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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hibitory effects, according to infusion rate of remifentanil, on the hemodynamic responses during 
laryngeal microscop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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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hemodynamic responses to tracheal intubation and placement of a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are increases 

of the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during laryngeal microscopic surgery (LMS). Therefore, several methods have been used 

to attenuate these response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three different infusion rate of remifentanil 

on the hemodynamic responses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are under going LMS.

Methods: Forty-five patients (ASA class 1 and 2) who were scheduled for LM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hree groups.  

The patients received propofol 3μg/ml (the effective target concentration) with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2), 0.3μg/ 

kg/min (Group R0.3), or 0.4μg/kg/min (Group R0.4), respectively. The patients'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mean blood pressure (MBP), and heart rate (HR) were measured at baseline, 1 minute before and after tracheal 

intubation and 1 minute after placement of a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The patients' recovery characteristics (spontaneous 

respiration and eye opening) were assessed at 15 to 30 seconds intervals after discontinuation of the anesthetics.

Results: The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t the time of tracheal intubation and placement of the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were unchanged in Group R0.3, yet they were increased in Group R0.2 and they were decreased in Group R0.4.  The emergence 

time was significantly shorter for the R0.2 and R0.3 Groups than that for Group R0.4.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TIVA with using propofol and remifentanil (0.3μg/kg/min) can provide a stable hemodynamic 

status during LM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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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두 미경하 미세수술은 성  결 , 유두종, 후두 착 

등을 미경과 이 를 이용해 수술하는 방법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으며 당일 수술로 많이 시행되

고 있다. 그러나 기 내삽 과 자보 직 후두경(suspension 

rigid laryngoscope)의 삽입으로 인한 교감신경계 흥분으로 

매우 불안정한 역학  반응을 보인다.1) 이러한 역학  

반응을 방하기 한 다양한 마취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

며 이들  마취 심도를 깊게 유지하는 방법이 많이 선호

되어 왔었다.2-4) 그러나 수술 시간이 짧은 반면 마취 심도가 

무 깊어 환자 각성이 지연되고 회복시간이 연장되는 단

을 보 다. 

  최근 최단시간의 작용시간을 갖는 선택  μ-수용체 작용

제인 remifentanil은 발  시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진통작용이 강하여 유해한 자극에 한 역학  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5,6) 정맥마취제인 propofol 한 발  

시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고 축 효과가 어서 마취로

부터 각성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7,8)  

  이에 자들은 후두 미경하 미세수술 시에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정맥마취 하에서 기 내삽 과 자보 

직 후두경 삽입에 의한 역학  반응을 최소화하며 신속

한 각성이 이루어지는 remifentanil의 정 주입 속도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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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R0.2 Group R0.3 Group R0.4
(n = 15) (n = 15) (n = 15)

Sex (M/F)     11/4     10/5     11/4

Age (yr)  50.9 ± 11.0  50.7 ± 14.5  53.6 ± 13.1

Weight (kg)  63.9 ± 11.9  63.3 ± 12.8  66.9 ± 12.9

Height (cm) 166.9 ± 7.3 166.9 ± 7.1 165.5 ± 7.6

Operation 
 24.3 ± 3.7  26.0 ± 4.3  25.7 ± 3.7

 time (min)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Group R0.2: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3: 
remifentanil 0.3μg/kg/min, Group R0.4: remifentanil 0.4μg/kg/min.

Table 2. Hemodynamic Data before Anesthesia

Group R0.2 Group R0.3 Group R0.4

(n = 15) (n = 15) (n = 15)

SBP 115.3 ± 12.6 117.8 ± 13.5 119.7 ± 13.5

DBP  71.8 ± 8.6  76.1 ± 12.1  76.8 ± 10.9

MBP  86.3 ± 9.6  89.9 ± 11.9  91.1 ± 11.4

HR  69.2 ± 5.6  70.2 ± 4.8  70.1 ± 6.5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BP: mean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Group 
R0.2: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3: remifentanil 0.3μg/ 
kg/min, Group R0.4: remifentanil 0.4μg/kg/min.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후두 미경하 미세수술이 정된 20세에서 

70세 사이의 환자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

에 속하는 45명을 상으로 하 다. 과거력상 심 계 질

환이 있거나 술  항고 압제를 복용 인 환자, 그리고 

마취 유도 에 심박수가 분당 50회/분 이하, 100회/분 이상

인 환자, 는 수축기 압이 160 mmHg이상, 90 mmHg이

하인 환자, 기 내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환자

(Mallampati class ≥ 2)와 기 내삽 을 2회 이상 시도한 환

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병원 임상윤리

원회 허가를 받았으며, 환자  보호자에게 연구 목 과 방

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 다. 환자의 

나이, 성별, 신장, 체 , 수술시간에는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환자들은 수술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

착 후 감시 장치로 심 도, 비침습  자동 압기, 맥박산

소 측정기를 거치하 으며, 지속 인 압 감시를 해 

modified Allen's test를 시행한 후 국소마취하에 좌측 요골동

맥에 22 G카테터를 이용하여 침습  압 감시 장치를 거

치하 다. 

  상 환자는 무작 로 세 군으로 나 었으며, 모든 환자

는 마취 유도 에 탈질소화를 하여 산소 5 L/min를 이용

하여 마스크를 통해 2분간 흡입시켰으며 propofol 정주에 따

른 통증을 감소시키기 해 2% lidocaine 3 ml를 주입하

다. 마취유도는 propofol (Fresofol 2%Ⓡ, Fresenius Kabi, Korea)

을 목표농도주입용 펌 (Orchestra
Ⓡ, Base Prime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해 4.0μg/ml (목표 효과처 농도)를 투여

함과 동시에 군에 따라 remifentanil 0.2μg/kg/min (R0.2 군), 

remifentanil 0.3μg/kg/min (R0.3 군), remifentanil 0.4μg/kg/min 

(R0.4 군)를 지속 으로 정주하 다.

  환자의 의식이 소실된 후 atracurium 0.5 mg/kg을 정주하

고 5분 후에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propofol

을 3μg/ml (목표 효과처 농도)로 감소하여 지속 으로 주입

하 고 O2 1.5 L/min와 Air 2 L/min로 유지하 고 기 내삽

 3분 후에 자보 직 후두경을 삽입하 다. 환자는 마취유

도 (T0)에 앙와 로 일정기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수축

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하

여 이 값을 기 치로 하 으며, 기 내삽  1분 (T1)과 1

분 후(T2), 그리고 자보 직 후두경 삽입 1분 후(T3)에 수축

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하

다. 수술이 끝난 후 모든 마취제의 공 을 단시켰고 근

이완의 역 을 하여 pyridostigmine 0.2 mg/kg과 glycopy-

rrolate 0.008 mg/kg을 정주하 다. 모든 환자의 자발호흡이 

일회호흡량(일회호흡량은 마취기[S/5 Avance anesthesia ma-

chine, datex-ohmeda, USA]에서 환자의 일회호기량이 6 ml/kg 

되었을 때로 하 다.) 이상 회복 되었을 때 시간(spontaneous 

respiration)과 구두명령에 반응하여 을 뜰때 시간(eye ope-

ning)을 마취로부터 회복지수로 보았고 각각의 시간을 측정

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처

리로는 인구학  자료에서는 성별은 chi-square test로, 나이, 

체 , 키, 수술시간에 해서는 Mann-Whitney U test를 시행

하 고, 각 군에서 압과 심박수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행하 다. 이 때, 의의가 있으면 기 치와 비

교는 paired t-test와 Bonferroni 교정법을 이용하 다. 각 군 

간 비교는 one 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 검정은 

Fischer PLSD를 사용하 다. 압  심박수가 마취유도 

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압과 서맥이 발생하

다고 정의하 고, 각 군에서 압과 서맥의 발생빈도

(%)를 측정하 고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각 군간 비

교하 다. 한, 자발호흡이 돌아온 시간과 구두명령에 반

응하여 을 뜰때 시간은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

다.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 (ver. 12.0)를 사용하 으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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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ubation,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in 

patients receiving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2), remi-

fentanil 0.3μg/kg/min (Group R0.3), and remifentanil 0.4μg/kg/ 

min (Group R0.4). Systolic blood pressure at T2 in Group R0.2 

and T2, T3 in Group R0.3 is unchanged compared to T0. It is 

increased at T3 in Group R0.2, but is decreased at T1 in Group 

R0.2 and R0.3. It is also decreased at T1, T2, T3 in Group R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0: before anesthesia, T1:  

1 minute before intubation, T2: 1 minute after intubation, T3: 1 

minute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 P ＜ 0.05 compared 

with T0, 
†

: P ＜ 0.05 compared with T1, 
‡

: P ＜ 0.05 compared 

with R0.2, 
§
: P ＜ 0.05 compared with R0.3.

Fig. 2.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ubation,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in 

patients receiving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2), remi-

fentanil 0.3μg/kg/min (Group R0.3), and remifentanil 0.4μg/kg/min 

(Group R0.4). Diastolic blood pressure at T1 in Group R0.2 and 

T1, T2, T3 in Group R0.3 is unchanged compared to T0. It is 

increased at T2, T3 in Group R0.2, but is decreased at T1, T2, 

T3 in group R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0:  before 

anesthesia, T1: 1 minute before intubation, T2: 1 minute after 

intubation, T3: 1 minute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 P 

＜ 0.05 compared with T0, 
†

: P ＜ 0.05 compared with T1, 
‡

:  

P ＜ 0.05 compared with R0.2, 
§
: P ＜ 0.05 compared with R0.3.

＜ 0.05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마취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그리고 심

박수에도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수축기 압은 기 내삽  에 세 군 모두에서 기 치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R0.2 군은 기 내삽 과 자

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기 내삽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 으며 R0.3 군은 기 내삽 과 자보 직 후두경 삽

입 후에 기 치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R0.4 군

에서는 기 내삽 과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기 내삽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군 간 비교에서는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는 R0.2 군이 R0.3 군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 고 R0.4 군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1).

  이완기 압은 R0.2 군은 기 내삽  과 자보 직 후두

경 삽입 후에 기 치와 기 내삽  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하 으나 R0.3 군은 기 치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R0.4 군에서는 기 내삽  과 후 그리고 자보 직 후

두경 삽입 후에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군 간 

비교에서는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는 R0.2 군이 R0.3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고 R0.4 군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2).

  평균 압은 R0.3 군에서는 기 치에 비해 기 내삽  

과 후 그리고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변화가 없었고, 

R0.2 군에서는 기 내 삽  에 변화가 없었다. R0.2 군에

서 기 내삽  후와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 고 R0.4 군에서는 기 내삽  과 

후 그리고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 군 간 비교에서는 자보직 후두경 거치 후 R0.3 군과 

R0.2 군 간사이는 유의하게 증가하 고 R0.4 군사이는 유의

하게 감소하 다(Fig. 3).

  심박수는 모든 군에서 기 치와 비교하여 기 내 삽  

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 기 내 삽  후와 자보직 후두

경 거치 후를 기 치와 비교시 R0.2 군은 유의한 증가를 보

이고 R0.3 군과 R0.4 군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 군 간 비

교에서는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R0.2 군은 R0.3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고 R0.4 군은 R0.3 군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하 다(Fig. 4).

  자발호흡 회복시간과 을 뜨는 시간은 R0.4 군이 R0.2 

군과 R0.3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길었다(Table 3). 

  마취  압과 서맥은 R0.4 군에서 7 (46.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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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in mean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ubation,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in patients 

receiving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2), remifentanil 0.3 

μg/kg/min (Group R0.3), and remifentanil 0.4μg/kg/min (Group 

R0.4). Mean blood pressure at T1, T2, T3 in Group R0.3 and T1 

in Group R0.2 is unchanged compared to T0. It is increased at 

T2, T3 in Group R0.2, but is decreased at T1, T2, T3 in Group 

R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0: before anesthesia, 

T1: 1 minute before intubation, T2: 1 minute after intubation, T3:  

1 minute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 P ＜ 0.05 compared 

with T0, 
†

: P ＜ 0.05 compared with T1, 
‡

: P ＜ 0.05 compared 

with R0.2, 
§
:  P ＜ 0.05 compared with R0.3.

Table 4. Incidence of Side Effects

Group R0.2 Group R0.3 Group R0.4 
(n = 15) (n = 15) (n = 15)

Hypotension 0 (0%) 0 (0%)  7 (46.7%)*
†

Bradycardia 0 (0%) 0 (0%) 10 (66.7%)*
†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percent). Group R0.2: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3: remifentanil 0.3μg/kg/min, Group R0.4: 
remifentanil 0.4μg/kg/min. *: P ＜ 0.05 compared with Group 
R0.2,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R0.3.

Fig. 4.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in heart rate before and 

after intubation,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in patients 

receiving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2), remifentanil 0.3

μg/kg/min (Group R0.3), and remifentanil 0.4μg/kg/min (Group 

R0.4). Heart rate at T1, T2, T3 in Group R0.3, R0.4 and T1 in 

Group R0.2 is decreased compared to T0. But, it is increased at 

T2, T3 in Group R0.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0:  

before anesthesia, T1: 1 minute before intubation, T2: 1 minute 

after intubation, T3: 1 minute after suspension rigid laryngoscope.  

*: P ＜ 0.05 compared with T0, 
†

: P ＜ 0.05 compared with T1, 
‡

: P ＜ 0.05 compared with R0.2, 
§
: P ＜ 0.05 compared with R0.3.

Table 3. Recovery Characteristics in Each Group

Group R0.2 Group R0.3 Group R0.4 
(n = 15) (n = 15) (n = 15)

Spontaneous 

 respiration 322.0 ± 157.3 346.0 ± 182.8 670.0 ± 149.0*
†

 (sec)

Eye opening
380.0 ± 112.6 384.0 ± 173.9 710.0 ± 161.0*

†

 (sec)

Values are mean ± SD. Group R0.2: remifentanil 0.2μg/kg/min, 
Group R0.3: remifentanil 0.3μg/kg/min, Group R0.4: remifentanil 
0.4μg/kg/min. *: P ＜ 0.05 compared with Group R0.2,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R0.3.

(66.7%)가 발생하 고, R0.2군과 R0.3군에서는 발생하지 않

았다(Table 4). 

고      찰

  후두 미경하 미세수술은 기도와 그 주변의 병변에 

해 시행되는 수술로서 마취  기 을 보호하고 기 내 분

비물과 반사작용을 최소화하며, 수술 후에는 빠른 각성과 

반사작용의 회복이 요구되며 수술 시간이 30분 이내로 짧

을 뿐만 아니라 당일 수술 일정으로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어 수술 후에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험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후두 미경하 미세수술 시에는 기 내삽 과 자보 

직 후두경의 삽입이 필요한데 이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

여 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특히, 추신경계나 심

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뇌출 , 뇌압상승, 심근허 , 심

부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9) 따라서 수술 

 안정화된 활력징후와 격한 역학  변화를 방하기 

한 충분한 마취 심도가 필요하고 단시간 내에 각성과 회

복이 될 수 있는 마취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한 방법으로 lidocaine과 같은 국소마취제를 기

내에 분무하거나, 정맥내에 투여,10,11) nitroprusside와 같은 

확장제 투여,12) nicardipine과 같은 칼슘통로차단제 투여,2) 

알  는 베타수용체 차단제,
13) 아편유사제3,4) 등을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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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상기 방법들은 국소

마취제 사용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 nitroprusside와 같은 

확장제 사용시 압 하강, nicardipine같은 칼슘통로 차단

제 사용시 반사성 빈맥 유발과 알   베타수용체 차단제

를 사용할 경우 서맥과 압등이 유발될 수 있다.14) 특히 

아편유사제 사용시에는 서맥이 더욱 더 유발될 수 있으며 

수술 종료 후 각성이 지연되거나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

다.15) 하지만 remifentanil는 작용시간이 짧고 축 작용이 거

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하 다. 

  Propofol은 발 시간이 빠르고 작용 시간이 짧으며 축  

작용이 어 마취종료 후 의식 회복이 빠르고 항구토 효과

가 있어 마취 유도  유지에 사용되고 있으며,8,16) 한 

thiopental이나 etomidate같은 다른 정맥마취제보다 propofol를 

사용하게 되면 인후두 반사억제 효과가 커서 인후두 반사

로 인한 스트 스 반응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어 역

학  변화가 어든다.17)
 한 propofol에 아편유사제를 추

가하여 함께 투여하면 기 내삽 이 용이해지면서 thiopental

이나 propofol과 같은 정맥마취제의 수면유도 용량을 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8) 

  최근 빠른 마취 유도  회복과 역학  안정을 해 

propofol과 아편유사제를 이용한 정맥마취가 이용되고 있

는데, remifentanil은 다른 아편유사제와 마찬가지로 선택

으로 μ-수용체에 작용하지만, 다른 아편유사제가 간에서 

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구조 으로 에스테르 결합을 가

지고 있어 체내에 범 하게 분포되어 있는 비특이성 에

스테르 분해효소에 의해 사가 빨리 일어나므로 지속 으

로 주입을 하여도 단할 경우 투여시간에 상 없이 약효

가 신속하게 소실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9) Vuyk은20) 

정맥마취 목 으로 fentanyl, sufentanil 는 alfentanil을 이용

한 경우보다 remifentanil을 이용한 경우에 최면효과를 한 

propofol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 Larsen 등은21) 

propofol-re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가 sevoflurane-N2O- 

fentanyl을 이용한 마취와 비교하여 마취유도와 회복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고 하 으며, Suh 등은22) propofol-N2O- 

fentanyl을 이용한 마취보다 propofol-re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 시 기 내삽 으로 인한 역학  변동은 었고 

술  역학  반응은 더 안정 되었다고  하 다. 일반

으로 아편유사제를 이용한 마취의 문제 은 고용량 투여 

시 흉벽의 강직이나 심한 압  서맥 등이 보일 수 있

으며 특히 remifentanil과 함께 propofol이 투여되면 압 감

소와 서맥이 더욱 심할 수 있어서 고용량 투여 시 주의하

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후두 미경하 미세수술 시에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 하에서 기 내삽 , 자보 

직 후두경 삽입, 수술  조작으로 인한 자극등으로 발생한 

역학  변화를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지속 정주 정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R0.4 군에서 기

내삽  후와 자보 직 후두경 거치 후에 기 치에 비해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그리고 심박수 모두

에서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 심박수가 분당 50 회/분이

하의 서맥이 발생한 경우가 10 나 되었으며 술 후 각성시

간도 R0.2 군과 R0.3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으며, R0.2 

군에서는 기 내삽  후와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기

내삽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R0.3 군

에서는 기 내삽  후와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기

치에 비해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압 그리고 심

박수가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 내삽  

후와 자보 직 후두경 삽입 후에 기 내삽  과 비하여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술 후 각성시간은 R0.2 군과 R0.3 

군에서 R0.4 군에 비해 훨씬 짧았다.

  결론 으로 정맥마취 하에서 후두 경하 미세수술 시

에 propofol의 목표 효과처 농도 3μg/ml로 지속 정주하면서 

remifentanil 0.3μg/kg/min로 지속 정주하는 것이 수술  조

작에 따른 역학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각성을 

이룰 수 있는 정 주입 속도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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