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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진정 수면제로 다른 정맥마취제

에 비하여 오심, 구토의 빈도가 낮고 회복 시 각성이 빨라 

외래 수술 환자에 적합한 마취제로 선호되고 있으며 또한 

국소마취 및 부위 마취 시 환자의 진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그러나 정주 시 통증, 혈압의 감소 등의 propofol 

사용상의 단점도 있는데, 그 중 정주통은 때때로 환자를 매

우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Macario 등은4) 임상적인 중요성

과 빈도를 고려했을 때 33가지 임상적 문제들 중에서 pro-

pofol 정주통이 7위를 차지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pro-

pofol 정주 시의 통증 발생률은 사용된 혈관5) 및 주입속도

에6) 따라 30-90%로 다양하게7) 보고되고 있다. 

  Propofol 정주 시 통증의 유발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

지 않으나 propofol이 혈관벽에서 kinin cascade를 활성화시

켜 통증전달물질인 kininogen이 분비됨으로써 통증이 유발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8) 그리고 이러한 통증의 감지는 혈관

의 내막과 중막 사이의 구심성 자유신경종말지가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9) 그 외에도 aqueous phase의 propofol의 농

도 등도 원인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10) 

  혈관통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방법들에는 직경이 큰 

혈관으로 투여하는 방법, propofol의 주입속도를 느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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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re is a high incidence of pain associated with an intravenous injection of propofol, and different methods 

have been used in an attempt to minimize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this pain.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 of a ketamine 

pretreatment with that of a remifentanil pretreatment on the pain associated with a propofol injection.

  Methods:  225 ASA physical status 1-2 adult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were enrolled into this randomized double 

blind study.  The patients received 2 ml of saline (n = 45), 2 ml of ketamine 20 mg (n = 45), 2 ml of remifentanil 0.01 mg 

(n = 45), or 2 ml of remifentanil 0.02 mg (n = 45) or 2 ml of remifentanil 0.03 mg (n = 45) 30 seconds prior to administering 

2 mg/kg of 1% propofol.  An anesthesiologist who was blinded to the study asked the patients to evaluate the pain using a four-point 

scale (none, mild, moderate, severe).

  Results:  The remifentanil 0.02 mg, remifentanil 0.03 mg and ketamine groups showed significantly less frequent and intense 

pain than the saline group (P ＜ 0.05).  The remifentanil 0.02 mg and 0.03 mg provided as much pain relief as ketamine (P ＞ 

0.05), but the remifentanil 0.01 mg did not (P ＜ 0.05).  There was a similar incidence of injection pain in the remifentanil 

0.02 mg and remifentanil 0.03 mg groups.

  Conclusions:  An intravenous remifentanil 0.02 mg or remifentanil 0.03 mg pretreatment is as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pain 

associated with a propofol injection as a intravenous ketamine pretreatment.  The remifentanil 0.03 mg pretreatment had a similar 

analgesic effect relative to the remifentanil 0.02 mg pretreatment.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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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주사 직후에는 통증이 안 느껴지나 점차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급속히 주사하여 통증을 줄이는 방법,11) 

propofol의 농도를 낮게하거나 또는 차게하여 주입하는 방

법,12) 마약성 진통제,13) metoclopramide, tramadol, ketamine, 

ondansetron, ephedrine 및 국소마취제를 전투여하거나 혼합

투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져 왔다.7,13-18) 그러나 이

러한 방법들은 통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단지 그 빈

도와 정도를 감소시킬 뿐이다.

  기존 마약성 진통제 중에는 alfentanil, fentanyl이 정주통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으며,19) 최근에는 remifentanil 등

이 이러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31-33) 

Remifentanil은 선택적 μ-아편양 수용체 상승제로 역가가 

alfentanil의 20-30배이며 효과가 빠르고 비특이적 에스테라

아제에 의해 대사되어 빠르게 약효가 소실되고, 제거 반감

기가 opioid 중 가장 짧아 임상적으로 쉽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20,21) 이런 remifentanil의 정주통 경감 효과에 대한 

국외보고와 remifentanil 자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propofol 정주통에 대한 remifentanil의 효과에 관한 국내보고

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저자는 기존에 propofol 정주통에 유효한 것으

로 알려진 ketamine을22) 양성 통제집단으로 하여 remifentanil

의 정주통 예방효과를 비교하고, 보다 나아가 세 가지 다른 

용량의 remifentanil을 비교하여 용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선택 수술이 계획된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16-65세 성인 환자 225명을 대상으

로 하 으며 본 연구에 대하여 병원 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으며 과민성 체질이거

나 말초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하 다. 무작위로 

다섯 군으로 나누어 식염수(S군, n = 45), ketamine 20 mg 

(K군, n = 45), remifentanil 0.01 mg (R1군, n = 45), remi-

fentanil 0.02 mg (R2군, n = 45), remifentanil 0.03 mg (R3군, 

n = 45)으로 분류하 다. 대상 환자들의 성별, 나이, 몸무게

에 있어서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다섯 군 모두 술 전 진통제 투여를 배제하고 수술실 도

착 30분 전에 전 투약으로 midazolam (0.07 mg/k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한 후 혈압, 심전도 그리고 경피 산소포화

도 감시를 시작하면서 안정을 취한 후 실험을 시작하 다.

  실험은 S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K군, R1군, R2군, R2군으

로 분류하여 시행하 으며, 모든 환자에서 수술전날 18 G 

정맥도관을 이용하여 등쪽 수부정맥에 정맥로를 확보하

다. S군은 생리식염수 2 ml, K군은 ketamine 20 mg을 생리 

식염수와 희석하여 2 ml로 만들었으며, R1, R2군, R3군도 

각각 생리 식염수로 희석하여 2 ml로 동일하게 만들었다. 

통증을 측정하는 관찰자는 사용되는 약제를 모르게 하여 

각각 정주하고 30초 후에 propofol (2 mg/kg)을 1분에 걸쳐 

정주하 으며 정주통에 대한 질문은 정주시작 10초 후부터 

시작하 다.

  통증정도의 평가는 King 등이23) 사용한 4등급 언어 반응 

체계(four-point verbal categorical scoring system)를 사용하

는데, 주사부위에 아무런 불쾌감이 없다고 대답하면 무통으

로 분류하고, 통증 여부를 질문했을 때 통증을 느꼈으나 행

동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경도, 통증을 느꼈으며 즉각

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중등도, 강

하게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의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중증의 통증으로 분류하

게 된다. Propofol을 1분에 걸쳐서 정주하면서 정주시작 10

초 후부터 환자의 의식이 아직 명료할 때까지 환자에게 질

문하여 주사부위에 전혀 통증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를 무

통으로 분류하고 통증이 있다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증

의 정도를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세 단계로 구분하 다. 또한 

시험약제 투여전과 후에 수축기 혈압이 기준치의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를 수축기 고혈압,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를 저혈압, 심박수가 기준치의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서맥, 심박수가 기준치의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를 빈맥, 

SpO2가 90% 이하를 호흡저하로 판단하 으며 오심, 구토,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 K R1 R2 R3
(n = 45) (n = 45) (n = 45) (n = 45) (n = 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20/25 17/28 21/24 18/27 26/19
Age (yr)  45.4 ± 12.4 42.9 ± 11.4 40.7 ± 13.9 39.5 ± 14.1  42.0 ± 12.4
Weight (kg) 62.2 ± 9.2 60.4 ± 10.0 61.9 ± 10.4 58.8 ± 10.2 63.5 ± 9.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cept sex.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ive groups in all three variables. n: number of patients, S: saline, 

K: ketamine 20 mg, R1: remifentanil 0.01 mg, R2: remifentanil 0.02 mg, R3: remifentanil 0.03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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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열감 및 각성시의 정신증상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부

작용 발생여부를 판단하 다.

  통계분석을 위해 각 집단에서의 측정값을 평균 ± 표준

편차로 표기하 으며 각 군 간의 성별, 연령, 체중 등은 

chi-square test와 one way ANOVA test로 분석하 고 각 군

간 통증의 정도와 빈도 분석은 Fisher's exact test로 검증하

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통증의 빈도와 정도는 S군에 비해 K군과 R2, R3군에서 

의미 있는 통증감소를 나타냈으나(P ＜ 0.05)(Fig. 1), R1군

과의 비교에서는 통증 감소가 없었다(P ＞ 0.05).

  각 군에서 propofol에 의한 정주통의 빈도는 S군에서 

86.7%, K군 26.7%, R1군 86.7%, R2군 37.8%, R3군은 28.9%

로 나타났다. Propofol에 의한 정주통이 S군에 비해 K군, R2

군, R3군에서 유의하게 적게 발생하 으며(P ＜ 0.05), K군, 

R2군, 그리고 R3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리

고 R1군과 K, R2, R3군의 비교 시 K, R2, R3군에서 의미 

있는 통증 감소를 보 다(P ＜ 0.05)(Table 2). 

  특히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한 경우는 S군에서 

75.6%, K군 6.7%, R1군 57.9%, R2군 11.1%, R3군 6.7%로, S

군과 비교시 K군, R2군, R3군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

으며(P ＜ 0.05), K군, R2군, R3군 이들 각 군 사이에는 의

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각 군 모두에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임상에서 propofol 정주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이전

부터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여전히 정주통은 마취

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며 약물의 일상적 사용을 제한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propofol 정

주통의 빈도를 확인하고, 기존 논문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

된 ketamine을 양성 대조군으로 하여 remifentanil의 효과를 

비교하 으며, 보다 나아가 통증 경감을 위한 remifentanil의 

적정 용량을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소견들은 첫째 propofol 정주통이 86.7%

로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함을 확인하 으며, 둘째 propofol 

정주통의 완화에 있어 remifentanil은 위약군에 비해 우수할 

뿐만 아니라 ketamine 투여군만큼의 효과를 보 으며, 셋째 

특히 remifentanil 0.03 mg과 ketamine 20 mg이 실험 용량 가

운데 가장 효과적임을 밝혔다.

  Propofol 정주통의 발생률은 30%에서 많게는 90%까지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다.7)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등쪽 수부

정맥에서의 발생률은 30-70%인데 반해 심장과 가까운 굵

은 정맥들에서는 0-30%의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8) 이는 

혈관의 직경이 작을수록 통증이 클 가능성을 시사하며 소

아에서 정주통이 더욱 자주, 심하게 발생하는 것과 맥락을 

Fig. 1. Distribution of pain score in five 

groups. By chi-square test, R2 group, 

R3 group and K group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in relieving effect. S: sa-

line, K: ketamine 20 mg, R1: remi-

fentanil 0.01 mg, R2: remifentanil 0.02 

mg, R3: remifentanil 0.03 mg. *: P ＜ 

0.05 compared with S group, †: P ＜ 

0.05 compared with R1 group. 

Table 2. Incidence of Pain Reported during Infusion of Propofol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verity of pa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e Mild Moderate Seve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 (n = 45)  6 (13.3)  5 (11.1) 14 (31.1) 20 (44.5)

K (n = 45) 33 (73.3)*†  9 (20.0)  2 (4.4)*†  1 (2.3)*†

R1 (n = 45)  6 (13.3) 13 (28.9) 19 (42.2)  7 (15.7)

R2 (n = 45) 28 (62.2)*† 12 (26.7)  3 (6.7)*†  2 (4.4)*†

R3 (n = 45) 32 (71.1)*† 10 (22.2)  2 (4.4)*†  1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Numbers in parenthesis are percentage. 

n: number of patients, S: saline, K: ketamine 20 mg, R1: remifentanil 

0.01 mg, R2: remifentanil 0.02 mg, R3: remifentanil 0.03 mg. *: P ＜ 

0.05 compared with S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R1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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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등의 작은 혈관을 

이용하여 정주하 는데 음성 대조군에서 86.7%의 정주통이 

발생하 으며 이 중 심한 통증은 44.5%로 비교적 높은 빈

도와 강도의 정주통 발생률을 보 다. 그리하여 직경이 작

은 혈관이 통증의 발생 및 강도와 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술 전 투여된 진정제 및 아편양 제제 또한 propofol 정주

통에 향을 미칠 수 있다. Biggs와 White는24) atropine과 

pethidine을 마취 전 투약한 환자의 경우 정주통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는데 반면 Nicol 등은25) 경구 

투여된 benzodiazepine은 정주통의 빈도에 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보고하 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다섯 군 모두 술 전 

진통제 투여를 배제하고 수술실 도착 30분전에 전 투약으

로 midazolam (0.07 mg/kg)을 근주하 는데 정주통에 대한 

질문 시 과도한 진정 등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Ketamine은 아편양 수용체에 작용하는 흥분성 아민(exci-

tatory amine)인 NMDA에 대한 길항제이다.22) Ozkocak 등은26) 

ketamine이 정주통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

도 있으나, Tan과 Onsiong은27) propofol 주입 30초 전에 keta-

mine 10 mg을 투여 시 정주통이 84%에서 26%로 감소하며 

Suzuki 등은28) 1% ketamine 2 ml 사용 시 정주통이 68%에

서 33%로 감소하 으며 특히 중증도 이상의 심한 통증이 

36%에서 9%로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이런 결과들과 더불

어 ketamine은 말초 아편 양 수용체에 작용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또한 부작용 없이 혈관통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용량인 20 mg을 사용하 다. 그 결과 부작용 없이 

73.2%의 환자들이 propofol 정주 시 무통을 나타냈다. 한편 

ketamine의 이런 효과는 구심성통증회로(afferent pain path-

way)를 약화시키는 말초작용을 통해, 또는 혈관 내피나 중

추신경계에 있는 NMDA 수용체 활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2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20 

mg의 ketamine이 정주통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명확하게 설

명하기는 어려우나 비교적 낮은 용량의 ketamine을 사용하

으므로 주로 말초작용을 통해 정주통이 감소한다고 생각

되어지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ketamine의 중추성 진통효

과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편양 제제는 중추성 혹은 말초성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27) 그 수용체는 일차성 구심성 섬유의 중심 말단과 후

근 신경절뿐만 아니라 말초 μ-아편양 수용체와 그 말단에

서도 발견된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조작들 

즉, 큰 정맥 주사용 카테터 거치, 감시장치를 위한 조작, 부

위마취를 위한 조작이 예상 될 때 통증방지를 위해 효과적

으로 쓰이고 있다.29) 특히, alfentanil과 fentanyl같은 아편양 

제제는 propofol 정주시 혈관통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17,19,27) 그 중 가장 최근에 임상에 도입된 remifentanil은 

phenylpiperidine 계열의 초단시간 작용 아편양 제제로서 

fentanyl의 동성체이다. 작용이 빨리 나타나며 비특이성 에

스테라제(nonspecific esterase)에 의해서 대사되기 때문에 작

용시간도 매우 짧고 체내 축적이 적기 때문에 짧은 수술이

나 빠른 회복이 요구되는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다.20) 

  최근 이러한 remifentanil의 정주통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

고 있다.30,31) 우선 기존에 propofol 정주통에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진 다른 약제들과의 비교를 보면, Kirdemir와 Gogus

는30) propofol 정주통 예방을 위해 여러 약제를 비교한 결과 

remifentanil 0.5μg/kg 혹은 alfentanil 1 mg이 lidocaine을 대체

할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고, Roehm 등은31) pro-

pofol 정주통 감소를 위해 remifentanil 0.25μg/kg/min을 지속 

정주 한 결과 lidocaine 40 mg을 정주한 만큼의 propofol 정

주통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re-

mifentanil 0.02 mg과 0.03 mg이 ketamine 20 mg과 유사한 

정주통 감소효과를 보여주었다. Remifentanil의 용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개 용량이 증가될수록 통증의 빈도 및 

정도가 감소되었다.32,33) 본 연구에서도 0.02 mg 이상의 re-

mifentanil이 정주통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용량이 증가할수록 정주통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remifentanil 0.02 mg과 0.03 mg간의 효과는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무통의 빈도 

및 정주통의 정도 차이는 연구들 간의 술 전 전처치 시 사

용되는 약물 및 주입되는 혈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Roehm 

등은31) remifentanil 0.25μg/kg/min을 투여하여 무통이 69.8%

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remifentanil 0.02 mg, 

remifentanil 0.03 mg전처치 시의 62.2%, 71.1%와 유사한 결

과이다. 

  아편양 제제가 정주통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중추성 혹은 

말초성 기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극소

량의 remifentanil이 정주통을 감소시키는 것은 주로 remi-

fentanil과 말초 μ-아편양 수용체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것

이라고 추측되어진다.21) 그러나 Basaranoglu 등은32) remifen-

tanil 0.25μg/kg/min을 투여한 후 바로 propofol을 주입하게 

되면 40%에서 무통이 나타나지만, 동량의 remifentanil 투여 

후 60초 뒤에 propofol을 주입함으로써 56%의 보다 높은 무

통 유도율을 보고하며 이는 중추성 아편양 수용체와의 작

용이 관여하는 것 같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Iyilikci 등

의33) 결과에서와 같이 propofol 투여 30초 전에 remifentanil

를 투여하여 정주통 감소를 보았는데 이는 propofol 주입 전 

시간간격을 둠으로써 remifentanil이 혈관의 내막에 있는 말

초신경과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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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remifentanil의 사용량이 극

소량이며 시간 간격 또한 30초로 다소 짧으므로 중추성 진

통작용 보다는 말초 μ-아편양 수용체의 상호 작용으로 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propofol 정주통 연구에서 압박띠를 거치한 경우 

정맥내 부위마취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맥혈관내벽의 침해

성 수용체들이 차단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정주통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별도

의 압박띠 사용 없이도 remifentanil의 우수한 진통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연구자들과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31-33) 그러나 압박띠의 추가적 사용이 진통효과를 더욱 증

가시킬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극소량의 remifentanil은 ketamine과 유사한 정도

로 propofol 정주시 발생되는 혈관통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profopol 정주통을 예방하기 위한 목

적으로 remifentanil 사용 시 적어도 0.02 mg은 투여해야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remifentanil과 ketamine의 투여

로 인한 마취 유도 혹은 각성시 부작용은 관찰할 수 없었

다. 추후 propofol 정주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농도에서 remifentanil의 효과 및 

다른 약제와 병행시의 효과 등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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