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Anesthesiol 2009 Mar; 56(3): 295-302
□ Clinical Research Article □

DOI: 10.4097/kjae.2009.56.3.295

295

중환자실 환자의 안정과 통증조절에 관한 조사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동아 학교 의과 학 동아의료원 내과학교실

이윤경ㆍ양홍석ㆍ정성문ㆍ 고운ㆍ엄수정*

Received: October 9, 2008.

Accepted: November 15, 2008.

Corresponding author: Hong-Seuk Y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338-1, Pungnap-dong, Songpa-gu, Seoul 138-040, Korea. 

Tel: 82-2-3010-3865, Fax: 82-2-470-1363, E-mail: hsyang@amc.seoul.kr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09

Clinical survey of sedation and analgesia procedures in intensive care units 

Yoon Kyung Lee, Hong-Seuk Yang, Sung-moon Jeong, Go-woon Jun, and Su Jeong U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proper use of sedation and analgesia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minimizes i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Otherwise, patients can suffer from recall, nightmares, and depression after discharge. We investigated the sedatives, an-

algesics, and muscle relaxants used in the ICU.

  Methods: We visited 79 ICUs in 52 training hospitals and noted the use of sedatives, analgesics, and muscle relaxants from 

July, 2007, to December, 2007, using a 5-item questionnaire with 57 sub-questions. The survey evaluated the ICU system admin-

istration of analgesics and muscle relaxants.

  Results:  Most ICU management is done by the anesthesiology department (55%). Most have resident doctors (63.3%) and 

an ICU committee (60.8%) in charge of the ICU, as well as a special ICU chart (88.6%) and scoring system (65.8%). Most 

hospitals have a consulting system (94.9%). The standard ICU analgesics are fentanyl (65.8%), NSAIDs (53.2%), and morphine 

(48.1%).   

  Conclusions: Adequate sedation is difficult to achieve in the ICU, but is important for patient comfort and to reduce ICU 

stay duration. Awareness of patient status and appropriate drug/protocol use are therefore important.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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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 환자의 안정과 통증조 은 낯선 환경에 한 

신체   심리  충격을 하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 후에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데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 환자

실에서는 여러 감시 장비들과 인공호흡기에 의한 단조로운 

소음에 의해 환자는 불안을 호소하며 각종 카테터가 거치

되어 있어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1]. 기 내 삽 으

로 인한 의사 소통의 어려움으로 70% 이상에서 매우 불쾌

한 경험을 하게 되고 퇴원 이후 악몽과 회상(recall)을 유발

할 수 있다 [2]. 사람의 수면, 각성조 은 항상성 유지와 일

간(circadian)리듬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정상 으로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24시간의 생체주기로 야간에는 

수면을 돕고 낮에는 깨어있게 한다. 빛은 각성을 진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하여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데 [3] 

환자실은 24시간 밝게 유지되어 밤이 없으므로 충분한 수

면을 취할 수 없다.

  환자의 한 호흡 리를 해 기계 호흡시 vecuronium, 

rocuronium 등의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데 이와 함께 여러 가

지 안정제나 진통제를 단독 는 병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안정제로는 barbiturate계의 pentobarbital과 thiopental sodium, 

benzodiazepine계의 midazolam과 diazepam 등과 그외에 pro-

pofol, etomidate가 있고 통증조 을 해서는 morphine, fen-

tanyl, remifentanil 등과 같은 아편유사제들을 투여한다. 상황

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여 정 용량을 투여하면 근이완제

의 사용을 일 수 있고 한 깊이의 안정과 통증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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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Questionnaire about Sedation and Analgesia at ICU

The structure of hospital and ICUs

The number of total inpatient’s beds, beds of ICUs 

The number of sub-ICUs and subclassify criteria

The number of admission per day to ICU and the periods 

of ICU treatment 

The management system of ICUs 

Special committee and special medical doctor to manage the 

ICU only 

Proportion of consultation to other department besides

the main department

Special scale to assess the patients and the type of yours

Special chart to manage the patients in the ICU

The sedatives used in ICUs

The frequency of total sedative administration 

The proportion of the patients receive the sedatives

The prescribed frequency and the purpose

Prescriber and criteria to give sedatives 

Assessment scale of the patient’s degree of sedation  

The methods of administration, duration and the dosage of 

each sedatives

The analgesics used in ICUs

The frequency of total analgesic administration 

The kind of analgesics

The preferred methods of administration of analgesics 

The mechanical ventilation and the neuromuscular blocker

The propor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out of all patients 

in the ICU

The purpose and the average periods of the mechanical

ventilation

The frequency of the neuromuscular blocker administration 

The kind and the purpose of neuromuscular blockers 

The frequency of reversal agents for the neuromuscular 

blockers

ICU: intensive care unit. Fig. 1. The main department of ICU management.

가능하며 환자실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이고 조기 회복

을 유도할 수 있다 [4]. 최근 안정과 통증조 의 요성이 

두되면서 sedo-analgesia 는 analgesia-sedation의 개념이 

나왔으나 [4] 안정과 통증조 을 한 비용은 환자실 

체 비용의 1−3.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5]. 

  안정제나 진통제가 지속 으로 투여되는 환자의 의식 정

도를 악하기 하여 BIS (Bispetral index, 이 분 계수)를 

부착하여 감시할 수 있고 sedation agitation score, Ramsay 

scale, GCS (Glasgow coma scale), APACHE score (acute physi-

ology, age,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등을 이용하여 항

목별로 수치화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6]. 이러한 방법을 

주기 으로 사용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환자의 진정상태를 

히 유지하는 기 으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련 병원을 상으로 환자실 환자에

서 호흡 리를 한 근이완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는 진정제, 

진통제의 종류  투여방법을 알아보고 환자의 안정과 통

증의 리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설문지는 5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의 세부 항목을 가진 

체 57개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다항식 선택방법을 사용

하 고 약제의 용량 등에 한 질문은 서술형으로 하 다. 

국 52개 수련병원의 79개 환자실을 상으로 2007년 7

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개월간 환자실 환자의 진정을 

하여 사용되는 약제의 실태를 방문 조사하 다. 

  질문의 내용은 체 입원 병상 수와 환자실의 병상 수, 

일일 평균 환자실 입원 환자 수 등과 같은 환자실의 

규모에 한 것과 환자실 리 원회의 유무, 환자실 

담의사의 상주 여부, 환자 평가를 한 수  기록표의 

유무 등의 리체계에 한 내용  진정제나 진통제의 사

용여부와 선택이유, 그 종류  용량, 투여방법과 선호하는 

이유 등과 같은 질문이었다(Table 1).

  결과는 체 상 환자실에 한 백분율로 산출하 으

며, 일부 2개 이상 선택한 경우는 각각의 항목별로 체 

상 수에 한 백분율로 표시하 다.

결      과

  총 52개의 병원을 상으로 하 고, 환자실은 모두 79

개 으며,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환자 리를 하는 환자실

은 44개 다(Fig. 1). 체 입원환자 병상 수는 300개 이하

가 16개, 300−500병상 병원이 7개, 500−800병상이 22개, 

800−1,000병상이 12개, 1,000병상 이상이 15개 병원이었으

며 7개 병원에서는 이 문항에 한 답변이 없었다. 세부 

환자실은 27개 병원에서 2가지 이하, 47개 병원에서 3가지 

이상을 운 하 고, 이  17개 병원에서는 5가지 이상을 운

하 다. 환자실은 82.2%에서 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

경과, 소아과 환자실 등 소속된 과에 따라 분류하 다. 

  환자실의 병상 수는 10개 이내가 2개 으며, 10−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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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tructure of intensive care unit.

Fig. 3. ICU system.

Fig. 4. The administration of sedatives.

Fig. 5. Common sedatives at ICU.

가 32개, 20개 이상이 37개 고 무응답이 8개 다. 환자

실의 평균 입원 환자 수는 10명 이내인 경우가 33개, 11−
19명이 16개, 20명 이상이 21개 환자실이었다. 평균 입원

일수는 5일 이내가 16개, 6−10일이 26개, 10일 이상이 25개 

환자실이었으며 20일 이상이라고 답변한 환자실이 7개

다(Fig. 2).

  환자실 리를 효율 으로 하기 한 원회를 운 하

는 병원은 48개, 운 하지 않는 병원이 13개, 무응답한 병

원은 18곳이었다. 환자 리를 한 문의가 상주하는 병

원은 50개, 없는 병원이 29곳이었다. 환자의 효과 인 치료

를 해 타과와 진체제를 유지하는 병원은 75곳(94.9%)이

었으나 체 환자에 따른 비율은 50% 이하가 69.6% 으며 

80% 이상은 5.1%뿐이었다. 환자의 처치와 상태 악을 

하여 별도의 수를 이용한 기록을 하는 곳은 52곳이었

으며, 이  진정 정도를 악하기 한 방법으로 Ramsay 

score를 사용하는 곳이 37곳(71.2%)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

를 한 별도의 병록 기록지를 가진 곳이 70개 병원(88.6%)

이었으며 무응답한 병원이 3곳이었다(Fig. 3).

  환자실에서 환자의 진정을 하여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71곳(89.9%)이었으나 체환자의 30% 미만에서만 

투여하는 경우가 49곳(62.0%)에 달했으며 30−50%에서 투

여하는 경우는 20곳, 50−80%에서 투여하는 곳은 6곳, 80% 

이상에서 투여하는 곳은 2곳(2.5%)이었다. 진정 유도(41곳)

와 기계호흡유지(51곳)를 하여 투여하는 경우가 부분이

었고 투여 주체는 주치의가 65곳(82.2%)로 가장 많았으나 

필요에 따라서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1곳이 있었다.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한 기 을 가지고 있다는 곳이 22

곳, 없다고 한 곳이 55곳이었다. 투여 방법은 일시 주입법

(bolus)이 26곳, 지속 주입법이 28곳,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

는 곳이 19곳이었으며 환자가 조  주입하는 방법(patient con-

trol sedation)을 용하는 곳이 3곳이었다. 깊은 진정을 방

하기 해 일시 주입법을 용하는 곳이 12곳(15.2%)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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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ferred methods of sedative administration.

Table 2. The Standards of Analgesics Administration at ICU

Kinds Fentanyl 52 (65.8%)

NSAIDs 42 (53.2%)

Morphine 38 (48.1%)

Remifentanil 10 (12.7%)

No reply  3 (3.78%)        

Alfentanil  2 (2.53%) 

Sufentanil  1 (1.27%)      

Etc.  1 (1.27%)        

Merits    Rapid metabolism 72 (91.1%) 

Analgesic effects 53 (67.1%) 

Less side effects 21 (26.6%)

             Long time safety 17 (21.5%) 

Convenience 13 (16.5%) 

Less price  6 (7.6%) 

Etc.  3 (3.8%) 

No reply  3 (3.8%)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며 무응답한 병원이 41곳이었다(Fig. 4) 

  진정제의 세부 종류별 투여는 midazolam의 경우 통상 으

로 처방하는 곳보다(28곳, 35.4%) 드물게 처방하는 곳(49곳, 

62.0%)이 더 많았다(Fig. 5). 부작용이 어서 사용하는 경우

가 42곳(53.2%)이었고 주로 2−5 mg의 용량으로 투여하고 

있었다. 일시 주입법을 사용하는 곳이 37곳(46.8%), 지속 주

입법을 사용하는 곳이 20곳(25.3%)이었다. 필요에 따라서 

투여하는 병원이 43곳(54.4%)으로 가장 많았으며 48시간 이

내에 사용하는 병원이 50% 이상을 차지하 다(Fig. 6).

  Etomidate는 55곳(69.6%)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 고 

심 계 부작용이 어 사용하는 경우가 12곳(15.2%)으로 

가장 많았다(Fig. 5). 일시 주입법으로 0.1−0.5 mg/kg를 투

여하며 23곳(29.1%)에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 으며 무응

답은 56곳(70.9%)으로 가장 많았다(Fig. 6).

  Diazepam의 경우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가 49곳(62.0%)

고 작용이 빨라 사용하는 경우가 32곳(40.5%)이었다(Fig. 5). 

일시 주입법(55곳, 69.5%)으로 5−10 mg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55곳(69.6%)으로 가장 많았다(Fig. 6).

  Propofol은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가 43곳(54.4%),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27곳(34.2%)이었다(Fig. 5). 작용이 빠르고 빨리 

회복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34곳(43.0%)으로 가장 많았고 50

−100μg/㎏/min를 지속 주입하는 병원이 34곳(43%)으로 가

장 많았다. 필요에 따라서 투여하는 병원이 29곳(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병원이 50% 이상을 

차지하 다(Fig. 6).

  Barbiturate의 경우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가 42곳(53.2%),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30곳(38.0%)이었다(Fig. 5). 작용이 빨

라 사용하는 경우가 23곳(29.1%)이었고 경련의 치료  

방을 목 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10곳(12.7%)이었다. 일시 

주입법(38곳, 48.1%)으로 2−5 mg/kg를 필요한 경우에만 투

여하 다(38곳, 48.1%) (Fig. 6).  

  통증 조 을 해 72곳(91.1%)에서 진통제를 투여하 고 

이  fentanyl을 가장 선호하 으며 52곳(65.8%), NSAIDs는 

42곳(53.2%), morphine은 38곳(48.1%), 그리고 remifentanil은 

10곳(12.7%)에서 사용한다고 하 다. 진통작용 때문에 사용

하는 병원이 53곳(67.1%)이었고 부작용이 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31곳(39.2%)이었다. Fentanyl은 일시 주입법으로 50 

μg을 투여하는 경우가 55곳(69.6%)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

조 법(patient-controlled analgesia)는 28곳(35.4%), 지속 주입

법은 20곳에서 사용하 다.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하는 경우

가 48곳(60.8%)이었다(Table 2.).

  기계 환기는 체 환자의 50%이하에서 용하는 경우

가 84.8% 고 주로 호흡부 을 조 하기 하여 40곳(50.6%)

에서 사용하 다. 기계호흡기간은 48시간 이하가 37곳(49.4%), 

72시간 이상이 23곳(29.1%)이었으며 18곳(22.8%)에서 호 될 

때까지 용한다고 하 다. 호흡 리를 하여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병원은 49곳(62.0%)이었고 이  40곳(50.6%)에서 

vecuronium을 사용하 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15곳, 19.0%), 

작용시간이 짧고(20곳, 25.3%), 심 계 부작용이 어서

(19곳, 24.1%) 사용한다고 하 다. 근이완의 회복을 진하

기 한 길항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19

곳(24.1%), 드물게 사용하거나(20곳, 25.3%)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3곳(16.5%)이었다. 

고      찰

  환자실 재원환자의 부분이 불안과 통증을 느끼지만 

기계조 호흡을 하는 환자에서는 특히 진정과 진통 모두가 

필요하다. 환자실은 소음이 많고, 익숙하지 못한 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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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보조 기구들이 거치되고 통증이 동반된 침습 인 처

치를 시행 받는다. 뜻을 알지 못하는 의학 문 용어를 듣게 

되고, 밤과 낮의 일간 리듬순환이 없어져 심리  불안과 수

면부족 상태가 유발된다 [7]. 그러므로 환자실 환자에서 

진정과 통증조 은 정신 뿐만 아니라 물리 인 편안함을 

제공하기 하여 요한 부분으로 한 깊이의 진정과 

통증조 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실 환자 리의 목표이다 

[8]. 미국에서는 1995년에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과 society of critical care에서 환자를 한 진정과 

통증조 에 한 지침을 소개하 으며 [9] 2002년에는 모든 

환자에서 각 환자의 상태에 합한 진정과 통증조 이 제

공되어야 한다고 강화되었다 [10].

  기계환기를 시행 받는 환자에서 히 진정상태를 유지

하지 못한 경우 기  튜 의 기치 않은 치이동이나 발

을 래하며 재삽 을 시도하는 사이에 산소증과 같은 

합병증을 래할 수 있다 [11]. 환자에게 부 한 진정과 

통증조 을 하는 경우 기계  보조호흡 필요기간이 연장되

며,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되고, 환자실 체류시간이 연

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약제를 선택하여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용량을 조 하여야 효과 으로 진정과 통증조

을 제공할 수 있고 부작용과 합병증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8].

  Davydow 등은 [12] 성 폐손상이나 성호흡부 으로 

인한 호흡 리를 하여 환자실에 입원하 던 환자에 

한 조사에서 퇴원 후 정신과 인 합병증으로 심각한 우울증

(28%)과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28%), 불안감(24%)을 보

고하 으며 부 한 진정  장기간의 기계호흡 리와 오

랜 환자실 체류기간 등이 험인자로 작용한다고 하 다 

[12]. 

  Bihari 등은 [13] 기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계속 의식이 있었던 증례를 보고하 고 Lewinter 등도

[14] 심폐소생술 시행 에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

우 심 계가 억제되거나 신경계 상태 악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인지(awareness) 방을 해서는 진정과 통증

조 이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조사에서는 89.9%에서 진정

제를 투여하 으며 통증조 은 91.1%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계 조 호흡은 호흡기와의 동시성(synchrony)  산소화

를 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진정제를 사용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도 기계호흡조 을 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

우가 51명(64.6%)로 진정제 사용의 가장 흔한 응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기계호흡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제 

투여와 오랜 침상생활, 근이완제 사용 등으로 단 상이나 

midazolam infusion syndrome, propofol infusion syndrome, pro-

pylene glycol toxicity, critical illness neuromyopathy 등과 같

은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 [15,16]. 그러므로 객 으로 

진정 정도를 단할 수 있는 수화된 체제를 이용하여 진

정제 투여를 공식화하여야 하며 하루에 한번 이상 규칙

으로 회복시켜 수면 주기를 유지하고, 환자 상태를 악해

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 

  과도한 진정은 정맥 , 내장 운동의 하, 압 하, 

조직의 산소 출 능력 하를 가져오고 환자실 체류기

간이 길어져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10]. 한 장기

간 진정상태를 유지한 환자에서는 갑작스  약제 투여를 

단하는 경우 투여했던 약제의 종류와는 계없이 단 

증후군을 래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7]. 단 상은 장기간 투여하여 내성이 발생한 경

우에 갑작스런 투여 지로 래될 수 있다. 단 증상으로

는 추신경계 증상으로 irritability, 이상 반사작용, tremor, 

clonus, delirium과 경련, hypertonicity, 장 계 증상으로 오

심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빈맥, 

압상승과 빈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 [18]. 그러므로 환자

실에서 장기간 진정제, 아편유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내

성, 의존성, 단 상에 유의하여야 하고 투여 단은 서서

히 시행하여야 한다. 단 상의 발 과 정도를 악하기 

하여 환자의 증상과 증후를 객 으로 단하는 수표

를 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정과 통증조 은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각성할 수 있도록 

한 기 을 용하여 주의 깊게 조 해 주어야 한다. 

  약제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약동

학   약역학  특성, 투여 방법과 용이성, 내성 발생과 

가격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기 으로 용하게 된다. Soliman 

등은 [19] 유럽 여러 나라를 상으로 진정과 통증조 을 

하여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와 각각의 선호도 조사를 하

다.  각 나라에 따라서 선호되는 약제는 가격 정책, 생산

과 수송  수입과 공  등을 한 비용부담에 따라서 차

이가 있으므로 선호되는 약제도 다르다고 하 다. 국가별 

차이는 있었으나 가장 선호하는 진정제는 midazolam과 pro-

pofol이었으며 진통제는 morphine, fentanyl, sufentanil의 순서

로 선호되었다 [19]. 본 연구에서도 35.4%에서 midazolam을 

흔히 사용한다고 하여 가장 선호되는 진정제는 동일하 으며 

진통제로는 65.8%에서 fentanyl이 사용되어 가장 빈도가 높았

고 NSAIDs가 53.2%, morphine이 48.1%에서 사용되었고 re-

mifentanil은 12.7%정도 다. 사가 빠르고(91.1%) 부작용이 

은 약제를 선호하기 때문(26.6%)으로 생각되며 투여의 용이

성 여부(16.5%)도 요한 요인이 된다고 여겨진다. 유럽국가

에서는 약제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midazolam과 fentanyl, 

propofol과 morphine, midazolam과 morphine 그리고 propofol

과 sufentanil과 같은 조합을 선호하 다 [19]. 국과 아일랜

드에서는 다수의 병원에서(73%) 진정 상태를 감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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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용하 고 Ramsay score(74%)를 사용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19]. 본 연구에서도 진정 정도를 악하기 

한 방법으로 Ramsay score를 사용하는 곳이 37곳(71.2%)으

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 병원을 상으로 한 Mehta 등의 [20] 보고에 따르

면 진정제는 midazolam과 lorazepam이 가장 선호되었고 propo-

fol은 13%에서 사용되었으며 진통제로는 morphine, fentanyl

의 순서 다. 주입방법은 약제의 종류에 따라 달랐고 간헐  

일시 주입법(lorazepam 64%, midazolam 53%)과 지속 주입법

(propofol 79%, midazolam 45%)을 주로 사용하 다 [20]. 본 

연구에서는 간헐  일시주입법을 주로 사용하는 약제는 di-

azepam 69.6%, barbiturate 48.1%, midazolam 46.8% 고 지속주

입법을 주로 사용하는 약제는 propofol 43%, midazolam 

25.3%로 조사되었다. 약제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는 임상경험, 작용발 시간, 부작용, 반감기, 환자 상태와 

참고 문헌 등이 있었으며 처방은 환자실에 상주하는 의

사가 하는 경우가 73%에 달했다 [20]. 본 연구에서는 주치

의가 처방하는 경우는 82.2%로 더 높은 빈도를 보 으나 

환자실에 상주하는 의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63.3%로 더 

낮은 빈도를 보 다. Young 등에 [21] 의하면 환자실 

담 문의가 상주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곳에 비하여 사망

률이 15% 감소한다고 하 으며, Dlugacz 등은 [22] 환자

실 리 원회에서 환자 리에 한 지침을 세우고 최선

의 치료를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환자실 재원기간

이 짧아지고 환자실에 경증의 환자가 머무르게 되는 빈

도가 어든다고 하 다. 단기 으로는 문인력 보충과 여

러 가지 체계를 세우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환

자의 안 이나 임상 경과 호 , 환자 리의 효용성을 생

각하면 환자 담인력과 담기구의 용이 요하다고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환자 리 문의 제도가 도입되는 등 

환자 리를 한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측된다. 

  환자실에서 진정과 통증조 을 목 으로 사용되는 이

상 인 약제의 조건은 빠른 작용발 , 짧은 작용시간과 함

께 정주에 따른 통증이 없고 사산물과 배설에서 장기 의

존성이 낮거나 없으며 비활성이고 심 계와 호흡에 향

이 없거나 약하고,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없으며, 치료 

범 가 넓고 길항제가 있어야 한다 [18].

  Benzodiazepine계 약제는 환자실에서 진정목 으로 많이 

사용되며 본 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midazolam은 

긴장 완화와 기억 상실효과가 있고 정상  내 용 을 

유지하는 경우 심 계에 미치는 향이 다. 그러나 투

여량에 비례하여 호흡 억제작용이 나타나며 아편유사제와 

함께 사용하면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3,24]. 

  Propofol은 마취 유도  유지 약제로서 리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목표농도주입법(target controlled infusion)이 도

입됨에 따라 농도 조 이 용이하여 쉽게 환자의 진정 정도

를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환자의 진정에도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약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54.4%에서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 고 34.2%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빈도가 낮았는데 아직 목표농도주

입을 한 기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ropofol은 항경련작용이 있어 status epilepticus, delirium tre-

mens, status asthmaticus  sepsis 등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허

성 손상에 한 뇌의 보호작용으로 뇌 류, 뇌 사율, 

두개내압을 하시키는 장 이 있다.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

는 하루 필요 열량을 감안하여야 하며 hypertriglyceridemia에 

유의해야 하는데 다른 진정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면 이러한 

험을 하시킬 수 있다 [25]. 

  Etomidate는 작용발 이 빠르고 지속시간이 짧으며 심

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etomidate를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의 기능부 을 

래하여 장기의 기능 부 , 압상승제 의존도 상승을 

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실에서 진정을 목 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26]. 

  아편유사제로는 morphine과 fentanyl이 선호되고 있으며 최

근 remifentanil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entanyl이 

51곳(64.6%), morphine이 38곳(48.1%), remifentanil 10곳(12.7%)

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Arroliga 등은 [27] 진정제와 아편유

사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기계조  호흡의 기간과 환자실 

체류시간이 길었다고 하 다 [27]. Remifentanil은 사과정

에서 장기 비의존성이며 축 작용이 없으며 작용발 이 빠

르고 작용시간이 짧은 장 이 있어 환자실 환자에서 진

통과 함께 진정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 인 약제이나 역

학 억제와 호흡억제, 호흡근 강직의 부작용이 있어 조심스

럽게 사용하여야 한다 [28]. 

  진정제와 진통제의 투여 방법은 환자 상태와 목 에 따

라서 차이가 있으나 부분의 경우에서 간헐  일시 주입

법 는 지속 주입법을 용하게 되며 환자 자가조 진정

법도 용할 수 있다. 일시 주입법은 필요에 따라서 투여하

므로 투여량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불안과 흥분 

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퇴실 후에 posttraumatic stress dis-

order를 유발할 수 있다. 지속 주입법을 용하게 되면 일정

한 깊이의 진정을 유지하여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계 보조 환기의 용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환자실 체류 시간도 연장되어 비용부담도 증가하게 될 

수 있다. 한 환자의 신경학  상태를 악하기 어려우므

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속 주

입법을 용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단하고 

환자를 각성시켜서 상태를 확인한 후에 다시 상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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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량을 조 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24]. 본 조사에서는 투

여 방법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 상태 확인을 한 투여 

단과 각성시키는 과정은 있었다.

  장기간 기계 조 환기를 하는 경우 근이완제를 사용하면 

효과 인 호흡 리가 가능하며 산소이용률과 뇌압을 감소

시킬 수 있다. 환자실에서 근이완제의 선택은 임상 경험, 

작용시간, 반감기, 사  배설 경로와 환자 상태를 기

으로 하며 응증은 기 내 삽 , 기계  환기가 필요한 경

우, 호흡계의 유순도 하, 산소증의 개선을 목 으로 하

지만 드물게는 흥분(agitation)이 심한 경우에 투여할 수 있

다고 하 다 [20].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움

직일 수 없으므로 진정과 통증조 이 효과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 한 기억상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한 환자의 진정 상태

를 악하기 하여 BIS를 사용하는 경우 근이완제가 과진

정 상태로 단하는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안하여

야 한다 [29]. 최근에는 기계 보조환기를 처음 시도하면서 

동시성(synchrony)을 유지하기 하여 투여하지만 장기 투여

는 권장되지 않으며 신경 자극기를 이용하여 신경근 기능

을 감시하는 것이 좋다 [30]. 캐나다에서는 84%에서 사연속 

자극을 이용한 감시를 하며 신경근 기능의 회복을 한 길

항제 투여는 58%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1% 이하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고 한다 [20]. 본 연구에서는 50% 

이하의 환자에서만 기계환기를 해 근이완제를 사용한다

고 답한 병원이 84.8% 으며 근이완제를 사용한 모든 환자

에서 길항제를 사용하는 병원은 1곳이었고 41.8%에서 거의 

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 다. 환자는 수술환자

와는 달리 빠른 근이완 회복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기계조

환기로부터 자발호흡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더 바람

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기계  보조 환기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깊은 진정이 필

요하나 모든 환자에서 같은 정도의 진정이 필요한 것

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라서 깊이를 조 할 수 있다면 

상태의 호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진정의 깊이를 단하기 

한 주 인 지표로 성인에서는 Ramsay score, sedation agi-

tation score (SAS), motor activity assessment scale (MAAS), 

Vancouver interaction and calmness scale (VICS), observer's as-

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adaptation to the intensive 

care enviroment (ATICE)이 사용되며 소아에서는 comfort score 

등이 용된다 [10,18,31-33]. 객 인 지표로는 활력 징후와 

heart rate variability, lower-esophageal contractility, 뇌 , bis-

pectral index (BIS) 등이 있다 [10,34].  

  용 기 으로는 Ramsay score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다양한 환자에게 용할 수 있는 합한 지표는 아직 없다 

[19]. Glasgow coma scale과 APACHE score는 진정 상태의 

평가를 한 지표가 아니고 환자의 이학  상태를 알기 

한 지표이지만 본 조사결과 일부 병원에서는(7.6%) 진정상

태를 이에 하여 평가한다고 답변하 다. 이와 같이 진정

상태를 지속 으로 감시하게 되면 진정심도를 환자 개개인

에 맞추어 환자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진정

상태의 감시는 깊은 진정상태 는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환자실에서의 진정과 통증조 에 한 정확한 규정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를 기 으로 하여 원칙에 따라 진정제, 

아편유사제  근이완제와 같은 약제를 효과 으로 선택하

고 계획 으로 투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약제들의 한 

투여와 올바른 감시를 통해 진정과 통증조 의 질을 증진

시키며 부작용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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