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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서 Etomidate의 간대성 근경련에 대한 Fentanyl 전처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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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entanyl pretreatment on myoclonus during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etomidate in elderly 
patients 

Ji Hyeon Lee, M.D., Jong Hwan Lee, M.D., Young Jhoon Chin, M.D., Soo Il Lee, M.D., Chan Jong Chung, M.D., Seung Cheol Lee, 
M.D., and So Ron Choi,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Background:  Etomidate is frequently used as an induction agent in the elderly patients.  This study was done to determine 

whether etomidate-based induction can provide hemodynamic stability and fentanyl decreases the incidence of myoclonus.

  Methods:  Eighty ASA II or III patients older than 65 years were randomly allocated to four groups.  Group 1 (n = 20) received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n = 20) received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n = 20) received fentanyl 2 ug/kg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etomidate 0.2 mg/kg, Group 4 (n = 20) received fentanyl 2 

ug/kg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etomidate 0.25 mg/kg.  The time interval from etomidate infusion to loss of eyelash reflex, 

to decrease bispectral index (BIS) 50, to intubation were recorded.  We measured hemodynamic change, the BIS index, the 

incidence, duration and grade of myoclonu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ime interval, mean arterial pressure (MAP), BIS index between groups.  

MAP and HR were increased after intubation in all groups.  The incidence of myoclonus were 25%, 30%, 0%, 15%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cidence and duration of myoclonus between 4 groups, but group 3 had reduced incidence 

compared with group 1.

  Conclusions:  Loss of consciousness and hemodynamic changes during induction with 0.2 mg/kg and 0.25 mg/kg of etomidate 

were appropriate.  Pretreatment with fentanyl and small dose of etomidate decrease the incidence of myoclonu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150∼5)

Key Words:  etomidate, fentanyl, hemodynamic responses, myoclonus.

서      론

   의학의 발달  생활 수 의 향상 등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마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 노인 환

자에서는 연령 증가로 인한 각 장기의 기능 감소, 자율신경

계 기능 변화, 약리학 , 약동학  변화로 약제에 한 감

수성이 증가되어 있으며 심박출량의 감소, 상동맥 류 

감소, 심장 비력의 감소로 인해 일반 인 마취 유도 시 

역학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2,3) 따라서 노인 환

자에서는 기존의 질환과 생리학  변동을 고려하여 신 하

게 마취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신 마취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는 etomidate는 5−15  

이내에 신속하게 작용을 나타내며 3−5분간 작용이 지속된 

후 5−14분 이내에 의식 소실이 회복된다.4-6) 마취 유도 용

량 0.3−0.4 mg/kg에서 자율신경계 반사 작용이 보존되며 

심 계에 미치는 향과 호흡 억제가 어 역학 으로 

불안정한 환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7) 그러나 주사 

시 통증, 정맥 자극, 딸국질, 수술 후 구역과 구토, 부신 피

질 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40−70%에

서 간 성 근경련이 보고되고 있다.4-6,8-10) 

  Etomidate의 부작용  간 성 근경련은 마취 유도 시 나

타나는 것으로 발생기 은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지만 뇌

피질 구조(subcortical structure)의 일시 인 탈억제(dis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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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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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yr)  70.5 ± 4.4  67.7 ± 3.4  67.7 ± 3.2  68.7 ± 3.9

Sex (M/F)  9 / 11  11 / 9  8 / 12  10 / 10

Height (cm) 157.8 ± 9.5 160.9 ± 6.8 158.4 ± 7.1 158.6 ± 9.3

Weight (kg)  57.4 ± 9.7  63.6 ± 8.0  60.3 ± 7.5  59.0 ± 8.6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etomidate 0.2 mg/kg 

after fentanyl 2μg/kg, Group 4: etomidate 0.25 mg/kg after 

fentanyl 2μg/kg.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ccurred 

between groups.

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다.4) 이러한 간 성 근경련

은 etomidate 사용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뇌피질  신경

에 해 억제 작용을 하는 benzodiazepine이나 fentanyl 등의 

opioid를 처치할 경우 발생이 감소된다는 보고들이 있

다.11-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에서 신 마취 유도제

로서 etomidate 사용할 경우 역학 으로 안정 으로 마취 

유도를 할 수 있는지와 fentanyl 처치가 간 성 근경련 발

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신 마취 하에 계획 수술이 정된 미국마취

과학회 신체등 분류 2 는 3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80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은 심 계 질환이나 

여러 가지의 술  검사 상(심 도, 심 음 , 흉부 방사선 

사진) 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이었다. 수술  방문 시 

환자 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한 충분한 

설명 후 술  동의를 구하 다. 환자  진정제나 수면제

를 투여 받는 환자, 뇌신경 장애  근긴장도에 이상이 있

는 환자, 연구에 향을  수 있는 약물의 독을 경험한 

환자, 신장ㆍ간장 질환이 있는 환자, 간질 환자  임산부

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상 환자의 연령, 성별, 신

장  체 의 분포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상 환자는 etomidate 용량과 fentanyl 처치 유무에 따

라 무작 로 네 군으로 나 어졌으며 이 맹검법이 용되

었다. 제1군은 생리 식염수 3 ml 투여 후 etomidate 0.2 

mg/kg로 마취 유도를 시행한 경우, 제2군은 생리 식염수 3 

ml 투여 후 etomidate 0.25 mg/kg를 투여한 경우, 제3군은 

fentanyl 2μg/kg로 처치한 후 etomidate 0.2 mg/kg을 투여

하여 마취 유도를 시행한 경우, 제4군은 fentanyl 2μg/kg로 

처치한 후 etomidate 0.25 mg/kg를 투여한 경우로 하 다.

  모든 환자는 마취 투약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 후 심 도, 맥박 산소 계측기, 요골 동맥에 도 을 거

치하여 심박수, 말  산소 포화도, 심 도 변화  동맥압

을 지속 으로 감시하 다. 한 최면 여부의 객  단

을 해 bispectral index 감시 장치(BIS monitor model 

A-2000, Aspect medical systems Inc., USA) 극을 두부에 

부착하 다. 

  기  압과 심박수, BIS index를 측정한 후, 정해진 용량

의 2% etomidate (Etomidate-LispuroTM, B.Brown, Germany)를 

생리 식염수로 희석하여 10 ml로 만든 뒤 10 에 걸쳐 천

천히 주입하 다. Fentanyl을 처치 하는 군의 경우 

fentanyl 투여 3분 후 etomidate를 투여하 으며 이때 fentanyl

로 인한 무호흡이 발생하는지 찰하 다. 

  모든 환자에서 안검 반사가 소실되고 BIS index가 50미만

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rocuronium 1 mg/kg를 정주

하 으며 100% O2 6 L/min 으로 60−90  이상 용수 환기 

시행 후 기  삽 을 시행하 고 삽  후에는 N2O 2 L/min, 

O2 2 L/min, sevoflurane 3−4 vol%로 기계 호흡을 실시하

다. 

  Etomidate 주입 시작(T0)에서 안검 반사 소실(T1), BIS 

index가 50미만으로 되는 시 (T2), 기  삽 한 시 (T3), 

삽  30  후(T4), 삽  1분 후(T5)시 의 시간을 기록하고 

각 시 에서의 압, 심박수, BIS index를 기록하 다.

  Etomidate 주입시의 통증은 환자에게 통증을 느끼는지 여

부를 물어 서 측정하 고 딸국질과 간 성 근경련은 육안

으로 찰하여 기록하 다. 약제 주입 시 으로부터 간 성 

근경련의 발생 시간과 강도, 지속 시간을 측정하 다. 간

성 근경련의 강도는 4단계로 등 을 나 어 1등 은 움직

임이  없는 경우, 2등 은 약간의 움직임이 하나 는 

그 이상의 사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3등 은 집단의 근육이 

수축하거나 약한 정도의 신  움직임이 있는 경우, 4등

은 신 인 경련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경우로 나 어 평

가하 다. 

  모든 환자의 자료는 평균 ± 표  편차 는 환자수로 표

시하 으며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2.0.0, SPSS Inc., 

USA)를 사용하 다. 군내의 평균 동맥압, 심박수, BIS Index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통해 분석하 으며 

Bonferroni's correction으로 사후 검정하 다. 군 간의 각 시

에서의 비교는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검

정을 사용하 다. 근경련의 발생 빈도와 각 등 의 발생은 

Chi-square test로, 안검 반사 소실 시 과 BIS가 50미만으로 

감소되는 시 간의 상 성은 Spearman correlation 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P ＜ 0.05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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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ime Interval during Induction Period (seconds)

T1 T2 T3

Group 1
39.2 ± 24.8 78.1 ± 53.6 176.5 ± 52.3 

(n = 20)

Group 2
30.4 ± 15.2 78.0 ± 41.7 181.5 ± 37.7

(n = 20)

Group 3
33.4 ± 16.9 81.4 ± 42.4 178.5 ± 42.7

(n = 20)

Group 4
32.2 ± 12.6 57.7 ± 34.5 163.0 ± 29.5

(n = 20)

Values are mean ± SD. T1: time to loss of eyelash reflex, T2: 

time to decrease in BIS ＜ 50, T3: time to tracheal intubation, 

Group 1: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etomidate 0.2 mg/kg after fentanyl 2μg/kg, Group 4: etomidate 

0.25 mg/kg after fentanyl 2μg/kg.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ccurred between groups.

Fig. 1. The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during induction 

period. Values are mean ± SD. T0: a wake baseline, T1: time to 

loss of eyelash reflex, T2: time to decrease in BIS ＜ 50, T3: 

time to tracheal intubation, T4: 30 seconds following intubation, 

T5: 1 min following intubation, Group 1: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etomidate 0.2 mg/kg after fentanyl 2

μg/kg, Group 4: etomidate 0.25 mg/kg after fentanyl 2μg/kg. 

Table 3. The Changes in BIS during Induction Period 

T0 T1 T2 T3 T4 T5

Group 1
93.9 ± 3.3 78.2 ± 10.6 46.7 ± 3.6 45.0 ± 8.4 44.9 ± 9.3 46.0 ± 9.0

(n = 20)

Group 2
90.9 ± 5.6 75.7 ± 12.9 46.4 ± 2.8 45.7 ± 6.8 44.0 ± 7.5 45.2 ± 9.1

(n = 20)

Group 3
91.2 ± 4.2 74.3 ± 10.4 46.4 ± 3.7 43.9 ± 11.1 43.6 ± 8.7 45.8 ± 10.5

(n = 20)

Group 4
92.6 ± 6.1 73.6 ± 17.5 44.6 ± 6.3 42.4 ± 7.8 42.6 ± 5.3 42.6 ± 5.0

(n = 20)

Values are mean ± SD. T0: a wake baseline, T1: time to loss of eyelash reflex, T2: time to decrease in BIS ＜ 50, T3: time to tracheal 

intubation, T4: 30 seconds following intubation, T5: 1 min following intubation, Group 1: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etomidate 0.2 mg/kg after fentanyl 2μg/kg, Group 4: etomidate 0.25 

mg/kg after fentanyl 2μg/kg.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ccurred between groups.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마취 유도 시에 측정된 각 시 까지의 시간은 군 간 차

이가 없었으며(Table 2), 안검 반사 소실 시 과 BIS index가 

50미만으로 감소하는 시 의 상 계수는 0.592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평균 동맥압(Fig. 1), BIS index (Table 3)의 경우 모든 시

에서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동

맥압은 기 내삽  후 모든 군에서 증가되었다. 

  심박수의 경우 T0, T1, T2. T3, T5에서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T4에서는 2군이 4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모든 군에서 기 내삽  후

에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Fig. 2). 

  Etomidate의 주입시 통증은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지 않았

으며, fentanyl 처치로 인한 무호흡도 발생하지 않았다. 간

성 근경련의 발생 빈도와 시간, 그 강도는 Table 4와 같

다. 1군에서는 5명(25%), 2군에서는 6명(30%), 3군의 경우 

근경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4군은 3명(15%)으로 네 군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군에 비해 3군에

서 그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간 성 근경련이 나타난 시간은 1군에서 77.4 ± 21.9 , 2

군에서 55.8 ± 42.4 , 4군에서 106.6 ± 23.0 으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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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s in heart rate during induction period. Values 

are mean ± SD. T0: a wake baseline, T1: time to loss of eyelash 

reflex, T2: time to decrease in BIS ＜ 50, T3: time to tracheal 

intubation, T4: 30 seconds following intubation, T5: 1 min 

following intubation, Group 1: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etomidate 0.2 mg/kg after fentanyl 2μg/kg, Group 

4: etomidate 0.25 mg/kg after fentanyl 2μg/kg. *: P ＜ 0.05 

compared with group 4.

Table 4. The Incidence, Onset Time, Duration of Myoclonu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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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idence (n)  5  6  0*  3

Onset time (sec)  77.4 ± 21.9 55.8 ± 42.4 - 106.6 ± 23.0

Duration (sec) 17.0 ± 8.3 48.3 ± 44.4 -  16.6 ± 11.5

Severity (n)

  Grade 1 15 14 20 17

  Grade 2  3  2  0  2

  Grade 3  2  4  0  0

  Grade 4  0  0  0  1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etomidate 

0.2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2: etomidate 0.25 

mg/kg after normal saline 3 ml, Group 3: etomidate 0.2 mg/kg 

after fentanyl 2μg/kg, Group 4: etomidate 0.25 mg/kg after 

fentanyl 2μg/kg.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시간은 1군에서 17.0 ± 8.3 , 2군에서 48.3 ± 44.4 , 4군에

서 16.6 ± 11.5 로 나타났다. 

고      찰

  노인 환자는 심장 비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마취 

유도시 압과 심박수의 과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 계 질환, 뇌 계 질환을 가

진 환자의 비율이 높아 심근허 , 좌심실 부 , 부정맥  

뇌출 의 험성이 증가된다.2,3) 

  Etomidate는 1972년 임상에 소개된 정맥마취제로 심

계와 호흡기계에 한 작용이 경미하고 안 역이 커서 심

폐기능이 감소된 노인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4,5,7) 그러나, 부신 피질 기능 억제, 주입시의 

통증, 정맥염, 간 성 근경련 등의 단 이 보고되어 왔다.5,7) 

  마취 유도제로 흔히 쓰이는 propofol과 barbiturate의 경우 

심 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15−31%에서 압의 발

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 계 질환이 있거나 량증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경우 심근 수축력 억제, 자

율신경계 반사 차단 등을 일으켜 험한 것으로 알려져 왔

다.15-17) 이에 반해 etomidate는 심근 수축력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심근의 산소요구량에 한 공 의 비율을 개선시키

는 특성을 가진다.18-20) 본 연구에서는 etomidate 주입 후 

압, 서맥과 같은 역학  억제소견이 모든 상에서 나

타나지 않았으며 심박수와 평균 동맥압이 안정 으로 유지

되었다. 그러나 기  삽  후 모든 상에서 심박수와 평균 

동맥압의 상승이 찰되었다. 약물 주입 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에 비해 기  삽  후 20%이상의 상승이 있을 경우

를 고 압과 빈맥으로 정하 을 경우, 1군에서는 14명

(70%), 2군에서는 15명(75%), 3군에서는 16명(80%), 4군에서

는 13명(65%)에서 고 압과 빈맥이 찰되었다. 이는 etomidate

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기  삽 으로 인한 고 압과 빈

맥과 같은 역학  변화를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여러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21,22) 

  Karliczek 등은21) etomidate와 3μg/kg, 6μg/kg의 fentanyl을 

함께 사용하여 기  삽 을 시행하 는데 3μg/kg군에서는 

빈맥과 압 상승이 찰되었으나 6μg/kg군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Leslie의 연구에22) 따르면 

fentanyl과 etomidate를 함께 사용할 경우 기  삽 으로 인

한 과도한 압, 심박수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fentanyl 용

량은 5−10μg/kg이 당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fentanyl

을 처치하 으나 기  삽  후의 과도한 압상승과 빈

맥을 방지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처치한 fentanyl의 용량

이 2μg/kg로 다른 연구에 비해 용량이 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고 압 환자의 경우 

비교 압 환자들에 비해 압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

는데 1군에서는 4명(20%), 2군에서는 5명(25%), 3군에서는 8

명(40%), 4군에서는 5명(25%)명의 고 압 환자들이 포함되

어 있어 압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안검 반사의 소실(T1)과 BIS가 50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

(T2), 기  삽 한 시간(T3)은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군에서 안검 반사가 소실되는 시 이 BIS 50미만으로 

감소하는 시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안검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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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실 시간과 BIS가 50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R = 0.592). 

  Lallemand 등은23) etomidate의 용량과 BIS가 50으로 감소

하는 시 은 서로 련이 없으며 BIS 50미만에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어 기 내삽 이 가능하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찰할 수 있었다. 

  성인의 경우 etomidate의 일반 인 마취 유도 용량은 0.3

−0.4 mg/kg이며 노인 환자의 경우 그 보다 은 용량에서

도 마취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Kim 등은24)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0.26 ± 0.1 mg/kg으로 하게 

마취 유도를 할 수 있으며, Moon 등은25)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0.2 mg/kg, 0.3 mg/kg 모두 합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마취 유도 용량을 0.2 mg/kg, 0.25 mg/kg로 정한 

것은 보다 은 용량의 etomidate를 사용함으로써 간 성 근

경련의 발생 감소  한 마취 유도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기 한 것이었으며, 0.05 mg/kg의 차이를 둔 것은 이 차

이가 간 성 근경련 발생률과 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 목 이었다. 결과상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표본수가 작아 더 많은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tomidate의 심각한 부작용의 하나인 간 성 근경련의 경

우 일반 으로 40−80%의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1-14) 그 발생 기 은 뇌피질 구조(subcortical structure)의 

일시 인 탈억제(disinhibition)로 인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

며 뇌피질  신경에 해 억제 작용을 하는 benzodiazepine

이나 fentanyl 등의 opioid를 처치할 경우 발생이 감소된다

고 한다.11-14)

  본 연구의 경우 3군에서는 모든 상에서 간 성 근경련

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군에서는 15−30%의 발생률을 

보 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낮은 빈도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etomidate의 용량을 0.3 mg/kg를 일반 으로 

사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그 보다 은 용량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간 성 근경련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해 시행한 여러 

연구들을11,14,26-28) 살펴보면 alfentanil, fentanyl, remifentanil, 

midazolam의 사용 시 그 발생이 의미있게 감소하며 강도에 

있어서도 약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Holdcroft 등은29) 

diazepam 처치에 의해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고 보고하 으며, Stockham 등은30) fentanyl 100μg, 250μg, 

500μg을 처치한 후 etomidate를 투여하 을 때 간 성 

근경련의 빈도가 fentanyl의 용량에 비례하여 유의하게 감소

(33%, 13%, 0%)하 다고 밝혔다. 한 Kelsaka 등은14) remi-

fentanil 1μg/kg를 처치 하 을 경우 과량의 fentanyl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무호흡의 발생 없이 간 성 근경련의 

빈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군 간에는 간 성 근경련의 빈도나 강도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군과 3군을 

비교하 을 경우 fentanyl 처치 후 etomidate 0.2 mg/kg을 

투여한 3군에서 fentanyl을 처치 하지 않은 1군에 비해 그 

발생 빈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환자의 경

우 은 환자에 비해 은 용량인 0.2 mg/kg로도 충분하게 

마취 유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용량의 etomidate를 사용할 

경우 소량의 fentanyl 처치로 간 성 근경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군에서 fentanyl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간 성 근경련이 

나타난 표본수가 작았으며, 무호흡을 피하기 해 fentanyl

의 용량을 게 정한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간 성 

근경련의 발생 감소 효과를 두드러지게 찰하기 해서는 

용량의 etomidate 0.2 mg/kg를 사용하여 다양한 용량의 

fentanyl을 사용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노인 환자에서 etomidate 사용 시 한 

압 하나 서맥 없이 안정 으로 마취 유도를 시행할 수 있

었으며, 0.2 mg/kg, 0.25 mg/kg 모두 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간 성 근경련의 발생을 이기 해서

는 은 용량의 etomidate (0.2 mg/kg)와 함께 fentanyl 처

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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