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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voflurane has been shown to be suitable for inhalation induction of anesthesia in adults.  The addition of 

remifentanil during sevoflurane induction allows for rapid and smooth tracheal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  The high con-

centration of remifentanil can result in improved conditions for tracheal intubation but also caused a cardiovascular instability.  

We tried to estimate optimal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tracheal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during in-

halation anesthetic induction with 8 vol% sevoflurane and 50% N2O.

  Methods:  One hundred five ASA I and II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receive an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2, 4, or 6 ng/ml.  Trachea was intubated without muscle relaxant after 3 minutes of inhalation induction with 8 vol% sevoflurane 

and 50% N2O.  The intubating conditions for tracheal intubation were assessed and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recorded 

at the baseline, before intubation, just after intubation, 1, and 3 minute after intubation.

  Results:  Tracheal intubation was successful in all patients.  Clinically acceptable intubation conditions were 60%, 94%, and 

100% in 2 ng/ml, 4 ng/ml, and 6 ng/ml group respectively.  However, the number of patient who requested rescue medication 

for bradycardia in 6 ng/m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other group (P ＜ 0.05).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4 n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is adequate concentration for tracheal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during inhalation induction using sevoflurane.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639～45)

Key Words:  Muscle relaxants, Remifentanil, Sevoflurane, Tracheal intubation. 

서      론

  신마취 유도 시 근이완제는 용이한 기  내 삽  조건

을 제공해 주지만, 지연된 근 이완, 잔류 근 이완 효과와 

같은 문제   과민성 반응과 같은 부작용을 보이기도 하

며[1], 수술의 특성이나 환자의 신  상태에 따라 근이완

제를 사용하지 않아야할 경우가 있다. 한 근래 증가하고 

있는 외래 마취의 경우, 근이완제를 사용 시 나타날 수 있

는 근이완제 잔류효과로 퇴원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해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는 신마취를 시행하기도 한다.

 Sevoflurane은 액-가스 분배 계수가 낮아 마취유도가 빠

르고 호흡기계 자극이 어 흡입마취제 단독으로 마취유도

가 용이하며[2,3] 근 이완 효과로[4]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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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sessment of Intubating Conditions 

Clinical intubation conditions

Acceptable Unacceptable

Excellent Good Poor

Jaw relaxation

Vocal cord movement

Vocal cord position

Coughing reaction

Movement of the limbs

Easy

None 

Open

None

None

Fair

Moving

Intermediate

Mild

Slight

Difficult

Closing

Closed

Moderate to severe

Vigorous

않는 기  내 삽  시 정맥마취제보다 더 이 이 있다. 

Sevoflurane을 사용하여 마취유도를 한 후 근이완제 사용 없

는 기  내 삽  시 아편양제제의 보조 인 사용은 마취심

도의 강화, 기  내 삽 의 조건의 개선, 기  내 삽 에 

의한 심 반응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

었다[5,6]. 

  Remifentanil은 타 아편 양 제제에 비하여 발 시간이 빠

르고 자극에 한 자율신경 반응, 역학  반응을 강하게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각성의 장 이 있어 근이완제 

투여 없는 기  삽  시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

러나 압, 서맥, 근강직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요하다. 

  Remifentanil은 반감기가 짧아 지속  정주에 합한 약물

이며 체 을 기 으로 한 약물 투여보다는 목표농도 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이 역학  안정성을 유

지하는데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7]. 

  본 연구는 성인에서 8 vol% sevoflurane과 50% N2O로 흡

입마취 유도 시 근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  내 삽 을 

한 remifentanil의 한 효과처 농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신마취 

하에 통상 인 계획 수술이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환자 

105명을 상으로 하 다. 수술  모든 상 환자에게 마취

유도 방법에 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 다. 마취  

환자평가에서 기  내 삽 에 어려움이 상되는 환자와 

심 계, 호흡기계  뇌신경계 이상 질환이 있는 환자, 

폐 흡인의 험성이 있는 환자  진정제나 수면제의 상습

복용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은 상에서 제외하 다. 

  상 환자들은 수술  8시간이상 식하 으며 수술실 

이송 30분 에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자동 압 측정기, 맥박산소 계

측기를 거치하 다. 식에 의한 탈수를 고려하고, 고농도

의 sevoflurane과 remifentanil로 인한 과도한 압 하를 방

지하기 해 6 ml/kg의 하트만 용액을 마취  미리 투여하

다. 환자가 안정을 취한 후 기 상태의 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다. 

  마취기(PrimusⓇ, Drager, Germany)의 인공호흡기의 Y piece 

하단에 시험 폐(test lung)를 연결하여 5분 동안 산소 6 

L/min와 8 vol% sevoflurane (Penlon model PPV Sigma; 

Penlon, Abingdon, UK)로 인공호흡기를 작동하여 호흡회로

를 충만 시켰다. 그동안 환자에게 구강을 통하여 환자의 잔

기량을 호기 후 안면마스크를 통해 한 번의 큰 흡기 후 가

능할 때까지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vital capacity breathing 

technique을 교육하 다. 마취유도는 산소 3 L/min, 아산화질

소 3 L/min 와 8 vol% sevoflurane으로 하 으며 꺼풀 반

사 소실로 의식 소실을 확인한 후 호흡이 하되면 양수 

조 호흡을 하여 호기말 이산화 탄소농도를 35−40 mmHg로 

유지하 으며 기  내 삽  시까지 sevoflurane은 8 vol%로 

유지하 다. 환자들을 무작 로 각각 35명씩 세 군으로 분

류하여 R2군은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2 ng/ml을, R4군은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4 ng/ml을, R6군은 remifentanil 효

과처 농도 6 ng/ml을 때 목표 농도 조  주입기(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사용하여 기  내 삽  60 에 

주입하기 시작하 고 기  내 삽 은 마취유도 시작 3분 

후에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를 측정한 후 시행하 다. 

Remifentanil의 투여는 Minto 모델[8] (Ke0 (0.595 − 0.007 × 

[age − 40])/min)을 이용하 고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는 

gas analyzer (G-AiOV-00-02, Datex-Engstrom, Finland)를 통해 

측정하 다. 남자 환자의 경우 내경 8.0 mm, 여자 환자의 

경우 내경 7.0 mm 기  튜 를 사용하 고, 기  내 삽

은 동일한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사용된 remifentanil의 

농도를 모르도록 하 다. 삽  조건의 평가는 턱의 이완과 

성 의 움직임, 성 의 열림 정도, 기침여부, 사지의 움직임

을 종합 으로 단하는 방법으로 우수(excellent), 양호

(good), 불량(poor)으로 평가하 는데, 삽 조건이 우수 는 

양호인 경우를 임상 으로 한 것으로 분류하 고, 삽

조건이 불량(poor) 는 불가능(impossible)인 경우를 임상

으로 부 한 것으로 분류하 다(Table 1). 기  내 삽  

시행 직후, 마취 유지는 O2 2 L/min, N2O 2 L/min, sevoflurane 

1 vol%,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 1 ng/ml로 하 다. 삽  조

건이 불가능인 경우, succinylcholine 1 mg/kg을 투여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기 치, 기  삽  직 , 직후, 1분 후, 그리고 3분 후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를 기록하 으며 수축기 압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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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R2 (n = 35) R4 (n = 35) R6 (n = 35)

Age (yr)

Weight (kg)

Height (cm)

Gender (M/F)

Baseline SBP (mmHg)

Baseline DBP (mmHg)

Baseline MAP (mmHg)

Baseline HR (beat/min)

End-tidal sevoflurane 

 (vol%) just before 

 intubation

 38.9 ± 11.2

 62.3 ± 12.6

163.9 ± 8.9

13/22

130.4 ± 17.6

78.3 ± 9.9

 95.7 ± 11.7

 71.6 ± 12.3

 4.7 ± 0.5

 39.6 ± 11.0

 65.6 ± 11.4

165.5 ± 7.8

 15/20

138.8 ± 16.0

 82.5 ± 10.9

100.3 ± 11.8

 73.1 ± 11.1

 4.8 ± 0.5

 39.4 ± 11.3

61.7 ± 8.9

163.3 ± 8.8

16/19

136.0 ± 16.1

79.1 ± 8.7

98.2 ± 9.8

71.5 ± 9.9

 4.8 ± 0.5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2: effect-site con-

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2 ng/ml, R4: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4 ng/ml, R6: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

mifentanil at 6 ng/m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Table 3. Effect of Remifentanil Concentration on Overall Intubating 

Conditions

R2 (n = 35) R4 (n = 35) R6 (n = 35)

Clinically acceptable

  Excellent

  Good

Clinically unacceptable

  Poor

  Impossible

21 (60)

13 (37)

 8 (23)

14 (40)

14 (40)

0

 33 (94)
a)

18 (51)

15 (43)

2 (6)

2 (6)

0

  35 (100)
a)

26 (74)

 9 (26)

0

0

0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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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 0.05 compared with R2.

Fig. 1.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SBP).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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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just before in-

tubation, AT: just after intubation, 1 min: 1 minute after in-

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b)

P ＜ 0.05 compared with group R2. 

mmHg 이하로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ephedrine 10 mg를 

정주하 고 심박수가 분당 45회 미만으로 1분 이상 지속되

는 경우는 atropine 0.5 mg을 정주하여 치료하고 이를 기록

하 다. 연구 상 환자들의 나이, 체 , 성별, 키, 기 치 

압과 맥박수, 그리고 기  내 삽  의 sevoflurane의 호

기말 농도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모든 측정치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을 사용하 다. 체 , 키, 나이, 호기말 

sevoflurane 농도의 비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를 사용하 고 성별과 기  삽 의 평가, 투약 여부의 비교

는 Mann-Whitney U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 다. 

시간에 따른 역학  변수의 군내 비교는 응표본 T 검

정(Paired t-test), 군간 비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 으며 사후 검정은 Tukey test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결      과

  마취유도  수축기 압,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

박수는 각 군 간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

든 환자에서 기  내 삽 이 가능하 으며 기  내 삽 이 

불가능하여 succinylcholine을 사용한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 

삽  환경에서는 R2군에서는 ‘우수'가 13명(37%), ‘양호'가 

8명(23%), ‘불량'이 14명(40%)이었고, R4군에서는 ‘우수'가 

18명(51%), ‘양호'가 15명(43%), ‘불량'이 2명(6%)이었으며, 

R6군에서는 ‘우수'가 26명(74%), ‘양호'가 9명(26%)이었다. 

임상 으로 한 삽  조건을 보인 경우는 R2군에서 21

명(60%), R4군에서 33명(94%), R6군에서 35명(100%)으로, 

R2군에 비해 R4군과 R6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지만, R4군과 

R6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수축기 압의 변화를 보면, R2군에서 기 상태에 비해 

삽  직 , 직후, 1분 후, 3분 후 각각 23.2%, 8.3%, 12%, 

20.2% 감소하 고, R4군에서 각각 29.3%, 27.1%, 24.3%, 

24.1%, R6군에서 각각 30.9%, 32.3%, 28.5%, 27.1% 감소하

여, 각 군에서 모두 기 치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각 

군간 변화의 차이는 R2군과 R4군, 그리고 R2군과 R6군 간

에 유의하 다(Fig. 1). 

  이완기 압의 변화를 보면, R2군에서 기 상태보다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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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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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just before 

intubation, AT: just after intubation, 1 min: 1 minute after in-

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b)
P ＜ 0.05 compared with group R2. 

c)
P ＜ 0.05 

compared with group R4.

Fig. 3.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AP).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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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just before in-

tubation, AT: just after intubation, 1 min: 1 minute after in-

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b)
P ＜ 0.05 compared with group R2. 

c)
P ＜ 0.05 

compared with group R4.

Fig. 4. Changes in heart rate (HR). Values are mean ± SD. R2: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2 ng/ml, R4: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at 4 ng/ml, R6: effect-site concen-

tration of remifentanil at 6 ng/ml. BT: just before intubation, AT: 

just after intubation, 1 min: 1 minute after in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b)
P ＜ 0.05 compared with group R2. 

직 , 삽  1분 후, 3분 후는 유의하게 감소하 고, 삽  직

후는 기 상태보다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R4, R6군은 기 상태보다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 다. 각 군

간 변화의 차이는 삽  직  R2군과 R6군, 삽  직후 R2군

과 R4군, 그리고 R2군과 R6군 간에 유의하 고 R4군과 R6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삽  1분 후 R2군과 R4

군, 그리고 R2군과 R6군 간에 유의하 다(Fig. 2). 

  평균 동맥압의 변화를 보면, R2군에서 기 상태보다 삽  

직 , 삽  1분 후, 3분 후는 유의하게 감소하 고, 삽  직

후는 기 상태보다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R4, R6군은 기 상태보다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 다. 각 군

간 변화의 차이는 삽  직 과 삽  직후, 삽  1분 후 R2

군과 R4군, R2군과 R6군 간에 유의하 으며 삽  직후 R4

군과 R6군 간에 유의하 다(Fig. 3). 

심박수의 변화를 보면, R2군에서 기 상태에 비해 삽  

직  9%, 3분 후는 17.3% 감소하여, 차이가 유의하 다. 삽

 직후는 기 상태보다 증가하 고 1분 후는 기 상태보

다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R4군에서 기 상

태에 비해 삽  직 , 직후, 1분 후, 3분 후 각각 19%, 

18.1%, 16%, 21.6% 감소하 고, R6군에서 각각 19%, 21%, 

17.2%, 25.6% 감소하여, 두 군 모두 기 치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각 군간 변화의 차이는 삽  3분 후를 제외하고 

R2군과 R4군, 그리고 R2군과 R6군 간에 유의하 다(Fig. 4). 

  마취유도 후 수축기 압이 80 mmHg 이하로 1분 이상 

감소하여 ephedrine을 투여한 경우는 R4군에서 2명(6%), R6

군에서 4명(11.4%)이었으며 각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때, ephedrine을 투여한 시 은 R4군에서 삽  직후 2명, 

R6군에서 삽  직후 1명, 삽  1분 후 2명, 삽  3분 후 1

명이었다. 심박수가 45회 미만으로 1분 이상 감소하여 atropine

을 투여한 경우는 R4군에서 1명(3%), R6군에서 7명(2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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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of Patient Who Was Needed Rescue Drugs 

R2 (n = 35) R4 (n = 35) R6 (n = 35)

Ephedrine

Atropine

0

0

2 (6)

1 (3)

 4 (11.4)

7 (20)
a)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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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 0.05 compared with R2, R4.

로, R6군이 R2군, R4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이 

때, atropine 투여 시 은 R4군에서 삽  3분 후 1명, R6군

에서 삽  직후 4명, 삽  1분 후 2명, 삽  3분 후 1명이

었다. 마취유도 시 근육 강직, 혹은 그로 인한 환기의 어려

움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고      찰

  Sevoflurane은 액/가스 분배계수가 0.65로 낮아 마취유도

가 빠르며 흡입 시 기도 자극이 고 심 계 안정성, 낮

은 사율, 근육 이완 효과로[4] 인해 근이완제 사용 없는 

마취 유도에 합하다. Muzi 등의[9] 보고에 의하면 6−7 

vol% sevoflurane과 66% N2O, 28% O2로 근이완제 없이 기  

내 삽 을 시행한 경우 4.7분 만에, N2O 없이 6−7 vol% 

sevoflurane만으로 시행한 경우 6.7분 만에 기  내 삽 이 

가능하다고 하 고, Choi 등은[10] 8 vol% sevoflurane만을 5

분 동안 흡입시킬 경우 근이완제의 정주 없이도 만족할 만

한 기  내 삽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 다. 

  Sevoflurane 흡입 마취유도 시 근이완제의 사용 없이 기  내 

삽 을 하는 경우 아편 유사제를 보조 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내 삽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Joo 등은[6] 8 vol% 

sevoflurane과 50% N2O로 흡입 마취유도 시 1−2 μg/kg의 

remifentanil을 동시에 투여하여 3분 만에 근이완제 투여 없

이 모든 환자에서 기 내 삽 을 성공 으로 시행하 다고 

하 다. Baek 등[11] 혹은 이 등의[5] 연구에서도 fentanyl 혹

은 remifentanil의 동시 투여로 기  내 삽  시간이 단축됨

을 보고하 다. Remifentanil은 기  내 삽 시 인두, 후두, 

그리고 기 의 자극으로 인한 구심성 신경 자극을 차단하

고 한 진통작용으로 기  내 삽  환경을 호 시킨다[12]. 

한 기  내 삽 을 한 흡입 마취제의 MAC를 감소시키

는데[6,13], 흡입 마취유도 시간의 단축과 필요한 흡입마취

제의 농도 감소로 sevoflurane 단독 마취시보다 sevoflurane에 

의한 압을 방지할 수 있다. 

  Kimura 등은[14] 성공 인 기  내 삽 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호기말 sevoflurane 농도가 ED95가 8.07 vol%라고 하

으나 Cros 등은[12] remifentanil 1 μg/kg 일시 투여 후 

0.25 μg/kg/min으로 주입 시 ED95는 3.2 vol%라고 하 다. 

Joo 등의[6] 연구에서 8 vol% sevoflurane 3분 흡입 시 호기

말 농도가 4.3 vol%라고 하 으며 Weber 등은[15] 1 μg/kg

의 remifentanil을 보조제로 사용하여 호기말 sevoflurane 농

도 4 vol%에서 100%의 환자에서 근이완제 없이 기  내 삽

이 가능하다고 하 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근이완제 

없이 기  내 삽 을 할 경우 호기말 sevoflruane 농도 ED50

을 3.55−4.5 vol%로 보고하고 있다[14,16]. 본 연구에서 호

기말 sevoflurane 농도는 4.7−4.8 vol%이었으며 이는 상기 

연구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Remifentanil은 기  내 삽 에 의한 교감신경의 항진을 

억제하여 심  반응을 차단하는 이 이 있다. 하지만 remi-

fentanil을 고농도의 sevoflurane과 동시 투여할 경우 압, 

빈맥, 근육강직, 그리고 그로인한 환기의 어려움 등의 문제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취 유도 시 remifentanil

에 의한 근육강직, 혹은 그로 인한 환기의 어려움 등을 보

인 환자는 없었으며 이는 sevoflurane에 의한 근육 이완효과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15]. 본 연구에서,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는 각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서맥과 압의 군간 차이는 re-

mifentanil 용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 발생

은 R4군(6%)과 R6군(11.4%)이 R2군(0%)보다 발생빈도가 높

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R6군(20%)이 R2군(0%), R4군

(3%)보다 유의하게 서맥 발생 빈도가 더 높았다. R6군에서는 

기 치에 비하여 평균 25.6%까지 심박수가 감소하 으며 

atropine을 투여 받은 환자 수는 7명으로 체환자의 20%에 

해당하 다. Joo 등은[6] remifentanil 1 μg/kg 는 2 μg/kg을 

사용하여 sevoflurane 흡입 3분 만에 기  내 삽 을 시행할 

경우, 두 군 모두 삽  성공률은 100% 지만, 2 μg/kg가 1 μg/ 

kg보다 더 한 기  내 삽  환경을 제공해 다고 하

는데(89% vs 54%), 이 경우 2 μg/kg가 1 μg/kg 보다 압

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 다(29% vs 11%). Remifentanil의 

약동학, 약역학 모델 의 하나인 Minto 모델을[8] 용하

을 경우, 효과처 농도 4−6 ng/ml에 이르기 한 1회 정주 

용량은 다양한 나이와 체 을 용하 을 때, 0.8−2.1 μg/kg

이며, 이때 최고 효과처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략 70−
100 임을 감안할 때, 기  내 삽  환경에 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Joo 등의[6] 연

구에서보다 압 발생의 빈도가 상 으로 었던 이유

는 하트만 용액을 미리 투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Sevoflurane 흡입 마취유도 시 근이완제의 투여 없이 기  

내 삽 을 한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Sztark 등은[17] 1 MAC 농도에서 환자의 50%와 

95%에서 우수한 기  내 삽 환경을 이룬 remifentanil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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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 농도는 각각 3, 5 ng/ml이라고 하 으며 Cros 등도[12] 

3.2 vol%의 sevoflurane 농도에서 한 효과처 농도는 4.5 

ng/ml이라고 하 는데 임상 으로 의미 있는 압과 서맥

의 발생은 없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remifentanil

의 정 효과처 농도 4 ng/ml은 상기 연구결과 보다 약간 

낮은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더 고농도의 sevoflurane을 사용

하 던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evoflurane 흡입 마취유도 시간을 3분으로 

정한 것은 Joo 등의[6] 연구를 참고로 하 다. 한 이 등의[5] 

연구에서도 8 vol% sevoflurane 흡입 마취유도 시 근이완제

의 투여 없이 기  내 삽 을 하는 경우 만족할만한 기  

내 삽  환경을 해서는 4.5분의 흡입시간이 필요하지만 

remifentanil을 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3.1분으로 흡입시간

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 다. 좀 더 다양한 reimifentanil 효

과처 농도에서 연구하지 못한 은 이 연구의 제한 이라

고 할 수 있다. Remifentanil 2−6 ng/ml은 propofol 정맥마취 

유도 시 기  내 삽 에 의한 심  반응을 억제하기 

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효과처 농도의 범 이며[18,19] 

이러한 농도의 범 에서 sevoflruane 흡입 마취유도 시 re-

mifentanil이 만족할 만한 기  내 삽  환경과 역학  안

정성을 보이는 효과처 농도를 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R2, R4, R6군 모두 기  내 삽 이 가능하

지만 R2군은 임상 으로 합한 기  내 삽 률이 60%

로, 기  내 삽 에 한 수 이 아니라고 단되며, R4

군(94%)과 R6군(100%)은 모두 임상 으로 만족스러운 수

을 보 다. 다만, R6군이 R4군보다 압과 서맥의 빈도가 

높았듯이, remifentanil의 농도를 높일수록 기  내 삽  환

경은 좋아지나 압과 서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8 vol% sevoflurane 과 50% N2O 흡입 마취유

도 시 2, 4, 6 ng/ml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근이완제 없이 

기  내 삽 을 실시하 을 때, 임상 으로 합한 기  내 

삽  조건과 역학  안정성을 보이는 remifentanil의 정 

효과처 농도는 4 ng/ml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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