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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전신마취 유도 시 사용되는 약제들 중에는 주입 시 

환자들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

적인 약물로 정맥마취제인 propofol과 근이완제인 rocuronium

이 있다. 특히 rocuronium은 주입 환자의 대략 50-80%에서 

혈관성 통증을 유발하여 회피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

  말초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증은 정

맥 벽에 있는 화학수용체들을 통해 매개되며2) 이러한 유해

수용체들은 비생리적인 오스몰 농도, 산도 또는 bradykinin과 

같은 내인성 매개체에 의해 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3,4) Rocuronium은 등장성의 용액이지만 산도가 4로서 

비교적 강산성이어서 정맥 투여 시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Rocuronium을 정맥 주사하기 전에 fentanyl, 

midazolam, lidocaine, ketamine, ondansetrone 등의 투여로 통증

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5,6) 또한 

lidocaine을 전투여하는 경우에는 압박대를 사용하여 정맥울

혈을 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나,7) 이 방

법은 정맥을 울혈하는 동안에 정맥주사 통로가 막힐 수 있

으며 환자들이 압박대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Remifentanil은 다른 piperidine계열의 opioid제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μ-opioid 수용체 촉진제로서 주입 후 1.5분이

면 최고 효과가 나타나며 혈장의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해 

대사되어 간기능과 신기능에 상관없이 3-10분 정도의 비

교적 짧은 반감기를 갖는다. 때문에 rocuronium 정주 시 발

생하는 통증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Effects of Remifentanil Pretreatment on Rocuronium Injection Pain and Cardiovascular Response during 
Anesthetic Induction 

Chae Seong Lim, M.D., and Yong Sup Shi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Background:  Remifentanil is an opioid agonist with rapid onset and ultra-short duration of action.  Rocuronium bromide can 

elicit a high incidence of pain when intravenous injection.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effect of remifentanil pretreatment on 

the injection pain of rocuronium and cardiovascular response during anesthetic induction were evaluated.

  Methods:  Eighty adult female patients undergoing gynecological procedures with general anesthesia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four groups.  Patients received 2 ml of normal saline (n = 20), 2 ml (40 

mg) of 2% lidocaine (n = 20), 2 ml of remifentanil 0.5μg/kg (n = 20) or 2 ml of remifentanil 1μg/kg (n = 20) 60 seconds 

prior to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0.7 mg/kg.  Pain was assessed after rocuronium injection.  Systolic and diastolic arterial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s were measured before and during anesthetic induction.

  Results:  Both remifentanil and lidocaine have the good effect in minimizing the rocuronium injection pain.  But, only 1μg/kg 

of remifentanil blunts the hypertension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Conclusions:  A bolus dose (1μg/kg) of remifentanil may be used for minimizing the rocuronium injection pain and blunting 

the hypertension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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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profopol 정주 시 통증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전투여 용량

에 따른 rocuronium 정주에 의한 혈관통 감소 효과를 평가

하고 또한 전투여된 remifentanil이 propofol 투여 후와 기관

내삽관 후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반응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또는 2에 속하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환자로 부인과적 정규수술을 위해 

전신마취가 예정된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모든 

대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서를 받았다. 기도 평가를 위한 Mallampati 분류에

서 기관내 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III, IV는 대상에서 제

외하 으며 만성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도 제외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환자의 연령, 체중, 

신장은 각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환자는 수술 전날 병실에서 손목에 18 gauge 정맥 

카테터를 거치한 후 lactated ringer액을 유지하 다. 마취 전

투약으로 수술실 입실 15분 전에 midazolam 2 mg과 gly-

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다. 대상환자들을 무작위로 20

명씩 4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으로서 Saline군에서는 생리

식염수 2 ml를 rocuronium 0.7 mg/kg을 투여하기 60초 전에 

주입하 고 Lido군에서는 2% lidocaine 2 ml (40 mg)을 미리 

투여하고 60초 동안 70 mmHg의 압력으로 상박에 압박대를 

감았다. Remi1군에서는 remifentanil 0.5μg/kg (2 ml)을 전투

여하 고 Remi2군에서는 remifentanil 1μg/kg (2 ml)을 전투

여하 다. Rocuronium은 5초에 걸쳐서 천천히 정주하 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표정, 눈물, 회피 행동, 소리

침, 통증의 호소 등을 관찰하 고 정주가 끝난 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질문을 하여 평가하 다(Table 2). 

  통증을 평가한 직후 propofol 2 mg/kg을 정주하고 2분간 마

스크 보조 환기 후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심혈관계 반

응을 보기 위하여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과 심박수를 비침

습적 환자 감시기(Colin Press Mate, Japan)를 사용하여 세 번 

측정하 는데, 마취유도 시작 전에 한번 측정하고 propofol 정

주 2분 후 즉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측정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1분 후에 마지막으로 측정하 다.

  통계학적 처리는 SPSS (version 11.0)을 이용하 으며 모

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일원배치 분산

분석과 Scheffe 검정을 적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 다. 

결      과

  Rocuronium을 정주하는 동안 나타나는 통증의 정도를 보

Table 2. Assessment of Pain during Injection of Rocuroniu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in

Response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Strong vocal response or response accompanied by 

 facial grimacing, arm withdrawal, or tears

2 Response accompanied by a behavioral sign, or pain

 reported spontaneously without questioning

1 Pain reported in response to questioning only, without

 any behavioral signs

0 Negative response to question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aline Lido Remi1 Remi2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40.1 ± 11.8  39.5 ± 8.9  43.1 ± 6.7  41.7 ± 10.4
(yr)

Weight
 56.9 ± 7.6  57.0 ± 9.5  57.7 ± 6.8  57.4 ± 6.4

(kg) 

Height
158.6 ± 6.9 158.9 ± 6.1 155.2 ± 13.5 157.0 ± 3.5

(c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All patients are female.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Saline: normal saline 2 ml, 

Lido: 2% lidocaine 2 ml, Remi1: remifentanil 0.5μg/kg, Remi2: 

remifentanil 1μg/kg. 

Fig. 1. Pain scores during injection of rocuronium. Values are mean 

± SD. Pain scores of Lido, Remi1 and Remi2 are lower than that 
of Saline group. Saline: normal saline 2 ml, Lido: 2% lidocaine 2 ml, 

Remi1: remifentanil 0.5μg/kg, Remi2: remifentanil 1μg/kg. *: P ＜ 

0.05 compared to Sali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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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aline군이 통증점수 2.0 ± 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Lido군은 통증점수 0.6 ± 0.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Remi2군은 통증점수 0.8 ± 0.8점, Remi1군은 

통증점수 1.2 ± 0.8점을 나타내었다. 실험군 세 군 모두에

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통증감소효과(P ＜ 0.05)를 보 으

며 세 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기관내삽관 시의 혈압의 변화를 보면 Lido군과 Remi1군

은 Saline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Remi2군에서는 

propofol 투여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압 감소에는 큰 

향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기관내삽관 직후에 발생할 수 있

는 혈압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었다(Fig. 2, 3). 

  심박수의 변화를 보면 Remi2군에서 기관내삽관 전과 후

에 다른 군에 비해 심박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4).

  Remifentanil을 정주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

로서 대상환자들에서 기침이 유발된 경우가 0.5μg/kg을 투

여한 군과 1μg/kg을 투여한 군에서 각각 2명씩 있었으며, 

무호흡이 나타날 정도의 깊은 진정상태를 보인 경우는 0.5

μg/kg 투여군에서 1명, 1μg/kg 투여군에서 2명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대상 환자에서 보조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근육 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Rocuronium은 aminosteroid 유도체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로 비교적 빠른 효과의 발현을 나타내어 신속한 전신마취 

유도시 기관내삽관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Rocuronium 

0.6 mg/kg의 용량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1분 이내에 양호 

또는 우수한 삽관환경을 나타내며 0.9-1.2 mg/kg의 용량을 

사용할 경우 탈분극성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 마취 유도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

다.8) 그러나, rocuronium을 주입시에 정주 부위의 혈관에 통

증이 유발되어 팔을 움직이거나 전신을 움직이는 등의 반

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통증을 감소시

Fig. 2. The chang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uring induction. 

Values are mean ± SD. SBP of Remi2 was lower than that of other 

group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Saline: normal saline 2 ml, Lido: 

2% lidocaine 2 ml, Remi1: remifentanil 0.5μg/kg, Remi2: remifentanil 

1μg/kg, Base: before induction, Pre: before endotracheal intubation, 

Post: 1 minute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Fig. 3. The changes in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during induction. 

Values are mean ± SD. DBP of Remi2 was lower than that of other 

group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Saline: normal saline 2 ml, Lido: 

2% lidocaine 2 ml, Remi1: remifentanil 0.5μg/kg, Remi2: remifentanil 

1μg/kg. Base: before induction, Pre: before endotracheal intubation, 

Post: 1 minute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 P ＜ 0.05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Fig. 4. The changes in heart rate (HR) during induction.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Saline: normal saline 2 ml, Lido: 2% lidocaine 2 ml, Remi1: remi-

fentanil 0.5μg/kg, Remi2: remifentanil 1μg/kg, Base: before induc-

tion, Pre: before endotracheal intubation, Post: 1 minute after endo-

tracheal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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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즉 rocu-

ronium 정맥주사 전 fentanyl, midazolam, lidocaine, ketamine, 

ondansetron 등의 투여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

이 있다. 그 중 lidocaine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

가 있으며,5) lidocaine은 압박대로 정맥울혈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다.7) 본 연구에서도 Lido군에서 

정맥울혈 방법을 사용하 으며 대조군에 비교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주통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Lidocaine 1-1.5 mg/kg을 기관내삽관 전에 정맥 내 투여

하면 후두반사를 억제하여 기침반사, 혈압상승, 빈맥, 뇌압

상승, 안압상승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효과는 

말초 및 중추에서 신경기능 억제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

나 lidocaine 전투여가 심혈관계 반응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9,10) 본 연구에서도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사용된 lidocaine 40 mg이 후두반사 억제를 위해 사용하

는 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이며 수술실 입실 15분 전에 근주

한 glycopyrrolate 0.2 mg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Remifentanil은 alfentanil이나 fentanyl, sufentanil 등과 같이 

선택적으로 μ-opioid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이며 주입 후 

1.5분이면 최고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아편유사제가 간에서

의 대사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혈중의 비특이적 esterase에 

의해 대사되기 때문에, 간질환, 신질환 및 노인 환자의 경

우에도 3-10분 정도의 짧은 반감기를 갖는다. 따라서 ro-

curonium 정주시 발생하는 통증의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mifentanil을 propofol의 정주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Kirdemir와 Gogus는11) propofol 

정주통 감소를 위한 lidocaine 40 mg 전처치에 대응할만한 

효과가 remifentanil 0.5μg/kg, alfentanil 1 mg의 사용에 의하

여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하 으며, Iyilikci 등은12) remifentanil 

20μg의 사용으로 propofol 정주통의 감소효과를 얻었다. Glass 

등은13) 마취유도 시에 propofol 주입 30초 전부터 remifentnil

을 0.5μg/kg/min으로 기관내삽관하기 전까지 지속 주입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 다. Opioid 수용체들은 척수 후근 

신경절뿐만 아니라 일차 구심 신경과 말초 신경 섬유에도 

존재한다.14) Remifentanil이 propofol이나 rocuronium의 정주통

을 감소시키는 것은 말초와 중추신경에 존재하는 μ-opioid 

수용체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remifentanil의 사용은 기관내삽관과 수술적 자극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Machata 등은15) 각성 상태의 환자에게 기관지경을 사용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는 경우 remifentanil 0.75-1.5μg/kg을 

사용하여 적절한 기관내삽관 환경을 만들고 혈역학적 안정

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Matute 등은16) 수술적 

자극으로 인한 혈역학적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8%의 

sevoflurane 투여가 remifentanil 1μg/kg/min을 투여하는 것보

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으나 투여 용량에 따라 결

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Remifentanil은 주로 완전 정맥마취 시 지속적 주입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회 주입으로 rocuronium 

정주시 발생되는 통증을 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시

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전신마취 유도 시의 다양한 심혈관

계 반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

과 remifentanil 0.5μg/kg의 용량은 rocuronium 정주 시 발생

하는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심혈관계 반

응에는 유의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Remifentanil 1μg/ 

kg은 rocuronium 정주 시 발생하는 통증을 좀 더 감소시키

며, propofol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압의 하강에는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관내삽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혈압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remifentanil 1μg/kg의 전투여는 rocuronium의 

정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

으며 또한 기관내삽관 시의 심혈관계 안정성의 유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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