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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많이 이용됩니다.

이름도 어려운 덱스메데토미딘, 상품명 프리세덱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지만, 통증을 경감시키지는 못

스(Precedex)는 앞서 언급했던 미다졸람이나 프

해서 진통제와의 병용투여가 권장됩니다. 주입시 혈관

로포폴에 비해서 깊은 진정 시에도 호흡억제를 많

통이 상당하여 리도카인(lidocaine)으로 먼저 혈관벽

이 일으키지 않는 약물이며, 다른 진정마취약제에

을 국소마취를 한 이후에 투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

비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는 약물

니다. 혈관 확장이 유도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일시적

입니다.

인 호흡억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선택적 알파2 수용체 작용 약물

중환자실에서 기도 삽관된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장시

로써 기존의 알파2 수용체 작용 약물인 클로니딘 보

간 프로포폴 지속투여를 하는 경우, 프로포폴 지속투

다 약 8배 정도의 친화력을 보입니다. 혈역학적으로

여 증후군이라는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

특이한 점은, 초기 투여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

하기도 합니다. 절대금기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콩

키지만, 일정시간 경과 후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혈압

단일 약제의 기본 특성을 알고 있다면, 시술에 따라

이나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투여 시 주

과 심박수를 저하시키며 혈장 카테콜라민 농도를 저

병용투여시의 특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

의가 필요합니다.

하시킵니다. 제거반감기는 2-3시간이고, 상황 민감성

타민과 미다졸람의 병용투여로 케타민의 환각 작용을

프로포폴은 효과 발현이 빠르고, 지속시간이 짧으

으로, 장기간 투여시 반감기가 늘어납니다. 제조사에

미다졸람의 전향적 기억상실 효과로 상쇄할 수 있습니

며 수술 후 오심과 구토가 적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

서 권장하는 투여 방법은 지속투여 방법으로 개시용

다. 용량이 조절된 덱스메데토미딘과 프로포폴의 병용

리 사용되는 마취 약물입니다. 심혈관계 변화와 호흡

량(Loading dose)과 유지용량(Maintainance dose)

투여도 좋은 조합입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의 진통효과

억제의 부작용 이외에도 최근 국내에서 오남용 사례가

을 구분하여 투여하는 것입니다. 개시용량은 1㎍/kg

를 부각시키고, 프로포폴의 항구토 효과를 얻을 수 있

증가하여 마약류 항정신성약물로 관리되고 있고, 다른

로 10분동안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용량은

습니다. 이외에도 프로포폴과 케타민, 덱스메데토미딘

약물에 비해서 폐기나 잔여 용량에 대한 보고를 철저

0.2-1㎍/kg/hr로 투여하며 마취 심도를 조절합니다.

과 케타민의 병용투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병용

덱스메데토미딘

병용투여

하게 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명확한 장단점 때문에 경

호흡억제 없이 효과적인 진정과 진통작용을 얻을

투여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과용량으로 인한 과진정 입

험이 많은 임상의사나 마취과의사가 선호하는 약물입

수 있지만, 혈압저하, 서맥,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날

니다. 혼합한 약제의 장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

니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등에 비해서 회복시간이

문에 반드시 용량을 조절하여 적정해야 합니다.

긴 임상적 단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덱스메데토
미딘은 적절한 진정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치과 임상

이번 연재에서는 치과 정주진정마취에 주로 사용되

에서 유용한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Opioid의 필요성

는 네가지 약물인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덱스메

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비록 저혈압과 서맥의

데토미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네가지 약물

부작용이 있지만, 단기간의 진정에는 안전한 것으로

이외에도 에토미데이트, 레미펜타닐 등 다른 진정약제

밝혀졌습니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항정신성약물이 아

가 있으나, 단독 사용이 흔한 약물들 위주로 정리해 보

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것도 있습

았습니다. 약제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부작

니다.

용을 조절하는 슬기로운 진정마취에 도전해보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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