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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마취관리하의 하지 정맥류 수술에서
Alfentanil과 Remifentanil의 진통효과 비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마산삼성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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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Alfentanil and Remifentanil for Analgesic Effect during Stab Avulsion for
Varicose Vein of Lower Extremities under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Haeng Seon Shim, M.D., Soon Hee Park, M.D., and Myoung Keun Shi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Masan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asan, Korea

Background: We used alfentanil for analgesic effect during stab avulsion for varicose vein of lower
extremities. We prefer to use alfentanil in outpatient anesthesia because alfentanil represent short
context-sensitive halftime and rapid onset than fentanyl. But patients sometimes complain discomfort
and pain during especially unexpected long time operation because of relatively low potency of
alfentanil. However remifentanil is recently introduced opioid represents very short context-sensitive
halftime, rapid onset and more potent than alfentanil. In order to get better analgesic effect, we
compared remifentanil with alfentanil.
Methods: Forty adults (ASA I, II) undergoing stab avulsion for varicose vein of lower extremitie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RF and AF group). Intravenous remifentanil was given to RF
group, 0.5μg/kg loading dose and 0.05μg/kg/min continuous dose. Intravenous alfentanil was given
to AF group,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Heart rate (HR), blood pressure (BP),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postanesthetic discharge score, adverse effect, postoperative satisfaction
score were recorded.
Results: VAS score was lower in RF group than AF group during wound traction and electric cautery
(P ＜ 0.05). Postoperative satisfaction score was better in RF group than AF group (P ＜ 0.05). But
bradycardia developed more frequent in RF group than AF group (P ＜ 0.05).
Conclusions: We suggest that remifentanil offered better analgesic effect than alfentanil, but we need
to investigate an optimal dose of remifenta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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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원수술실에서 많이 시행되는 하지 정맥류 수술
은 병변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므로 불가피하게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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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투여가 수차례 시행되고 예기치 못하게 수술

분에 걸쳐 투여한 후 유지 수액 용량은 1-2 ml/kg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국소 마취제의 효과가 감소되

로 하였다. 환자는 무작위로 RF군과 AF군으로 분류

어 환자가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통

하였고 외과의가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RF군은

상적인 환자 감시와 더불어 alfentanil을 지속적으로
정주하고 있다.

1)

Alfentanil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아

remifentanil 0.5μg/kg를 30초에 걸쳐 부하 용량을 준
뒤 0.05μg/kg/min을

지속적으로

정주하고

AF군은

편유사제인 fentanyl에 비해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alfentanil 2.5μg/kg를 30초에 걸쳐 부하 용량을 준

짧아 축적 작용이 적으며 작용 발현 시간이 fentanyl

뒤 0.25μg/kg/min를 지속적으로 정주하였다. 이 때

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외래 마취 시 선호되지만,

remifentanil은 20μg/ml로, alfentanil은 100μg/ml의 농

다른 아편유사제에 비해 효능이 낮아 환자가 통증을

도로 각각 희석하여 50 ml씩 준비하여 어느 군이든

호소하게 되어 추가로 국소 마취제 혹은 아편유사제

지 체중에 따라 주입되는 약물이 비슷한 부피가 되

2-4)

최근에 국내에 시

게 하고 주사기에 약물명을 표기하지 않아 VAS 점

판된 remifentanil은 alfentanil에 비해 효능이 높고 상

수를 기록하는 자가 약물의 종류를 모르게 하였다.

황 민감성 반감기가 짧으며 장시간 사용 시에도 축

평균 혈압 및 심박수는 부하용량을 준 뒤에 다시 측

적 작용이 없으며 가장 빠른 작용 시간을 나타내는

정하였고 0.5% lidocaine의 국소 주입 시, 절개 시,

를 주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9)

alfentanil보다 더 효율적으로

견인 시, 전기 소작 시, 봉합 시에 평균 혈압, 심박

통원 수술을 받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지속적

수 및 VAS 점수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때 반

인 정주 후에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 예상되어 저

복되는 수술 수기에서는 환자에게 3회 평가하게 하

자들은 객관적인 임상 자료를 통해 이를 비교해 보

여 평균치를 채택하였다.

아편유사제이므로,

고자 하였다.

VAS 점수가 5 이상이면 추가로 아편유사제를 0.5 ml
투여하여 RF군에서는 remifentanil 10μg, AF군에서는

대상 및 방법

50μg가 추가로 주입되게 하였다. 추가의 아편유사
제 투여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통증은 외과의에게

하지 정맥류 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추가의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였다. 평균혈압이

등급 분류상 1, 2에 해당하는 성인 환자 40명을 대

기저치의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저혈압으로 정

상으로 실시하였고 환자에게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

의하고 필요한 경우 phenylephrine 50μg을 정주하여

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으며 병원 윤리위원회의

치료하였고 심박수가 기저치의 20% 이상 감소하거

승낙을 받았다. 진정제나 수면제 및 아편유사제를

나 분당 45회 이하를 서맥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경

상습적으로 복용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세한 설

우 atropine 0.2 mg을 정주하여 치료하였으며 오심을

명에도 불구하고 visual analogue scale (VAS) 점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ondansetron 4 mg을

이용한 통증 평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는

정주하였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종료 후 회복실에서 Aldrete 마취회복 점수에10)

수술 전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당일 준비

근거하여 퇴원 기준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실제

실에서 10 cm 길이의 자를 이용한 VAS 점수의 통

로 환자가 안정실로 이송된 시간을 분으로 기록하였

증 평가를 설명하고 18 G 도관으로 정맥로를 확보

고 병실로 가기 전 환자에게 술 후 만족도를 평가하

한 뒤, 정맥로 확보 시의 통증을 VAS 점수 4로 제

게 하여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

시하고 수술 중 VAS 점수가 5 이상이면 환자가 마

만, 불만, 매우 불만의 7단계로 나누고 각각 7, 6, 5,

취통증의에게 추가의 아편유사제를 요구하도록 사전

4, 3, 2, 1로 기록하였다.

에 교육하였다. 수술실 도착 후 혈압, 심박수, 심전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PSS

도, 맥박산소포화도의 환자 감시 장치가 부착되었고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환자의 나이와 체

마스크로 2-3 L/min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안정 상

중, 평균 혈압, 맥박, VAS 점수, 마취 회복에 걸린

태에서 3회 측정한 평균 혈압과 심박수의 평균값을

시간 및 만족도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

기저치로 하였다. 200-300 ml의 하트만 용액을 10

하여 분석하였고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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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로 평가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

타났고 심박수는 부하 용량 투여 후 RF군에서 유의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게 감소하였다(P ＜ 0.05)(Table 2, 3). VAS 점수는
혈관 견인 시, 전기 소작 시 RF군이 유의하게 낮았

결

과

고(P ＜ 0.05) 국소 마취제 주사 시와 절개 시, 봉합
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Remifentanil

두 군간의 나이, 성별, 체중, 수술시간에 있어서는

의 제거 반감기나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alfentanil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Table 1). 기저치 평균혈압, 심

보다 짧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회복실에서의 회복 점

박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수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실제 퇴원하기까지 걸

부하용량 투여 후 두 군 모두 유의하게 평균혈압과

리는 시간에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맥박이 감소하였으며 이 때 RF군에서 AF군보다 유

술 후 만족도 평가는 RF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

의하게 더 감소하였다(P ＜ 0.05). 평균 혈압은 국소
마취제 주사 시와 절개 시에 RF군에서 더 낮게 나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RF
Group A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n)
20
20
Sex (M/F)
9/11
8/12
Age (yr)
51.9 ± 9.2
51.4 ± 11.8
Weight (kg)
62.1 ± 8.9
62.2 ± 6.6
Operation time (min)
64.5 ± 20.5
66.8 ± 2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RF: remifentanil 0.5μg/kg loading dose and 0.05μg/
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Group AF: alfentanil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Table 2. Changes in Mean Arterial Pressure (mmHg)
ꠧꠧꠧꠧꠧꠧꠧꠧꠧꠧꠧꠧꠧꠧꠧꠧꠧꠧꠧꠧꠧꠧꠧꠧꠧꠧꠧꠧꠧꠧꠧꠧꠧꠧꠧꠧꠧꠧꠧꠧꠧꠧꠧꠧꠧꠧꠧ
Group RF
Group AF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seline
99.4 ± 7.1
97.9 ± 7.0
After loading dose
88.5 ± 7.7*
93.7 ± 4.1
infusion
Lidocaine injection
88.8 ± 6.7*
93.6 ± 5.2
Incision
88.1 ± 7.5*
92.3 ± 4.3
Traction
90.4 ± 7.1
94.3 ± 5.6
Electric cautery
89.8 ± 5.6
92.0 ± 4.6
Suture
90.9 ± 6.0
91.8 ± 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F: remifentanil 0.5
μg/kg loading dose and 0.0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Group AF: alfentanil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AF.

Table 3. Changes in Heart Rate
ꠧꠧꠧꠧꠧꠧꠧꠧꠧꠧꠧꠧꠧꠧꠧꠧꠧꠧꠧꠧꠧꠧꠧꠧꠧꠧꠧꠧꠧꠧꠧꠧꠧꠧꠧꠧꠧꠧꠧꠧꠧꠧꠧꠧꠧꠧꠧ
Group RF
Group AF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seline
86.9 ± 17.3
80.8 ± 15.7
After loading dose
67.4 ± 10.7*
76.1 ± 12.1
infusion
Lidocaine injection
73.5 ± 10.2
76.5 ± 10.5
Incision
72.4 ± 9.4
76.0 ± 9.5
Traction
74.8 ± 9.8
78.0 ± 10.7
Electric cautery
71.9 ± 9.2
76.7 ± 10.9
Suture
73.5 ± 11.7
72.5 ± 1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F: remifentanil 0.5
μg/kg loading dose and 0.0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Group AF: alfentanil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AF.

Table 4. Visual Analogue Scale Score
ꠧꠧꠧꠧꠧꠧꠧꠧꠧꠧꠧꠧꠧꠧꠧꠧꠧꠧꠧꠧꠧꠧꠧꠧꠧꠧꠧꠧꠧꠧꠧꠧꠧꠧꠧꠧꠧꠧꠧꠧꠧꠧꠧꠧꠧꠧꠧ
Group RF
Group AF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idocaine injection
3.5 ± 0.8
3.8 ± 1.1
Incision
1.2 ± 0.6
1.4 ± 0.7
Traction
2.9 ± 1.2*
4.0 ± 1.3
Electric cautery
1.2 ± 0.4*
1.7 ± 0.7
Suture
3.0 ± 1.2
3.7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F: remifentanil 0.5
μg/kg loading dose and 0.0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Group AF: alfentanil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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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ldrete 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and
Postoperative Satisfaction Score
ꠧꠧꠧꠧꠧꠧꠧꠧꠧꠧꠧꠧꠧꠧꠧꠧꠧꠧꠧꠧꠧꠧꠧꠧꠧꠧꠧꠧꠧꠧꠧꠧꠧꠧꠧꠧꠧꠧꠧꠧꠧꠧꠧꠧꠧꠧꠧ
Group RF Group AF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ischarge criteria met (min) 5.77 ± 72.3 5.6 ± 2.2
Actual discharge met (min)
13.8 ± 3.2 14.5 ± 3.1
Postoperative satisfaction score 5.2 ± 0.9* 3.6 ± 0.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F: remifentanil 0.5
μg/kg loading dose and 0.0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Group AF: alfentanil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AF.

를 보였다(P ＜ 0.05)(Table 5). 두 군 모두 호흡 저

Table 6. Incidences of Adverse Effect
ꠧꠧꠧꠧꠧꠧꠧꠧꠧꠧꠧꠧꠧꠧꠧꠧꠧꠧꠧꠧꠧꠧꠧꠧꠧꠧꠧꠧꠧꠧꠧꠧꠧꠧꠧꠧꠧꠧꠧꠧꠧꠧꠧꠧꠧꠧꠧ
Group RF Group AF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ypotension
5
2
Bradycardia
6*
1
Nausea
2
1
Pain (rescue opioid)
4*
11
Drowsiness
5
1
Respiratory depression
0
0
Additional lidocaine injection
2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occurrence of adverse effect. Group RF:
remifentanil 0.5μg/kg loading dose and 0.05μg/kg/
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Group AF: alfentanil
2.5μg/kg loading dose and 0.2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AF.

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저혈압의 발생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RF군에서 발생한 5예의 저
혈압 발생 중 phenylephrine 50μg을 투여하여 치료한

으로 사용되지만 의식의 소실이나 신경 차단없이 시

경우가 한 건이 있었고 AF군에서 발생한 저혈압의

행하는 짧은 수술 혹은 덜 침습적인 수술에 있어 통

경우에는 치료없이 회복되었다. 서맥은 RF군에서 유

증 조절을 위한 아편유사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는데(P ＜ 0.05) 6예의 서맥 발

다. Fentanyl은 전신마취 중 효과적인 진통을 위해

생 중 atropine으로 치료한 경우가 두 건이었고 AF군

흔히 사용되는 아편유사제이지만 지속적으로 정주하

에서는 1예의 서맥이 발생하였으나 약물 투여없이

면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길어 호흡부전의 원인이

회복되었다. 추가의 아편 유사제 요구는 AF군이 유

되고 사용한 용량과 기간에 따라 수시간에서 수일까

의하게 많았고(P ＜ 0.05) lidocaine 주사 시 2건, 혈

지 기계 환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 환자의

관 견인 시 7건, 상처 봉합 시 2건이었으며 RF군에

보조적 진통 효과를 위해 지속적인 정주는 적응증이

서는 혈관 견인 시 2건, 상처 봉합 시 2건이었다. 졸

되지 않는다.

음은 RF군에서 5예 발생하였으며 부하 용량 투여

지만 생리적 pH에서 비이온화 구획이 높고 분포 용

후 3-4분 뒤 졸음을 호소하였고 AF군의 1예는 시

적이 작아 뇌에 도달하는 약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간에 따른 특이한 점은 없었다. 오심의 발생은 군

높아 fentanyl보다 작용 발현 시간이 빠르고 제거 반

간 차이가 없었고 추가의 lidocaine 투여는 두 군에

감기가 fentanyl보다 짧아 외래 환자 수술 시 진통

서 각각 두 건씩 발생하였다(Table 6).

작용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11)

Alfentanil은 fentanyl보다 지용성이 낮

2,11)

그러나 다른 아편유

사제에 비해 효능이 낮기 때문에 종종 부하 용량이

고

수차례 투여되기도 하고 장시간 사용 시 상황 민감

찰

성 반감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량 투여나 장
아편유사제는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 시 호흡 부전의 위험을 보인다. 특히 저

감시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MAC)동안 통

자들이 선택한 하지 정맥류 수술은 복와위 상태에서

11)

한 번의 부

진행되므로 진정제의 사용을 제한하였고 통증 조절

하용량으로도 이미 발생한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되

을 아편유사제로만 의존하였는데 충분치 못한 진통

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부하용량 후 지속적인 투여

작용으로 인해 통증에 예민한 환자의 경우 불만을

로 수술 중 통증의 발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혈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저자들은

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역학적으로도 안정된 결과를 가져온다.

11)

전신 마취

혹은 부위 마취에서는 주마취 방법을 보조하는 수단

최근 시판된 아편유사제인 remifentanil과 비교 연구
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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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fentanil은 화학적으로는 fentanyl 동류물이지만

주로 epinephrine을 첨가하지만14) 평균혈압과 맥박에

유일하게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는 아편유사제로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첨가하지 않았다. 저

서 이 에스테르 구조로 인해 혈액 및 조직의 비특이

자들의 연구에서 remifentanil군에서 혈관 견인 시와

성 에스테르 분해 효소에 가수분해되기 쉬워 빨리

전기 소작 시 alfentanil군에 비해 좋은 VAS 점수를

대사되기 때문에 제거 반감기가 alfentanil 5-20분,

보였지만 국소 마취제 침윤 시에는 실제로 유의한

7)

Remi-

차이가 없었으므로 국소 마취제의 알칼리화나 가온

fentanil의 작용 발현 시간은 1분으로 초단시간 작용

등의 방법을 첨가하여 국소 마취제 침윤 시 remifen-

(ultrashort-acting)의 아편유사제이므로 의식의 소실

tanil의 진통 효과를 보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기

없이 빠른 진통을 원하는 수술의 경우 매우 이상적

대된다.

fentanyl 20-30분에 비해 10분 이하로 짧다.

이다. Remifentanil의 상황 민감성 반감기는 정주 시

Remifentanil의 제거 반감기나 상황 민감성 반감기

간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3분 이내이며 청소율은 정

가 alfentanil보다 짧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회

상 간혈류의 몇 배나 되므로 위에 설명된 광범위한

복 점수 도달 시간을 줄이는 데는 유의한 차이가 없

간 이외 대사에 의해 신속히 분해되어 혈중 농도는

었지만 remifentanil을 사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술 후

주입 종료후 매우 급속하게 떨어지므로 통원 환자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remifentanil이 더

수술의 주마취 보조제로나 지속적인 정주를 통한 진

효과적으로 진통 효과를 보이며 환자의 만족도에서

7)

Remifentanil의

도 alfentanil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역가가 alfentanil에 비해 8-20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

연구에서 remifentanil을 투여 받은 환자 군에서 유의

통제로서 선택되기에 매우 유리하다.
5,6)

12)

하게 서맥의 부작용이 관찰되어 이러한 부작용은 적

본 연구에서는 5배의 효능으로 비교 연구하였는데

게 일으키면서 효과적인 진통을 위한 remifentanil의

이는 감시마취관리하에서 lidocaine으로 국소 침윤 마

적정 농도를 위한 다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

취를 시작할 때의 통증 점수가 remifentanil: alfentanil

료된다.

기도 하고

40배 정도 효능이 높다고 보고되지만

의 비율을 1：5로 했을때 두 군간에 비슷한 결과가
13)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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