 수치를 감시하 다. 마

취유도 전, 기관 내 삽관 전과 후 그리고 외과의가 epi-

nephrine 용액(Bosmin solution
Ⓡ
, 제일약품, 한국)을 묻힌 솜

을 세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전비강에 골고루 epi-

nephrine이 흡수되게 하는 15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수축기

동맥압, 이완기 동맥압, 심박수, BIS 수치를 기록하 다. 모

든 활력 징후 기록이 끝나고 안정화되었을 때 수술 조작을

시작하 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 종료 10분 전에 수술 후 통

증관리를 위해 ketorolac (Tarasyn
Ⓡ
, 한국로슈, 한국) 30 mg을

정주하 고, 마취회복의 지표로서 발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평가하 다. 또한 연구 도중 출혈로 인해 집도의가 수술

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경우, 평균 동맥압 70 mmHg 이하의

저혈압이나 50회 미만의 서맥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에

종료하 다.

얻어진 자료는 SPSS (version 11.0, SPSS Inc, USA)를 이

용하여 통계 분석하 고,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로 표시하 다. 인구학적 데이터 중 연령, 신장 및 체중과

발관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비교하 고, 성별과 신체등급, 수술 중 합병증

은 교차분석(χ
2
)으로 비교하 다. 각 군 간 활력 징후의 변

화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군 내 비

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

하 으며, 평균간 비교는 Tukey test로 사후 검정하여 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세 군 간 환자의 성별, 연령, 체중, 신장, 신체등급 분류

는 Table 1과 같으며, 모두 각 군 간 차이는 없었다. R0.05

군에서는 1명이 저혈압으로, 2명이 출혈로 연구를 지속할

수 없어 중도에 종료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으며, 통계처

리에서는 제외시켰다. R0.15군에서는 1명이 저혈압, 1명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0.05 R0.15 R0.25
Characteristics

(n = 20) (n = 20) (n = 20)

Sex (M/F) 16/4 16/4 15/5

Age (yr) 37.0 ± 15.9 35.6 ± 14.7 32.7 ± 13.8

Weight (kg) 64.4 ± 7.4 65.4 ± 10.7 64.6 ± 10.7

Height (cm) 169.6 ± 7.3 169.6 ± 7.0 168.0 ± 9.0

ASA grade (1/2) 15/5 15/5 18/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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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로 연구에서 제외되었고, R0.25군에서는 3명이 저혈압,

2명이 출혈, 1명이 서맥으로 제외되었다. R0.25군에서는 마

취 유도 중 4명에서 50-60회로 맥박수가 급격하게 감소하

으나 곧바로 회복되었다. Remifentanil의 부작용이라고 생

각되는 저혈압과 서맥의 빈도는 R0.05군에서 1명, R0.15군

에서 1명, R0.25군에서 8명으로 R0.05군이나 R0.15군보다

R0.25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2).

마취유도 전 세 군 간의 수축기 동맥압, 이완기 동맥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 BIS 수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축기 동맥압은 군 간 비교의 경우 R0.05군과 비교하여

R0.15군에서 기관 삽관 직후, epinephrine을 적신 솜을 코에

충전하기 시작하여 9－12, 14, 15분에서 유의하게 낮았고(P

＜ 0.05), R0.25군에서 기관 내 삽관 직후, 충전 시작, 1, 10

분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P ＜ 0.05), R0.15군과 R0.25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군내 비교에서 R0.05군에서는

마취 유도 직전과 기관 내 삽관 전, 기관 내 삽관 전과 기

관 내 삽관 후, 기관 내 삽관 후와 epinephrine 충전 전의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5), 충전 후부터는 군

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R0.15군과 R0.25군에서는

마취 유도 직전과 기관 내 삽관 전, 기관 내 삽관 전과 기

관 내 삽관 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Fig. 1).

이완기 동맥압은 R0.05군과 비교하여 R0.15군에서 기관

내 삽관 직후, 충전 시작, 1, 5, 8－12, 14분에서, R0.25군에

서 기관 내 삽관 직후, 충전 시작, 1, 5, 10분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P ＜ 0.05), R0.15군과 R0.25군 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군 내 비교에서 R0.05군에서는 마취 유도 직전

Fig. 1.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according to measurement in-

tervals for various doses of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

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P ＜ 0.05 compared to

R0.05.
†
P ＜ 0.05 compared to the baseline value of each group. P1:

preinduction, P2: preintubation, P3: postintubation, P4: when start

packing cotton ball soaked in epinephrine.

Table 2.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Bleeding Hypotension Bradycardia

R0.05 2 1 0

R0.15 1 1 0

R0.25 2 3* 5*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P ＜ 0.05 compared to the

R0.05 and R0.15.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Fig. 3. Changes in heart rate according to measurement intervals for

various doses of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P1: preinduction, P2: preintu-

bation, P3: postintubation, P4: when start packing cotton ball soaked

in epinephrine.

Fig. 2.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according to measurement in-

tervals for various doses of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

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P ＜ 0.05 compared to

R0.05.
†
P ＜ 0.05 compared to the baseline value of each group. P1:

preinduction, P2: preintubation, P3: postintubation, P4: when start

packing cotton ball soaked in epin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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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관 내 삽관 전, 기관 내 삽관 전과 기관 내 삽관 후,

기관 내 삽관 후와 충전 전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P ＜ 0.05), 충전 후부터는 군 내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리고 R0.15군에서는 마취 유도 직전과 기관 내 삽관

전, 기관 내 삽관 전과 기관 내 삽관 후에, R0.25군에서는

마취 유도 직전과 기관 내 삽관 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Fig. 2).

이에 반해 심박수와 BIS 수치는 모든 시간대에서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군 내 비교에서 심박수는 세

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BIS는 세 군 모두에

서 마취 유도 직전과 기관 내 삽관 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Fig. 3, 4).

수술이 끝나고 발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remifentanil 용

량이 증가할수록 길었지만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고 찰

비강의 내시경 검사는 1902년 Hirschman이 방광경을 이용

하여 처음 시도하 으며,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1960년대에

이르러 Messerklinger가 처음으로 시행하 다.
8)
우리나라에

는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 만성 부비동염을 비롯한 비강

내 용종이나 점액종 등의 질환에 최소한의 침습적인 방법

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수술은 좁은 비강 공간을 내시경

카메라로 비추어 화면을 보면서 시행하게 되므로 비강 내

출혈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수술 진행이 어려워진다.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제를 이용하

여 평균 동맥압을 낮추어 동맥 출혈을 줄일 수 있고, 비강

내 epinephrine 솜 충전 및 epinephrine-lidocaine 점막 주사 등

을 이용하여 모세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모세혈관 출혈을

줄일 수 있으며, 머리를 5
o
정도 높이는 역트렌델렌버그 자

세로 정맥 환류를 촉진하여 정맥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
9)

평균 동맥압을 감소시키는 약제로는 nitroprusside, nicardi-

pine, nitroglycerin 등의 말초성 혈관 확장제, esmolol 등의

베타 차단제, thiopental sodium 등의 barbiturate 계열 등이

있다.
10-15)

많은 연구에서 이들 약제들의 우수성이 비교되었

는데, Saitoh 등은
13)

sodium nitroprusside로 효과적으로 저혈

압을 유도한 반면, Boezaart 등은
10)
같은 혈압이라도 직접적

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sodium nitroprusside보다는 esmolol

처럼 저혈압을 유도해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수

축을 일으키는 베타 차단제가 수술 시야 확보에 더 효과적

이라고 하 다. 그러나 이들 약제들은 말초성 혈관 확장제

에 의한 반사성 빈맥, 반동성 고혈압, 속성내성 및 베타 차

단제에 의한 심근 억제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propofol과 병용해서 사용할 경우 진통 효과를 보충할 수 없

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
16)
그러므로 근래에는

propofol과 병용하여 아편양 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화

되었는데, 이런 자세와 약제들을 사용하여 평균 동맥압을

50－60 mmHg 정도 유지하면 부비강 내 출혈이 감소되어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9)
그러나 본 연구의

예비실험에서는 평균 동맥압이 70 mmHg 정도만 유지되어

도 수술 시야가 잘 확보되어 이를 하한치로 하 고, 저혈압

발생 시에는 ephedrine을 4 mg씩 정주하 다. 혈압 상승으로

출혈이 많을 경우에는 평균 동맥압의 하한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remifentanil 농도를 0.05μg/kg/min씩 증량하 고,

50회 미만의 서맥이 발생하 을 때는 atropine sulfate를 0.25

mg 정주하 다. 이와 같이 부작용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중도에 종료하 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실험군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실

험에서 대조군으로 remifentanil을 사용하지 않고 propofol만

사용해보았는데, 다섯 명 중 네 명에서 수축기 동맥압이 기

관내 삽관 직후 150－160 mmHg, 심박수 80－110회/분을 나

타내었고, 그중 두 명에서는 15분이 지나 수술을 시작했을

Fig. 4. Changes in bispectral index according to measurement intervals

for various doses of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

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
P ＜ 0.05 compared to

the baseline value of each group. P1: preinduction, P2: preintubation,

P3: postintubation, P4: when start packing cotton ball soaked in

epinephrine.

Table 3. Postoperative Value

R0.05 R0.15 R0.25

Time taken to extubate
8.20 8.61 9.14

(min*)

Time (min) taken to extubate after end of operation for patients injected
different doses of remifentanil. *: minute. Remifentanil 0.05μg/kg/min
(R0.05), 0.15μg/kg/min (R0.15) and 0.25μg/kg/min (R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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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축기 동맥압이 각각 135, 140 mmHg, 심박수 85, 89

회/분을 나타내어 외과적 절개를 시작하면서 출혈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두 명 모두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동맥압을

감소시킨 후 수술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나머지 두 명

에서는 집도의의 요구로 15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0분

정도에 실험을 중단하고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동맥압을

감소시킨 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조군을 모으기가 어려워 본 실험은 대조군 없이 re-

mifentanil 용량 0.05μg/kg/min부터 0.10μg/kg/min 간격으로 증

량시켜 용량별 혈역학적 변화를 보고 비교하 으며, 0.25μg/

kg/min의 용량에서는 저혈압이나 서맥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증량은 하지 않았고, 결국 0.05, 0.15,

0.25μg/kg/min의 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게 되었다.

그 외 국소적으로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비강

내 cocaine 솜 충전, epinephrine 솜 충전, epinephrine-lidocaine

점막 주사 등이 이용되고 있다. Cocaine을 제외한 국소마취

제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는 혈관 수축을 일으키나 임상용

량에서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반면,
5)

cocaine은 임상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epinephrine과 병용하여

사용하면 수술 시야 확보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

분의 보고들에 의하면 cocaine은 심각한 중추신경계 및 심

혈관계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17-19)

현재는 비강내 효

과적 마취를 위해 주로 lidocaine을 사용하고 epinephrine을

부가적으로 사용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

고 있다.

Epinephrine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로 용량에 따라 작용이 다른데,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혈관

이완성 β2 수용체를 자극하여 저혈압, 서맥 등이 올 수 있

지만, 그 이상의 용량으로 사용하면 α1 흥분작용이 β2 작

용보다 더 우세해져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고혈압, 빈맥,

심실세동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
1-4)
본원 이비인후과에서는 마취 유도 후 수술 전까

지 epinephrine을 적신 솜을 세 차례에 걸쳐 15분 동안 비강

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면서 비강내 모세혈관을 수축시키

고, 수술 전반에 걸쳐서 lidocaine-epinephrine 용액을 비강에

주사하 다. 비강내 충전을 하는 epinephrine 용액과

lidocaine과 함께 점막 주사하는 epinephrine은 사용되는 농도

가 달라 동맥압에 미치는 향이 다른데, 대부분 충전에는

1：1,000 까지의 고용량을 사용하고, 점막 주사는 보통 1：

100,000이나 1：200,000 농도로 5μg/kg 이하로 사용한다.
5)

본 연구에서 비강내 충전으로 사용한 epinephrine 용액은

100 ml 중 epinephrine이 0.1 g 함유되어 있으며 환자 한 명

의 양쪽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위해서는 증류수 60 ml에

epinephrine 용액 12 ml를 혼합하여 1：6,000 용액으로 만들

어 사용하 다. 그러나 용액을 솜에 적신 후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사용하고 또한 솜에 묻어있는 epinephrine 용액이

모두 비강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흡수되는

양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epinephrine 솜 충전을 시

작한 후 약 9분에서 12분 사이에서 R0.05군에 비해 R0.15군

과 R0.25군의 동맥압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P ＜

0.05) 이 시간대에 epinephrine의 전신적인 흡수가 일어난 것

으로 추정되고, remifentanil 0.15와 0.25μg/kg/min의 농도가

고농도 epinephrine 흡수에 의한 동맥압의 상승을 적절히 둔

화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수술 중 lidocaine과 함께 점막 주사하는 epinephrine은 혈

관을 수축시키는 동시에 lidocaine의 흡수율을 낮춰서 독성

을 낮추며, lidocaine이 신경막에 더 잘 퍼지게 하고 작용을

길게 유지시켜 효과적인 마취를 가능하게 한다.
2-4)

Yang 등

에
4)

lidocaine-epinephrine 1：200,000 용액을 점막 주사하면

저용량 epinephrine이 β2 수용체를 자극하여 혈관을 이완시

키고, lidocaine도 혈관 평활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혈관

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1－1.5분이 지나서 동맥압이 감소하

고 다시 1분 후 이전 혈압으로 복귀되었다고 하 고,

Phillips 등도
1)
같은 농도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 epinephrine 흡수로 인한 동맥혈 상승

에 대한 remifentanil의 향을 보고자 하 기에 이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동맥압에 따른 출혈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어

려운 일인데, Boezzart는
10)
출혈 정도를 수술 시야에 따라 5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 으나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웠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출혈의 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으나, R0.05군에 비하여 R0.15군과 R0.25군에서 동맥

압 상승이 적었던 것으로 볼 때 remifentanil 0.15－0.25μg/

kg/min의 용량이 epinephrine의 전신 흡수로 인한 심혈관계

반응을 적절히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내 삽관

후의 동맥압 상승 정도가 R0.05군에 비해 R0.15군과 R0.25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므로(P ＜ 0.05), 기관내 삽관에 의

해 유리된 내인적 epinephrine의 효과도 적절히 둔화시킨 것

이라 생각한다.

Remifentanil은 4-aniline-piperidine 유도체로, 간에서 대사되

어 신장으로 배설되는 다른 아편양 제제와는 다르게 혈장,

적혈구, 간질액 등 몸 전체에 퍼져있는 비특이적 에스터라

제에 의해서 대사되므로 청소율이 빨라 고용량의 사용 후

에도 회복 지연이 없고, 간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도 청소율에 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7)
또한 pKa가

생체 pH보다 낮아서 비이온화 상태로 순환하므로 혈액뇌장

벽을 쉽게 통과하여 그 효과가 빠르고, 상황 민감성 반감기

도 3.2분으로 짧아 8시간 이상 긴 수술 후에도 빠른 각성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7,20-22)

그러나 다른 아편양 제제들과 마

찬가지로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여

266



이혜미·김세연：Epinephrine에 대한 Remifentanil의 향

저혈압, 서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흉벽강직, 소양증, 오심

과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3)
이 연구에서는 R0.05군에서

1명, R0.15군에서 1명, R0.25군에서 3명이 저혈압을 일으켜

서 연구를 중단하 으며, R0.25군에서 1명이 급격하게 50회

미만의 서맥이 나타나 연구를 중단하 다. 또한 R0.25군에

서는 마취 유도 중 연구를 중단하고 치료할 정도는 아니었

으나 60회 미만으로 맥박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가 네

명에서 있었다. 결과적으로 remifentanil의 부작용이라고 생

각되는 저혈압이나 서맥의 빈도는 R0.05군에서 1명, R0.15

군에서 1명, R0.25군에서 8명으로 R0.25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으나(P ＜ 0.05), 흉벽강직, 오심, 구토 등의 다른 부작용

은 없었다. Remifentanil은 대사가 빨라 수술 후 통증관리에

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 국

소마취를 실시하 고 수술 종료 10분 전에 진통제를 투여

하여 수술 후 통증을 관리하 다. 또한 remifentanil은 진정

및 최면 효과가 있어서 마취제의 요구량을 줄인다는 보고

가 있는데,
24)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 용량이 증가할수록

BIS 수치의 감소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이는 BIS의 변화가 remifentanil보다는 pro-

pofol의 용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소견이다.
25-27)

이와 같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의 마취에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함으로써 epinephrine 흡수

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줄여 수술의 경과를 향상시켰

다. Remifentanil 0.05μg/kg/min의 농도에서는 epinephrine에

의한 심혈관계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고, remi-

fentanil 0.15와 0.25μg/kg/min의 농도에서는 epinephrine에 의

한 심혈관계 반응은 억제할 수 있었으나 모든 시간대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remifentanil

0.25μg/kg/min의 농도에서는 서맥,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유

의하게 많았다. 결론적으로 propofol 3.5μg/ml의 목표 혈중

농도로 마취를 유지하면서 remifentanil 0.15μg/ kg/min을 주

입했을 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심혈관계 반응을 적절히

둔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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