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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pofol은 마취 도입 및 각성이 빠르고 잔류 효과가 적

으며 오심과 구토의 발생 빈도가 낮은 정맥마취제로서 이

러한 장점들로 인해 마취의 유도 및 유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propofol은 다른 정맥마취제에 비해 저혈압과 

서맥 등의 혈역학 억제작용이 잘 나타나고 말초정맥내 주

사시 국소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Propofol 사용시 일어나는 정주통의 발생 빈도는 28-90%

로 그 빈도가 높다.3) 따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그 정도와 빈

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 국소마취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ido-

caine을 propofol과 혼합하여 정주하는 방법이 가장 자주 사

용되고 있다.4-19) 

  Lidocaine은 정주시 심혈관계를 억제함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주통 감소를 위하여 사용된 lidocaine이 propofol

에 의하여 유발되는 혈역학 억제효과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노인에서 propofol 정주시 나타나는 혈역

학 억제작용은 젊은 사람에 비해 더 심각함이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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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ropofol has a high incidence of pain when administered by intravenous injection.  Among the many different 

methods available, lidocaine is used most frequently to minimize this pain.  Propofol also has a depressant action on hemodynamics, 

especially in the elderly.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examine whether lidocaine affects hemodynamic changes associated 

with propofol injection and endotracheal intubation, and whether it attenuates propofol-induced pain. 

  Methods:  Eighty patients, over 60 years old, ASA physical status I and II,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of 20 

each according to lidocaine dosage mixed with 2 mg/kg of propofol given over 30 seconds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0 mg (control group), 20 mg, 40 mg and 80 mg.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P), heart rate (HR), and bispectral index 

scale (BIS) were measured before anesthetic induction (baseline value), 1 minute after the start of induction, immediately before 

endotracheal intubation, and then every minute for 5 minutes.  Injection pain was scored as none, mild, moderate, or severe. 

  Results:  MAP decreased significantly following the propofol injection and then increased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four groups, the magnitude of this decrease did not differ among the groups.  HR increased after the propofol injection and then 

decreased.  It increased again after intubation in all four groups.  BIS was decreased by the induction of anesthesia, but was 

not affected by endotracheal intubation in any group.  The three lidocaine groups had a lower incidence and severity of 

propofol-induced pain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 effect were comparable among the lidocaine-treated groups. 

  Conclusions:  Our results indicate that lidocaine 20, 40 or 80 mg mixed with propofol does not affect the hemodynamic changes 

associated with propofol and endotracheal intubation, but that they similarly attenuate the injection pain associated with propo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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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환자에서 propofol에 혼

합되어 사용되는 lidocaine이 propofol에 의한 심혈관계 억제

작용과 정주통의 발생 빈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규

명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본원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 다. 

대상 환자는 전신마취하에 계획 수술이 예정된 미국 마취

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1, 2 등급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성인 남녀 환자 80명으로 하 다.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및 폐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또한 고혈압의 과거력이 없더라도 수

술실에 도착하여 안정상태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160 

mmHg 이상인 환자는 실험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 대

하여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

의서를 받았다.

  모든 환자는 수술실에 도착하기 전 midazolam (0.07 mg/ 

kg)을 경구로 전 투약하 으며 수액과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정맥도관을 거치하고 하트만 용액(5 ml/kg/h)을 주입하 다. 

수술실에 도착한 후 혈압계, 심전도 및 맥박산소계측기를 부

착하 고 혈압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요골동맥에 20 G 카

테타를 삽입하 다. Bispectral index scale (BIS)을 측정하기위

하여 이마에 감지기(Aspect Medical Systems, USA)를 부착하

여 모니터(BIS monitor A-2000TM, Aspect Medical Systems)에 

연결하 다. 환자는 propofol에 혼합하는 lidocaine의 용량에 

따라 무작위로 0 mg(대조군), 20 mg군, 40 mg군 그리고 80 

mg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을 각각 20명으로 하 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propofol로 인한 정주통의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각 군별로 lidocaine이 

혼합된 propofol (2 mg/kg)을 정맥도관의 최근접 부위에서 

30초 동안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하 고, rocuronium (0.9 

mg/kg)을 정주하여 근이완이 되면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50% 아산화질소, 산소 및 2 vol% sevo-

flurane을 이용하여 마취를 유지하 다.

  평균 동맥압, 심박수와 BIS를 마취유도전(baseline values), 

마취유도 1분 후, 기관내 삽관 직전, 삽관후 1분 이내 최고

치, 삽관후 5분까지 1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통증 정도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온 후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propofol 주입 시작에서부터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5초마다 통증 정도에 대하여 질

문하면서 평가하 다. 주사부위에 아무런 불쾌감이 없다고 

대답하면 무통으로 분류하고, 통증 여부를 질문했을 때 통

증을 느낀다고 대답하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를 

경도, 통증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

하는 경우를 중등도, 강하게 통증을 호소하고 얼굴을 찡그

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의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중

도로 구분하여 기록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혈역학 측

정치에 대한 자료 분석은 이원 반복계측분산분석으로 검정

한 후 Dunnett 검사를 시행하 으며 통증 발생 빈도의 분석

은 χ2 test를 이용하 다. 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각 군간 성비, 연령, 체중, 키, 혈색소 수치 등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유도전 평균 동

맥압, 심박수와 BIS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동맥압은 propofol 주입 1분후 모든 군에서 기저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기관내 삽관후 모든 군에서 평

균 동맥압이 기저치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 다가 3분후 기

저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Fig. 1).

  심박수는 propofol 마취유도 후 대조군과 lidocaine 20 mg

군에서는 기저치에 비해 투여직후 유의하게 상승한 후, 기관

내 삽관 전에는 기저치 수준으로 감소하는 이상성(biphasic) 

양상을 보이는 반면, lidocaine 40 mg과 80 mg을 혼합한 군

에서는 마취유도 1분후나 기관내 삽관 전에 심박수의 유의

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관내 삽관후 모든 군에서 심박

수가 기저치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양

상을 보 으며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BIS는 propofol 마취유도 후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 다가 기관내 삽관후 증가하 으나 유의한 변화는 아니

었으며 군간에도 차이는 없었다(Fig. 3).

  Propofol에 의한 정주통 발생률은 대조군은 65%에서 발생

하 으며 그 정도도 중등도 이상이 40%이었다. 그러나 lido-

caine을 혼합한 군들에서는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 을 뿐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idocaine 0  Lidocaine 20  Lidocaine 40  Lidocaine 80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1/9 10/10 10/10 11/9

Age (yr)  69 ± 6 67 ± 4  67 ± 3 68 ± 4

Weight (kg)   55 ± 12  58 ± 12  58 ± 9  57 ± 11

Height (cm) 158 ± 8 158 ± 10 159 ± 8 155 ± 10

Hemoglobin
 13 ± 1 13 ± 1  13 ± 1 13 ± 2

 (g/d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n = number of pat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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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등도 이상의 통증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

지만 lidocaine의 용량에 따른 통증의 발생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Fig. 4)

고      찰

  Propofol은 우수한 최면효과와 주입 중단 후 빠른 각성 

등의 장점으로 임상에서 정맥마취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 약제를 정주시 혈역학을 억제할 뿐 아니라 통

증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정주통을 예방하기 위하

여 lidocaine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임상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으나 lidocaine이 마취유도시 사용되는 propofol의 

혈역학 억제효과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propofol의 혈역학 억제반응에 

민감한 고령 환자에서 propofol의 혈역학 억제효과에 미치는 

lidocaine의 향을 관찰하 던 바 lidocaine은 이에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통증은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Lidocaine은 과량이 투여되거나 치료 용량(1-1.5 mg/kg)의 

lidocaine이라도 빠르게 정주하는 경우에 심혈관 억제나 과

민반응(anaphylactic shock) 등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

Fig. 1. Changes in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P) after induction 

with propofol mixed with lidocaine and endotracheal intubation. Values 

are as mean ± SD (n = 20 each). Ind-1: 1 minute after the start of 

induction, Pre-int: just before intubation, Int-max: maximum responses 

within 1 minute, Int-1, -2, -3, -4 and -5: responses at 1, 2, 3, 

4 and 5 minute after intubation.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2. Changes in heart rate (HR) after induction with propofol mixed 

with lidocaine and endotracheal intubation. Values are as mean ± SD 

(n = 20 each). Ind-1: 1 minute after the start of induction, Pre-int: just 

before intubation, Int-max: maximum responses within 1 minute, Int-1, 

-2, -3, -4 and -5: responses at 1, 2, 3, 4 and 5 minute after intubation.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4. Incidence and severity of pain on propofol injection. *P ＜ 

0.05, compared with lidocaine 0 mg.

Fig. 3. Changes in bispectral index scale (BIS) after induction with 

propofol mixed with lidocaine and endotracheal intubation. Values are 

as mean ± SD (n = 20 each). Ind-1: 1 minute after the start of 

induction, Pre-int: just before intubation, Int-max: maximum responses 

within 1 minute, Int-1, -2, -3, -4 and -5: responses at 1, 2, 3, 4 and 

5 minute after intubation.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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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보고된 바 있다.21) 뿐만 아니라 고령의 환자, 울혈성 

심부전증이나 디곡신 투여 경력의 환자에서는 lidocaine이 

동성결절을 억제하여 동성 서맥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심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2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대용량인 lidocaine 80 

mg (약 1.4 mg/kg)은 propofol의 심혈관 억제효과에 아무런 

향이 없었다. 

  그러나 1.5-2.0 mg/kg의 lidocaine 정주는 기침반사를 억

제하고 순환계를 억제하여 기관내 삽관에 따른 혈역학적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23,24)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lidocaine이 기관내 삽관에 대한 심혈관 항진반응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25) 본 연구에서도 최

대용량인 lidocaine 1.4 mg/kg는 기관내 삽관에 의한 혈역학 

변화에 향이 없었다. 따라서 lidocaine이 기관내 삽관시 동

반되는 혈역학 반응을 억제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Propofol이 혈역학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많은 보고가 

있다. Cullen 등은26) propofol을 이용한 마취유지시 압반사

(baroreflex) 민감도의 유의한 변화는 없으나, 혈압감소시에 

심박수가 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반사가 재조정(reset-

ting)되는 현상을 보고하 다. 또한 Colson 등은27) 동물실험

에서 약물학적 자율신경차단 후 propofol 정주시 용량에 비

례하여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함을 관찰하고 propofol이 동방

결절의 활동을 직접 억제할 것이라 유추하 다. Fairfield 등

은28) propofol 정주시 혈역학적 변화와 도플러 심초음파를 

이용한 좌심실 기능의 평가에서 propofol 정주 직후 전신 혈

관 저항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맥혈압이 감소하고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증가한 후, 점차 전신혈관 저항이 기저치로 회

복되면서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동맥압이 더욱 감

소하는 이상성 양상이 나타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을 혼합하지 않고 propofol만을 주

입한 군과 lidocaine 20 mg을 혼합한 군에서 기관내 삽관 전

까지 심박수 변화가 이상성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lidocaine 

40, 80 mg을 혼합한 군에서는 심박수에 유의한 변화가 없

었다. 이와 같이 심박수 변화가 없는 것은 lidocaine에 의한 

심혈관계 억제작용에 기인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관내 삽관후 심박수 변화에 군간의 차이가 없음을 볼 때 

lidocaine에 의한 심혈관계 억제작용은 경미하여 기관내 삽관

에 따른 심혈관계 항진에는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propofol에 의한 정주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즉 약물을 주사하는 정맥 위

치 변경,7) 수액 투여 속도 조절,8) 약제 냉각 후 투여,9) 정맥

도관 거치부위에 nitroglycerin 연고 사용,10) propofol 주입 속

도 조절,11) propofol의 희석,12) 마약제 전처치,13) metoclopra-

mide 전처치,14) thiopental 전처치,15) 정주 전 lidocaine 투여,16) 

lidocaine 투여와 압박띠 병용,17) lidocaine과 propofol 혼합정

주18,19) 등이 임상에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완전히 통증을 

억제하는 방법은 아직 없으며 그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킬 

뿐이다.

  그 중에서 lidocaine은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국소

마취제로서 propofol 주사시 혼합하여 사용하면 통증을 완화

시킨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그 기전으로는 정맥

벽의 국소마취 효과에 의한 것뿐 아니라 kinin을 유리하는 

효소의 다단계 반응을 안정화시켜 kininogen과 같은 통증 

매개체들의 유리를 억제하기 때문이라 하 다.10) 또한 Eri-

ksson 등은29) propofol과 lidocaine을 혼합 사용한 경우에는 pH

가 감소하고, 이런 pH의 변화가 lidocaine이 혈관내피에 국

소마취제로 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기전으로 propofol 정주통

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하 다. Lidocaine의 혼합정주는 사

전정주에 비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의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때 추천되는 lidocaine의 용량에 대해서는 보고자에 따

라 다르다. Gehan 등은16) lidocaine의 적정 혼합용량으로 0.1 

mg/kg을 추천하 고 0.4 mg/kg까지 증가시켜도 통증의 빈도

를 더 이상 감소시키지 못하므로 소량의 lidocaine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 다. King 등은19) lidocaine 양을 5, 10, 15, 20 

mg으로 각각 나누어서 propofol과 혼용하여 주사한 결과, 

lidocaine 양의 증가에 따라 혈관통이 점차 감소하는 용량의

존성 반응을 관찰한 후 20 mg을 사용했을 때 약 70%의 환

자에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증완화에 가장 좋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Gajraj와 Nathanson은30) 적어도 30 mg 

이상을 혼합하여야 통증의 감소에 효과적이라 하 고, John-

son 등은18) lidocaine 용량을 40 mg으로 증가시켰을 때 20 

mg보다 더 효과적이므로 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lidocaine

의 용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

서는 lidocaine 용량 증가에 따른 통증 빈도에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보건데 propofol 정주시 

발생하는 통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lidocaine 용량

은 20-40 mg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BIS는 최근 마취과 역에서 수술 중 최면상태를 가장 

예민하게 평가하여 마취깊이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수술 

중 각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31) 본 연구에서

는 propofol을 이용한 마취유도 및 기관내 삽관시 BIS변화

를 관찰하고 lidocaine이 이러한 BIS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BIS는 propofol 마취유도 후 모든 군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기관내 삽관 후 증가하 으나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으며 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lidocaine은 BIS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은 아산화질소와 lidocaine은 BIS에 

큰 향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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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 환자의 마취유도시 정주통 

예방을 위하여 혼합하는 lidocaine 20, 40, 80 mg은 propofol

에 의한 혈역학 변화에 향을 주지 않으나 혈관통 감소에

는 모두 효과적임을 시사하 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모

든 용량의 lidocaine은 propofol에 의한 정주통 발생 빈도와 

정도를 유사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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