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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fentanil의 약동학 및 약역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이

혜

원

지난 30년간 임상에서 사용하는 아편유사제는 효
능, 안전도 및 약동학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

건강한 자원자와 환자에서의

다. 새로운 아편유사제의 개발에 있어서 중점을 두

Remifentanil의 약동학

는 것은 효능 증가, 안전도 증가, 약역학적 적합성에

분포

있다. 특히 안전도 면에 있어서는 진통작용과 호흡
억제를 분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약

Remifentanil의 분포는 2 또는 3 구역 약동학 모델

동학적으로는 진통작용이 빠르게 발현되고 빠르게

로 설명하고 있다. 두 모델 모두 혈액과 빠르게 관

없어지며 따라서 쉽게 적정하여 투여할 수 있는 지

류되는 조직을 포함한 중심구역과 지방조직과 느리

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게 관류되는 조직을 포함한 주위구역을 가지고 있
다. 중심구역에서는 remifentanil이 빠르게 분포되며

최근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remifentanil은

주위구역에서는 느리게 분포된다(Fig. 2).

esterase에 의해 대사되며 분포용적이 작은 약역학적

4)

Egan 등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용 발현시간이 빠르

10명의 18-40세 건강한 성인 남성

자원자에서 remifentanil의 약동학에 대해 연구하였

고 작용이 빠르게 소멸되며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

다. Remifentanil을 1-8μg/kg/min의 속도로 20분 동

인 이점을 지니고 있다.

안 주입한 후 처음 1시간 동안은 제2구역 모델로 설
명되나 이후에는 remifentanil의 수치가 낮게 추정된

물리화학적 특성

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입 1시간 이후부터는 제3구
Remifentanil은 piperidine 유도체로서 3-4[methoxy-

역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carbonyl-4-[(1-oxopropyl) phenylamino]-1-piperidine]pro-

Remifentanil의 지질용해도는 sufentanil이나 fentanyl

panoid acid, methylester)의 hydrochloride salt이다(Fig.

보다 낮고 alfentanil과 비슷하다. Remifenatnil은 제2

TM

1). Remifentanil hydrochloride (Ultiva )는 백색 정제

구역으로 매우 빠르게 분포되지만 제3구역으로의 분

가루로 1 mg, 2 mg, 5 mg 바이알로 보급되며 25μg/

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총 노출량의 5% 정도이

ml, 50μg/ml 용액으로 사용한다. 용액상태에서는 pH

다.5) 이는 기존의 아편유사제의 약동학적 프로필과

3.0, pKa 7.07이며 자연분해되며, pH 4 이하에서는

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전통적인 아편유사제는 오랜

24시간 정도 보존된다. 지질용해도는 pH 7.4에서 17.9

시간동안 투여하면 제3구역에 축적될 수 있다.

이며 단백질과 92% 결합한다. Remifentanil은 μ-아편

제 투여 중단 후 제3구역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재분

유사제 수용체에 강한 친밀성을 나타내며 κ-, δ-

포되어 독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6,7)

약

Remifentanil은 아

총분포용적은 개개인의 지질용해도에 따라 달라지

편유사제 수용체이외의 수용체와는 결합하지 않고

며 remifentanil의 지질용해도는 기존의 아편유사제에

수용체와는 친밀성이 매우 낮다.

naloxone과는 경쟁적 길항제이다.

3)

주 대사물질은

비교하여 적다. 48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
8)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항정상태

carboxylic acid 대사산물인 remifentanil acid이다. Re-

로 한 Glass 등의

mifentanil acid는 μ-, κ-, δ-수용체에 결합하나 친밀

분포용적(steady-state volume of distribution, VDss)은

성이 매우 낮다.

0.39 ± 0.25 L/kg, alfentanil은 0.52 ± 0.2 L/k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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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emical structure and primary metabolic pathway of remifentanil.

8)

Fig. 2.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distribution and elimination in the body according to a three compartment
4)
model.

관찰되었다. Remifentanil의 지질용해도가 비교적 낮

의 아편유사제의 단백질 결합률은 90%로 이와 비교

기 때문에 혈중-뇌 평형상태 시간이 매우 짧다.

된다. 따라서 단백질 결합률이 높은 약제와 remifen-

Remifentanil 용량의 70%가 혈장 단백질에 결합하
고 이중 2/3는 α1-acid glycoprotein에 결합한다. 기존

tanil을 동시에 투여하였을 때 remifentanil이나 다른
약제의 혈중 유리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혜원：Remifentanil의 약동학 및 약역학

165

Esterase 대사: remifentanil의 임상적용 시
이점의 주요특성
Remifientanil은 혈중 및 조직에 존재하는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하여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독특한
약동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임상적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된다. Remifentanil의 작
용시간은 짧고 예측할 수 있으며 작용이 빠르게 소
멸된다. Propionic methyl ester기가 분해되어 carboxylic acid 대사산물(GR90291)을 생성한다(Fig. 1). Remifentanil 투여량의 88%가 GR90291의 형태로 소변
에서 발견된다. GR90291의 평균 최종 반감기는 remifentanil에 비하여 길고 88-137분이다. 그러나 이
대사산물은 remifentanil의 μ-아편유사제에 의한 뇌파

Fig. 3. Unlike other μ-opioid receptor agonists, the context-sensitive half-time of remifentanil doses does not
5)
increase with duration of infusion.

변화 면에서 볼 때 1/4,600의 강도를 나타낸다. 따라
서 remifentanil의 작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3구역 분포 특성

다. 사람에서는 remifentanil 투여용량의 1.5% 정도는

을 지닌 약제의 CSHT는 매우 짧은데 이는 초기에는

N-dealkylation 대사과정을 거치고, 1.5% 정도는 소변

약제가 중심구역에서 대사와 분포에 의하여 빠르게

에서 그대로 배설된다.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아
편유사제와 remifentanil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전통

제거

적인 아편유사제의 CSHT는 주입기간에 따라 증가하

Remifentanil 제거는 이차 또는 삼차 지수율에 따

나 remifentanil의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는다(Fig. 3).

른 감소를 하며 이는 2구역 또는 3구역 분포를 의미

따라서 remifentanil의 혈중 또는 효과처 농도가 감소

한다. 각 지수의 반감기는 t½α1 0.94 ± 0.57분에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입시간과는 무관하여 항상

1.96 ± 0.57분, t½β1 15.3 ± 1.5분에서 14.4 ± 7.8분,

짧다. Remifentanil은 축적되지 않는 반면 전통적인

9)

5%

아편유사제는 상당량이 제3구역에 축적되어 있다가

정도가 3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속적 주입 후

주입을 중단하면 다시 재분포되므로 회복을 지연시

remifentanil의 혈중농도가 50%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

킬 수 있다.

t½r1

25-137분이다.

Remifentanil의

약동학의

간(상황민감성반감기, context-sensitive half-time)은 3-

9)

Westmoreland 등은

컴퓨터모의연구에서 remifenta-

nil, sufentanil, alfentanil, fentanyl을 240분 동안 지속

5분으로 최종 제거 반감기보다 훨씬 짧다.

적으로 주입한 후 각 약제의 CSHT를 측정한 결과

Remifentanil의 상황민감성반감기

각각 3.65분, 33.9분, 58.5분, 262.0분이었다. 이 연구

복잡한 3구역 약동학에 따르는 약물의 최종 반감

를 통하여 remifentanil의 약동학이 다른 약제와는 상

기는 농도 제거곡선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

당히 다르며 오랜 기간 동안 주입 후에도 축적되지

지는 않는다. 이러한 약물의 작용시간과 최종 반감

않음을 보여주었다. 30명의 건강한 성인 환자에서

기는 제2구역과 제3구역에 축적되어 주입시간에 따

remifentanil과 alfentanil을 3시간 동안 주입한 후

라 증가한다.10) 따라서 최종 반감기만을 근거로 용량

CSHT를 측정한 Kapila 등의

12)

연구결과가 위의 연구

과 작용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정확하지 않다.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관찰한

최종 반감기와 혈중 농도가 50% 감소하는 데 걸리

remifentanil의 약동학적 및 약역학적 CSHT는 3.2분

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황민감성반감기

및 5.4분, alfentanil의 약동학적 및 약역학적 CSHT는

11)

(CSHT)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입시

간에 따라 혈중 또는 효과처 농도가 50%로 감소하

47분 및 54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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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약동학
Remifentanil과 전통적인 아편유사제의 차이점은
remifentanil의 약동학적 프로필은 건강상태가 다른

빨라서 독특한 약동학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전통적인 아편유사제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점
을 지닌다. Remifentanil의 약동학적 프로필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에서도 비교적 일정하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1) 2구역 또는 3구역 모델 약동학

아편유사제의 제거는 간 및 신장 대사에 의존하는

2) t½keo 1.3-1.4분

반면 remifentnail은 주로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해 대

3) VDsst 312 ml/kg (젊은 성인)

사된다. 결과적으로 remifentanil의 약동학은 간 및

4) 상황민감성반감기 3-5분

신장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5) 혈중 및 조직 비특이적 esterase 대사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도 용량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으며 건강한 성인에서와 같은 발현시간, 작용시간
작용소멸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심한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remifentanil
의 약동학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remifentanil의
주요 대사산물인 GR90291의 제거는 상당히 감소한

6) 신장 및 간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대사
7) 장시간 투여 후에도 작용시간 변화하지 않음
8) 장시간 투여 후에도 축적되지 않음
작용 발현시간

다. 건강한 환자에서 GR90291의 반감기는 대략 1.5

Remifentanil은 지질용해도가 낮으므로 혈액뇌장벽

시간이지만 신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6.8시간

의 평형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작용의 발현 시간이

정도 된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remifentanil에 비교하

매우 빠르다. 혈장과 효과구역과의 평형 반감기(t½

여 GR90291의 축적은 7배 정도 되는 반면 신기능장

keo)가 1-1.5분으로 뇌파에 대한 remifentanil의 효과

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200배 정도 된다. 그러나 GR-

는 동맥혈 농도와 거의 평행하게 일치한다.

90291의 효능은 remifentnail의 1/4,600 정도되므로 remifetanil을 2μg/kg/min의 속도로 12시간 이상 지속

마취 중 용량 적정

적으로 투여하여도 GR90291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Remifentanil은 작용 발현시간이 빠르고 작용시간

농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나 신

이 짧으며 빠르게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모두에서 remifentanil을 주마

주입속도를 쉽게 적정하여 개개인 환자의 요구나 수

취제로 사용한 후에도 호흡기능의 회복이 빠르다.

술 상황에 맞추어 마취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거나 매우 뚱뚱한 환자에서

있다. 예를 들어 피부절개 전이나 트로카 삽입 전에

remifentanil의 약동학이 달라진다. 따라서 뚱뚱한 환

용량을 증가시켜 혈역학적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

자에서 remifentanil의 용량은 이상체중을 기준으로

킬 수 있다. Remifentanil의 주입을 시작하거나 주입

하여 결정한다.

속도를 변경시키면 빠르게 항정상태에 도달하여 5-

노인 환자에서 remifentanil의 약동학이 약간 변화
하며 65세 이상에서는 아편유사제에 매우 예민해진
다. 따라서 노인 환자에서는 remifentanil의 용량을
50% 정도 줄이며 각 개개인의 환자에 따라서 적정
하여 사용한다.

8분 이내에 항정상태의 혈중 농도의 80%에 이른다.
작용 소멸
Remifentanil은 작용 발현시간과 작용이 끝나는 시
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주입시간 또는 주입량과는

2세 내지 12세의 소아에서의 약동학적 변수는 젊

관계없이 축적되지 않아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은 성인 환자에서의 체중을 기준으로 한 교정수치와

때문에 피부봉합 직전까지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

유사하여 반감기는 5 ± 2.7분으로 짧으며 청소율은

다. 또한 중심구역에서 빠르게 제거되고 주변구역에

58.7 ± 28 ml/min/kg으로 높다.

분포되는 양이 적으므로 술 후 호흡억제가 다시 발

Remifentanil의 약동학적 프로필의 임상적 이점
Remifentanil의 혈중-뇌 평형시간과 esterase 대사가

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아
편유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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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입할 때의 반응률은 remifentanil을 0.04μg/kg/
min으로 주입할 때와 같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입

약역학

할 때에도 remifentanil의 강도가 alfentanil의 10-20

효능 측정

배 정도 된다.

모든 μ 수용체 아편유사제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Remifentanil의 전혈 농도를 보면 66% 아산화질소

나타낸다. 따라서 약역학은 상대적인 효능을 결정하

투여 하에서 50%의 환자에서 피부절개에 대한 혈역

는 것이 중요하다. 아편유사제의 효능은 일회 급속

학적, 교감신경 또는 신체반응을 방지하는 remifen-

주입 후 morphine 해당량으로 인용한다. 아편유사제

tanil의 혈액/혈장 농도(CP50skin

는 단독 또는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투여하거나 목표

fentanil은 90 ng/ml (전혈)이었다. 뇌파의 분광변영을

incision)는

2 ng/ml, al-

설정 약물운반법을 이용하여 목표 혈장 또는 효과처

50% 억제하는 remifentanil의 농도(IC50)를 alfentanil과

농도로 주입한다. 약물의 성질이 다르므로 약물 투

비교한 결과 remifentanil이 alfentanil에 비하여 10배

여방식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 이상적으로는 아편

정도 강하다.

유사제의 효능은 통증완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억제를 유발하도록 목표 조절 주입 장치를 이용하여

통증완화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상대적으

투여한 결과 remifentanil은 alfentanil에 비교하여 전

로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측정방법을 시도

혈 농도로는 30-40배, 혈장농도로는 60-80배 강하

하였다. 예를 들어 뇌파의 분광변영(spectral edge)을

였다.5) Isoflurane의 최소폐포농도에 대한 연구에서

억압하는 능력, 의식소실을 유도하는 능력, 피부절개

remifentanil은 fentanyl과 비슷한 역가를 나타냈으며,

16)

이중맹검연구에서 같은 정도의 호흡

에 대한 움직임을 방지하는 능력(아산화질소 동시

alfentanil의 60배(혈장농도), sufentanil의 1/10 (혈장농

투여 시), 수술 절개에 대한 움직임을 방지하는 농

도)로 관찰되었다.17,18)

도에 해당하는 흡입마취제의 최소폐포농도를 감소시

혈역학적 효과

키는 능력, 호흡억제를 유발하는 능력 등이 있다. 이
러한 효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투여하는 용량 및 농
도는 μ-수용체 아편유사제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Remifentanil은 2μg/kg의 용량까지는 수축기혈압과
심박수에 거의 영향을 미지치 않는다.

13)

마취유도

상대적인 효능은 측정 방법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

시 remifentanil을 단독으로 10μg/kg까지 투여 시 혈

타난다. Remifentanil은 용량의존적으로 진통효과를

압이 10-40% 감소하고 심박수는 거의 변하지 않는

나타낸다.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진통효과를 관

다.

찰한 결과 일회 급속주입 시 alfentanil의 20-30배의

투여하면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13)

Alfentanil과 마찬가지로 진

14)

Isoflurane 투여하에서 remifentanil을 10μg/kg
수축기

40% 감소한다.

19)

혈압은

10-40%,

심박수는

10-

모든 연구에서 용량의존적인 변화

통효과가 증가할수록 이와 비례하여 호흡억제효과도

를 관찰하였고 다른 약제들이 존재할 때 더욱 혈압

증가한다. Alfentanil과 비교한 이중맹검연구에서 마

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심한 서맥으로 인하여 저

취유도 시 의식이 소실되는 능력을 관찰하였다. 의

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glycopyrrolate로 미리 전처

식소실의 50%유효량(ED50)은 remifentanil은 12μg/kg,

치하여 예방할 수 있다.

alfentanil은 176μg/kg으로 일회 급속 주입 후 remi-

에서는 histamine을 유리시키지 않는다.

14)

fentanil은 alfentnail 보다 10-20배 강하다.

Remifentanil을 4시간 동안 0.05μg/kg/min으로 지속
적으로 주입할 때 alfentanil 0.5μg/kg/min으로 주입할

20)

Remifentanil 5μg/kg 이하
20)

흉골절개술

시 remifentanil을 1μg/kg/min의 속도로 주입하면 에
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변하지 않았으
며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때와 같은 정도의 호흡억제를 유발한다.15) 따라서

호흡효과

건강한 자원자에서 호흡억제를 유발하는 능력을 비
교할 때 alfentanil보다 10배 강하다. 66% 아산화질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mifentanil은 다른 μ

투여 하에서 피부절개에 대한 움직임을 방지하는

수용체 아편유사제와 같이 용량의존적 호흡억제 효

remifentanil의 ED50은 0.1μg/kg/min, alfentanil의 ED80

과를 나타낸다. 자원자에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

은

에서

0.5μg/kg/min이다.

Alfentnanil을

0.75μg/kg/min으

remifentanil

0.05-0.1μg/kg/min으로

주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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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산화탄소 존재 하에서 분시 환기량을 50% 감
소시킨다.

1)

분명한 것은 remifentanil의 호흡억제에

대한 효과는 투여한 용량뿐만 아니라 연령, 일반적

안과적 효과
안과수술시 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압을

인 의학적 상태, 통증 및 다른 자극 존재 여부 등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술 중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다

에는 국소마취제를 눈 뒤로 주입하거나 눈 주변에

른 μ 수용체 아편유사제와 비교할 때 특이한 장점

주입하여 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수술실에서

은 마취 중 환기를 조절한 상태에서 충분히 호흡억

안압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보면 수술장에서 사용할

제 및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을 투여하여도 지속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진통을 목적으로 아편유사

적 주입을 중단 후 10분 이내에 적절한 자발 호흡이

제를 투여할 수 있다. Remifentanil은 임상적으로 의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발 호흡 중

미있는 안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안

remifentanil을 투여하여 호흡이 억제되면 주입속도를

과수술 시 부분마취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줄이거나 중단하면 보통 3분 이내에 적절한 환기 욕
구가 회복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naloxone으로 역전
3)

시킬 수 있다.

신장 및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약역학
Remifentanil은 대부분 혈액 및 조직에 존재하는

중추신경계효과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해 대사가 되므로 신장기능

Remifentanil은 용량 의존적으로 뇌파를 억압한다.
사람에서 remifentanil을 투여하여 간질을 유발한 적
은 없다. 뇌혈류, 두개내압, 뇌대사량에 대한 효과는
다른 μ 수용체 아편유사제와 유사하다. 두개내압이
21)

약간 증가된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다.

장애나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remifentanil의
약동학 및 약역학은 변하지 않는다.
약역학적 약물상호작용
Remifentanil은 작용이 빨리 발현되고 빨리 소멸되

다른 μ 수용체 아편유사제와 마찬가지로 remi-

므로 마취유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의식소실의 ED50

fentanil은 근육강직의 빈도나 정도를 용량의존적으로

는 12μg/kg이다. 그러나 용량을 20μg/kg까지 증가시

증가시킨다. Remifentanil은 효과의 발현시간이 빠르

켜도 모든 환자에서 의식이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기 때문에 fentanyl이나 sufentanil에 비교하여 근육강

더군다나 많은 환자에서 심한 근육강직을 유발하며

직을 더 유발한다. Alfentanil의 등가량과 비교할 때

많은 경우에서 실제 의식이 소실되는 시점을 결정하

강직의 빈도나 강도는 비슷하다. 그러나 2μg/kg 이

기 어렵다. 따라서 아편유사제에 대한 예민도에는

하의 용량을 1분에 걸쳐 주입하면 강직을 유발하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아편유사제만을 투여하여

않는다. 따라서 remifentanil의 초회량은 1μg/kg 이상

마취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Remifentanil의

넘기지 말고 1분에 걸쳐 주입해야 한다. 마취유도

양을 증가시키면 의식소실에 필요한 thiopental의 양

시 remifentanil을 주입한 후 30-60초 이내에 최면제

을 줄일 수 있다.

를 주입하면 강직을 관찰한 예는 없었다.
감시마취 하에서 단순히 진통을 목적으로 remifen-

Remifentanil

3-5μg/kg은

thiopental의

마취유도량
14)

을 30% 정도 줄여 200 mg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tanil을 투여 시에는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바람

그러나 remifetanil의 일회 주입은 효과가 오래 지속

직하다.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항정상태의 농도에 도

되지 않으므로 후두경이나 기관내삽관에 의한 반응

달하는 시간은 최종 항정상태 농도의 70%는 5분 이

을 없애지는 못한다. Remifentanil의 부하용량 1μg/

내에, 95%는 10분 이내이다. 따라서 단순히 진통을

kg과 propofol의 수면용량 0.5-1 mg/kg을 주입한 후

목적으로 일회 급속 주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잠시

remifentanil을 0.4μg/kg/min의 속도로 주입하면 33%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서는 1μg/kg 정주로 1분 동

의 환자에서 후두경과 기관내삽관에 대한 반응을 나

안 강한 진통효과를 나타내고 1-3분 정도 지속된

타낸다.1) 같은 연구에서 propofol과 66% 아산화질소

다. 무호흡이 유발될 수 있으나 미리 산소화를 하여

로 마취를 유도하고 remifentanil을 0.5μg/kg/min의

산소포화도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속도로 주입하여 80% 환자에서 피부절개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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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관찰하였다. 마취유도 시 의식소실을 유도하기

발호흡이 있는 환자에서 remifentanil을 투여할 때는

위하여 최면제를 투여 후 30초 이내에 remifentanil을

항상 주의해서 관찰하고 효과에 따라 용량을 적정해

0.5μg/kg/min으로 주입한 후 기관내삽관을 할 때까

야한다.

지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좋다.
Remifentanil의 농도 1.3 ng/ml은 isoflurane의 최소

결

론

폐포농도를 50% 정도 감소시킨다. Remifentanil의 농
도 8-12 ng/ml은 최소폐포농도를 최대한 85% 감소

Remifentanil은 다른 μ-수용체 아편유사제와 비슷

시킨다. 따라서 기관내삽관 후 주입속도를 0.25-0.4

한 약역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

μg/kg/min으로 유지하면 최소폐포농도를 최대한으로

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투여 시간과 무관하게 효

감소시킬 수 있다. Remifentanil의 약동학은 선형으로

과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remifentanil

1구역모델에 가까우므로 주입을 10분 정도 유지한

은 짧은 수술 중 강한 진통을 제공하거나 장시간 수

후의 혈중농도는 20-30배로 추정하면 된다. 예를

술에 있어서 회복의 지연을 염려하지 않고 쉽게 적

들어 0.25μg/kg/min의 속도로 주입하면 대략 7.5 ng/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ml이 된다. 따라서 최소폐포농도를 60-70%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농도를 2-4 ng/ml로 유지해야

참 고

문

헌

하며 따라서 0.1-0.2μg/kg/min 속도로 주입하면 된
다.
Remifentanil은 마취 시 아산화질소, propofol, 또는
isoflurane으로 보충해야 한다. 컴퓨터 모의실험에서
remifentanil을 3시간 주입 후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루
기 위해서는 propofol 2.55μg/ml (80μg/kg/min), remifentanil 4.08 ng/ml (0.2μg/kg/min)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환자는 7분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므로 alfentanil 14분, fentanyl 16분, sufentanil 14분보다 빠른 것이다. 이 때 remifentanil의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propofol의 농도를 증가시키
면 회복이 느리다. 그러나 remifentanil 단독으로는
의식소실 및 각성소실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소한 propofol 80μg/kg/min, 흡입마취제 0.3 최소폐포
농도를 동시에 투여해야 한다.
수술 종료 시 remifentanil을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진통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0.1μg/kg/min 이하로
유지하고 이후 0.025μg/kg/min씩 감소시켜 진통과
적절한 호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술 후 진통을
목적으로 remifentanil을 일회 급속주입하면 호흡억제
나 흉부강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
다. Remifentanil은 제거반감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주입속도를 조금만 변화시켜도 충분히 빠르게 임상
적으로 적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회 급속 주
입할 필요가 없다. Remifentanil을 부하용량 없이 사
용하는 경우 처음 5분 이내에 효과의 70%가 관찰되
며 다음 30분간 농도가 서서히 증가한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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