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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의사가 고려해야 하는 약제들의 상호작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유

건

희

action) 또는 상승 상호작용(synergistic interaction)으로

서

일어날 수 있다. 상가 상호작용은 같은 종류의 2개

론

의 약제가 동일한 수용체에 작용하거나 같은 작용기
주술기(perioperative period)에 발생하는 약제들의

전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2개의 benzodiazepine

부적합한 상호작용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으나, 미

계통의 약제들을 함께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

국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사망률은 한해에 약 200,000

예이다. 상승 상호작용은 2개의 약제가 서로 다른

건 정도로 추정한다. 선진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술

기전을 통하거나, 서로 다른 수용체에 작용하여 동

중 모니터링 기술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약제의

일한 효과를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 그 예로서 소량

상호작용은 드물다. 그러나 마취과 의사들은 수술

의 opiate와 benzodiazepine제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과 수술 후에 있어서 원치 않은 결과의 약제 상호

상승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길항 상호작용(an-

작용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

tagonistic interaction)은 neuromuscular blocker, opiate,

과 수술을 받는 성인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입원당

benzodiazepine 등의 작용을 반전(reverse)시키기 위해

시 수술상태와 관계없는 약제들을 복용하고 있었다.

서 neostigmine, naloxone, flumazenil을 사용하는 것을

환자 개개인당 평균 9가지의 약제들을 복용하고 있

예로 들 수 있다.

으며, 환자가 고령이거나, 혈관수술이나 다른 주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약제들의 종류가 증가한다.

1)

약동학적 상호작용(pharmacokinetic interaction)

이와 같은 여러 약제들의 사용은 약제들의 상호작용
의 잠재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제들의 상

마취과의사는 대부분의 약제를 비경구로 투여하기

호작용은 약력학적 상호작용(pharmacodynamic interac-

때문에 약의 흡수에 영향을 주는 약동학적 상호작용

tion), 약동학적 상호작용(pharmacokinetic interaction),

을 간과하기 쉽다. Opiate제제와 anticholinergic제제는

약학적 상호작용(pharmaceutical interaction)으로 분류

위 배출시간을 지연시키며, 특히 0.05 mg/kg mor-

된다. 마취과의사는 수술 환자를 마취함에 있어서

phine은 위의 배출시간을 확연히 지연시킨다. 반면

진정제, 진통제, 근이완제 등의 여러 가지 약제들을

metoclopramide제제는 위 배출시간을 짧게 하여 소장

사용하는데 마취 전이나 마취 중 또는 마취 후에 약

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항생제나 benzodiazepine

제를 투여할 경우, 이들 약제들의 직접적 작용이나

제제와 같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경구약제를 복용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

고 있는 환자에게 위 배출시간에 영향을 주는 약제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를 사용 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술기에 흔히 사용하는 약제들의 상호
작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해 보고자 한다.

약학적 상호작용(pharmaceutical interaction)

약력학적 상호작용(pharmacodynamic interaction)

Thiopental과 같은 강알칼리성 약제와 rocuronium과
같은 산성약제를 혼합하면 pH의 변화 때문에 비활

약력학적 상호작용은 상가 상호작용(additive inter-

성 침전물이 생성된다. 이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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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대부분의 약학적 상호작용은 육안적으로

을 투여하면 비활성의 화학적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Penicillin

는데, 이것은 체내에서의 약학적 상호작용의 예이다.

제제는 aminoglycoside 항생제를 비활성화 시키며,
insulin과 nitroglycerin은 intravenous tube로 사용되는

약제의 제거에 대한 영향

polyvinyl chloride와 결합하기 때문에 환자는 실제로

(effects on drug elimination)

주사한 약제보다 적은 양을 투여 받게 된다. 또한
체내에 circulating heparin을 지닌 환자에게 protamine

대부분의 약제들은 간에서 대사된다. 산화, 환원

Table 1. Common Substrates, Inhibitors, and Inducers of Cytochrome P450 Enzymes
ꠧꠧꠧꠧꠧꠧꠧꠧꠧꠧꠧꠧꠧꠧꠧꠧꠧꠧꠧꠧꠧꠧꠧꠧꠧꠧꠧꠧꠧꠧꠧꠧꠧꠧꠧꠧꠧꠧꠧꠧꠧꠧꠧꠧꠧꠧꠧꠧꠧꠧꠧꠧꠧꠧꠧꠧꠧꠧꠧꠧꠧꠧꠧꠧꠧꠧꠧꠧꠧꠧꠧꠧꠧꠧꠧꠧꠧꠧꠧꠧꠧꠧꠧꠧꠧꠧꠧꠧꠧꠧꠧꠧꠧꠧꠧꠧꠧꠧꠧꠧ
CYP1A2
CYP2C9
CYP2C19
CYP2D6
CYP2E1
CYP3A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bstrates
Lidocaine
Phenytoin
Diazepam
Codeine
Desflurane
Midazolam
Ropivacaine
Celecoxib
Clomipramine
Ethylmorphine
Enflurane
Triazolam
Amitriptyline
Diclofenac
Imipramine
Oxycodon
Halothane
Alfentanil
Imipramine
Ibuprofen
Moclobemide
Tramadol
Isoflurane
Buprenorphine
Clomipramine
Valdecoxib
Omeprazole
Amitriptyline
Sevoflurane
Codeine
Theophylline
S-Warfarin
Propranolol
Clomipramine
Acetaminophen Fentanyl
Caffeine
Nortriptyline
Ethanol
Fluoxetine
Bupivacaine
Venlafaxine
Lidocaine
Debrisoquine
Ropivacaine
Paroxetine
Valdecoxib
Haloperidol
Granisetron
Ondansetron
Venlafaxine
Methylprednisone
Cortisol
Lovastatin
Simvastatin
Cyclosporin
HIV protease inhibitors
Inhibitors
Cimetidine
Miconazole
Fluvoxamine
Fluoxetine
Disulfiram
Itraconazole
Ciprofloxacin
Fluconazole
Ketoconazole
Paroxetine
Ketoconazole
Fluvoxamine
Omeprazole
Haloperidol
Diltiazem
Quinidine
Verapamil
Celecoxib
Erythromycin
Valdecoxib
Fluvoxamine
Grapefruit juice
Inducers
Smoking
Phenobarbital
Phenobarbital
Ethanol
Carbamazepine
Rifampicin
Rifampicin
Phenobarbital
Rifampicin
Glucocorticoid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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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수분해를 통해 생체 내 변화(biotransformation)
를 거치며, 이를 phase 1반응이라 한다. Phase 2반응

심혈관약제(cardiovascular agents)

은 소수성약제(hydrophobic drug)와 glucuronic acid,
glycine, sulfate 같은 수용성 연결물질(ligand)이 결합

칼슘통로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는 전신혈

반응을 하는 시기이다. 이때 소수성약제는 친수성(hy-

관 저항과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켜 저혈압을 유발시

drophilic)복합체로 변화되어 소변이나 담즙으로 쉽게

킨다. 이것은 흡입마취제의 최소폐포농도를 감소시키

제거된다. 이때 cytochrome P-450효소는 phase 1반응

며, 국소마취제의 심혈관계독성을 증가시킨다. Vera-

의 산화와 환원과정을 촉진하며, 많은 약제들이 이

pamil과 diltiazem은 P-450효소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

러한 cytochrome P-450효소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

하고, 방실결절(AV node)의 전도를 느리게 작용한다.

시킬 수 있다(Table 1).
효소 활성화 유도인자는 보통 지방친화성이며, 약
제의 생체 내 변화를 촉진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증

모노아민 산화억제제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

가시킨다. Cytochrome P-450효소는 명명법이 있다.
이러한 효소들은 3개의 과(family) 즉, CYP 1, CYP

모노아민 산화억제제는 monoamine의 탈아미노화

2, CYP 3로 구분하며, 이러한 과(family)들은 지정된

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모노아민 산화억제제는 항우

대문자로 구분되는 아과(subfamily)로 구분한다.

울제로 가장 오랫동안 쓰여져 왔는데, tyramine, do-

또한 각 효소들은 고유의 번호를 지정받는다. CYP3A4

pamine, norepinephrine, serotonin을 탈아미노화 시키

는 인체에 작용하는 P-450효소의 40－60%를 차지한

는 MAO type A, B를 비가역으로 억제함으로써 작

다. 이러한 CYP3 family는 lidocaine, midazolam 등의

용한다. 가장 흔히 쓰이는 비가역 억제제로 phenyl-

마취와 관련된 약제들을 대사시킨다. CYP2D6는 전

zine, tranylcypromine, isocarboxazid 등이 사용된다.

체 hepatic P-450 동종효소의 2－5%를 차지하지만
약제(아편양제제, 항부정맥제, 베타차단제, 항고혈압
제제 등)대사의 25%를 담당하며, ketoconazole, selec-

A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type A)

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diphenhy-

A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MAO inhibitor type A)를

dramine, haloperidol 등에 의해서 억제된다. 이러한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교감신경유사작용약제(sympa-

CYP2D6의 활성도(activity)는 다른 약제에 의해서 유

thomimetic drugs)를 함께 주거나, 맥주, 훈제식품, 오래

2)

이러한 효소유도(enzyme induction)

된 음식과 같이 tyramine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는 마취약제의 약동학과 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되었을 때 심한 고혈압,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이 많다. A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를 복용하는 환

도되지 않는다.

Rifampin의 효소유도는 halothane의 치명적인 간독

자에서는 아편양제제에 매우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연관이 있다. 장기간의 isoniazid 약제의 치료는

과도한 진정작용, 혼수, 호흡저하 등이 생기기도 한다.

isoflurane과 enflurane의 대사를 유도시키며, fluoride
3)

특히 A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와 meperidine을 같이 복

Rifampin은 metha-

용 시 흥분성 상호작용이 동반되어, 특징적으로 흥분,

done대사를 증가시켜, methadone혈장 농도를 68% 감

혈역학적 불안정성, 발작, 혼수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소시킨다. 경구용 midazolam은 수술 전 진정제로 많

있다.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

이 이용되는데, 이것은 1차 통과대사(1st pass meta-

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선택수술 2주전에

bolism)를 거치기 때문에 경구생체이용률(oral bio-

는 모노아민 산화억제제를 끊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

availability)은 30－70%가 된다. 건강한 지원자들에게

부분의 환자에서 심한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심각한 정

5일간 rifampicin을 투여했을 때 경구용 midazolam의

신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계속 사용 여부

의 최고농도를 크게 증가시킨다.

용량은 96%까지 감소되었다.

4)

의 결정은 매우 어렵다. 저자에 따라 “모노아민 산화억
제제를 사용한 환자에 안전한 방법”을 권유하기도 하
는데 이 방법은 간접작용 승압제(indirect acting 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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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 촉진제 또는 길항제(serotonin agonist or
antagonist)를 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편양

항생제

제제는 피해야하는데 특히 meperidine, pentazocine,
tramadol제제는 모두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저혈압

몇몇 항생제들은 그 자체로 근이완 증강 작용이

이 동반되면 직접작용 승압제(direct acting pressor)를 사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근이완제와 함께 상승효과를

용하여야한다. 현재 사용 중인 moclobemide제제는 모노

나타내기도 한다. 근이완효과가 증강되는 항생제들

아민 산화억제제 투여 중지기간이 2주보다 짧으면서,

로는 aminoglycosides, clindamycin, polymyxin, bacit-

5)

안전하게 마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B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type B)

racin 등이 있다. 그러나 cephalosporin계통은 신경근
전달에 영향이 거의 없는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특
히 macrolide와 항진균제는 유의한 효소억제작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erythromycin은 P-450효소의 작

B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인 selegiline은 파킨슨병

용을 억제하며, midazolam을 투여한 환자에서 무의식

치료제로 사용된다. B형 모노아민 산화제는 epine-

상태를 연장시키고 midazolam을 경구 투여한 실험대상

phrine, norepinephrine, metanephrine, serotonin분해에는

자에서 농도곡선하영역(area under concentration curve)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주술기에 selegiline투약은 A

4배 증가시켰다.

형 모노아민 산화억제제 투여보다 수술 중 합병증이

bitor와 erythromycin을 함께 투여한 환자에서 eryth-

적다. 그러나 selegiline투약 환자에서 meperidine 주

romycin대사 억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발적인

6)

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7)

최근 연구에 의하면 P-450 3A inhi-

8)

심장사가 5배나 증가된 것이 보고되었다.

Linezolid

는 oxazolidinone계열의 항생제이며, 이 제제는 van-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comycin 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 (VREF) 감염으
로 인한 원내 폐렴과 피부와 피부 부속기 감염 치료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는 시냅스

에 쓰인다. Vancomycin이 methicillin resistant staphy-

전 종말부위(pre-synaptic terminal)에서 norepinephrine

lococcus aureus (MRSA) 감염치료에 점차 널리 쓰임

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이러한 삼환계 항우울제의

에 따라 VREF감염환자를 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

복용이 catecholamine과 교감신경유사약제(sympatho-

다. Linezolid는 모노아민 산화제의 가역적 비선택적

mimetics)의 작용을 항진 또는 저하시킨다는 상반된

억제제이다. 그러므로 linezolid는 아드레날린성제제와

의견이 있다. 이것은 약제의 주입기간에 따라 좌우

세로토닌 제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Linezolid

될 수 있다. 삼환계 항우울제를 급성으로 복용 시에

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직접 및 간접작용 아드레날린

는 교감신경절 후 시냅스(sympathetic postganglionic

성제제에 대한 반응의 가역적 증가를 볼 수 있다. 최

synapses)에서 norepinephrine의 분해를 감소시킴으로

근 증례보고에서 linezolid와 bupropion간의 상호작용

써 승압제에 대한 반응을 항진시킨다.

이 주술기 고혈압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9)

반면에 장기간 투여(chronic administration) 시 시냅
스 후 수용체(postsynaptic receptor)의 수가 감소함으

한약재(herbal medication)

로써 교감신경유사약제에 대한 감수성 반응이 떨어
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삼환계 항우울제 복

미국에서 한약재의 복용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용중인 저혈압환자 치료시에는 교감신경유사약제를

한약재가 수술 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증량하는 것이 좋다. 미

따르면 환자의 22－32%가 수술 전에 한약재를 복용

국심장마취학회 지침에 의하면 삼환계 항우울제 과

하였고, 대다수의 환자는 복용한 사실을 의사에게

다 복용으로 혈역학적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so-

보고하지 않았다.

dium bicarbonate를 주사하여 알칼리화 할 것을 제시

들의 약리학적 작용과 독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 procainamide사용은 금기

마황(ephedra)은 ephedrine과 pseudoephedrine을 포함한

로 되어 있다.

alkaloid성분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복용한 환자는 교

10)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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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blished Evidence for Herbal Toxicity
ꠧꠧꠧꠧꠧꠧꠧꠧꠧꠧꠧꠧꠧꠧꠧꠧꠧꠧꠧꠧꠧꠧꠧꠧꠧꠧꠧꠧꠧꠧꠧꠧꠧꠧꠧꠧꠧꠧꠧꠧꠧꠧꠧꠧꠧꠧꠧꠧꠧꠧꠧꠧꠧꠧꠧꠧꠧꠧꠧꠧꠧꠧꠧꠧꠧꠧꠧꠧꠧꠧꠧꠧꠧꠧꠧꠧꠧꠧꠧꠧꠧꠧꠧꠧꠧꠧꠧꠧꠧꠧꠧꠧꠧꠧꠧꠧꠧꠧꠧꠧ
Name (s)
Common use
Claimed toxicity
Published evide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phedra
Weight loss
Halothane: arrhythmias
Intravenous ephedrine well characterized
Antitussive
MAOI: enhanced
Inadequate data on specific interactions
sympathetic effects
with oral ephedra
Bacteriostatic
Oxytocin: hypertension
Oral ephedra known to cause adverse
stroke, hypertension
CNS and cardiac events
cardiac arrest
Echinacea
Common cold prevention Hepatotoxicity
No evidence of hepatotoxicity
Wounds and burns
Decrease corticosteroid
Lab evidence of macrophage activation
Urinary tract infections
effect
and enhanced natural killer cell activation
Coughs and bronchitis
Garlic
Lipid lowering
Potentiate warfarin
No evidence of interaction with warfarin
Hypertension
Decreased platelet aggregation in vitro
Antiplatelet, antioxidant
Ginger
Nausea
Inhibit thromboxane
In vitro evidence of thromboxane
Antispasmodic
synthetase
synthetase inhibition
No effect on platelet function with 2 g,
but inhibition with 5 g
Ginkgo
Circulatory stimulant
Inhibit PAF
Case reports of increased bleeding in
humans
In vitro evidence of PAF inhibition
Goldenseal
Diuretic
Oxytocic
No evidence
Anti-inflammatory
Paralysis in overdose
Laxative
Edema
Hemostatic
Hypertension
Kava
Anxiolytic
Hepatotoxicity
Case reports of hepatotoxicity
Potentiate barbiturates,
Clinical and animal studies demonstrating
benzodiazepines
sedation and anxiolysis
Licorice
Gastric/duodenal ulcer
Hypertension
Licorice abuse can cause hypokalemia
Gastritis
Hypokalemia
Uncontrolled, studies show reductions in
Cough and bronchitis
Edema
ADH, aldosterone, and plasma renin activity
St. John's wort Depression
Decreased digoxin level Clinical data show decreased digoxin level
Enzyme induction
Prolonged anesthesia
Clinical evidence for P-glycoprotein and
CYP induction
Case reports of prolonged emergence,
cardiovascular toxicity
Valerian
Sedative
Potentiate barbiturates
Small controlled clinical trial showed
Anxiolytic
decreased sleep latenc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DH: antidiuretic hormone, CNS: central nervous system, MAOI: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PAF: platelet
activating factor.

감신경 활성도가 증가되고, 부정맥, 심허혈, 고혈압

성 요한 초목(Saint John's wort)은 작용기전은 분명치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된다. 마늘(garlic)은 혈소판

않지만 중추성 세로토닌 과다증후군(central serotonin

기능을 억제하고 prostacyclin, indomethacin, dipyrida-

excess syndrome)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

mole 등의 다른 혈소판 억제제의 기능을 강화시키므

의 생체 내 모노아민산화제의 억제 작용은 확실히

로 수술 7일 전에 끊는 것이 적절하다. 은행(ginkgo)

규명 되지 않았다. 또한 이것은 P-450 3A4의 대사활

은 수술 중 출혈 위험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술 36

성을 2배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어 수술 5일전에 끊

시간 전에 끊는 것이 좋다.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어야 한다. 발레리안(valerian)은 진정효과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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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barbiturate의 수면시간을 증가시킨다. 발레
리안의 급성금단증후군은 benzodiazepine제제의 금단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갑자기 끊지 말고 수술동안
유지하면서, 진정상태가 깊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카바(kava)는 항불안제와 진정제로 쓰
인다. 이것은 동물실험모델에서 barbiturate의 수면시
간을 증가시켰으며, alprazolam투여 환자에서 혼수
11)

카바는 수술 24시간 전에 끊어

발생을 일으켰다.
야한다.

마취과의사는 한약재 복용중인 환자를 만날 가능
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한약재 복용
에 대해 주의 깊게 질문하고 한약재에 의한 수술 중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

론

마취과의사들은 기본 약리학적 원칙을 잘 이해하
고, 환자들이 사용중인 약제의 작용기전과 약력학에
대해 숙지한다면 원하지 않는 약제들의 상호작용은
피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이로운 상호작용을 이용
할 수도 있다. 또한 마취과의사는 약력학적 상호작
용의 가능성이 높은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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