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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emifentanil on Hemodynamic Changes in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Rapid Sequence 
Induction using Thiopental-succinylcholine or Propofol-succinylch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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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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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remifentanil on hemodynamic changes in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rapid 

sequence induction using thiopental or propofol and succinylcholine.

Methods: One hundred and twenty patien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30 patients in each group). Anesthesia was induced 

with propofol 2 mg/kg or thiopental 5 mg/kg and succinylcholine 1 mg/kg followed by remifetanil 0.5μg/kg (group PR), 

remifentanil 1μg/kg (group TR) or normal saline as control (group PC, group TC). An endotracheal intubation was performed 

90 s later, and vecuronium 0.08 mg/kg was given for neuromuscular block. Anesthesia was maintained using 1−3 vol% enflurane 

with 2 L/min N2O and 2 L/min O2. Arterial blood pressure (ABP) and heart rate (HR) were recorded before induction, just 

before intubation, and at 1 min intervals for 5 min after intubation. The incidence of hypertension, hypotension, tachycardia, 

and bradycardia were recorded.

Results: ABP in group PR was lower than in group TR, but HR was not different. The incidence of hypotension in group 

PR was higher than group TR or group PC. ABP in groups using remifentanil was lower than in control groups. The incidence 

of hypertension and tachycardia in groups using remifentanil were lower than control groups.

Conclusions: During administration of propofol or thiopental and succinylcholine, remifentanil as a bolus for rapid sequence 

induction attenuated cardiovascular responses to endotracheal intubation effectively, but with a higher incidence of hypotension 

following propofol.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271∼7)

Key Words:  hemodynamic change, propofol, rapid sequence induction, remifentanil, thiopental.

서      론

  장폐쇄나 식도역류병, 산모, 비만 환자 등과 같이 흡인

이 발생할 험이 높은 경우, 안구 는 안면 손상이 심하

거나 마스크 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식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연속마취유도(rapid se-

quence induction) 하에 기 내삽 이 요구된다. 그러나 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기 내삽 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고

압, 빈맥 등 격한 역학  변화를 래할 수 있고,1) 

부정맥, 심근허   경색, 뇌출  등의 발생 험을 증가

시키며, 특히 고 압, 심증 등의 심 계 질환이나, 동맥

류와 같은 계 이상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는 매우 

험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2-4) 따라서 기 내삽 에 의한 

역학  반응을 최소화하기 해 아편유사제, 확장제, 

베타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국소마취제 등 여러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4) 그 에서도 특히 아편유사제는 마취심

도를 깊게 유지해서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기 내삽 으로 인한 과도한 

심 계 변화를 효과 으로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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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Group TC
(n = 30)

Group TR
(n = 30)

Group PC
(n = 30)

Group PR
(n = 30)

Age (yr)

Sex (M/F)

Weight (kg)

Height (cm)

 39.9 ± 2.5 

    15/15

 63.4 ± 2.1

167.0 ± 1.9

 43.4 ± 2.7

    14/16

 61.8 ± 2.5

164.8 ± 1.5

 35.3 ± 2.6

    14/16

 64.5 ± 2.2

166.5 ± 1.6

 38.4 ± 2.7

    15/15

 61.1 ± 1.7

165.0 ± 1.8

Values are mean ± SEM or number of patients.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P ＞ 0.05).

  최근에 소개된 remifentanil은 빠른 발 시간과 짧은 작용

시간으로 인해 이와 같이 역학  변동이 심한 빠른 연속

마취유도 시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편유사제

이다.9-11) 기 내삽  시 효과 으로 압과 심박수의 상승

을 억제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정 용량은 마취유도제와 

근이완제의 종류, 흡입마취제의 병용 여부, 그리고 지속  

혹은 일회 정주와 같은 주입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다.12-17) 마취유도제로서 propofol은 thiopental과 비교하

여 깊은 수 의 수면을 유도하고 심 계 억제작용이 강

하여 기 내삽 으로 인한 역학  반응이 더 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18,19) 따라서 propofol을 사용하여 마취를 유

도할 때에는 thiopental로 마취유도를 할 때보다 은 용량

의 remifentani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마취유도제와 용량조합  어떤 

것이 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압과 심박수의 증가를 더 효

과 으로 억제하고 압과 서맥 등의 부작용이 은지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thiopental 는 pro-

pofol과 succinylcholine을 이용한 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각기 

다른 용량의 remifentanil의 일회 정주 투여가 기 내삽 에 

의한 역학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신마취 하에 선택  수술이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성인 환자 120명을 상으로 

하 다. 고 압, 당뇨병 등 심  질환이나 사성 질환 

 폐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과, 수술  방문에서 상

기도의 해부학  이상이 찰되거나 기 내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환자들, 기 내삽 이 어려워 2회 이상 삽

을 시도하 거나 기 내삽 까지 30  이상 시간이 소요

된 환자들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상 환자들에게는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구

하 으며 본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모든 상 환자들은 수술  자정부터 식을 하 고, 마

취 처치로 환자들에게 수술실 도착 30분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입실한 후 수술 에

서 앙와 로 안정을 취하게 하 고 환자들에게 심 도와 

비침습성 압측정기, 맥박산소계측기 등을 거치하 다.

  상 환자들을 30명씩 무작 로, 마취유도에 사용되는 약

제에 따라 thiopental-remifentanil (TR군), thiopental (TC군), pro-

pofol-remifentanil (PR군), propofol (PC군) 네 군으로 나 었

다. 네 개의 군 사이에 성별, 나이, 체 , 신장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안정된 상태에서 압과 심박수를 2분 간격으로 2회 측

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 치로 하 다. Remifentanil 1 mg을 

100 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모든 군에

서 기 내삽  시행자와 역학  변동 찰자가 마취유도

에 사용된 약제의 조합을 알지 못하도록 이 맹검법을 사

용하 다.

  각기 thiopental 5 mg/kg (TR군, TC군) 는 2% lidocaine 40 

mg 투여 후 propofol 2 mg/kg (PR군, PC군)을 정맥주사하여 

마취를 유도하 다. 의식이 소실된 것을 확인한 뒤 O2 5 L/ 

min으로 용수보조환기하 으며 동시에 succinylcholine 1 mg/ 

kg을 정주하 다. 이어서 remifentanil 1μg/kg (TR군) 는 

0.5μg/kg (PR군)을 투여하 고, 조군(TC군, PC군)의 경우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다. 기 내삽 은 remifentanil 

투여 90  후에 숙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1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삽  시행 후 vecuronium 0.08 mg/kg을 투여하

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기계호흡을 용하 고, O2 2 L/min, N2O 2 L/min, enflurane 

3 vol%로 마취를 유지하다가 압이 감소함에 따라 enflu-

rane의 농도를 조 하 다. 기 내삽  후 체  변경을 포함

한 일체의 자극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다.

  마취유도 (기 치), 삽  직 , 삽  후 5분까지 1분마

다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동맥압  심박수를 측정

하여 기록하 고 기 치에 한 % 변화 정도를 구하 다. 

고 압은 수축기 압이 170 mmHg 이상으로 증가, 압

은 수축기 압이 90 mmHg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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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Hemodynamic Data

Group TC
(n = 30)

Group TR
(n = 30)

Group PC
(n = 30)

Group PR
(n = 30)

SBP (mmHg)

DBP (mmHg)

MAP (mmHg)

HR (beats/min)

Intubation time (s)

 132.3 ± 2.3

  81.1 ± 1.5

 101.0 ± 1.8

  71.4 ± 2.6

  12.3 ± 0.7

 138.2 ± 2.3

  79.1 ± 1.1

 102.4 ± 1.2

  76.1 ± 2.6

  12.0 ± 0.6

130.6 ± 2.5

 73.9 ± 1.4

 96.3 ± 1.7

 66.3 ± 1.8

 10.9 ± 0.5

134.4 ± 3.7

 76.8 ± 1.8

 99.1 ± 2.6

 75.2 ± 3.1

 12.7 ± 0.8

Values are mean ± SEM.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P ＞ 0.05).

Fig. 1.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in group TC, group 

TR, group PC, and group PR. Values are mean ± SEM. Base: 

baseline, PreT: before intubation, PostT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

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with base. There a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

rences between group TC and group TR (P ＜ 0.05), between 

group PC and group PR (P ＜ 0.05), and between group TR and 

group PR (P ＜ 0.05). †: P ＜ 0.05 compared with eac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R.

Fig. 2.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in group TC, group TR, 

group PC, and group PR. Values are mean ± SEM. Base: 

baseline, PreT: before intubation, PostT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

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with base. There a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group TC and group TR (P ＜ 0.05), between 

group PC and group PR (P ＜ 0.05), and between group TR and 

group PR (P ＜ 0.05). †: P ＜ 0.05 compared with eac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R.

고, 빈맥과 서맥은 각각 심박수가 100 beats/min 이상, 50 

beats/min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 다. 고 압, 압, 빈맥, 

서맥  부정맥 발생 여부와 기 내삽  소요 시간을 기록

하 으며, 수축기 압이 80 mmHg 미만으로 감소하 을 때 

ephedrine 8 mg, 심박수가 50 beats/min 미만으로 감소하 을 

때 atropine 0.5 mg을 정주하 다.

  모든 값은 평균 ± 표 오차로 표시하 다. 모든 측정치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3.0)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각 

군 간의 인구학  자료에 해서 나이, 신장, 체 은 일원

분산분석법(one way ANOVA)으로 성별과 고 압, 압, 

빈맥  서맥의 빈도에 해서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 다. 시간에 따른 두 군 간의 압  심

박수 비교  군 내에서의 기 치와의 비교는 반복분산분

석법(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사용하 으며 단순

비로 검정하 다. 분석 결과는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하 다.

결      과

  마취유도 에 측정한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동맥

압  심박수의 기 치, 그리고 기 내삽 에 소요된 시간

에 따른 네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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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cent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compared with 

base. Values are mean ± SEM. Base: baseline, PreT: before intu-

bation, PostT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TC: induc-

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

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Fig. 4. Changes of heart rate in group TC, group TR, group PC, 

and group PR. Values are mean ± SEM. Base: baseline, PreT: 

before intubation, PostT1−5: 1−5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with base. There i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 TC and group TR (P ＜ 0.05). There i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 PC and group PR (P ＞ 0.05). 

There i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 TR and 

group PR (P ＞ 0.05).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C.

Fig. 3.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in group TC, group TR, 

group PC, and group PR. Values are mean ± SEM. Base: base-

line, PreT: before intubation, PostT1−5: 1−5 minute after intu-

bation,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 P ＜ 0.05 

compared with base. There a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

ween group TC and group TR (P ＜ 0.05), between group PC 

and group PR (P ＜ 0.05), and between group TR and group PR 

(P ＜ 0.05). †: P ＜ 0.05 compared with eac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R.

  압 변화를 살펴보면 TC군과 PC군 모두 삽 후 1분에 

기 치보다 유의하게 상승하 다가(P ＜ 0.05) 감소하 다

(Fig. 1−3). TR군은 삽  후 1분을 제외한  기간에서 

압이 기 치보다 감소하 으며(P ＜ 0.05), PR군은 삽  후 

1분의 평균동맥압과 이완기 압을 제외한 모든 측정에서 

기 치보다 감소하 다(P ＜ 0.05) (Fig. 1−3). 심박수는 TC

군과 PC군 모두 삽  3분 후까지 기 치보다 유의하게 상승

하 으며(P ＜ 0.05) 이후 기 치로 회복되었다(Fig. 4). TR군

에서는 기 내삽  1분 후에 유의하게 상승하 다가 삽  

후 3분부터 하락하 고(P ＜ 0.05), 이에 비해 PR군은 기

내삽  직 부터 기 내삽  3분 후까지는 기 치와 비교했

을 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안정 으로 

유지되다가 4분 후 부터는 하락하 다(P ＜ 0.05) (Fig. 4).

  TR군과 PR군 간의 비교에서는 PR군의 수축기 압, 이완

기 압  평균동맥압이 모두 TR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으나(P ＜ 0.05)(Fig. 1−3), 심박수는 두 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4). Remifentanil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조군을 비교하 을 때 TR군과 PR군

의 압은 TC군과 PC군에 비하여 각각 의미있게 억제되었

으며(P ＜ 0.05)(Fig. 1−3), 심박수는 TC군과 TR군은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5), PC군과 PR군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4).

  평균동맥압은 기 치와 비교하여 삽  후 1분에 TC군은 

43.3 ± 3.7%, PC군은 34.7 ± 3.5%, TR군은 3.7 ± 3.3% 증가

하 으나, PR군은 오히려 3.0 ± 4.5% 감소하 다(Fig. 5). 심

박수는 삽  후 1분에 기 치와 비교하여 TC군은 52.9 ± 

5.3%, PC군은 44.3 ± 3.7%, TR군은 15.1 ± 3.5%, PR군은 



 최근주 외 5인：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Remifentanil의 향

275

Table 3. Incidence of Adverse Events

Group TC
(n = 30)

Group TR
(n = 30)

Group PC
(n = 30)

Group PR
(n = 30)

Hypertension (SBP ＞ 170 mmHg)

Tachycardia (HR ＞ 100 beats/min)

Hypotension (SBP ＜ 80 mmHg)

Bradycardia (HR ＜ 50 beats/min)

16 (53)

25 (83)

 0 (0)

 0 (0)

0 (0)*†

9 (30)†

5 (17)

1 (3)

 9 (30)

14 (47)†

 3 (10)

 0 (0)

 2 (7)*†

 5 (17)*†

13 (43)*†‡

 2 (7)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Group TC: induction with thio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PC,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C,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R.

Fig. 6. Percent changes of heart rate compared with base. Values 

are mean ± SEM. Base: baseline, Preint: before intubation, Post1−
5: 1−5 minute after intubation, Group TC: induction with thio-

pental, Group TR: induction with thiopental and remifentanil, Group 

P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PR: induction with propofol 

and remifentanil.

9.9 ± 4.4% 순으로 증가하 고, 삽  후 5분에는 PC군과 TC

군은 기 치에 비해 각각 9.9 ± 3.2%, 16.6 ± 3.6% 높았으나 

TR군과 PR군은 11.3 ± 2.7%, 13.4 ± 5.3% 낮았다(Fig. 6).

  기 내삽  후 부작용의 발생 빈도를 보면, 고 압은 TR

군에서는 없었고 PR군에서는 2명(7%)에서 발생하여 각각의 

조군인 TC군, PC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빈도가 낮았으

며(P ＜ 0.05), 빈맥은 TR군 9명(30%), PR군 5명(17%)으로 

나타나 각각의 조군과 비교하 을 때 빈도수는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압의 경우 PR군에서 13명(43%)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PC군과 TR군과 각각 비교했

을 때에도 통계 으로 의미가 있었다(P ＜ 0.05). 서맥은 PR

군 2명(7%), TR군 1명(3%)에서 발생하 으며 TC군과 PC군

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R군과 PR군은 압의 발생 빈도의 유의한 차이 외에 

다른 부작용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 결과 정상 성인에서 propofol 2 mg/kg 는 thio-

pental 5 mg/kg과 succinylcholine 1 mg/kg으로 빠른 연속마취

유도 시 각기 0.5μg/kg과 1μg/kg의 remifentanil은 기 내삽

에 의한 심 계 반응을 억제하 으며, propofol로 마취

유도 시 심 계 억제가 더 하게 나타났다.

  Remifentanil은 fentanyl, alfentanil과 같이 μ 수용체에 작용

하는 아편유사제로 발  시간이 1.5분 내외로 빠르고 강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으며, 비특이  에스테르분해효소에 의

해 빠르게 사되기 때문에 간질환  신질환 등 환자의 

신 상태의 향을 받지 않으며 반감기(elimination half 

life)가 9.5분 정도로 짧은 등8-10) 여러 장 이 있다. 따라서 

기 내삽 에 의한 역학  반응을 억제시키기 한 보조

제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O'Hare 등은12) thiopental (5−7 mg/kg)과 succinylcholine으

로 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Lee 등은13) thiopental (5 mg/kg)과 

함께 sevoflurane-N2O-O2와 rocuronium으로 마취유도 시 보조

 투여로서 remifentanil 1.0μg/kg의 일회 정주가 기 내삽

 후 과도한 역학  반응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 용량임을 보고하 고, McAtamney 등은14) thiopental(5−
7 mg/kg)과 rocuronium으로 마취유도 시 remifentanil 1.0μg/ 

kg의 보조 투여가 삽 으로 인한 과도한 압 증가를 효과

으로 억제한다고 하 다. 한 Cha 등은15) propofol 2 mg/ 

kg과 rocuronium을 이용하여 마취유도 시 remifentanil 0.5μg/ 

kg의 일회 정주가 정 용량임을 보고하 고, Byun 등은16) 

propofol의 목표농도주입으로 마취유도 시 remifentanil 0.5μg/ 

kg 일회 정주 후 0.2μg/kg/min의 지속 정주로, Hall 등은17) 

propofol과 함께 isoflurane-N2O-O2와 rocuronium으로 마취유

도 시 remifentanil 0.5μg/kg 일회 정주 후 0.25−0.5μg/kg/ 

min을 지속 정주하여 기 내삽 으로 인한 과도한 역학

 반응을 효과 으로 차단하 음을 보고하 다.

  Propofol은 thiopental에 비하여 마취유도와 기 내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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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스트 스 호르몬 분비가 고, 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카테콜아민에 한 심 계 평활근의 반응을 억제하기 때

문에 압 상승이 다고 알려져 있다.18,19) 따라서 propofol

로 마취유도 시 thiopental에 비해 더 은 용량의 remifen-

tanil을 사용하여 기 내삽 에 한 심 계 반응을 차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 보고된 remifentanil의 정 용량에 근

거하여 thiopental로 마취유도 시에는 remifentanil 1.0μg/kg

을, propofol을 사용할 때는 remifentanil 0.5μg/kg을 일회 정

주로 투여하 다.

  PR군은 더 은 용량의 remifentanil을 투여하 음에도 TR

군보다 압 상승의 억제 정도가 더 하여 삽  후 1분

에도 기 치에 비해 압이 오히려 감소하 으며, 압의 

빈도 한 높아 PR군에서는 압이 13명(43%)으로 TR군

의 5명(17%)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 고 propofol만 사용

한 조군의 3명(10%) 보다도 많은 빈도의 압이 발생

하 다.

  Cha 등의15) 연구에서는 propofol 2 mg/kg와 remifentanil 0.5 

μg/kg을 사용했을 때 20명  3명(15%)에서, propofol만을 

사용한 조군에서는 1명(5%)에서 압이 발생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는 Cha 등의15) 연구에서 기

내삽  후 한 마취심도의 유지를 해 2 vol% sevoflu-

rane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3 vol% enflurane을 사용

하 는데 마취유지에 사용된 흡입마취제의 용량 차이로 인

해 본 연구에서 마취심도가 더 깊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압의 기 이 수축기 압 85 

mmHg 이하로 본 연구보다 낮았기 때문에 압의 빈도수

가 더 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PR군에서 TR군보다 삽  후 압의 상승 억제가 했

던 반면 심박수는 두 군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기 내삽  후 1분에 TR군에서의 심박수 상

승에도 불구하고 삽  후 3, 4, 5분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

져 두 군 체를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삽  후 3

분까지 만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 인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PR군에서 기

내삽  직 부터 기 내삽  3분 후까지는 기 치와 유의

한 차이 없이 심박수가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서맥의 빈

도 한 TR군의 1명(3%)과 비교 하 을 때 2명(7%)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빈맥의 빈도는 PR군에서 5명(17%)

으로 TR군의 9명(30%)보다 게 나타났다. 

  즉 PR군은 TR군에 비해 빠른 연속마취유도 시 압 

등의 부작용이 래될 수 있지만, 심 계 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빈맥이 효과 으로 억제되면서도 서맥 등의 부작

용이 하게 나타나지 않고 심박수가 안정 으로 유지되

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마취유도 시 remifentanil을 투여한 경우 삽  

후 1분에도 TR군의 이완기 압을 제외하면 기 치와 비교

하여 압이 증가하지 않아 각 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삽

 후 압 상승 억제 효과를 보 으나 이 후 모든 시간

에서 압은 기 치에 비해 차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곧 remifentanil을 투여한 군이 삽 에 의한 심

계 반응을 막는 데에는 효과 이지만 압에 빠질 가

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압의 문제

는 5분간 자극을 가하지 않고 찰한 결과이며, 만약 삽  

후 심 계가 안정된 다음에 튜  고정 는 카테터 삽입 

등의 외과  수술 비를 한다면 압의 가능성을 많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R군의 경우는 TR군

에 비하여 더 은 용량의 remifentanil을 사용하 음에도 심

계 억제 효과가 강하여 압의 발생 여부에 더욱 유

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 계 질환이 없는 

은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특히 노인이나 심 계 질

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역학  변동이 더욱 심하므로 기

내삽 에 의한 빈맥과 고 압 그리고 뒤이은 서맥, 

압의 빈도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thiopental 는 propofol과 remifentanil을 함께 사용하여 

마취유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약물들과 그 용량의 

선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 많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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