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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관내 삽관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고혈압과 빈맥을

일으킨다. 이러한 심혈관계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remifentanil과 같은 아편유사제는 기관내 삽관으로

인한 심혈관계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왔

으며, 아편유사제와 심혈관계 반응의 조절의 상관관계가 존

재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1,2)

Remifentanil은 비특이성 에스테르 분해효소에 의해서 대

사되어 축적이 일어나지 않고 효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

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기관

내 삽관으로 인한 교감신경계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

이다. 또한 독특한 약역학, 약동학적인 성질로 인하여 지속

적 정맥주입이 용이하며
3)
체중을 기준으로 한 약물 주입보

다는 목표 농도 조절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이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4)

광봉의 사용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에는 논란이 있지만

광봉(light wand)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은 삽관이 어려운 환

자에게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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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the previous studies, remifentanil reduces the hemodynamic change induced by endotracheal intubation. We

studied the optimal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endotracheal intubation using light wand.

Methods: Sixty ASA 1 or 2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classified in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TCI (target controlled infusion) dose of remifentanil. Each group was administered 4μg/ml of propofol TCI,

rocuronium, with 2 ng/ml (group 1), 4 ng/ml (group 2), 6 ng/ml (group 3) of remifentanil TCI.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bispectral index score were measured before induction, 3 minutes after remifentanil and propofol TCI,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using light wand, and 3 minute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for comparison of time and dose

dependant change among the groups.

Results: After endotrachal intubatio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group 1, and decreased

in group 2 and 3. 3 minute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heart rate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3, but there were no changes

in group 2.

Conclusions: The spontaneous BRS was decreased during ketamine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esthesia induction with ketamine impairs baroreflex control of heart rate, which may provoke hemodynamic instability.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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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외 6인：Remifentanil의 적정 효과처 농도는?

본 연구에서는 propofol과 remifentanil TCI로 마취 유도 시

광봉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는 경우 혈역학적 부작용

은 최소화하고 심혈관계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적정 효과처 목표 농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본 병원의 병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었다.

전신마취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등급 분류 1 또는 2에 해당하는 60

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방법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과거력상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계에 작용하

는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 상

기도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종양이나 용종이 있는 환

자, 수술실 입실 후 심장 박동수가 분당 50회 이하이거나

100회 이상인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20명씩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어 remifentanil을 효과처

농도 2 ng/ml (이하 1군), 4 ng/ml (이하 2군), 6 ng/ml (이하

3군)로 나누어 정주하 다.

대상 환자들의 연령, 성별, 체중과 신장에 있어서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 전처치는 마취 유도 30분 전에 midazolam 0.05 mg/kg

을 근주한 후 수술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비침습적

자동 혈압측정기, 심전도기,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부

착하여 활력지수를 감시하 고 이중분광계수(bispectral index,

BIS) 감시장치(A-2000 BIS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하여 BIS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다.

마취유도는 5 L/min의 산소 흡입상태에서 목표 농도 조절

주입기(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2% pro-

pofol (Fresofol 2%
Ⓡ

Fresenius Kabi, Austria)을 Schnider 약동

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목표농도 4μg/ml로 투여하 다. Pro-

pofol과 remifentanil은 동시에 주입하 으며 의식이 소실된

후 rocuronium을 0.6 mg/kg로 정주하 다. Propofol과 remi-

fentanil주입 3분 후 각 군별로 목표한 효과처 농도가 된 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 심장 박동수 및

BIS를 측정하 고, 기관내 삽관을 하기 직전에 remifentanil

의 주입은 중단하 고 그 때까지 주입된 remifentanil의 양을

기록하 다. 기관내 삽관은 광봉(Surch-Lite
Ⓡ
, Aron medical,

USA)을 이용하 으며 이전에 50번 이상 광봉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마취과 의사가 시행

하 다. 환자의 머리와 목은 중립을 유지하 으며 튜브의

끝을 구부려 ‘hockey stick’ 모양을 만들어 조명을 어둡게 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남자는 기관내 튜브 내경이

7.5 mm인 튜브를 사용하 고 여자는 6.5 mm인 튜브를 사

용하 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본 연구

에서 제외하 다. 기관내 삽관 직후와 3분 후에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 심장 박동수 및 BIS를 측

정하 다. 기관내 삽관 3분 후,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pro-

pofol의 효과처 농도는 4μg/ml로 유지하 다. 삽관 후 산소

는 1.5 L/min, 공기는 2.5 L/min으로 페환기하여 마취를 유

지하 으며 실험 종료까지 환자에게 어떠한 자극도 가하지

않았다.

실험도중 심장 박동수가 50회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atro-

pine 0.5 mg을 정주하 으며 수축기 혈압이 병실에서 측정

한 수축기 혈압의 최저치보다 25% 이상 감소하 을 경우

ephedrine 5 mg을 정주하 다.

통계적 검증은 SigmaStat
Ⓡ

(version 3.11, Systat Software

Inc., USA)을 사용하 으며,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

차로 표기하 다. 각 군 간 차이는 repeated measures ANOVA

중 주로 Holm Sidak test를 이용하 고 자료의 분포가 정규

분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repeated measures ANOVA 중 Tukey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같은 군 내의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 내의 대비검정을 적용하여 비교하 고

remifentanil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모든 경우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수술실 도착 시 측정한 수축기 혈압, 평균 동맥압, 이완

기 혈압 및 심장 박동수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2-5).

수축기 혈압은 군 내 비교에서 1, 2, 3군 모두 마취유도

3분 후에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기관내 삽관 직후에 1군에서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 ＜ 0.05), 2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3군

에서는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기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1 Group 2 Group 3
(n = 20) (n = 20) (n = 20)

Age (yr) 31.6 ± 13.1 33.6 ± 11.7 41.0 ± 10.0

Sex (M/F) 10/10 10/10 10/10

Weight (kg) 64.5 ± 13.0 62.9 ± 17.6 65.3 ± 9.3

Height (cm) 163.7 ± 9.5 164.0 ± 10.9 165.9 ± 9.2

Values are mean ± SD. Group 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2: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Group 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6 ng/ml.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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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삽관 3분 후에는 1, 2, 3군 모두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Table 2).

평균 동맥압은 군 내 비교에서 1, 2, 3군 모두 마취유도

3분 후에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기관내 삽관 직후에 1군은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증

가하 고(P ＜ 0.05) 2, 3군은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기관내삽관 3분 후에는 1, 2, 3군 모두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Table 3).

이완기 혈압은 군내 비교에서 1, 2, 3군 모두 마취유도 3

분 후에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기관내 삽관 직후에 1군에서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 ＜ 0.05) 2, 3군은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

하게 감소하 다(P ＜ 0.05). 기관내 삽관 3분 후에는 1, 2,

3군 모두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Table 4).

심장 박동수는 군 내 비교에서 마취 유도 3분 후에 1군

은 마취유도 직전과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2, 3군은 마취

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기관내 삽

관 직후에는 1군은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고(P ＜ 0.05) 2, 3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기관내 삽관

3분 후에는 1군은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고

(P ＜ 0.05) 2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3군은 마취유도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Table 5).

BIS는 군 내 비교에서 기관내 삽관 직후에 1, 2군에서 기

Table 2. The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SBP1 SBP2 SBP3 SBP4

Group 1 (n = 20) 119.4 ± 12.5 106.7 ± 12.0* 133.7 ± 27.9*
†

106.7 ± 14.8*

Group 2 (n = 20) 122.0 ± 13.1 101.0 ± 11.2* 111.0 ± 17.3
†

100.2 ± 11.1*

Group 3 (n = 20) 123.7 ± 16.1 96.7 ± 13.2* 104.3 ± 19.0*
†

97.0 ± 11.7*

Values are mean ± SD. SBP1: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SBP2: systolic blood pressure of 3 minutes after anesthetic

induction, SBP3: systolic blood pressure of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SBP4: systolic blood pressure of 3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2: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Group 3: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6 ng/ml. *: P ＜ 0.05 compared with SBP 1.
†
: P ＜ 0.05 compared with SBP2.

Table 4. The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DBP1 DBP2 DBP3 DBP4

Group 1 (n = 20) 76.5 ± 10.2 66.7 ± 10.5* 90.6 ± 21.4*
†

65.7 ± 12.7*

Group 2 (n = 20) 79.0 ± 11.3 61.1 ± 11.5* 72.1 ± 15.9*
†

62.0 ± 10.1*

Group 3 (n = 20) 80.0 ± 13.5 58.3 ± 12.4* 67.7 ± 15.4*
†

59.7 ± 10.5*

Values are mean ± SD. DBP1: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DBP2: diastolic blood pressure of 3 minutes after anesthetic

induction, DBP3: diastolic blood pressure of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DBP4: diastolic blood pressure of 3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2: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Group 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6 ng/ml. *: P ＜ 0.05 compared with DBP 1.
†
: P ＜ 0.05 compared with DBP2.

Table 3. The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mmHg)

MBP1 MBP2 MBP3 MBP4

Group 1 (n = 20) 88.1 ± 11.2 76.9 ± 11.0* 103.6 ± 23.1*
†

78.9 ± 13.3*

Group 2 (n = 20) 91.7 ± 12.7 71.4 ± 11.0* 82.7 ± 16.0*
†

72.1 ± 10.9*

Group 3 (n = 20) 93.4 ± 14.0 69.8 ± 12.2* 79.2 ± 16.8*
†

70.8 ± 10.4*

Values are mean ± SD. MBP1: mean arterial pressur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MBP2: mean arterial pressure of 3 minutes after anesthetic

induction, MBP3: mean arterial pressure of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MBP4: mean arterial pressure of 3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2: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Group 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6 ng/ml. *: P ＜ 0.05 compared with MBP 1.
†
: P ＜ 0.05 compared with MB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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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삽관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P ＜ 0.05) 3군

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기관내 삽관 3분 후에는 1,

2, 3군에서 기관내 삽관 직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Table 6).

기관내 삽관 직전까지 투여한 remifentanil의 양은 1군은

57.1 ± 21.1 ug, 2군은 107.3 ± 17.8 ug, 3군은 145.5 ±

22. ug이다.

부작용으로 저혈압과 서맥이 1군과 2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군에서 저혈압과 서맥이 모두 있어서 atropine

0.5 mg과 ephedrine 5 mg을 정주한 예가 하나 있었고 저혈

압만 있어서 ephedrine 5 mg을 정주한 예가 하나 있었다.

고 찰

Propofol은 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에

가장 적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진통효과가 없어서

다른 약제, 주로 아편유사제와의 병용투여가 필요하다. Pro-

pofol과 remifentanil을 같이 사용할 경우 상호 작용에 대해서

도 다양한 보고가 있다. Bouillon 등은
5)

propofol에 의해서

remifentanil의 약역학이 변화되어 중심 분포 용적을 41% 감

소시키며 병용 투여 시에는 최면 작용의 상호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하 고 Mustola 등은
6)

remifentanil이 propofol의

작용발현을 촉진시킨다 하 다. 또한 propofol과 remifentanil

을 병용 투여하면 propofol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고 의식회

복시간도 단축된다.
7)
이러한 장점들에 의하여 propofol과

remifentanl의 병용 투여는 TIVA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Remifentanil은 가장 최근에 임상에 도입되어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의 증가가 기대되는 아편유사제로서 정맥주사 시

30초에서 1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90초 이내

에 최고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의 발현이시간이 짧다.
8)
또

한 비특이적인 조직과 혈장 esterase에 의해 빠르게 분해 되

고 주입시간과 무관하게 회복이 일어나므로 마취 깊이를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혈압 등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신속하게 조절하여 혈역학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3,9)

기관내 삽관 시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remi-

fentanil의 적정 용량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보고 되

었다. Gwak 등은
10)

propofol과 rocuronium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 시 remifentanil 0.5μg/kg/min을 지속 주입하는 경우 서

맥과 저혈압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하 고, McAtamney 등은
11)

rocuronium을 사용하여 기관내삽

관 시 remifentanil 1.0μg/kg의 용량이 심장 박동수를 20%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혈압증가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

라 보고하 고, Hall 등은
12)

propofol과 rocuronium을 사용하

여 마취유도 시 remifentanil 0.5μg/kg 일회 주입 후 0.25μg/

kg/min으로 지속주입하면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마취 전과

유효한 차이가 없다고 하 으며 Byun 등은
13)

propofol을 이

용한 TCI에서 효과처 농도를 4μg/ml로 투여하여 vecuro-

nium으로 마취 유도 시 가장 적절한 용량은 remifentanil

0.25μg/kg을 일회주입 후 0.2μg/kg/min 지속주입이라 하

다. 또한 Nam 등은
14)

propofol 이용한 TCI에서 효과처 농도

를 3μg/ml로 하 을 경우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가 2.5

Table 5. The Changes of Heart Rate (bpm)

HR1 HR2 HR3 HR4

Group 1 (n = 20) 76.7 ± 20.3 74.0 ± 13.4 101.6 ± 15.9*
†

86.2 ± 13.1*
†

Group 2 (n = 20) 71.5 ± 11.6 65.9 ± 9.0* 77.0 ± 12.4
†

70.0 ± 9.2
†

Group 3 (n = 20) 73.9 ± 10.9 63.7 ± 9.5* 75.0 ± 11.2
†

67.7 ± 10.4*
†

Values are mean ± SD. HR1: heart rate before anesthetic induction, HR2: heart rate of 3 minutes after anesthetic induction, HR3: heart rate

of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HR4: heart rate of 3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2: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Group 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6 ng/ml. *: P ＜ 0.05 compared with HR1.
†
: P ＜ 0.05 compared with HR2.

Table 6. The Changes of BIS

BIS1 BIS2 BIS3

Group 1
55.8 ± 9.2 49.9 ± 10.2* 46.1 ± 20.7*

†

(n = 20)

Group 2
53.1 ± 8.9 48.1 ± 10.5* 40.1 ± 10.5*

†

(n = 20)

Group 3
57.5 ± 8.6 56.3 ± 10.0 44.9 ± 8.5*

†

(n = 20)

Values are mean ± SD. BIS1: bispectral index score of 3 minutes

after anesthetic induction, BIS2: bispectral index score of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BIS3: bispectral index score of 3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ng/ml,

Group 2: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Group 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6 ng/ml. *: P ＜ 0.05

compared with BIS1.
†
: P ＜ 0.05 compared with B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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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l일 때 마취 유도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하 다. 이처

럼 다양한 연구 결과는 마취 유도 시 사용한 약물의 종류,

투여방법, 용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각자 다른 방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적절한 remifentanil의 농

도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광봉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은 1959년 Yamamura 등에
15)

의해 처음 기술된 이후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 경추의 움직

임이 제한된 환자 등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는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어왔으며 미국 마취과학회의 어려

운 기도관리 순서에서 비응급 계통로에서 추천되기도 한다.

Han 등은
16)

vecuronium 정주 후 기관내 삽관 시 광봉에 의

한 삽관이 직접 후두경에 의한 삽관보다 기관내 삽관 1분

후와 5분 후의 평균 동맥압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Oh 등은
17)
광봉과 직접후두경과의 기관내 삽관

에 의한 심혈관계의 변화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 다. 이

러한 결과의 차이는 전신마취 전의 혈압차이나 마취유도방

법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술자

의 술기능력이나 경험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한

명의 마취과 의사가 기관내 삽관을 하 으며 기관내 삽관

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봉을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 는데

광봉을 사용한 기관내 삽관 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같이

사용한 선행 연구 논문이 부족하여 기준이 될 만한 remi-

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Park

등은
18)

propofol을 이용한 TCI에서 효과처 농도를 5.4μg/ml

으로 투여하며 rocuronium 0.6 mg/kg을 투여 후 직접후두경

으로 기관내삽관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는 4 ng/ml보

다 2 ng/ml이 혈역학적 변화를 줄이는 적절한 효과처 농도

라 하 다. 본 연구 결과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4μg/ml

에서 광봉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 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 4 ng/ml에서 혈역학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보다 높게 투여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와 본 연구와 다르게 기관내 삽관 직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여된 remifentanil에 의해서 4 ng/ml의 효과처

농도에서 과도하게 혈압 및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여 나타

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BIS는 최면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장치로 효과적인 약물

투여를 위한 마취제의 적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뇌의 각성

정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높아져서 최고 100에 이르며 각

성정도가 감소하면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19)

Glass 등에
20)

의하면 BIS는 midazolam, isoflurane, propofol사용 시 의식의

소실과 최면의 믿을 수 있는 지표라 하 으며 Schmidt 등은
21)

심장 박동수와 혈압보다 BIS가 마취의 각 단계를 잘 구별

할 수 있는 감시 장치라 하 다. 본 연구에서 BIS는 1군과

2군에서는 기관내 삽관 직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

었으나 3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remi-

fentanil의 효과처 농도와 BIS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

다. Guignard 등에
22)
의하면 기관내 삽관 시 remifentanil의

효과는 BIS에 향을 주지 못하고 혈역학적 변화와 BIS의

상승을 억제하기만 한다고 하 으며 Bouillon 등은
23)

BIS의

변화는 remifentanil보다 propofol의 용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하 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일어난 저농도의

remifentanil에서 BIS가 더욱 감소하는 현상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 을 것으로 추정되나 3군 역시 BIS수치가

적합한 마취심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에 큰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봉을 이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며 pro-

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TIVA를 시행할 경우 혈역학

적인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찾고자 하 다. 효과처 농도 2

ng/ml에서는 기관내 삽관 직후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상승

하 고 4 ng/ml과 6 ng/ml에서는 모두 기관내 삽관 직후에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 으나 6 ng/ml에서는 기관 내

삽관 직후 수축기 혈압의 감소와 기관내 삽관 3분 후의 심

장 박동수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저혈압과 서맥의 부작용이

두명(10%)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4 ng/ml에서는 기관내

삽관 직후 수축기 혈압의 감소가 없었으며 기관내 삽관 3

분 후에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없었고 부작용의 발생도 없

었다.

결론적으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4μg/ml에서 광봉을 이

용하여 기관내 삽관 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각각 2

ng/ml, 4 ng/ml, 6 ng/ml으로 투여하 을 경우 부작용 없이

4 ng/ml에서 혈역학적인 변화를 최소화한 마취유도가 가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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