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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heal intubation without the use of muscle relaxant in severe burn patients 
using propofol and varying doses of remifenta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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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vere burn patients often have a difficult airway. Tracheal intubation can be conducted safely in patients in a stable 

hemodynamic condition using a propofol in conjunction with remifentanil without employing muscle relaxant.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ate to evaluate intubation of severe burn pati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ondition 

of tracheal intubation with propofol and varying doses of remifentanil without muscle relaxants in severe burn patients. 

  Methods:  Eighty severe burn pati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t random. Anesthesia was intravenously induced by continuous 

infusion of propofol (4 μg/ml of effect site concentration)and slowly injected remifentanil.  Groups 1, 2, 3, and 4 received 1, 1.5, 

2, and 2.5 μg/kg of remifentanil, respectively.  Ninety second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remifentanil, tracheal intubation was 

attempted. We used a scoring system in which jaw relaxation, the state when laryngoscopy was inserted, vocal cord opening, cough, 

limb movement, and difficulty with laryngoscopy were divided into ≤ 2 (acceptable) or ≥ 3 (not acceptable).  In addition, the hemody-

namic changes were measured at baseline, before intubation, and 1, 2, 3, 4, and 5 min after intubation.

  Results:  Clinically acceptable intubating conditions were observed in 35%, 40%, 55%, and 70% of the patients in groups 1−4, 

respectively.  The mean arterial pressure and heart rate decreased immediately before intubation in all groups.  One patient was treated 

for bradycardia however, no patients manifested hypotension. 

  Conclusions:  Propofol and slowly injected remifentanil (2.5 μg/kg) without muscle relaxant can provide clinically acceptable in-

tubating conditions and stable hemodynamic conditions in major burn patients.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creased doses of remifentanil.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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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 유도 시 얼굴화상, 흡입폐손상, 입안  기도부종이 

동반되기 쉬운 화상 환자들은 기도 리에 더 주의해야 

한다. 근이완제가 투여된 후 기도유지가 어려울 것이 상

된다면 근이완제가 투여되기 에 충분한 산소공 을 하고 

진정제의 투여 후 빠른 작용시간을 가진 근이완제, 즉 suc-

cinylcholine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기 내삽

을 하는 것이 이상 이지만 화상 환자에서는 고칼륨

증  심정지의 험이 있어 그 사용이 제한된다[1]. 한 

화상환자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항을 보이기 때문

에 충분한 근이완을 얻으려면 과용량을 쓰거나 더 오래 기

다려야 하고[2,3] 근이완이 충분해졌더라도 기도확보나 기

내삽 이 어려워 자발호흡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경

우 회복시간이 길어져 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

유로 각성상태에서 굴곡성 기 지내시경이나 후두경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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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and Preoperative Laboratory Findings

Group 1 (n = 20) Group 2 (n = 20) Group 3 (n = 20) Group 4 (n = 20)

Age (yr)  39.6 ± 8.9  41.5 ± 9.9   33.8 ± 11.1  38.7 ± 9.8

Weight (kg)  67.1 ± 8.6   66.5 ± 7.43  74.9 ± 9.8  70.4 ± 8.9

Height (cm) 169.6 ± 5.9 167.1 ± 7.1 172.8 ± 5.3 168.5 ± 6.8

Sex (M/F) 16/4 16/4 20/0 17/3

Glucose (mg/dl)  104.5 ± 22.0  119.9 ± 28.5  106.3 ± 24.2  108.9 ± 25.6

Ca (mg/dl)
a)
    8.4 ± 1.2   8.3 ± 0.7   8.4 ± 1.1   8.3 ± 1.0

BUN (mg/dl)   9.6 ± 6.0   9.3 ± 3.6   9.9 ± 6.4   8.7 ± 4.6

Cr (mg/dl)   0.9 ± 0.2   0.9 ± 0.2   0.9 ± 0.2   0.8 ± 0.2

Albumin (g/dl)
a)

  3.2 ± 0.7   3.2 ± 0.6   3.3 ± 0.7   3.0 ± 0.4

AST (IU/L)   35.1 ± 19.5   40.2 ± 22.8   36.3 ± 21.7   39.8 ± 22.8

ALT (IU/L)   33.2 ± 20.0   36.5 ± 27.1   38.7 ± 25.1   33.5 ± 26.8

Na (mEq/L) 140.6 ± 2.3 140.9 ± 2.8 141.0 ± 1.7 139.1 ± 2.6

K (mEq/L)   3.5 ± 0.8   4.2 ± 0.4   3.7 ± 0.7   3.7 ± 1.1

Cl (mEq/L) 105.1 ± 3.9 105.2 ± 3.8 105.3 ± 3.2 103.1 ± 4.5

Lactate (mmol/L)
a)

  1.9 ± 0.5   1.9 ± 0.7   1.9 ± 0.5   2.1 ± 0.8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remifentanil 1 μg/kg, Group 2: remifentanil 1.5 μg/kg, Group 3: remifentanil 2 μg/kg, 

Group 4: remifentanil 2.5 μg/kg.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our groups. Ca: 8.4−10.2 mg/dl, albumin: 4.0−5.3 g/dl, lactate: 

0.4−2.0 mmol/L. 
a)
Normal range in our laboratory.

용한 기 내삽 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때 환자의 조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치아, 성 , 입안의 연부조직의 

과다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불안정한 역학  변화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맥마취제의 조합으

로 진정상태하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은 기 내삽

이 시도되었고[4,5] 특히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사용은 효

과 인 기 내삽  뿐 아니라 무호흡이 발생했더라도 자발

호흡이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들을 보여[6,7] 이 방법은 화

상 환자의 기도 리에서도 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화상은 과 사 상태를 동반하며 류, 투과성, 단

백질 합성, 심박출량 등의 변화로 인해 약동학의 반 인 

역에서 정상 환자와는 다른 약역학  반응을 보일 수 있

는데[8] 화상 환자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연구된 가 어 기 내삽 에 한 약의 용량이나 그 

용량에 따른 합병증 등을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화상 환자에서 이 두 약제를 사용한 완 정맥마취하에서 

근이완제 사용없이 기 내삽 을 하되 remifentanil의 용량을 

변화시켜 그 양상을 알아보고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 환자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병원윤리 원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수술 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 다.

  신마취 하에 계획 수술이 정된 환자  화상을 입은 

지 한 달 이내의, 체표면  25% 이상의 1 는 2도 화상환

자  체표면  10% 이상의 3도 화상환자들  20세부터 

60세 사이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이들은 ASA 2, 3군

에 해당되며 총 80명을 선정하 는데 Mallampati 분류 III, 

IV에 해당하는 환자, 역류성 식도염, 열공 허니아가 있는 

환자, 심근 허 , 부정맥과 같은 심 계 질환자,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자, 추신경계 이상, 뇌경색 등이 있는 환자

들은 제외하 다. 얼굴이나 목의 화상을 입은 환자에서 기

도부종이나 흡인성폐손상으로 인해 기 내삽 을 했거나 

마취 후 후두경을 삽입하 을 때 성 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Cormack-Lehane 등  3이나 4를 보이는 

환자들은 제외하 다.

  환자들은 무작 로 선정하여 remifentanil의 투여용량에 따

라 Group 1 (1 μg/kg), Group 2 (1.5 μg/kg), Group 3 (2.0 

μg/kg), Group 4 (2.5 μg/kg)로 각각 20명씩 분류하 다. 환

자들의 나이, 신장, 체 , 성별과 수술  액검사는 각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 유도 30분  glycopyrrolate 0.2 mg을 근육 주사하고 

기실로 환자가 도착하면 5 ml/kg의 교질액을 투여하 다. 

이후 환자가 수술실로 옮겨지면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 

비침습  압측정기를 부착하여 마취유도 직 의 수축기,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를 측정하 다. 마취  

산소투여를 해 얼굴 마스크로 100% 산소 8 L/min를 3분 

동안 흡입시킨 후, 2% propofol을 목표농도조 주입기(Or-

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Marsh 모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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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Intubating Condition [9]

1 2 3 4

Jaw relaxation Complete Slight tone Stiff Rigid

Laryngoscopy Easy Fair Difficult Impossible

Vocal cords Open Moving Closing Closed

Coughing None Slight Moderate Severe

Limb movement None Slight Moderate Severe

Intubating conditions were judged as acceptable when all scores 

were 2 or less. If any score was 3 or 4 for any of the five vari-

ables, the intubating conditions were decided as unfavorable.

Table 3. Intubating Conditions

Remifentanil dose

(μg/kg)

Intubation success Intubation 

failureScore ≤ 2 (%) Score ≥ 3 (%)

1.0 (n = 20)  7 (35%) 1 (5%) 12 (60%)

1.5 (n = 20)  8 (40%) 3 (15%)  9 (45%)

2.0 (n = 20) 11 (55%) 2 (20%)  7 (35%)

2.5 (n = 20) 14 (70%) 5 (25%)  1 (5%)

Score ≤ 2 means the intubating conditions were acceptable, and 

Score ≥ 3 represents those were unfavorable.

Table 4. Causes of Intubation Failure 

Causes
Remifentanil
dose (μg/kg)

  Impossible  Completely  

mouth closed vocal Total

opening cords

1.0 (n = 20) 5 (25%) 7 (35%) 12 (60%)

1.5 (n = 20) 6 (30%) 3 (15%)  9 (45%)

2.0 (n = 20) 4 (20%) 3 (15%)  7 (35%)

2.5 (n = 20) 1 (5%) 0 (0%)  1 (5%)

에 효과처 목표농도를 4 μg/ml로 하여 지속 주입을 시작하

다. Propofol이 목표한 효과처농도에 도달했을 때 꺼풀 

반사가 소실되고 구두명령에 반응이 없으면 마스크를 통한 

용수환기로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 다. 환기가 하게 시

행되면 각 군별로 1 μg/kg, 1.5 μg/kg, 2.0 μg/kg, 2.5 μg/ 

kg의 remifentanil을 정주하 다. 이 때 remifentanil은 1,000 

μg을 생리식염수 10 ml에 녹인 후 각 군에 해당하는 용량

을 5 ml 주사기에 생리식염수와 섞어 총 5 ml로 희석하여 

미리 만들어두었다. 약을 희석한 사람만이 약의 용량을 알

고 있었으며 약을 주입하거나 기 내삽 을 하는 사람은 

약의 용량을 모르게 하 다. Remifentanil은 60  동안 천천

히 주입되었는데 이 때 평균동맥압이 55 mmHg로 감소한 

것을 압으로, 심박수가 분당 55회 미만을 서맥으로 간

주하여 이 때 각각 ephedrine 10 mg, atropine 0.5 mg을 정주

하기로 하 다.

  Remifentanil 주입 90  후에 삽  직 의 수축기, 이완기 

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를 기록하고 곧바로 Macintosh 후

두경을 사용하여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한 번의 시도에

서 성 가 완 히 닫 있거나, 입이 벌려지지 않을 경우, 

후두경 삽입 시 기침이 심하거나 환자가 심하게 움직일 때를 

기 내삽  실패로 간주하고 즉시 마스크로 용수 환기를 

시행하면서 rocuronium 0.8 mg/kg를 투여한 후 기 내삽 을 

시행하기로 하 고 실패한 원인과 환자 수를 기록하 다.

   환자의 기 내삽 과 기 내삽  환경평가를 동일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실시하 고 이후 1분 간격으로 5분

까지 평균 동맥압, 분당 심박수를 측정하 다. 이 시기에는 

분당 산소 1.5 L와 아산화질소 1.5 L로 기계환기를 하 고 

propofol의 효과처농도를 4 μg/ml로 계속 유지하 다. 5분 

이후에는 propofol과 병용하여 remifentanil을 지속 주입하여 

마취를 유지하 다.

  평균 동맥압과 분당 심박수는 기 내삽 이 성공한 환자

들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시간별, 군별 분석을 시행하 다. 

기 내삽  환경평가는 Helbo-Hansen 등에 의해 고안된 

수체계에 따라 시행하 다[9] (Table 2). 이는 턱  이완정

도, 후두경 삽입 가능 상태, 성 의 움직임, 삽  시 기침의 

정도, 신체 움직임의 5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각각을 가장 

좋은 상태를 1 , 가장 나쁜 상태를 4 으로 하여 평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 내삽  환경에 합한 것으로 

모든 요소가 2  이하, 기 내삽 에 합하지 않은 환경으

로 한 요소에서라도 3  이상인 것으로 정하 다. 

  자료들은 평균과 표 편차로 표 하 고 통계학  검정

은 window용 SPSS 12.0으로 시행하 다. 각 군간의 모수  

자료인 나이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비모수  자료(성별, 

기 내삽  환경평가)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 다. 기

내삽 을 성공한 환자들의 평균동맥압과 분당 심박수의 비

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기 내삽  환경이 했던 환자들의 비율은 Group 1, 

2, 3, 4에서 각각 35%, 40%, 55%, 70%로 remifentanil의 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

하 다(P = 0.01) (Table 3). 기 내삽 을 성공하 으나 삽

환경 수가 3  이상이었던 환자수는 Group 1, 2, 3, 4에

서 각각 1, 3, 2, 5명이었다. 기 내삽 에 실패한 환자수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때 기 내삽 이 실패한 원인이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성 가 완 히 닫 있었던 두 가지 

경우로 찰되어 원인에 따른 빈도를 나 어 기술하 다. 

  기 내삽 을 성공한 환자들의 평균동맥압이나 분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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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Group 1:  remifentanil 

1 μg/kg, Group 2:  remifentanil 1.5 μg/kg, Group 3:  remifentanil 2 μg/kg, Group 4:  remifentanil 2.5 μg/kg.  T00 = before induction, T0 = 

before intubation, T1 = 1 min after intubation, T2 = 2 min after intubation, T3 = 3 min after intubation, T4 = 4 min after intubation, T5 = 

5 min after intubation. 
a)
MAP and heart rate before induction (T0)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00, T1, T2, T3, T4, and T5 in 

each group (P ＜ 0.01).

박수는 군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군내의 시간 별 차이는 

있었는데 remifentanil 주입 후 기 내삽  직 (T0)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가 다른 시간 보다 낮았다(Fig. 1) (P ＜ 

0.01).

  한편 Group 4의 한 명에서 기 내삽  직 의 평균동맥

압이 46 mmHg, 분당 심박수가 46회로 측정되어 ephedrine 

10 mg을 즉시 정주하 고 곧바로 치료되었다. Propofol 투

여 에 무호흡이 나타난 경우는 한 도 없었고 remifen-

tanil의 투여 후에도 무호흡이나 말 산소포화도가 97% 미

만이었던 경우는 없었다. 네 군 모두에서 후두, 후두개, 성

문의 부종이 기 내삽 을 어렵게 한 는 없었다.

고      찰

  Remifentanil은 간, 신기능, pseudocholinesterase와는 상 없

이 독립 으로 사되므로, 신부 이나 간부 의 험이 크

고 pseudocholinesterase가 감소되어 있는 화상 환자에게 매

우 합한 약물이다[10]. Propofol은 발  시간이 짧고 축  

효과가 어 의식 회복이 빠른데[4,5] 마취 유도시 아편유사

제를 추가하면 propofol의 용량을 일 뿐 아니라[11] 기

내삽  등의 유해한 자극에 한 자율신경 반응, 역학  

반응, 체성 반응 등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7,12] remifentanil과 함께 지속주입법으로 사용된다. Propo-

fol의 지속주입을 통한 마취유도 시 목표농도 4 μg/ml는 

90%의 환자에서 한 의식소실을 유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13,14] 본 연구의 상인 화상 환자에게서도 효과

인 의식소실을 유발하 다. 

  그러나 이 두 약물은 심 계를 억제하고 자발 환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특히 심 계 허탈이 상되는 환자에

서는 수액 공 과 마취  산소투여를 충분히 시행하고 서

맥을 방지하기 해 항콜린성 약물의 수술  투여, ephe-

drine과 atropine의 사  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일시 주입으로 인한 와 같은 부작용을 방하

기 하여 목표농도 지속주입법으로 마취유도를 하 고 약

물 투여  교질액을 투여하 다. 특히 remifentanil의 경우 

단독 투여하거나 주입속도가 빠를 때 근육 경직이 발생할 

수 있는데[15], 이는 폐유순도와 기능  잔기량을 감소시켜 

자발호흡의 장애를 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이

용한 환기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10]. 이에 remifentanil의 

사용 에도 충분한 산소흡입과 propofol로 깊은 진정상태를 

만든 후 약을 천천히 주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로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을 총 5 ml로 희석하여 1분에 

걸쳐 주입하는 방법을 택하 고 어떤 환자에서도 마스크 

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근육경직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마취 유도시 sevoflurane이나 propofol 2 mg/kg과 함께 

0.25 μg/kg/min이나 0.5 μg/kg의 remifentanil을 주입했을 때 

무수축(asystole)이 보고된 바 있어[16,17] remifentanil의 사용

량을 정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 보

고된 근이완제 없는 기 내삽 에 사용된 propofol과 remi-

fentanil의 용량은 다양한데 propofol 2−2.5 mg/kg와 remi-

fentanil 2−4 μg/kg의 범 에서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8].  그러나 propofol 1.5 mg/kg, remifentanil 1−5μg/ 

kg를 투여한 한 연구에서는 2 μg/kg의 remifentanil에서도 

압 는 서맥의 빈도가 35.7%에 달하 다[14]. 투

과성의 변화로 심박출량은 상승하지만 상 으로  내 

량이 부족한 화상 환자들에서 압이나 서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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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곧바로 심정지로 이어지는 등 치명 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용량 범 는 1 μg/kg부

터 시작하여 2.5 μg/kg을 최 용량으로 정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remifentanil 2.5 μg/kg을 주입한 군에

서 한 명의 환자에서(5%) 분당 46회의 심박수를 보 는데 

일반환자에서 2, 3 μg/kg에서 서맥을 보인 환자가 각각 

35.7, 46%에 달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14] 서맥, 압 

 심정지에 한 염려 때문에 remifentanil을 조심스럽게 써

야 한다고 해도 화상환자에서는 더 많은 용량의 re-

mifentanil에 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는 propofol을 1.5 mg/kg를 일시 정주하 고 re-

mifentanil의 주입속도도 30 로 본 연구보다 두 배 빠른 속

도 기 때문에 약의 주입속도에 한 비교도 필요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의 투여 시 일시 정주 보다는 지

속 주입법을 택함으로써 주입속도를 천천히 하여 환자에게 

이롭지 않은 역학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 다. 기

내삽 을 하기 까지 주입된 propofol의 총 양의 평균과 

표 편차는 Group 1에서 2.3 ± 0.02 mg/kg, Group 2에서 2.3 

± 0.08 mg/kg, Group 3은 2.3 ± 0.02 mg/kg, Group 4은 2.3 

± 0.04 mg/kg로 네 군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이처럼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propofol의 양이 1.5−2 

mg/kg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서맥이나 압이 발

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화상환자의 특성 때문인지 지

속주입의 결과인지 본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

상 환자들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11] propofol을 본 

연구와 같이 4 μg/ml로 지속 주입하면서 remifentanil을 2, 

3, 4 μg/kg으로 투여한 결과 정확한 심박수나 환자수는 명

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약 투여 후 분당 심박수의 오차막

의 하한이 모든 군에서 55회 미만이었다.  다른 연구에서

는[19] propofol 2.5 mg/kg, etomidate 0.4 mg/kg, thiopental 5 

mg/kg를 remifentanil 2μg/kg과 병용하면서 근이완제 없는 

기 내삽  환경을 비교하 는데 세 약제의 기 내삽  환

경은 차이가 없었으나 propofol 2.5 mg/kg을 사용한 군에서 

평균동맥압의 감소가 가장 심했고 15명  6명의 환자에서 

승압제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propofol을 일시정주한

데다가 다른 연구들에 비해 유도 용량이 높고 remifentanil의 

정주속도도 30 여서 이  연구들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

우나 thiopental이나 etomidate의 사용이 propofol보다 역학

으로 안 하다면 두 약제의 사용도 고려될 만 하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을 목표농도 지속주입하면서 re-

mifentanil 2 μg/kg를 사용한 모든 환자에서 치료가 필요한 

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  안정성과 련

한 주입방법차이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이 역시 화상환자의 특성, 즉 propofol의 재분포 등

의 차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 환자에 

한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기 내삽 이 성공한 환자들에서 심박수  평균동맥압 

변화는 remifetanil 주입 후 기 내삽  직 (T0)의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이 다른 시간 와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낮았지만(P ＜ 0.01) 네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기 내삽

 직  모든 군에서 평균 동맥압와 분당 심박수가 감소하

여 치료가  필요 했던 환자는 group 4에서 한 명으로 나타

났다. 네 군 모두에서 기 내삽  후 1분부터 5분까지의 평

균동맥압과 분당 심박수는 마취유도 의 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2).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 용량인 remifentanil 

2.5 μg/kg는 propofol 효과처농도 4 μg/ml에서 화상환자

의 95%에서 역학 으로 안 하 고 그 지 않았던 한 명

의 환자에서도 ephedrine 10 mg을 1회 정주함으로써 즉시 

치료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 내삽  환경평가에는 5개의 항목을 

용하 다[9]. 모든 항목에서 2  이하라면 환자에게 거의 

손상이 없지만 3  이상이라면 턱  경직, 후두경 삽입이 

어려운 상태, 기 내  삽입 시 성 가 닫힘, 기침 발생, 사

지를 등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상태  한 경우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항목에 한 합을 구하지 않고 

모든 항목에서 2  이하일 때만 기 내삽 에 ‘ 합하다’고 

정하 다. Remifentani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  이하인 

환자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많아졌다(P ＜ 0.01). 본 연

구에서 화상 환자에게 가장 합한 remifentanil 농도는 

2.5μg/kg 지만 30% 환자들에서 3  이상을 받았다. 이는 

더 높은 농도에서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기 내삽  환경평가의 기 에 하여 본 연구 결

과와 비하여 더 생각해 볼 이 있다. 자들은 합한 

환경을 평가하기 한 연구설계를 하 으나 수가 3  이

상이었어도 기 내삽 을 성공했다면 이상 인 환경이 아

니었지만 기 내삽 이 가능하 기 때문에 따로 결과에 기

술하 다. Group 1에서는 기 내삽 에 성공한 경우가 8명

으로 40%에 불과하 는데 그  1명은 3  이상을 받았다. 

이는 기 내삽  환경의 합도는 35%, 성공율은 40%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 농도는 화상환자에게 한 것이 아

니었다. 그러나 Group 4에서는 3  이상이었던 환자는 6명

(30%)이었지만 기 내삽 에 실패한 사람은 단 1명(5%)이

었다. 화상 환자에서 앞서 언 했던 치명 이거나 

인 역학  불안정에 한 험을 이기 하여 비록 환

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더라도 기 내삽 이 가능

하다면 그 용량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기 내삽

을 하여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지는 임상 인 상황에 

따라 단을 해야 하는 문제인 듯하다.

  기 내삽 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입을 벌리기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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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거나 성 가 완 히 닫  기 내 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 다(Table 4). 이 두가지 요소는 remifentanil의 부작용

인 턱 의 근육경직과 련하여 주의 깊게 찰하 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는 Group 1, 2, 3, 4에서 각각 환자수

가 5, 6, 4, 1명으로 용량에 비례하여 그 빈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Group 4에서 빈도가 가장 낮았고, 성 가 완

히 닫힌 경우를 포함하여 시행한 군간 비교에서는 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기 내삽 에 실패한 환자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기 때문에(P ＜ 0.01) 화상 환자에서 

remifentnail 용량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근육경직의 발  때

문에 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remifentanil 3 

μg/kg을 투여 받은 일반 환자에서 심각한 근육경직이 나타

난 가 있기 때문에[11]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화상 환자의 마취유도 시 propofol 효과처

농도 4 μg/ml에서 근이완제 투여 없이 기 내삽  환경은 

remifentanil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향상되어 2.5 μg/kg의 용

량에서 합률 70%, 성공률 95%를 보 다. 앞으로 화상 

환자에게 remifentanil의 용량을 증가시켜 기 내삽  환경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때 역학  변화를 야기하

는 농도의 상한과 기 내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

드는 농도의 하한에 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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