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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emifentanil with Sevoflurane in Subtotal Gastrectomy Patients with Patient 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Sang Hun Ryu, M.D., Do Won Lee, M.D., and Jae Young Kwon, M.D.
Department of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Background:  Remifentanil is an ultra-short acting opioid, and its use has been known to be related to acute opioid withdrawal 

or toleranc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hemodynamic response, recovery characteristics, and postoperative pain 

response after sevoflurane-remifentanil or sevoflurane anesthesia in subtotal gastrectomy patients.

  Methods:  Sixty patients scheduled for gastrectomy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two groups.  Thoracic epidural catheterization 

was performed before anesthesia.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remifentanil (SR group) or sevoflurane (SN group).  

We compared hemodynamic variables during surgery and recovery, the pain and sedation score during recovery, and the pain 

score and analgesic requirements du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Results:  Intraoperative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s in the SR group were lower than in the SN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ubation time and recovery time between patients in the two groups.  The patients in the SN group showed more 

prompt recovery at 15 minutes after extubation.  The VAS scores and analgesic demand of the SR group were greater than in 

the SN group.

  Conclusions:  Intraoperative use of remifentanil with sevoflurane may be related to increased postoperative pain.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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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마취는 술  역학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시간의 수술 후에도 신속하고 부드러운 각성유도  빠

른 인지능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효과

인 술 후 통증 리 한 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일반

으로 sevoflurane은 이런 요구에 부합되는 약제로 알려져 

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1) 단시간 작용 아편유사제인 remi-

fentanil을 함께 사용하면 sevoflurane의 사용량을 일 수 있

어 보다 빠른 마취 회복을 기 할 수 있다. 

  Remifentanil은 μ-수용체에 선택 으로 작용하는 아편유사

제로
2) 작용 발 이 신속하며 액  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특이  esterase에 의해서 사되기 때문에 간 질환  신

질환 유무에 계없이 체내에 축 되지 않고 빠르게 작용

이 소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5) 한 상황민감성 반감

기가 3-5분으로 매우 짧아 장시간 수술시 신마취제와 

함께 보조 진통제로 사용할 경우에도 총 투여량과는 상

없이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취회복 시간을 연장시키거

나 호흡기능 하를 일으킬 험성이 낮은 약물로 알려져 

있다.6,7) 하지만 최근에는 술  remifentanil의 사용이 아편

유사제에 한 성 내성이나 통각과민을 유발하여 술 후 

진통제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8-10)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alfentanil을 지속 정주하는 것

이 morphine에 비해 아편유사제에 한 내성을 더 많이 유

발시키며 이 때 간헐  투여방법보다 지속 정주할 경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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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SN group SR group


Sex (M/F) 15/15 14/16

Age (yr)   55.7 ± 10.4   57.8 ± 10.1

Weight (kg)    65.1 ± 10.3   66.8 ± 10.9

Height (cm) 163.2 ± 8.8 164.2 ± 7.7

Operation time (min)  277.5 ± 59.7  297.8 ± 59.9

Remifentanil infusion (min) N/A  272.3 ± 61.9

Remifentanil dose (μg) N/A  584.7 ± 98.2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성 발 이 더 쉽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11,12) 그리고 

Guignard 등은8) 직장과 결장수술(colorectal surgery)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술  remifentanil의 투여량이 클수록 술 후 첫 

24시간 동안 통증 정도가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고 통증조

을 한 morphine 요구량 역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아편유사제에 한 성 내성의 발 에 있어 동물

실험에서의 연구 결과는 꾸 히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임

상에서의 연 성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13,14)

  일부 환자에서 신마취 후 각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분 

상태, 조, 섬망 등의 반응은 수술 부 의 손상을 래하

거나 환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15,16) 소아 환자에서 

sevoflurane을 사용한 신마취 후 각성 시 흥분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성인 환자에서는 이런 각성시 흥분이 많이 나타

나지는 않으나, 흥분증상이 나타나면 소아 환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evoflurane을 사용한 신마취 하에 부분

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경막외 자가조 진통장치를 이

용해 수술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술 

 추가로 투여된 remifentanil이 마취와 회복에 미치는 향

에 해 살펴보았다.

상  방법

  부분 제술이 정된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상 1-2 에 해당하는 성인 환자 60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수술  신장질환, 신경학  질환, 응고장애, 

정신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수술 날 상 

환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해 사  동의를 받았다. 

  환자들에게는 술  8시간의 식을 시행하 고 수술실 

도착 30분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3 mg을 근

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자동 압기, 맥박

산소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 고 이

분 계수(bispectral index, BIS) 감시 장치(Bispectral indexTM, 

Aspect Model System Inc. USA)를 부착하 다. 환자를 우측

와 로 한 후 항소실법을 이용하여 18-gauge 경막외마취

용 주사바늘(Tuohy needle, B. Braun, Germany)을 7-8번 흉

추 사이나 8-9번 흉추 사이  시도하기 쉬운 부 의 경

막외 공간에 거치시키고, 바늘을 통해 20-gauge 경막외 차단

용 카테터(B. Braun, Germany)를 경막외 공간 내로 3-4 cm 

진시켜 거치하 다. 앙와 로 자세를 돌린 후 카테터가 

정맥이나 지주막하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 

카테터를 통해 epinephrine 15μg이 혼합된 2% lidocaine 3 

ml를 주입하 고 지주막하 차단이나 빈맥이 나타나지 않음

을 확인하 다.

  환자들을 무작 로 선택하여 sevoflurane-remifentanil군(SR

군)과 sevoflurane-normal saline군(SN군)으로 분류하 으며, 

환자들의 성별, 나이, 체 , 마취시간, 수술시간  수술  

경막외강을 통한 국소마취제 투여량에는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 유도를 해 thiopental 

sodium 3.5 mg/kg를 정주하 고, 상용화된 목표농도 주입기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1 ng/ml로 정주하기 시작했고 SN군은 같은 

방법으로 생리식염수의 정주를 시작하 다. 환자의 의식이 

소실됨을 확인한 후 기  내 삽 을 해 근이완제로 rocuro-

nium 0.6 mg/kg를 정주하 고 근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삽 을 시행하 다. 기 내삽  후 마취 유지는 산소와 공

기를 주입하되 정 흡입산소분압을 0.5로 유지하 고 일회 

환기량을 8-10 ml/kg로 하여 기계  환기를 시행하 다. 

기 내삽  후 처음 sevoflurane 흡입농도는 5 vol%로 투여

하다가 BIS 수치가 50 이하로 감소된 경우 2 vol%로 낮추

었고, 이 후 BIS 수치가 40-50을 유지하도록 sevoflurane의 

흡입농도를 조 하 다. 

  경막외마취에 의한 압 방을 해 하트만 용액 10 

ml/kg를 미리 정주하 고, 두 군 모두 수술 시작 에 경막

외카테터를 통해 부하용량으로 fentanyl 100μg이 포함된 

0.2% levobupivacaine 6 ml를 주입하 다. 부하용량 투여 직

후 fentanyl 500μg이 포함된 0.2% levobupivacaine 150 ml 혼

합용액을 경막외자가조 진통장치(Pain Management Provider, 

Abbott, USA)에 거치하여 지속 주입속도 1 ml/hr, 폐쇄간격

(lock-out interval) 30분, 일시 투여량(demand dose) 3 ml로 설

정하 다. 

  심박수, 평균동맥압,  산소포화도는 경막외카테터를 거

치한 후 마취유도  환자의 상태  역학  징후가 안

정되었다고 단된 경우에 측정된 값을 기 값으로 설정하

고, 마취유도 직후부터 15분 간격으로 마취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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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s during 

anesthesia. The mean arterial pressures of SN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SR group.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to SN group.

Fig. 2.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heart rates during anesthesia. 

The heart rates of SN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SR 

group.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to SN group.

Fig. 3.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nasopharyngeal temperatures 

during anesthesia. The temperature is gradually decreased over time, 

but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group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측정하여 기록하 다. 한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호기말 

sevoflurane 농도, BIS 수치, 체온 등도 마취 직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측정, 기록하 다. 그리고 피부 합이 끝남과 동

시에 모든 마취제  약제의 정주를 단한 뒤 발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다. 발  직후부터 15분 간격으로 회복실 

퇴실까지 환자의 의식수 을 Riker sedation-agitation scale 

(SAS)을17) 이용하여 평가하 다. SAS 수는 침 에서 떨어

지려고 하거나 카테터를 빼는 행동 등을 하는 험할 정도

의 흥분 상태를 7 , 억제 를 필요로 하는 매우 흥분된 상

태를 6 , 약간 흥분상태이지만 말로 제어가 되면 5 , 조

용하고 조 이면 4 , 말을 하거나 약간 흔드는 정도의 

자극에 잘 반응하는 정도의 진정 상태를 3 , 강한 물리  

자극에는 깨지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깊은 진정 상태

를 2 , 깨울 수 없는 상태를 1 으로 하 다. 한 발  

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환자의 통증 정도는 시각통증등

(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이용하여 통증이 없는 것을 0

으로 참을 수 없는 아  통증을 10으로 하여 측정하 다. 

환자가 병동에 도착한 뒤부터 6시간 간격으로 경막외자가

조 진통장치를 통해 주입된 국소마취제의 용량  VAS를 

5회 측정하 다.

  모든 자료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분석

은 환자의 나이, 체 , 회복시간 등은 unpaired t-test를 이용

하 고, 성별과 SAS 수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

하 다. 환자의 활력징후와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는 repeated 

measure ANOVA test를 이용했으며 post-hoc으로 Scheffe’s 

test를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마취 후 수술 의 평균동맥 압은 마취 15분 후에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 으며, 그 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SR 군이 SN 군에 비해 낮게 유지되었다(Fig. 1). 심박수는 

마취 후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소견을 보 으며 SR 군에서 

SN 군에 비해 낮게 유지되었다(Fig. 2). 맥박산소포화도와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코인두 체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소견을 보 으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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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S Score during Anesthetic Recovery


SN group SR group
Measurement time SAS score

(number) (number)


15 min* 2 0 6
3 13 8
4 14 9
5 3 7

30 min 3 5 4
4 21 16
5 4 7
6 0 3

45 min 4 27 22
5 3 5
6 0 0
7 0 3


Measurement time: 15 minutes after extubation.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 P ＜ 0.05 between each groups.

Fig. 5. This figure shows the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of each 

groups at 6, 12, 18, 24, and 30 hours after recovery at ward. The VAS 

scores of SR group are greater than those of SN group at 6 to 18 hours 

after recovery.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to SN group.

Fig. 4. This figure shows the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of each 

groups at 15, 30, and 45 minutes after extubation at recovery room. 

The VAS scores of SR group are greater than those of SN group.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SN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SR group: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to SN group.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3).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술  BIS 수

치는 마취 후 105분과 130분에 측정된 값이 마취 후 15분

에 비해 감소하는 소견을 보 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마취제 투여 단 후부터 기 튜 를 발 하는데 걸린 

시간은 SN 군은 6.7 ± 1.9분, SR 군은 8.3 ± 3.15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취회복시간은 SN 군은 

49.5 ± 7.1분이었고 SR 군은 51.0 ± 7.5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회복실에서 압, 심박수  VAS 

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회복실에서의 

SAS 수는 발  15분 후에는 SR 군에서는 9명이 4 , SN 

군에서는 14명이 4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이후

에는 SR 군의 환자가 흥분을 보이는 경우가 약간 많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회복실에서 기

내튜  발  후 15분, 30분, 45분에 측정한 VAS 수는 

SR군에서 SN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ig. 4).

  수술 후 병실에서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약의 용량은 회

복 후 6시간까지 SN 군에서 8.9 ± 2.3 ml, SR 군에서 10.0 

± 2.0 ml, 회복 후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SN 군에서 15.5 ± 

6.4 ml, SR 군에서 14.2 ± 3.8 ml, 회복 후 12시간에서 18시

간까지 SN 군에서 14.6 ± 6.4 ml, SR 군에서 14.3 ± 6.1 ml, 

회복 후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SN 군에서 15.3 ± 6.1 ml, 

SR 군에서 13.3 ± 5.5 ml, 회복 후 24시간에서 30시간 까지 

SN 군에서 7.9 ± 2.1 ml, SR 군에서 8.2 ± 2.2 ml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술 후 VAS 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수술 후 18시간까

지는 SR 군에서 SN 군에 비해 높았다(Fig. 5).

고      찰

  본 연구는 sevoflurane과 함께 투여한 remifentanil이 마취 

 역학  변화, 회복시간, 회복 양상  술 후 통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시행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상 환자는 마취유도 후 수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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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levobupivacaine과 fentanyl을 투여

하여 수술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어느 정도 차단하

다. 마취유지를 해 수술  투여하는 sevoflurane 농도는 

일반 으로 역학  변화를 보고 조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신마취와 경막외마취를 병행하면서 보다 객  기

으로 한 마취깊이를 유지하기 하여 BIS 측정값 40-50

을 기 으로 sevoflurane 흡입농도를 조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mifentanil의 농도는 1 ng/ml

으며, remifentanil의 지속 정주가 마취  sevoflurane의 흡입

농도에 큰 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

구 보고에 의하면 sevoflurane과 함께 remifentanil 1 ng/ml을 

지속 주입한 결과 자율신경계 반응을 최소화하는 sevo-

flurane의 최소폐포내흡입농도(MACBAR)를 60% 정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emi-

fentanil 1 ng/ml 지속 정주가 sevoflurane 흡입농도에 큰 

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BIS

를 기 으로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조 하 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remifentanil을 함께 투여

한 SR 군에서 조군(SN)보다 상 으로 마취깊이가 깊게 

유지되어 평균동맥 압과 심박수가 수술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Remifentanil과 sevoflurane을 함께 사용한 많은 연구에서 

sevoflurane 흡입농도를 역학  변화에 따라 조 한 경우 

sevoflurane의 투여량이 보다 더 감소하 으며, 따라서 마취

회복 시간도 상 으로 짧았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remifentanil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sevoflurane

의 흡입농도는 측정된 BIS 값 40-50을 기 으로 조 하

기 때문에 두 군 간에 sevoflurane의 호기말 농도 차이는 보

이지 않았고 평균동맥 압과 심박수의 감소만을 나타내었다.

  Remifentanil의 투여는 sevoflurane으로 마취할 때와 propofol

로 마취할 때 모두 BIS 수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

고가 있다.19,20) Wang 등은19)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에서 BIS 값을 기 으로 주입농도를 조 한 결

과 propofol과 함께 투여한 용량  간 용량의 remi-

fentanil이 BIS 측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한 Weber 등은20) 소아에서 sevoflurane 마취시 기 내삽  

목 으로 투여한 remifentanil이 BIS 수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한 마취 깊이를 BIS 

수치가 40-50 사이에 있도록 조 한 결과 remifentanil 1 

ng/ml의 지속투여가 BIS 측정값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sevoflurane의 흡입농도에도 큰 향을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 병행 투여가 마취회복 시간에 미

치는 향은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마취 종료 후 

기 내튜 를 발 하는데 걸린 시간  회복실 체류시간도 

두 군 간에 통계학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취  투여한 sevoflurane의 흡입농도가 비슷하 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투여한 remifentanil은 빠른 사

로 인해 회복 시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기 내튜 를 발 하는 기 을 따로 정

하지 않고 투여한 약물의 종류를 모르는 마취과 의사의 

단에 따라 튜 를 발 하게 하 으며, 회복실 퇴실 기 도 

마취과 의사의 단에 따라 정하 다. 이로 인하여 측정의 

오차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 인 임상  기 에 따

라 시행하 고, 시행한 의사가 약물의 군을 몰랐기 때문에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진정  

조 정도는 기 내튜 를 발  후 기 15분까지는 remi-

fentanil을 투여한 군(SR 군)에서 투여하지 않은 군(SN 군)에 

비해 완 히 각성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인 환자  약

간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의 수가 많았으며, 그 이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흥분이나 조의 증상을 보

이는 경우가 많았다. 회복시의 불안이나 조는 주로 소아

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sevoflurane을 사용한 경우가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 미추마취

와 같이 통증을 없애주는 시술을 한 경우 그 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빈도가 감소한다고 한다.22) 성인에서 sevoflurane 

마취 후 조나 흥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보고되고 있

지 않다. 본 연구 결과 remifentanil을 지속 정주한 군에서 

회복과정에 흥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아

마도 remifentanil의 빠른 작용소실에 의한 일시 인 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Remifentanil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아편유사제의 

성 내성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Kissin 등의11,12) 

실험  연구에 따르면 아편유사제에 의한 성 내성은 약

의 역가가 클수록, 약을 일회 투여보다는 지속 투여할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하 다. 한 약의 역가가 큰 remifentanil

을 지속 투여한 여러 연구에서 수술 후 통각과민을 일으키

거나 수술 후 morphine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 하 다.8-10) 척추측만증이 있는 청소년들에서 술  

remifentanil을 지속 투여한 경우와 morphine을 간헐 으로 

투여한 군을 비교한 결과, remifentanil 군에서 술 후 기 4

시간동안 morphine 요구량이 2배 정도 많았고, 24시간 후 

총 morphine 요구량도 30% 더 많았다고 보고하 다.23) 하지

만 술  remifentanil의 지속 투여가 수술 후 통증이나 진통

제 요구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Gustorff 

등은24) 자원자들을 상으로 3시간 동안 remifentanil을 지속 

투여한 후 기  통증유발 실험을 시행한 결과 remifentanil 

투여가 통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 다. Cortinez 등은14)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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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fentanil과 sevoflurane을 함께 투여한 군과 sevoflurane 만 

단독 투여한 군 간에 술 후 morphine 투여량은 두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 Hansen 등은25) 복부 수술 

환자에서 remifentanil을 투여한 군은 수술 후 2시간까지 통

증이 증가하고 morphine 요구량이 증가하 으나 그 이 후에

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회복 직

후라서 정확한 측정이나 조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

만 회복실에서 측정한 통증 수는 remifentanil을 사용한 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회복 직후 통증의 증가가 회

복실에서의 흥분 증상과 일부 연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한 마취 회복 후부터 술 후 18시간까지 두 군 간의 

통증 정도는 remifentanil을 지속 투여한 군에서 투여하지 않

은 군에 비해 VAS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술  투여한 remifentanil이 술 후 통증 증가에 향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두 군 간에 마취회복 과정과 회복 후 18시

간까지의 VAS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경막외 

자가조 진통을 통한 약물의 투여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아마도 경막외 자가조 진통의 특성상 약효가 즉각

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VAS 측정

이 객 인 통증의 정도를 잘 반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emifentanil과 같은 아편유사제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성 내성  통각과민 증상을 연구하기 

해서는 보다 객 인 통증 측정 방법 뿐 아니라 다양한 

수술이나 마취방법에 따라 용하는 방법 등에 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경막외마취를 병행하며 오랜 시간동안 복부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sevoflurane과 함께 투여한 remi-

fentanil이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회복과정에서 흥분 증가

와 함께 술 후 통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

로 sevoflurane을 이용한 마취 시 remifentanil의 지속 투여는 

신 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에 한 

보다 더 많은 연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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