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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effect of intravenous anesthesia with fentanyl or alfentanil on the 

hemodynamic profile, sedation, recovery and side effect in the patients undergoing oocyte retrieval.

  Methods:  The patients were designed to receive alfentanil (group A, n = 70) or fentanyl (group F, n = 70) intravenous anesthesia. 

The patients were given midazolam 0.6 mg/kg and alfentanil 15 μg/kg in group A or fentanyl 1.5 μg/kg in group F.  Propofol 

0.7 mg/kg was given if patient was awaken during procedure. Hemodynamic changes, propofol used dosage and initial propofol 

injecting time, Ramsay Sedation Scales, cough reflex on opioid injection, recovery time, duration of apnea and postoperative nausea, 

vomiting at the recovery room were recorded.

  Results:  Group A had rapid onset, deep sedation, less amount of propofol used, more frequent apnea than group F.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toperative nausea, vomiting and recovery tim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intravenous anesthesia with fentanyl or alfentanil are suitable for oocyte retreival but apnea happened more 

frequent in alfentanil group, so the use of alfentanil needs to monitor ventilation and hemodynamic changes carefully.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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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불임 환자에게 시행 되는 난자 채취(Oocyte retrieval for in 

vitro fertilization)는 보통 5−10 분 내로 끝나는 짧은 외래 

시술이다. 하지만 난자채취용 바늘(aspiration needle)로 질을 

통과하여 복강 내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므로 자극에 견

딜 수 있을 정도의 마취 심도가 요구되며 작용 발  시작

이 빠르고 작용 기간이 짧은 마취가 필요하다. 진통 효과가 

있는 아편유사제만으로는 무의식을 유도하지 못하므로 진

정제 midazolam과 동반하여 fentanyl을 사용해 왔으나 마취 

심도가 낮아 propofol을 동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회복

실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Mertens 등은1) propofol

을 사용하면 환자에게 투여하는 아편유사제의 양을 여 

좋으며 Seitsonen 등도2)
 아편유사제와 propofol을 함께 사용

하는 경우 상승 작용에 의해 자극에 한 반응이 감소한다

고 하 다. 

  Alfentanil은 정주 후 과 뇌에서 농도가 같아지는 시

간이 0.9 분으로 작용 발  시간이 빠르며 다른 아편유사제

와는 다르게 의식 소실을 동반하며 진정 작용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자들은 alfentanil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 마취를 깊게 유도하여 시술  환자의 움직

임을 억제시키고 propofol 사용량을 여 회복 시간을 단축

시키고자 연구를 시작하 다. 

  이에 불임 환자에게 시행되는 난자 채취 시 fentanyl과 al-

fentanil을 midazolam과 병용 사용하여 역학  차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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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msay Sedation Scale (RSS)

Score           Response

1

2

3

4

5

6

Anxious or restless or both

Co-operative, oriented and tranquil

Responding to commands

Brisk response to stimulus

Sluggish response to stimulus

No response to stimulus

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Group A (n = 70) Group F (n = 70)

Age (yr)

Height (cm)

Weight (kg)

Anesthesia time (min)

Plasma estrogen 

 concentrations (pg/ml)

34.2 ± 4.5

161.5 ± 4.0

55.7 ± 6.6

10.3 ± 2.3

 1,641.7 ± 1,127.3

34.8 ± 4.2

159.0 ± 3.5

53.7 ± 5.7

 9.8 ± 2.4

 1,579.7 ± 1,421.8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There were no sig-

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 ＞ 0.05). Group A: 

alfentanil group, Group F: fentanyl group.

효과, propofol 사용량, 각성 시간, 무호흡유무, 회복실에서의 

부작용 등을 비교해 보았다.

상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본원 불임센터에서 

체외수정을 원하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상태 분류상 1−2 

에 속하는 환자 140명을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 

한 병원 임상윤리 원회 승인 후 시술  환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난자채취 시 난포

증식을 해 GnrH (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을 7일 

정도 사용한 뒤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을 주고 

2−3 일 후에 성숙된 난자를 음  가이드 하에 질을 통

해 난자채취용 바늘로 난자를 채취하 다. 외래 마취로 실

시되었으며 alfentanil을 사용하는 A군 70 명, fentanyl을 사

용하는 F군 70 명을 무작 로 정해 실시하 다. 

  환자가 수술실 입실 후 산소를 마스크로 주면서 mid-

azolam 0.06 mg/kg을 주고 난 뒤 A군은 alfentanil 15 μg/kg, 

F군은 fentanyl 1.5 μg/kg의 진정 용량을 정주하 다. 정주 

시 기침 반사의 유무를 기록하 으며 시술 부 를 소독하

고 시술을 시작하 다. 시술 도  환자의 움직임이 심하거

나 수면 상태가 안되면 propofol 0.7 mg/kg를 추가로 정주하

고 계속 움직임이 있을 시 propofol 0.7 mg/kg를 더 정주

하 다. 무호흡이 1 분 이상 지속 시 마스크로 보조 호흡을 

시행하여 맥박산소포화도가 98%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

지하 다.

  환자의 나이, 신장, 체 을 기록하고 시술 1−2 일  마

지막으로 측정한  estrogen 농도를 기록하 다. 입실 후 

마취제 투여 , 마취제 투여 1 분 후, 2.5 분 후, 5 분 후, 

7.5 분 후, 10 분 후에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심박수를 기록하 으며, Ramsay Sedation Scale (RSS, Table 1)

를 1−6 까지 기록하 다. 마취제 투여 후부터 시술이 끝

나는 시간까지의 마취 시간을 기록하 고 propofol을 사용한 

경우 사용 양과 처음 정주 시간을 기록하 으며, 무호흡이 

있는 경우 무호흡 발생 시간과 지속 시간을 기록하 다. 

  회복실에서 오심, 구토 유무를 보았으며 RSS 2  정상

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기록하 고 시술 과정의 기억 여부

를 기록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처리

는 SPSS 11.0 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군간의 나이, 신장, 

체 , 체질량지수(BMI), 각 시간 별로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심박수, 무호흡 지속 시간, RSS 수치,  

estrogen 농도, RSS 2 으로 회복하는 시간, propofol 투여

량과 처음 투여 시간, 총 시술 시간의 연속성 변수의 비교

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 고 무호흡 발생 건수, propo-

fol 사용 건수, 기침 반사, 오심과 구토, 기억 유무의 비연속

성 변수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 으며  

estrogen 농도와 propofol 사용량과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보았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두 군 간의 나이, 신장, 체 , 마취 시간,  estrogen 농

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역학  변화는 수축기 압은 두 군 간의 의미 있는 차

이는 없었지만 이완기 압은 마취 5 분 후 A군 62.0 ± 8.6 

mmHg, F군 57.1 ± 8.5 mmHg로 F군이 의미 있게 낮았다(P 

＜ 0.05). 평균 압은 마취제 투여 1 분 후 A군이 83.0 ± 

12.5 mmHg, F군이 87.9 ± 12.4 mmHg로 A군이 의미 있게 

낮았다(P ＜ 0.05). 심박수도 마취제 투여 1 분 후 A군이 

72.9 ± 11.9 mmHg, F군이 77.5 ± 12.2 mmHg, 마취제 투여 

2.5 분 후 A군이 67.8 ± 12.5 mmHg, F군이 73.1 ± 10.0 

mmHg로 심박수가 alfentanil 군에서 의미 있게 낮았다(P ＜ 

0.05)(Table 3). 

  RSS는 마취제 투여 1 분 후 A군 4.8 ± 0.6 , F군 3.2 ± 

0.7 으로 A군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마취제 투여 5 분 후 

A군이 3.9 ± 0.7 , F군이 4.5 ± 0.9 으로 F군이 의미 있



 강용인 외 8인：Fentanyl과 Alfentanil 정맥 마취 비교

545

Table 3. Hemodynamic and RSS Changes

Group
Time after anesthesia (minutes)

0 (base) 1 2.5 5 7.5 10

SBP (mmHg)

DBP (mmHg)

MAP (mmHg)

HR (beats/min)

RSS (score)

A

F

A

F

A

F

A

F

A

F

129.4 ± 13.0

130.6 ± 16.1

 72.8 ± 8.25

 73.2 ± 10.6

 92.5 ± 10.5

105.3 ± 73.6

 77.9 ± 11.5

 81.4 ± 12.1

  2.0 ± 0

 1.99 ± 0.1

116.6 ± 13.3

120.3 ± 14.9

 64.8 ± 10.2

 66.3 ± 10.9

 83.0 ± 12.5*

 87.9 ± 12.4

 72.9 ± 11.9*

 77.5 ± 12.2

  4.8 ± 0.6*

  3.2 ± 0.7

110.9 ± 12.5

110.1 ± 17.9

 59.5 ± 13.2

 61.5 ± 9.7

 80.3 ± 10.9

 82.2 ± 11.7

 67.8 ± 12.5*

 73.1 ± 10.0

  4.2 ± 0.8

  3.9 ± 1.0

110.6 ± 16.6

105.9 ± 16.7

 62.0 ± 8.6*

 57.1 ± 8.5

 80.6 ± 10.2

 78.7 ± 10.9

 69.0 ± 9.0

 70.0 ± 8.7

  3.9 ± 0.7*

  4.5 ± 0.9

114.4 ± 13.1

111.3 ± 13.7

 61.3 ± 10.6

 59.9 ± 10.0

 81.6 ± 10.7

 81.6 ± 11.4

69.7 ± 8.7

69.0 ± 8.7

 3.3 ± 0.7

 4.0 ± 0.9

115.2 ± 12.4

113.4 ± 16.9

 62.6 ± 8.6

 60.4 ± 10.0

 81.3 ± 9.7

 83.1 ± 12.5

 70.0 ± 9.2

 68.8 ± 8.3

  3.2 ± 0.8

  3.5 ± 0.8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RSS: Ramsay Sedation Scale. *: P ＜ 0.05 between the two groups. A: alfentanil group (n = 70), F: fentanyl group (n = 70).

Table 4. Induction and Recovery Profile

Group A (n = 70) Group F (n = 70)

Cough reflex 

Propofol used

  Dosage (mg)

  Initial injecting time (minutes)

Awareness during procedure

Postoperative nausea, vomiting

Apnea 

  Duration (minutes) 

 7 (8.6%)

36* (51.4%)

 21.0 ± 23.7*

 4.4 ± 1.4

20* (28.6%)

 4 (5.7%)

55* (78.6%)

 2.0 ± 1.5*

 13 (18.6%)

63 (90%)

34.6 ± 19.6

 3.5 ± 1.2

 8 (11.4%)

2 (2.6%)

13 (18.6%)

 0.4 ± 0.8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number (%) or mean ± SD. *: P ＜

0.05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A: alfentanil group, Group F: 

fentanyl group.

게 높았다(P ＜ 0.05). RSS 2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A군이 16.6 ± 7.7 분, F군이 19.3 ± 9.1 분으로 F군이 길었

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3).

  Propofol 사용 건수는 A군이 36건(51.4%)로 수술 시작 후 

4.4 ± 1.4 분에 처음 주입되었고 평균 투여량은 21.0 ± 23.7 

mg이었으며, F군은 사용 건수가 63건(90%)으로 처음 투여 

시간은 3.5 ± 1.2 분이었으며 평균 투여량은 34.6 ± 9.6 mg

이었다. F군이 의미 있게 사용 건수와 평균 사용량이 많았

다(P ＜ 0.05)(Table 4).

 무호흡의 발생 건수는 A군 55건(78.6%), F군 13건(18.6%)

에서 발생하 으며 무호흡 지속 시간도 A군은 2.0 ± 1.5 

분, F군은 0.4 ± 0.8 분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alfenta-

nil 사용 시 무호흡 발생율도 높고 무호흡 지속 시간도 길

었다(P ＜ 0.05)(Table 4).

  기침 반사는 A군 7건(8.6%), F군 13건(18.6%)이었으며 회

복실에서 오심은 A군 4건(5.7%), F군 2건( 2.6%)로 두 군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수술  기억이 있는 경우는 A

군이 20건(28.6%), F군이 8건(11.4%)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

었다(P ＜ 0.05)(Table 4).

   estrogen 농도와 propofol 사용량에 있어서는 P값이 

0.05 이하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고      찰

  체외수정 시 난자 채취를 시행할 때 난자에 미치는 향

이 없고 빠른 마취 회복을 해 midazolam과 fentanyl, pro-

pofol을 병용해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fentanyl을 사용 시 

마취가 깊게 안되고 propofol 사용량이 늘어, 자들은 pro-

pofol 사용량을 여 회복실에서의 환자 퇴실 시간을 단축

하고자 마취 발 이 빠르고 작용 시간이 짧은 alfentanil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 다. 동물실험 결과 fentanyl, sufentanil, 

alfentanil 등은 아편유사제의 기형발생작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임상 으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약제로 추천

되고 있다.4) Shapira 등은5) alfentanil을 사용 시 작용 발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나 난포액에는  농도의 1/10 

정도 소량이 존재한다고 보고하 다. Alfentanil이 fentanyl보

다 난포액으로 더 많이 흡수되지만 분할율(cleavage rate)에 

미치는 향이 없으므로4) 난모세포 회수를 한 마취 시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되었다. 

  Fentanyl은 1960년 반부터 사용되어온 합성 아편유사제

로 morphine보다 100−300 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작

용이 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역학  안정성

을 가지면서 진통 효과와 기억 상실, 자율신경 반사 억제 

기능이 있어 흡입 마취나 정맥 마취 시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다. Fentanyl은 합성 아편유사제인 alfentanil, sufentanil보다 

작용발  시간이 길고 작용 지속기간도 상 으로 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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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entanyl의 약동학  특징과 연 이 있다. 체내 주입된 

fentanyl은 생리  pH에서 pKa가 8.4로 높기 때문에 부분 

90%이상이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며 흡수된 fentanyl의 80%

가 장 단백에 의해 결합되며 40%가 구에 의해 섭취

된다.3) 지질용해도 한 높아 체내 뇌조직 외 지방조직에 

넓게 흡수 분포한다. Bjorkman 등은6) fentanyl의 조직/ 액 

분배계수가 alfentanil의 2−30 배로 신체에 범 하게 분포

한다고 하 다.

  Alfentanil 은 지질용해도가 낮고 장단백결합률이 90%로 

fentanyl보다 높다. 그러나 pK가 6.5 로 상 으로 낮기 때

문에 생리  pH에서 부분 90%가 비이온화 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더 높은 장 단백율에도 불구하고 alfentanil

의 확산 가능한 분율은 fentanyl보다 높다. 한 낮은 지질

용해도로 체내 지방 조직에 의한 alfentanil의 흡수가 덜 일

어나게 되어 빠른 작용 발 과 빠른 효과 상쇄에 기여 한

다.4) Scott 등은3) 뇌조직과 장 내 농도가 같아지는 시 이 

alfentanil이 0.9 분, fentanyl이 4.7 분, sufentanil이 5.8 분이라

고 보고하 다. 자들의 연구에서는 마취제 투여 후 1 분

의 RSS 수가 fentanyl군보다 alfentanil군에서 수가 높게 

나와 alfentanil 사용 시 수면, 진정 작용이 깊고 빨리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마취제 투여 후 5 분에서 fentanyl

이 alfentanil 사용 시 보다 RSS 수가 높게 나온 것은 pro-

pofol 투여에 의한 향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alfentanil군에서 5 분 내로 시술이 끝나

는 경우 propofol 사용 없이 alfentanil-midazolam으로 마취가 

가능했으며. 시술 간에 각성하는 경우, 의식은 돌아왔으

나 통증은 견딜만하다고 했다. 시술이 길어지는 경우에 각

성이 일어나면 propofol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으며 이런 경

우 회복 시간은 fentanyl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학

 차이는 없었다. Fentanyl군은 fentanyl-midazolam으로는 수

면 상태를 유도하지 못했고 통증을 억제시키지 못해 90%에

서 propofol을 사용하 고 사용량도 alfentanil군에 비해 상

으로 많아 회복 시간이 길어졌다. 자들이 연구한 상

들은 난포 증식을 해  estrogen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높은 상태로,  estrogen 농도가 높을수록 propofol의 사

용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es-

trogen 농도가 높을수록 마취제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Flood와 Daniel가7) estrogen이 통증에 의한 

민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것과 연 성을 찾을 수 있다. 

  Propofol은 지질용해도가 높고 기 분포 반감기가 매우 

짧아 회복이 빠르고 오심, 구토가 어 외래 수술 마취에 

많이 선택된다. Seitsonen 등은2) 아편유사제 단독으로는 자

극에 한 반응을 없앨 수도 없고 무의식을 유도할 수 없

지만 아편유사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propofol 양을 늘려야 

한다고 하 다. Propofol bolus 0.7 mg/kg 가 alfentanil bolus 

0.5 mg보다 움직임이 덜하다고 하면서 alfentanil의 최고 효

과는 정주 후 1−1.4 분, fentanyl은 1.6−2 분이라고 하 다. 

Lindholm 등은8) 임신  수술 시 propofol 단독 사용보다는 

fentanyl 1.5 μg/kg이나 alfentanil 15 μg/kg을 동반 사용하는 

것이 수술 상황도 좋게 하고 propofol 양을 이고 술 후 통

증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자들도 아편유사제와 

midazolam으로는 시술 시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움직임이 

많아 propofol을 함께 사용해야만 했고 alfentanil군(51.4%)이 

fentanyl군(90%)보다 propofol 사용 건수가 낮았으며 요구량

도 었다. 

  Alfentanil을 사용한 경우 환자들이 1 분 내로 깊은 수면 

상태가 되고 78.6%에서 무호흡이 발생하 다. 자들은 환

자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해 무호흡이 1 분 이상 지속되

어 맥박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용수환기로 호흡

을 도왔다. 부분 환자들은 의식이 돌아오면서 호흡이 돌

아왔고 아직도 시술이 지속되어 아 하는 경우 propofol을 

추가로 투여하 으며 propofol이 처음 정주되는 시간은 평균 

4.4 ± 1.4 분이었다. 이에 반해 fentanyl군에서는 18.6%에서 

무호흡이 발생하 으며 마취 시작 후 3.5 ± 1.2 분에 propo-

fol이 처음 투여되었고 propofol 투여 후에는 호흡은 유지되

나 호흡수가 감소하고 얕아지는 경향이었다. 난자 채취를 

해서는 RSS가 5−6 은 되어야 시술  움직임이 없고 

시술 후 통증이나 기억이 없었다. 두 군에서 propofol 투여 

시 일시 으로 RSS가 5−6 으로 올라갔다가 곧 RSS 4 

으로 회복되었으며 propofol 투여 시기도 두 군 간에 차이

가 있었는데 fentanyl군에서는 다수 환자의 RSS가 3 으로 

무 깨어 있어 통증 때문에 진행할 수 없어 propofol이 추

가로 투여되었고 이에 비해 alfentanil군에서는 시술 간에 

마취에서 회복되면서 움직여 propofol이 투여되었다. propo-

fol을 사용함으로써 두 군에서 RSS 2 으로 회복되는 시간

은 별 차이가 없었다.

  역학  변화에서 보면 마취약 투여 1 분 후 alfentanil군

에서 심박수가 감소하고 평균 압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 

마취약제 투여 5 분 후 fentanyl군에서 이완기 압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은 propofol의 향이 크다 하겠다. Bilgin 등은9) 

stereotactic brain biopsy에서 fentanyl, alfentanil, remifentanil으

로 마취한 결과 fentanyl이 다른 군보다 월등하게 심박수가 

떨어지고 alfentanil에서는 호흡 하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

다고 하 다. Hull과 Jacobson은10) alfentanil 700 μg 과 fen-

tanyl 100 μg을 짧은 부인과 수술에서 비교한 결과 alfentanil 

군에서 술 후 무호흡이 월등히 많았고 술 후 오심, 구토도 

많았다고 하 고 Cicek 등은11) 경피  신쇄석술 시행 시 

propofol-alfentanil과 propofol-remifentanil에서 안정된 역학

 반응을 보 으나 alfentanil이 호흡에 미치는 향이 크다

고 보고하 다. 임 등의12) 연구에 의하면 백내장 출술을 



 강용인 외 8인：Fentanyl과 Alfentanil 정맥 마취 비교

547

한 안구후차단시 fentanyl보다 alfentanil, remifentanil을 

midazolam과 동반 사용 시 진통 효과, 진정 작용이 크고 

역학 으로 안정하다고 보고하 다. Demirbilek 등은13) pro-

pofol-remifentanil이 propofol-alfentanil 보다 안정 이고 더 효

과 이라고 하 으며, Ozkose 등은14) remifentanil, alfentanil을 

이용한 TIVA (total intravenous anesthesia)시 alfentanil군 환자

들이 회복실에서 호흡 하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나 

부분 구두 자극에 해 깨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하 다. 

Philip 등의15) 외래 환자 연구 보고에 따르면 alfentanil을 사

용한 군의 8%와 remifentanil을 사용한 군의 3%에서 호흡

리를 해 naloxone이 필요하 고 alfentanil 군에서 오심이 

52%로 퇴원지연의 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 의

하면 fentanyl군이 상 으로 역학 으로 안정되었고 al-

fentanil군에서는 무호흡 발생율이 높았으며 alfentanil 군에서 

5.7% 오심, 구토가 발생하여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교  낮

은 수치인데 이는 propofol의 항구토작용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편유사제의 진해작용은 잘 알려져 있으나 fentanyl, al-

fentanil, sufentanil은 일회성 정주 시, 환자의 50%에서 잠시 

동안 지속되는 기침을 유발한다. 이는 J 수용체로 알려져 

있는 C섬유 수용체에 의해 개되는 폐화학반사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진다. atropine 투약에 의해 소실되지 않는 것으

로 서 미주 신경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 평활근

에 있는 자극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기침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추측할 수 있다. β-아드 날린성 작용제의 흡입으로 

투약하여 아편유사제에 의한 기침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4) 

  한 빠른 속도로 아편유사제를 정주하는 경우 근육 경

축(muscle rigidity) 발생이 높다. 특히 fentanyl에서 잘 발생하

며 흉부에 오면 호흡하기가 곤란해진다. 의식이 있는 환자

에서는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임상 으로 제일 먼  

찰되는 근육 경축은 손목 굽힘이 가장 흔하다. 폐유순도와 

기능  잔기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한 환기를 방

해하거나 감소시켜 고탄산 증, 산소증, 두개내압 증가가 

올 수 있다. 마스크와 호흡낭을 이용한 환기가 힘든 경우 

성  폐쇄라 볼 수 있다. 근육이완제를 마약성제제 투여 

후 정주함으로써 방할 수 있으며 은 용량의 midazolam

을 투여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방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아편유사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기침 반사

를 방하기 해 midazolam을 먼  투여하 고 아편유사제

를 빨리 투여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하 지만 alfentanil군은 

8.6%에서 fentanyl군은 18.6%에서 기침이 유발되었다.

  결론 으로 난자 채취 시 fentanyl 는 alfentanil을 이용

한 정맥 마취 비교에서 alfentanil을 사용한 경우 마취 유도

가 빠르고 진정의 효과가 깊어서 propofol 의 사용량을 감소

시킬 수 있었으나 무호흡의 발생이 많아 외래마취 시 안

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심 계와 호흡계의 주의 깊은 감

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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