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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henylephrine이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 미치는 영향 

 

서론: 마취 유도시 rocuronium의 발현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ephedrine을 전처치하는데, 이는 ephedrine이 β-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심박출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근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 기전으로 생각된다. 한편 ephedrine에 의하여 

α-아드레날린 수용체가 흥분되어 혈관이 수축됨으로써 혈압이 

증가되는 또 하나의 ephedrine 작용이 rocuronium 발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로 

마취유도를 하는 성인 환자에서 선택적 α-아드레날린 촉진제인 

phenylephrine을 전처치하여 α-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자극이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성인 남녀 64명을 대상으로 phenylephrine을 

전처치하는 군과 생리 식염수를 투여하는 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마취유도를 위해서 fentanyl (2 ㎍∙㎏-1)을 정주하고 엄지모음근에서 

근가속도의 대조 단순연축을 얻고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Phenylephrine 0.9 ㎍∙㎏-1이나 동일한 부피의 생리식염수를 정주하고 

마취유도를 위해 propofol (2 ㎎∙㎏-1)을 정주하였다. 40초 후에 

기관삽관 용량으로 rocuronium 0.6 ㎎∙㎏-1를 정주하였다. 발현시간은 

rocuronium 정주 완료 시점에서 연축 높이가 0%가 되거나, 최대억제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이 때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다. 

기관 내 삽관 조건을 기록하였으며, 마취 유지는 sevoflurane 2-2.5 

vol% 내외의 흡입농도로 하였다. Rocuronium의 작용지속시간은 

최대억제 시점부터 사연속 자극(TOF)의 첫번째 반응이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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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마취 유도 전, 삽관 직전, 삽관 직후 

및 삽관 후 1분과 2분에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를 기록하였다. 

결과: Rocuronium의 발현시간은 phenylephrine을 전처치한 군(84 ± 

18 초)에서 생리식염수군(72 ± 14 초)에 비하여 유의하게 

지연되었으며 작용지속시간은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삽관 

조건 및 마취 유도 과정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각 시점에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Propofol로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성인환자에서 혈압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용량의 phenylephrine은 rocuronium의 발현시간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역가의 ephedrine 전처치로 인한 

rocuronium 발현시간 단축에 ephedrine의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촉진효과는 기여한 바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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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rocuronium, 발현시간, α-아드

레날린 수용체, phenyl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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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ephrine이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신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원 영 주 

 

 

Ⅰ. 서론 

 

폐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기관내 삽관(rapid 

sequence intubation)을 시행하는 경우 작용 발현시간이 빠르면서 

작용시간이 길지 않은 근이완제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신속한 

기관내삽관 시에 succinylcholine을 대신하여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작용발현시간이 빠른 약제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약제들의 작용발현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들이 병행되고 있다. 심박출량, 순환시간(circulation time) 및 

근육 혈류량 등의 혈역학적 인자들을 조절하여1 비탈분극성 

근이완제가 신경근 접합부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발현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고 있다. 교감신경 유사 약물인 ephedrine이 

rocuronium의 발현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2-6. 

Ephedrine에 의한 rocuronium의 발현시간 단축은 ephedrine이 

β-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ephedrine이 심박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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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며3 β-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인 esmolol은 발현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밝힘으로써3,6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마취 유도시에 사용하는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심박출량을 

저하시키고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혈압을 저하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ephedrine은 직접 및 간접으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며, α와 β 

수용체 모두에 작용한다. 그러나 rocuronium의 발현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ephedrine의 β수용체 작용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의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에 관하여는 간과되어 왔다. 지금까지 

β-아드레날린 수용체 외에 α-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로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α-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는 

phenylephrine을 전처치하여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ephedrine의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자극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발현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서 phenylephrine 전처치로 인한 심혈관계 

변화와 rocuronium 작용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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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전신 마취가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Ⅰ-Ⅱ에 해당하는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남녀 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진과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여 기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자와 

임산부, 심혈관 질환, 간질환, 신질환 또는 신경근 이상 등의 병력이 

있거나 근이완제나 phenylephrine의 작용에 영향을 줄 만한 약물(α- 

혹은 β-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연구에 사용되는 약제에 과민반응을 보인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계획은 본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모든 환자는 사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는 전향적 대조 연구로 phenylephrine (P군)이나 

생리식염수 (S군)를 전처치할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수술 전 

8시간 이상 금식하고 마취 시작 30분 전 midazolam 2 ㎎을 

근주하였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전도, 맥박 산소 측정기와 비침습적 

자동혈압계를 부착하고 3분간 100% 산소로 전산소화(preoxygenation) 

시켰다. Rocuronium의 발현시간과 작용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근이완의 평가는 엄지모음근(adductor pollicis muscle)을 이용하며, 

단순 연축반응의 측정을 위하여 근가속도(accelomyograph)인 

TOF-Watch® (Organon Teknica B.V., Boxtel, The Netherlands)를 

이용하였다. 일측 손목부위의 척골신경 주행을 따라 근위 피부주름 

부위와 근위부위로 3-5 cm 간격으로 양∙음극의 표피전극을 각각 

부착하고 감지기인 압전변환기(piezo-electric transducer)는 

엄지두덩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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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한 phenylephrine 이나 생리식염수를 같은 모양의 5 ㎖ 

주사기에 동일한 용적으로 각각 준비하고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기호로 표시 하였다.  

마취유도는 모든 환자에서 표준화시켜 시행하였다. Fentanyl 2 

㎍∙㎏-1를 정주하고 대조연축을 얻기 위한 보정을 시행하였다. 3분 

후에 빈맥, 고혈압 등의 혈역학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ephedrine의 최소용량인 70 ㎍∙㎏-1에 의한 혈압 상승이거의 없는 

용량으로 동일한 역가인 phenylephrine 0.9 ㎍∙㎏-1 (P군) 또는 

동일용적의 0.9% 생리식염수(S군)중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정주하였다. 이 용량은 Saravanan 등이 보고한 ephedrine과 

phenylephrine의 역가비(potency ratio)인 80:1에 준하여 환산한 

값이다7. 10초 뒤 propofol 2 ㎎∙㎏-1을 20초 동안 천천히 정주하고 

완료 10초 뒤에 rocuronium 0.6 ㎎∙㎏-1을 정주한 뒤 대조연축이 0% 

또는 최대 억제에 이르렀을 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Fig. 1).  

모든 환자는 rocuronium 정주 후 자발호흡이 소실되면 기관내 

삽관 시도 전까지는 100% 산소로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용수 조절 

환기를 시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의 기관내삽관은 

숙련도가 유사한 마취과 의사에 의해 시행하였으며 약제를 주사한 

사람과 삽관 조건을 평가하는 사람은 이중맹검에 의하여 환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기관내삽관의 용이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개구의 용이도(전혀 안됨=0, 약간=1, 부분적=2, 

충분=3), 성대의 열림 유무(닫힘=0, 닫히려는 움직임이 보임=1, 

움직이기만 함=2. 열림=3), 삽관 직후 환자의 움직임(심하게 

기침하거나 경련을 일으킴=0, 약하게 기침함 =1, 횡경막 움직임만 

있음=2, 움직임이 없음=3) 등으로 점수를 매겨서 합으로 평가하였다. 

기관내 삽관 후 5분간 마취의 유지는 산소와 공기 혼합기체 

 - 6 -



(1:1) 및 흡입농도 2~2.5 vol% sevoflurane을 사용하였으며 

fentanyl이나 remifentanil을 마취보조제로 사용하였다. 

심혈관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혈압과 맥박을 fentanyl 투여 

직전, 기관내 삽관 직전과 직후, 삽관후 1분과 2분에 측정하였다. 

신경근 감시는 보정 후 지속적으로 단순연축을 감시하였으며, 

rocuronium 정주 완료시점부터 연축 높이(twitch height)가 0%가 

되거나 최대억제 될 때까지의 시간을 발현시간으로 하였다. 그 후 

4연속자극(train-of-four, TOF)으로 전환하여 연축반응을 계속 

관찰하였고 사연속자극에서 첫번째 반응(T1)의 연축 높이가 10%에 

도달하는 시간을 작용지속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통계는  Student 

t-test, chi-square analysis, 또는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며 

P < 0.05를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판정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tatistical 

software (SPSS 12.0, Chicago, Ohio,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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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in the experiment. 

Phenylephrine or saline was given 40 sec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The onset is the time interval from the end of 

rocuronium injection to 0% or maximal depression of single twitch 

height. The duration is the time interval from maximal depression 

of twitch height to the 10% recovery of twitch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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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두 군간 연령, 몸무게, 키 및 성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각 군 내에서는 공히 여성에 2배정도 편중되었다 (Table 1). 

Rocuronium의 발현 시간은 phenylephrine을 전처치한 군(P 

group)에서 84 ± 18 초로 대조군인 S군(72 ± 14 초)보다 평균 17% 

정도 지연되었으며 rocuronium의 지속시간은 P군은 43 ± 9분, S군은 

41 ± 3분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기관내 삽관 조건은  

양군에서 모두 우수하였다 (Table 2). 

평균 동맥압은 두군에서 마취 유도 전(P군 100 ± 16 mmHg, S군 

96 ± 24 mmHg)에 비하여 기관내 삽관 직전시(P군 83 ± 18 mmHg, S군 

86 ± 16 mmHg), 삽관 1분 후(P군 91 ± 22 mmHg), 삽관 2분 후(P군 

83 ± 17 mmHg, S군 81 ± 19 mmHg)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심박수는 두 군에서 마취 유도 전과 비교하여(P군 74 ± 12 bpm, S군 

74 ± 13 bpm), 삽관 직후(P군 86 ± 17bpm), 삽관 1분 후(P군 84 ± 

16 bpm, S군 80 ± 14 bpm), 삽관 2분 후(P군 83 ± 18 bpm, S군 80 ± 

13 bpm)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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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characteristics  

S group 

(n = 34) 

P group 

(n = 30) 

 

Age (yr),[range]  40 ± 14,[15~59]    40 ± 13,[16~65] 

Weight (kg) 66  ± 20 60 ± 10 

Height (cm) 161 ± 19 164 ± 8 

Sex (M/F, No.) 11/23 10/20 

 

Values are means ± SD or number. S group: normal saline administered 

40 sec before rocuronium, P group: phenyleprine 0.9 µg·kg-1

administered 40 sec before rocur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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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onset and the duration of rocuronium, and 

intubating condition 

  S group 

(n = 34) 

P group 

(n = 30) 

72 ± 14 84 ± 18*Onset (sec) 

Duration (min) 43 ± 9 41 ± 3 

Intubating condition (sum of scores) 

9 24 22 

8 8 6 

   7 2 2 

 

Values are means ± SD or number. Onset: the time interval from the end 

of rocuronium injection to 0% or the maximal depression of single twitch 

height, Duration: the time interval from the maximal depression of 

single twitch to the 10% recovery of twitch height, Intubating condition 

(sum of scores): vocal cords: fully abducted=3, slightly abducted=2, 

partially abducted=1, closed=0; jaw relaxation: fully relaxed=3,

slightly stiff=2, stiff=1, impossible to open=0; and moving=coughing 

or bucking: nil=3, slight=2, moderate=1, severe=0. S group: normal 

saline administered before rocuronium, P group: phenylephrine 0.9

µg·kg-1 administered before rocuronium.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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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s in the mean arterial pressure during induction. 

Pre-induction: just before fentanyl injection, S group: normal 

saline administered before rocuronium, P group: phenylephrine 0.9 

㎍∙㎏-1 administered before rocuronium. *P < 0.05 versus 

pre-induction value within the group. Vertical bar: standard 

deviation 

 
Fig. 3. The changes in the heart rate during induction. 

Pre-induction: just before fentanyl injection, S group: normal 

saline administered before rocuronium, P group: phenylephrine 0.9 

㎍∙㎏-1 administered before rocuronium. *P < 0.05 versus 

pre-induction value within the group. Vertical bar: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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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Propofol로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성인환자에서 

α-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는 phenylephrine을 전처치하였을 때 

rocuronium의 발현시간이 지연되었고 삽관 조건 및 작용지속 

시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phenylephrine 0.9 ㎍∙㎏-1 

전처치는 혈역학적으로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발현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이완제 자체의 역가 및 투여량, 그리고 작용부위인 신경근 

이음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변수들을 들 수 

있다1,8,9. 

Ephedrine을 전처치하면 rocuronium의 발현시간을 단축시킬2-6 

뿐만 아니라 기관내 삽관조건을 개선시키는데2,10,11, 이는 

ephedrine이 β-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3 근육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12 궁극적으로 

근이완제가 신경근 접합부에 빨리 도달하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Han 

DW 등은13 ephedrine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시점에서 rocuronium을 

투여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발현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ß1-차단제인 esmolol을 rocuronium 

정주 전에 투여할 경우 rocuronium의 발현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은 

ephedrine의 β-작용 효과가 발현시간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뒷받침하고 있다3,6. 반면에 Herweling 등은12 동물 실험에서 

ephedrine 투여가 심박출량과 근혈류를 증가시켰지만 이것이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ephedrine의 근이완제 발현시간 단축이 β-아드레날린 

수용체 촉진 효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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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유도시에 사용하는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심박출량을 

저하시키고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혈압을 저하시킨다12,13. 마취 

유도시에 α-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림으로써 조직으로의 관류압을 증가시키는 것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발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Phenyleprine은 순수한 α-아드레날린 촉진제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중간 크기의 말초 동맥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는데16-18 phenylephrine에 의한 전신 

혈압 상승 효과는 동맥 수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19.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phenylephrine을 사용하여 

rocuronium의 발현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ephedrine의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촉진 효과가 rocuronium의 발현시간 단축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데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자극제인 phenylephrine 전처치로 rocuronium 

발현시간을 17% 정도 지연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phenylephrine 용량(0.9 ㎍∙㎏-1)으로는 propofol 주입으로 

인한 전신 혈압의 저하를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엄지모음근으로의 혈류량이 저하되면서 신경근으로 

근육이완제의 전달이 늦어진 것이 주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phenylephrine 전처치군에서의 rocuronium 

발현시간은 평균 84초로 다른 연구에서 전처치 없이 얻은 발현시간과 

비슷하거나3,13 심지어는 짧았다15,20. 이것은 마취 유도에 사용한 

약제의 종류나 용량, 인종의 차이 등이 개재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조군에서의 rocuronium 발현시간이 평균 72초로 다른 연구에 

비해서 짧은데 이것은 여성을 연구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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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21,22. 각 군내의 여성 편중에 대한 영향을 배재하고자 

남녀를 구분하여 발현시간을 비교하였던 바, 대조군에서 여성은 71 

± 12초, 남성은 72 ± 17초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 

군에서도 여성은 82 ± 17초, 남성은 88 ± 21초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표본 수가 적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마취에 사용하는 약제들의 

약력학에 차이가 생기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이완제에 20-30 % 

정도 더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Rocuronium의 

작용지속시간과 삽관 조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phenylephrine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삽관을 

시행할 수 있었다. 신경근 감시하에 연축반응이 최대로 억제된 

상태에서 삽관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서 연축이 0%까지 

억제되었으므로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삽관 용량의 

rocuronium을 주입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henylephrine 0.9 ㎍∙㎏-1의 용량은 

혈역학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ephedrine 70 

㎍∙㎏-1과 동일 역가로, Saravanan 등이 보고한 ephedrine과 

phenylephrine의 역가비(potency ratio)인 80:1에 준하여 환산한7 

용량으로 본 연구에서도 생리식염수군에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혈역학적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단 한 사람에게도 

혈역학적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동시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propofol에 의한 혈압 저하를 막지도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혈역학적 변수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심박출량과 전신혈관저항을 측정할 수 없었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얻은 혈역학적 변수 만을 가지고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록 엄지 모음근의 근이완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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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으나 엄지 모음근이 기관내 삽관에 관계하는 후두근과 

횡경막의 근이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미하지만 rocuronium 자체의 아세틸콜린 작용에 의한 교감신경계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phenylephrine이 신경근 접합부에 작용하여 

근이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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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Propofol로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성인환자에서 α-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는 phenylephrine을 전처치하였을 때 rocuronium의 

발현시간이 지연되었고 삽관 조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같은 역가의 ephedrine 전처치로 인한 

rocuronium 발현시간 단축에 ephedrine의 α-아드레날린 수용체 

촉진효과는 기여한 바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신혈압의 유지 혹은 상승을 일으킬 정도 용량의 

phenylephrine이 rocuronium의 발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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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henylephrine on the onset time of rocur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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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Yang-Sik Shin) 

 
 

Background: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ephedrine, 

probably by increasing cardiac output, shortens the onset time of 

muscle relaxants. However, elevation of the systemic blood pressure 

through α adrenergic stimulation via ephedrine may improve tissue 

perfusion and affect the onset of muscle relaxants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henylephrine, 

which is a selective α-1 agonist, on the onset time of rocuronium 

and the intubating conditions in adult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propofol.  

Methods: Sixty four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Phenylephrine (0.9 ㎍∙㎏-1) (P group) or the same volume of saline 

(S group) was injected before rocuronium (0.6 ㎎∙㎏-1) 

administration. Anesthesia was induced with fentanyl 2 ㎍∙㎏-1 and 

propofol 2 ㎎∙㎏-1. The onset time was defined as the time from the 

end of rocuronium injection to the time when a single twitch height 

get to 0%, or the minimum level. Blinded, well-trained 

anesthesiologist evaluated the intubating conditions.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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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ial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recorded before induction, 

before intuba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and at 1 and, 2 

minutes after intubation. 

Results: Phenylephrine pretreatment delayed the onset time of 

rocuronium. The intubating conditions were acceptable in both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ean arterial pressure and the heart 

rat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Small dose of phenylephrine which has limited effect 

on blood pressure delayed the onset time of rocuronium after the 

administration of propofol,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α-adrenergic effect of ephedrine at the same potency may not affect 

the shortening of the rocuronium onset time at the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propo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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