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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자실에서 7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진정제, 
진통제  근이완제 사용 실태에 한 향  다 기  공동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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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o investigate the usage patterns of sedatives, analgesics and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NMBAs) in patients requiring mechanical ventilation more than 72 hours in intensive care units (ICUs) of Korea.

  Methods: A total of 536 patients continuing mechanical ventilation more than 72 hours had been enrolled among 

the twenty-one ICUs of Korea from May 2003 to July 2003. Data about mechanical ventilation, the use of seda-

tives, analgesics, and NMBAs were prospectively collected for four weeks. We analyzed the patterns of using these 

drugs and effects on outcomes.

  Results: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50.4%) received sedative drug alone. Most commonly used sedatives and 

analgesics were midazolam and morphine. NMBAs were administered in 41% of the patients. Volume controlled 

ventilation mode was associated with more frequent use of NMBA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ut-

come variables among the usage patterns of sedatives, analgesics and NMBAs.

  Conclusions: Our investigation shows that analgesics were much less frequently used in the intensive care units 

of Korea compared with the use of sedatives. And the use of NMBAs were quite a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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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들에게 흔히 요구되는 침습  감시장치나 인공환

기 보조는 불안, 조,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상 인 

환자실의 시술조차 생존한 환자들로부터 고통스런 기억

으로 회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2) 그래서 한 진정제와 

진통제의 사용은 필수 인 요소이며, 더 나아가 환자 안

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증은 내인성 교감신경계의 

항진, 수면박탈, 불안, 섬망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련

되어 있으며
3) 한 통증 조 은 이러한 부작용들은 완화

시킬 수 있다.
4) 하지만 인공호흡기 치료  흔히 사용되는 

진정, 진통제는 치료자마다 다르며 잘못된 사용은 환자의 

임상 경과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과다한 진정은 환자의 인

공환기 이탈을 지연시키고 신경학  상태와 신체검사를 통

한 징후 발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근이

완제 역시 환자실에서 진정제와 진통제만으로 한 인

공환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흔히 투여되는 약제로 드물

게는 뇌압상승의 조 , 상풍과 연 된 근육 강축의 조 , 

산소 소모량을 이기 한 목 으로도 사용된다.5) 환자

에서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는 단 후에도 근력의 회복이 

지연되고 성 근육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주

의를 요한다.6,7) 외국의 경우 자국 사용 실태에 한 자료를 

가지고 진정제와 진통제  근이완제 사용에 한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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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entilator Parameters after 72 Hours Mechanical Ventilation, and Out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Using Sedatives and Analgesics

Sedatives only 

(n = 270)

Sedatives ＋ analgesics

(n = 119)

Analgesics only 

(n = 27)

Not checked 

(n = 120)
p value

Age, year 63.4 ± 15.5 61.6 ± 15.2 62.0 ± 17.5 62.7 ± 17.7 0.77

Sex, male/female   179/91    88/31    15/12    80/40 0.23

APACHE II* score 22.4 ± 8.0 22.5 ± 8.9 23.4 ± 7.5 21.1 ± 8.5 0.43

72 hr Tidal volume, ml 467 ± 106 451 ± 88 472 ± 88 466 ± 103 0.48

72 hr PEEP
†

, cmH2O  5.6 ± 3.9  7.9 ± 4.4  5.9 ± 3.1  4.4 ± 2.9 ＜0.001

72 hr plateau pressure, cmH2O 23.0 ± 8.8 25.2 ± 7.2 23.5 ± 7.2 19.6 ± 7.2 0.03

FiO2, % 61.0 ± 23.2 59.2 ± 21.5 49.4 ± 21.5 45.8 ± 19.0 ＜0.001

ICU stay, day 13.3 ± 7.6 12.4 ± 7.2 12.4 ± 9.4 12.8 ± 7.1 0.76

Duration of weaning, day  3.9 ± 4.9  4.4 ± 6.3  5.5 ± 7.8  3.2 ± 3.8 0.45

Duration of MV
‡

, day 11.2 ± 7.1 10.6 ± 6.7 12.5 ± 8.9  9.7 ± 6.5 0.21

*APACHE II: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

PEEP: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

MV: mechanical ventilation.

제안하고 있으며,8,9) 이들 약제의 사용이 기계 환기 기간, 

이탈 기간, 환자실 재원 기간  사망률에도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10) 국내의 경우는 지침은 있으나11) 사용실

태에 한 자료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21개 병원들의 환자실에서 7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

를 받는 환자들에 한 4주간의 향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진정제와 진통제  근이완제의 사용에 한 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한 환자들의 특

성, 인공호흡기 설정 련 변수들, 환자실 치료 성  등

과 련이 있는지, 약제들의 사용 양상이 기계환기 종류별, 

원인 질환,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상  방법

1) 상 환자

  2003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호흡부

연구회 회원 병원들에서 72시간 이상 기계환기를 받은 18

세 이상의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에 등록시켰다. 국 21

개 병원에서 총 536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2) 방법

  본 연구는 2003년 호흡부 연구회 주 으로 시행한 ‘국내 

환자실에서 7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는 환자들

에 한 행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참

여한 각 병원에서 연구 기간 동안 72시간 이상 인공환기를 

지속하는 환자들을 선별하 고 해당 환자를 등록시키고 4

주간 향 으로 추  찰하 다. 상 환자들의 인구학  

자료를 기록하고 입원 당시 APACHE II 수를 계산하 다. 

인공환기 응증과 인공환기 기간, 환자실 체류 기간, 인

공환기이탈에 한 변수, 28일째 사망 여부를 기록하 고 

인공호흡기 설정에 련된 변수들과 진정제, 진통제, 근이

완제 사용에 한 자료를 기록하 다. 각 병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모아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방식과 근이완제 사용 

유무에 따라 분석하 다. 통계학  분석은 SPSS 로그램

(SPSS 12.0K for Window, SPSS Inc., USA)을 이용하 다. 연

속변수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양 군 

간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세 군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분

석(ANOVA)을 이용하 다. 명목변수는 카이자승 검정과 피

셔의 정확확률 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      과

1) 연구 상자들의 기  자료 특성

  총 536명  남자가 362명(67.5%)이었고 평균 나이는 62.9 

± 15.8세 다. 평균 APACHE II 수는 22.2 ± 8.3이고 평균 

환자실 체류 기간과 기계환기 기간은 각각 12.9 ± 7.5, 

10.9 ± 7.0일이었다. 연구 상 환자들의 기계환기 응증으

로는 성호흡부 이 379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호

흡부 의 성악화 61명(11.4%), 혼수 50명(9.3%), 신경근질

환 29명(5.4%) 순이었다. 기 질환으로 악성종양이 85명

(15.9%), 만성 폐질환 70명(13.1%)이 포함되었다. 상 환자

들  102명(19%)에서 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을 동반하

다.

2)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 특성과 근이완제 사용 유

무에 따른 각 군 간의 분석

  제 환자를 진통제와 진정제 투여 방식에 따라 네 군으

로 나 어 분석하 다. 진정제 단독투여 군, 진통제와 진정

제 병합투여 군, 진통제만 투여한 군, 그리고 진정제 는 

진통제 투여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군으로 분류했을 때 나

이, 성별, APACHE II 수, 환자실 체류 기간, 기계환기 

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진정제와 진통제를 동시 병용 

투여한 군에서 인공환기 72시간 경과 시 의 호기말양압, 

고평부압(plateau pressure)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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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Usage Patterns of Sedatives and Analgesics

Drugs n (%) n (%)

Sedatives only Midazolam 193 (36.2)

Lorazepam  35 (6.5)

Lorazepam ＋ midazolam  30 (5.6)

Diazepam   5 (0.9) 270 (50.4)

Lorazepam ＋ diazepam ＋ midazolam   4 (0.7)

Diazepam ＋ midazolam   3 (0.6)

Analgesics only Morphine  20 (3.8)  

Fentanyl   7 (1.3) 27 (5)

Sedatives ＋ analgesics Midazolam ＋ morphine  54 (10.1)

Midazolam ＋ fentanyl  22 (3.9)

Lorazepam ＋ ketamin  11 (2.1)

Lorazepam ＋ morphine  10 (1.9)

Midazolam ＋ ketamine   9 (1.7)

Midazolam ＋ morphine ＋ ketamine   4 (0.7)

Midazolam ＋ others   3 (0.6) 119 (22.2)

Lorazepam ＋ midazolam ＋ morphine   2 (0.4)

Lorazepam ＋ fentanyl   1 (0.2)

Lorazepam ＋ morphine ＋ ketamine   1 (0.2)

Midazolam ＋ ketamine ＋ fentanyl   1 (0.2)

Midazolam ＋ morphine ＋ meperidine   1 (0.2)

Not checked 120 (22.4) 120 (22.4)

Total 536 (100) 536 (100)

Table 3. Usage Patterns of Sedatives and Analgesics in Relation to Different Causes of Respiratory Failure

Cause of respiratory failure
Sedatives only 

n (%)

Sedatives ＋ analgesics 

n (%)

Analgesics only

n (%)

Not checked 

n (%)

Acute respiratory failure (n = 379) 190 (50.4) 102 (26.9) 22 (5.8)  64 (16.9)

CRF* with acute exacerbation (n = 61)  37 (60.7)  10 (16.4)  1 (1.6)  13 (21.3)

Coma (n = 50)  23 (46)   5 (10)  2 (4)  20 (40)

Neuromuscular disease (n = 29)  17 (58.6)   2 (6.9)  2 (6.9)   8 (27.6)

Total 268 (51.6) 119 (22.9) 27 (5.2) 105 (20.2)

*CRF: chronic respiratory failure; p value ＜0.001.

다(Table 1).

  Table 2에 제시한 것처럼 각 군에서 흔히 투여된 약제들

을 보면 진정제만 단독으로 투여한 군이 체환자 536명 

 270명으로(50.4%) 가장 많았고 이 에는 midazolam이 

가장 흔히(194명, 36.2%) 투여된 약제 다. 진정제와 진통제

를 같이 투여한 군은 119명(22.2%)이었는데 benzodiazepine계 

약물과 opioid를 이용해 둘 는 셋의 여러 조합이 사용되

었고 midazolam ＋ morphine이( 체의 10.1%) 가장 흔히 처

방되는 조합이었다. 진통제 단독으로만 투여된 환자는 27명

(5%)으로 이  morphine이 많이 사용되었다. 인공환기 

응증에 따라 성호흡부 , 만성호흡부 의 성 악화, 혼

수, 신경근질환의 4군으로 나 어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 양

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혼수를 제외하면 인공환기 원인 질

환에 계없이 진정제 단독 투여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

다(Table 3).

  인공환기 72시간 경과 시 에서 근이완제가 투여된 환자

는 219명으로 체 환자의 41%에 해당되었다. 이  122명

(55.7%)의 환자는 간헐  투여를 받았고 92명(42.0%)에게는 

지속  정주 방식으로 투여되었으며 5명은 투여방식이 기

록되지 않았다. 근이완제가 투여된 환자군은 투여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평균 일회환기량(tidal volume)이 유의하게 작

은 반면 평균 호기말양압(PEEP), 최 기도압(peak airway 

pressure), 고평부압(plateau pressure)이 유의하게 높았고 성

호흡곤란증후군의 빈도가 더 많았다. 근이완제 투여 유무에 

따라 28일째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양 군 간에 인공

환기이탈기간  이탈성 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근이완제의 투여방식(간헐  는 지속  정주)과 

지속시간(3일 이내와 3일 이상)에 따라 환자군의 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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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entilator 

Parameters after 72 Hours Mechanical Ventilation, and 

Outcome Variables according to Whether the Patients 

were Given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or Not

Used

n = 219

 (41%)

Not used

n = 317

 (59%)

p value

Age, year 63.0 ± 2.1 62.5 ± 1.9 0.78

Sex, male/female   155/64  207/110 0.19

APACHE II* score 22.9 ± 1.2 21.9 ± 1.0 0.10

72 hr Tidal volume, ml 448 ± 10 475 ± 13 0.001

72 hr PEEP
†

, cmH2O  7.3 ± 0.6  4.9 ± 0.4 ＜0.001

72 hr Respiratory rate 20.4 ± 0.7 19.7 ± 0.7 0.14

72 hr Peak airway pressure, 28.3 ± 7.9 24.5 ± 9.0 ＜0.001

 cmH2O

72 hr Plateau pressure, cmH2O 24.6 ± 1.3 21.5 ± 1.8 0.006

Presence of ARDS
‡

, n (%)  62 (28.4)  40 (13.2) ＜0.001

Weaning success rate, n (%)  99 (49.0) 141 (51.6) 0.570

Weaning time, day  4.4 ± 5.3  3.7 ± 5.3 0.286

Duration of MV
§
, day 10.8 ± 6.8 10.9 ± 7.2 0.893

Duration of ICU stay, day 12.8 ± 7.5 13.0 ± 7.5 0.804

28 days mortality, n (%)  73 (34.0) 103 (35.3) 0.758

*APACHE II: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

PEEP: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MV: mechanical ventilation.

Table 5.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entilator Parameters after 72 Hours Mechanical Ventilation, and Out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Method and Duration of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Intermittent

n = 122

Continuous

n = 92
p value

＜3 days

n = 115

≥3 days

n = 79
p value

Age, year  63.1 ± 14.7  62.8 ± 17.3 0.877  61.1 ± 15.8  65.0 ± 15.7 0.092

Sex, male/female     89/33     61/31 0.293     78/37     57/22 0.520

APACHE II* score  23.1 ± 9.0  23.3 ± 7.6 0.903  23.6 ± 9.0  22.7 ± 7.9 0.498

72 hr Tidal volume, ml 461.8 ± 75.7 427.3 ± 76.2 0.001 454.4 ± 85.1 443.3 ± 69.3 0.342

72 hr PEEP†, cmH2O   7.1 ± 4.2   7.7 ± 4.6 0.298   7.5 ± 4.5   6.9 ± 4.3 0.380

72 hr Respiratory rate  20.8 ± 4.9  20.3 ± 5.3 0.529  21.0 ± 5.4  19.9 ± 5.2 0.152

72 hr Peak airway pressure, cmH2O  28.9 ± 7.7  28.2 ± 7.6 0.602  29.5 ± 6.9  26.4 ± 8.8 0.033

72 hr Plateau pressure, cmH2O  25.7 ± 5.7  24.4 ± 7.4 0.303  25.7 ± 5.5  23.3 ± 8.6 0.132

Presence of ARDS
‡

, n (%)   37 (30.6)   25 (27.2) 0.588   34 (29.8)   21 (26.6) 0.624

Weaning success rate, n (%)   55 (47.8)   42 (51.2) 0.639   55 (50.9)   31 (43.7) 0.341

Weaning time, day   4.1 ± 4.8   4.7 ± 6.0 0.574   4.3 ± 5.1   5.1 ± 6.2 0.511

Duration of MV
§
, day  10.8 ± 6.9  10.6 ± 6.8 0.872  10.7 ± 6.3  10.9 ± 7.2 0.873

Duration of ICU stay, day  12.7 ± 7.4  13.0 ± 7.8 0.766  12.6 ± 7.1  13.4 ± 8.2 0.467

28 days mortality, n (%)   73 (34.0)  103 (35.3) 0.758   36 (31.6)   29 (37.7) 0.384

*APACHE II: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

PEEP: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MV: mechanical ventilation.

특성과 인공호흡기 설정 변수들을 비교하 고 인공환기기

간, 인공환기이탈 성공여부와 같은 환자실 치료 성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근이완제를 지속 으로 정주 투

여한 환자들에서 72시간 경과시 의 일회환기량이 유의하

게 었으며(427.3 ± 76.2 vs. 461.8 ± 75.7, p = 0.001), 3일 

이상 사용한 환자들에서는 최고기도압이 3일 이내 사용한 

환자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26.4 ± 8.8 vs. 29.5 ± 6.9, p = 

0.033). 하지만 근이완제의 투여방법과 지속기간에 따른 치

료성 의 차이는 없었다(Table 5). 인공환기 방식에 따라 비

교해 보면 용 조 방식의 인공환기를 용할 때가 압력조

방식에 비해 근이완제 사용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59.6% vs. 39.2%, Table 6).

3) 각 병원 별 진정제, 진통제, 근이완제 사용 양상

과 사용빈도 비교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 양상은 병원들마다 차이를 보 다. 

한 병원당 40명 이상의 상 환자를 모집한 4개의 병원들

간에 상 환자에 투여된 진정제와 진통제 투여 방식을 4

군으로 나 어 비교했을 때 진정제만 단독으로 투여된 환

자들과 진정제와 진통제가 병합 투여된 환자들의 구성비율

에 있어서 병원들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7은 

조사에 참여한 21개 각 병원 별로 진정제, 진통제, 그리고 

근이완제가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투여되었

는지 사용 빈도를 범주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투여되

지 않은 경우 ‘never’, 20% 미만의 환자들에게만 투여된 경

우 ‘occasionally’, 20−70% 사이의 환자들에게 투여된 경우

는 ‘frequently’, 환자들의 70%를 과하는 경우 ‘routinely’라

고 정의하 다.12) 진정제의 경우 ‘never’ 는 ‘occasionally’

에 해당하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진통제의 

경우는 ‘never’에 9개 병원, 그리고 ‘occasionally’에 4개의 병

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61.9% (13/21)의 병

원에서는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20% 미만에게 진통제가 투

여된 것으로 나타나 진정제에 비해 진통제의 사용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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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lculated Frequency of Using Sedatives, Analgesics and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NMBAs) among the 

Hospitals

Frequency, patients %
Number (%) of ICUs

Sedatives Analgesics NMBAs

Never ‥  0 (0)  9 (43)  1 (5)

Occasionally ＜20  0 (0)  4 (19)  4 (19)

Frequently 20−70 10 (48)  8 (38) 11 (52)

Routinely ＞70 11 (52)  0 (0)  5 (24)

Total 21 (100) 21 (100) 21 (100)

Table 6. Proportion of the Patients Given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among the Different Mechanical Ventilation Modes

72 hr 

ventilation modes
Used, n (%) Not used, n (%) n (%)

VCV*  87 (56.9)  66 (43.1) 153 (100)

PCV
†

 56 (39.2)  87 (60.8) 143 (100)

SIMV
‡  

52 (37.7)  86 (62.3) 138 (100)

Total 195 (44.9) 239 (55.1) 434 (100)

*VCV: volume controlled ventilation; 
†

PCV: pressure controlled 

ventilation; 
‡

SIMV: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

tion; p value: ＜0.001.

상 으로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찰

  국내 환자실에서 7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한 향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 국

내 여러 환자실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과 사용 양상에 

한 국 인 실태분석이 본 연구의 요한 목 이었다. 

이 의 진통, 진정제 사용 실태에 한 국내 보고들은 부

분 후향 이고 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기

억에 의존한 설문조사(questionnaire survey)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13-15) 이러한 자료들은 기억에 의존한 설문 문답이 야

기할 수 있는 ‘회상에 의한 편견(recall bias)’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문

조사 자료가 아닌, 국 여러 기 에서 3개월이라는 같은 

시기에 모집된 환자들을 상으로 4주간 향  추  찰

을 통해 수집되었다는 이 우선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결

과에서 주목할만한 은 72시간 이상 인공환기를 지속하는 

환자들에서 benzodiazepine계 진정제 단독으로만 투여된 환

자들이 체의 50.2%라는 것이다. 그리고 약물사용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결측값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22.4%의 환자들에서는 진통제  진정제  어느 것도 투

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여러 실태조사에서도 

다양한 약물사용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남미

를 포함한 20여 국가에서 시행된 한 규모 향  코오트 

연구 결과에서도 12시간 이상 인공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

들  68%의 환자들에게만 인공환기 기간 동안 진정제 

는 진통제가 투여되었던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10) 그 외 

외국의 여러 실태보고들에서도 나라마다 약물 사용 양상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16-19) 약물의 종류에 계

없이 과다한 진정은 환자실 재원 기간과 인공환기 기간

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10) Kress 등은 매일 진정제

를 단해 으로써 환자실 재원 기간과 인공환기 기간이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20) 최근의 환자실의 진통  진정

제 사용 경향은 가  가벼운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진통제를 우선 으로 사용하고 진정수면제의 사용을 이

는 이른바 ‘진통제 기반 진정요법(analgesia-based sedation)’이 

추천된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환자실에서

는 진정수면제에 기반한 진정요법(hypnotic based sedation)이 

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개의 약물 사용 양

상에 따르면 국내 환자실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진정

제는 midazolam으로 나타났고 진통제로는 morphine이었다. 

진정제와 진통제 병합 투여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호기말

양압과 고평부압을 보이고 일회환기량은 다른 군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공환기에의 의존도와 호흡부 의 

증도가 심한 환자들에게는 병합용법이 더 흔히 투여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진통제와 진정제의 병합 투여는 환자의 

스트 스 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고21) 진정제 투여에 앞서 

진통제를 먼  시도하는 것이 진정제 요구량과 인공환기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2-24)

  본 조사에서 나타난 근이완제의 사용 빈도는 체 환자

의 41%로 몇몇 외국의 실태 보고에 비하면(20% 이내)10,17,19)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이고 각 환자의 투여 총량이나 

사용 기간에 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3일 이상 투여된 

환자 비율이 40.7%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투여 지속기간 

한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종류

의 근이완제가 흔히 선택되었는지에 한 자료는 얻지 못

했다. Song 등14)이 2005년 조사한 국내 환자실의 근이완

제 사용 보고에 따르면 ‘vecuronium’이 다수를(97.9%) 차

지했으며 투여 방법으로는 지속주입이 가장 많았다고(57.4%) 

보고하 다. 근이완제는 환자가 특정 자세를 유지해야 하거

나 환자에게 불편한 특정 환기법(역비 환기법, 고빈도 환기

법 등)을 시도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인공환기와의 동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뇌압의 조 이나 호흡근에 의

한 산소 소모를 일 목  등으로 투여될 수 있다. 한 

사용은 인공환기를 용한 환자들의 산소화를 향상시키는 

등 환자 치료를 용이하게 하지만 과다한 사용은 호흡근 약

화를 유발해 기계환기 이탈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특히 고

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재 투여가 병행될 경우 투여 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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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의 회복이 지연되고 때론 ‘근이완 후 사지마비증’과 

같은 심각한 근력약화가 합병될 수 있다.
25,26) 따라서 미국

환자학회 지침에서도 상기 응증에 해 근이완제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시도한 후에도 성공 이지 못한 경우에만 

근이완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 본 조사에서는 통

상 인 문헌 보고와는 다르게 근이완제 사용 여부에 따라 

인공환기기간, 인공환기이탈성 , 환자실 재원기간, 28일

째 사망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공환기 방

식에 따른 근이완제 투여 빈도를 보면 용 조 방식을 

용할 경우 다른 방식 보다 근이완제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 조 방식을 사용한 환자들에

서 유의하게 평균 일회환기량이 작고 평균 고평부압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환자실에서 증 호흡부  환자

에게 용 조 환기 방식이 보다 흔히 쓰 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  진통 약물의 지속  정주와 간헐

 투여 여부,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한 자료는 수

집되지 못했다. 한 각 병원 환자실에서 진정과 통증 수

에 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되지 못한 것도 

제한 이 될 것이다. 결론 으로 국내 환자실에서 인공환

기 치료 인 환자들에게 주로 진통제 보다는 진정제 주

의 약물이 사용되고 과도한 근이완제가 투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국 규모의 규모 조사들이 이어져 국내 

환자실의 진정  진통제 사용 실태뿐 아니라 국내 실정

에 맞는 진료지침의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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