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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smooth tracheal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provokes 
hypotension under desflurane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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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ny reports with hypnotics and opiates have been published for nonrelaxant tracheal intubation. In addition 

to its immediate onset and short duration time, remifentanil can well prevent responses against short and strong stimulation like 

tracheal intubation. However, the high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nonrelaxant tracheal intubation can cause hemodynamic 

instability, thus we tried to estimate the predicted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smooth intubation and provoking 

hypotension.

Methods: Forty three ASA I and II patients were randomly selected to receive an effect-site-controlled infusion of remifentanil 

0, 2, 4, 6 ng/ml and propofol 2 mg/kg. Trachea was intubated after 3 minutes of manual breathing support with desflurane 6 

vol%.  The vital signs, end-tidal concentration of desflurane and responses of patients were recorded before intubation for 3 minutes 

and until 2 minutes after intubation every minute. The effective effect-site concentration (ECe) was calculated at 95% successful 

rate of smooth intubation and at 50% of provoking hypotension (equal to or under 55 mmHg).

Result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stated that 95% ECe of remifentanil for smooth intubation was 8.0 

(5.0−14.3) ng/ml and 50% ECe for provoking hypotension equal to or under 55 mmHg before intubation was 5.0 (2.6−9.7) 

ng/ml.

Conclusions: Remifentanil at 8.0 ng/ml provided good conditions for smooth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but could 

provoked hypotension. Consequently, we recommend the careful observation of the blood pressure with the use of remifentanil 

and the evaluation of the suitable measures to maintain the blood pressure for nonrelaxant tracheal intubation. (Korean J An-

esthesiol 2008; 55: 31∼5)

Key Words: hemodynamic variables, intubating condition, muscle relaxants, remifentanil, tracheal intubation.

서      론

  근이완제는 용이한 기 내삽 을 제공해 주지만, 짧은 수

술이나 외래마취 시 불필요하게 긴 근이완 효과를 보이고, 

지연된 마비, 잔류 근이완 효과와 같은 문제   과민성 

반응 같은 부작용을 보이기도 한다.1) 한 탈분극성 근이완

제인 succinylcholine은 빠른 작용시간과 빠른 회복을 보이지

만, 서맥, 고칼륨 증, 안압, 뇌내압  내압의 증가, 근육

통 등 많은 부작용이 동반되는 문제 이 있다.1) 따라서, 근

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내삽 을 시도하여

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충분한 진통  

한 최면의 깊이는 근이완제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 내삽 을 가능하게 해 주므로, 한 진통과 최면 방

법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2-7) 그러나 기 내삽  시

의 역학  반응을 억제하는 농도에 비하여 근이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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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R0 (n = 8) R2 (n = 11) R4 (n = 11) R6 (n = 12)

Age (yr)  38.4 ± 9.6  39.6 ± 7.0  42.4 ± 7.7  40.6 ± 9.9

Sex (M：F)     3：5     3：8     5：6     5：7

Height (cm) 160.8 ± 7.0 159.7 ± 6.1 161.7 ± 7.3 163.6 ± 10.3

Weight (kg)  58.9 ± 8.1  58.0 ± 8.4  62.6 ± 10.9  62.8 ± 12.7

Baseline MAP (mmHg) 100.1 ± 14.8  93.9 ± 11.2  98.8 ± 21.7  93.3 ± 12.2

Baseline HR (/min)  74.8 ± 18.2  75.2 ± 17.2  60.4 ± 14.6  73.7 ± 15.4

Except sex,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R0: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0 ng/ml, R2: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2 ng/ml, R4: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4 ng/ml, R6: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6 ng/ml.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groups.

Table 2. Scoring System for Intubating Condition

Score

0 1 2

Jaw relaxation Immobile Partly mobile Mobile

 (0−2)

Vocal cords Tightly Partly closed Fully open

 (0−2)  closed  

Patient response Severe One or No coughing

 (0−2)  coughing  two coughing

Intubating conditions were assessed by total score summated the 
scores of three parameters. This system was modified from that of 
Klemola et al.9) Five or more scores were considered as the 
smooth tracheal intubation.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은 고농도의 remifentanil을 필요로 

하므로,4,6) 역학  안정성에 향을 끼칠 것으로 상된다. 

한 Coppens 등에8) 따르면 마취유도를 한 desflurane 투

여는 기 내삽  시 bispectral index에는 향을 미치나, 

역학  안정성에는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 다. 즉 

desflurane을 투여할 경우 remifentanil 효과처농도가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

로 마취유도 후 desflurane  remifentanil 투여 시 remifen-

tanil의 근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에 한 효

과처농도(remifentanil effect-site concentration, CeRemifentanil)와 

압을 일으키는 효과처농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서 시행되었으며, 

수술 에 환자에게 연구에 한 방법과 목 을 설명한 후 

수술  동의를 받았다. 당뇨, 심폐 질환, 신질환, 간질환, 

뇌신경계 질환, 임신 인 환자, 기도 리가 어렵다고 상

되는 환자 등 본 연구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제외하 다.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분류 1, 2의 20−55세 환자 43명을 

remifentanil 효과처농도(0, 2, 4, 6 ng/ml)에 따라 R0, R2, R4, 

R6의 각 네 군(각 8, 11, 11, 13명)으로 카드 선택에 의한 무

작  배정을 통하여 나 었다(Table 1). 마취  처치는 하지 

않았다. 마취유도  역학  안정성을 하여 하트만용액 

4-5 ml/kg를 투여하 고, 마스크로 100% 산소를 약 3분간 

투여하 다. 목포농도조 주입기(Base Primea, Fresenius, Fra-

nce)를 이용하여 remifentanil을 각 군의 목표농도로 투여하

기 시작하면서, propofol 2 mg/kg을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하

다. 이후, desflurane 기화기를 6 vol%로 맞추고, 신선 가

스 유량을 분당 6 L로 유지하면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이 30−35 mmHg가 되도록 유지하며 용수호흡을 3분간 실

시하 다. 3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역학  변화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기록하 다. 기 내삽 을 실시하고 커

를 서서히 팽창시킨 후, 기 내삽 의 정성 평가  다른 

특이사항을 기록하 다. 삽  후 2분간 환자의 반응  

역학  상태를 살펴본 후 삽 튜 를 고정하고 수술 비

를 시작하 다. 모든 시술은 동일한 마취의가 Macintosh 3번 

곡형날이 장착된 후두경으로, 남자 환자에게는 내경 7.5 

mm, 여자 환자에게는 7.0 mm의 polyvinyl chloride 재질의 

튜 를 삽 하 다. 평균동맥압이 55 mmHg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ephedrine 10 mg을 정주하 고, 심박수가 분당 50

회 이하인 경우에는 atropine 0.5 mg을 정주하 다.

  기 내삽  시 Klemola 등이9) 사용한 수 체계를 응용하

여 개구의 용이성(0−2 ), 성 의 열린 정도(0−2 ), 기

내삽  후 환자의 반응정도(0−2 )를 수화하여 6  만

으로 사용하 으며, 총  5  이상을 부드러운 삽 으로 정

의하 다(Table 2).

  군간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  효과처농도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부드러운 삽  여부  압(평균동맥압 ≤ 55 

mmHg) 유발에 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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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d-Tidal Concentration of Desflurane (vol%) before Tracheal Intubation

Time after propofol
R0 (n = 8) R2 (n = 11) R4 (n = 11) R6 (n = 12)

administration

1 min 3.8 ± 0.7 4.0 ± 0.7 4.3 ± 0.8 3.7 ± 1.1
2 min 4.4 ± 0.5 4.5 ± 0.7 4.7 ± 0.6 4.5 ± 0.7
3 min 4.9 ± 0.4 5.0 ± 0.5 5.1 ± 0.4 4.9 ± 0.4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R0: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0 ng/ml, R2: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2 ng/ml, R4: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4 ng/ml, R6: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6 ng/ml.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groups.

Fig. 1. The probability and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

tanil. The 95% effectiv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smooth intubation is 8.0 (95% confidence interval: 5.0−14.3) ng/ml 

and 50% effectiv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pro-

voking hypotension (mean arterial pressure ≤ 55 mmHg) is 5.0 

(95% confidence interval: 2.6−9.7) ng/ml.

50%의 환자에서 압을 유발하는 효과처농도와 부드러운 

삽 의 95% 성공률을 보이는 효과처농도를 계산하 으며, 

회귀모형을 설정하 다. 사용한 로그램은 SPSS 13.0 (SPSS 

Inc., USA)이며, P값이 0.05미만일 때 통계학  유의성이 있

다고 간주하 다.

결      과

  연구 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 체 , 신장, 마취 시작 

 압  심박수는 각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

내삽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3). R6군에서 심한 근강직을 보인 환자가 한 명 

나타나 상에서 제외하 다. R4군에서는 4명이 약한 근강

직을 보 으나, 용수호흡에 큰 지장은 없었다.

  부드러운 삽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성별, 나이, 체 , 신장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부드러운 기 내삽  여부와 통계

학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remifentanil 효과처농도 만

이 유의성을 보 다. 이에, remifentanil 효과처농도로 부드러

운 삽 의 측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도출하 다.

  


 ×



  압 유발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학  유의성을 보이는 독립변수로 remifentanil 효

과처농도에 한 압 유발 측 확률이 도출되었다.

 


 ×



  두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을 살펴보면, 부드러운 삽 을 가

능하게 하는 remifentanil 95% 유효 효과처농도(95% effective 

effect-site concentration: ECe95)는 8.0 ng/ml, 95% 신뢰구간은 

5.0-14.3 ng/ml이었으며, 압을 유발하는 remifentanil 50% 

유효 효과처농도(50% effective effect-site concentration: ECe50)

는 5.0 ng/ml, 95% 신뢰구간은 2.6−9.7 ng/ml가 도출되었다

(Fig. 1).

  분당 50회 이하의 서맥을 보인 환자는 R4군에서 2명, R6

군에서 3명으로 통계학 인 차이는 없었다.

고      찰

  근이완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피하고자 근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근래 들어 propofol을 

이용한 한 최면효과와 아편유사제 투여를 통한 충분한 

진통효과를 이용하여 근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이 시도되고 있다. Propofol은 다른 정맥마취제에 비하여 

근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에 더 하다는 연

구가 있으며,10) remifentanil은 짧은 작용시간  빠른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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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he predicted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

tanil after bolus injection in an ideal adult (70 kg, 170 cm and 40 

year-old male). Data are fitted and redrawn with Minto model. 

Stanpump software (dated 5/11/95, by Shafer SL, Department of 

Anesthesia, Stanford University, USA) is used. Remifentanil 95% 

effective effect-site concentration (ECe95) for smooth intubation in 

this study is indicated.

간을 보여 기 내삽  시의 짧고 강한 자극을 완화시키는

데 한 아편유사제로 인식되고 있다.4,9)

  본 연구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고농

도의 remifentanil이 요구되었으며 역학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압을 유발하는 remifentanil의 50% 유효 효과

처농도(5.0 ng/ml)는 부드러운 삽  시 필요한 95% 유효 효

과처농도(8.0 ng/ml)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만일 더 많은 

환자에서 압을 방지하기 해서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를 더 낮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드러운 

삽 을 하기에는 부 하게 된다.

  Jung과 Lee는11) 의식소실을 하여 propofol 효과처농도 4 

ug/ml과 remifentnil 2, 3, 4 ug/kg을 투여하고 90  후 기

내삽 을 실시하여 삽  용이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3, 4 

ug/kg의 용량이 투여된 경우가 2 ug/kg을 투여한 경우보다 

기 내삽 이 용이함을 주장하 는데, 3, 4 ug/kg의 두 용량 

모두 95%에서 좋음 이상의 삽 환경을 보인 것으로 단하

다. Klemola 등은9) remifentanil 4 ug/kg인 경우, 20명  

17명의 환자에서 삽 이 용이(excellent or good conditions)하

다고 결론 내렸으며, Erhan 등4) 한 4 ug/kg 군에서 95%가 

기 내삽 이 용이한 상태(excellent intubating conditions) 다

고 단하 다. Kim 등도6) 4.01 ug/kg이 95%의 여성에서 근

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에 한 용량이라고 

주장하 다.

  Remifentanil을 일회 정주한 경우의 최고 효과처농도를 

측하기 해서, 키 170 cm, 체  70 kg, 40세 남성의 가상 

환자를 설정하 고, 컴퓨터 로그램(Stanpump, dated 5/11/95, 

Shafer SL, Department of Anesthesia, Stanford University, USA)

으로 모의실험을 하 다. Remifentanil 1, 2, 3, 4, 5 ug/kg을 

일회 정주한 후 효과처농도 변화를 도식화하면, 투여 후 

략 80−100 에서 최고 효과처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최고 효과처농도는 1 ug/kg일 때 4.1 ng/ml, 2 

ug/kg일 때 8.2 ng/ml, 3 ug/kg일 때 12.3 ng/ml, 4 ug/kg일 때 

16.4 ng/ml, 그리고 5 ug/kg일 때 20.0 ng/ml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일회 정주를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 내삽  

시의 remifentnil의 효과처농도는 본 연구보다 더 높은 상태

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remifentanil의 투

여 방법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desflurane 투여가 기 내

삽 에 필요한 remifentanil 효과처농도에 향을 끼친 것인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효과처농도를 목

표로 하는 투여방법이 더 하고, desflurane 한 효과처

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평균동맥압을 유지하기에는 역

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근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부드러운 삽 을 

기 할 수 있는 remifentanil 95% 유효 효과처농도는 8.0 

ng/ml으로, 압을 유발시키는 remifentanil 50% 유효 효과

처농도인 5.0 ng/ml보다 고농도이므로, propofol로 마취유도 

후 remifentanil과 desflurane으로 근이완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 내삽 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부드러운 삽 을 한 노

력과 더불어 압에 한 한 비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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