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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ention of Propofol-induced Pain in the Pediatric Patients: Comparison among the Effects of 
Remifentanil, Lidocaine, and the Combination of Remifentanil and Lidocaine 

Hyun Joo Heo, M.D., Chi Hyo Kim, M.D., Ph.D., and Jong In Han, M.D., Ph.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re is a high incidence of pain following injection of propofol,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a way of reducing this.  The administration of lidocaine and recently, remifentanil has also been used for this purpose in 

adults, but has been only partially effectiv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algesic effect of remifentanil 

alone, the premixture of lidocaine and both remifentanil and lidocaine and to compare either treatment alone during propofol 

injection in dorsal hand-veins in the pediatric patients.

  Methods:  In a randomized, double-blind, prospective trial, 120 pediatric patients were allocated to one of four groups (each 

n = 30) receiving normal saline, remifentanil (0.5μg/kg), lidocaine (0.3 mg/kg) and remifentanil (0.5μg/kg) plus lidocaine (0.3 

mg/kg) as pretreatment, followed by injection of 2% propofol (3 mg/kg).  Pain was assessed on a four-point scale (none, mild, 

moderate, severe) during propofol injection.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propofol 

injection. 

  Results:  The remifentanil, lidocaine and remifentanil plus lidocaine groups showed significantly less frequent and intense pain 

than the normal saline group.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 of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except normal saline 

group.  The remifentanil and remifentanil plus lidocaine groups provided more pain relief than the lidocaine group.  

  Conclusions:  The combination of remifentanil and premixture of lidocaine with propofol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propofol-induced pain with hemodynamic stability in the pediatric patients.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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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pofol은 최면 유도와 각성이 빠르며 오심  구토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임상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성인 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오심, 구토의 발생이 고 

회복 시 각성이 빨라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1,2) 그러나 pro-

pofol 정주 시 통증  불쾌감을 유발하고 불수의  움직임, 

압의 감소와 서맥 발생 등의 단 이 보고되고 있다.2-4)

  Propofol의 정주 시 발생하는 통증기 은 확실하지 않으

나 propofol이 벽에서 kinin cascade를 활성화시켜 통증

이 유발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5) Klement와 Arndt는6) pro-

pofol의 유탁액 농도(aqueous concentration)와도 계가 있다

고 하 다. 

  Propofol 정주 시 통증  불쾌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는 직경이 큰 에 투여하는 방법,5) propofol 농도를 희석

하거나 희석액으로 intralipid 신 포도당액을 사용하거나6,7) 

온도를 낮추어 주입하는 방법,8) 마약성 진통제,9) metoclo-

promide,10) ketorolac11)  국소마취제를12) 투여하거나 병용 

투여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기존 마약성 진통제 에는 alfentanil, fentanyl이 정주통을 

감소시키고,13) 최근에는 remifentanil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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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S (n = 30) R (n = 30) L (n = 30) RL (n = 30)

Sex (M/F) 20/10 18/12 18/12 18/12

Age (yr) 8.6 ± 2.6  8.9 ± 2.4 7.4 ± 2.2 8.0 ± 2.6

Weight (kg) 33.8 ± 12.8 32.7 ± 9.8 29.0 ± 10.9 32.8 ± 14.2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S: normal saline, R: remifentanil 0.5μg/kg, 

L: lidocaine 0.3 mg/kg, RL: remifentanil 0.5μg/kg + lidocaine 0.3 mg/kg.

Table 2. The Assessment of Pain during Injection of Propofol 

Pain score Response

3 (severe) Strong vocal response accompanied by facial grimacing, arm withdrawal, or tears

2 (moderate) Response accompanied by a behavioral sign, or pain reported spontaneously without questioning

1 (mild) Pain reported in response to questioning only, without any behavior signs

0 (none) Negative response to questioning

고 알려지고 있다.14,15) Remifentanil은 선택  μ-아편양 수용

체 상승제로 역가가 alfentanil의 2030배이며 효과가 빠르고 

비특이  에스테라제에 의해 사되므로 약효 소실이 빠르

고 제거 반감기가 아편양제제  가장 짧아 체내 축 이 

어 임상에서 쉽게 리 사용되고 있다.16) 이러한 remi-

fentanil의 장 에도 불구하고 소아에서 propofol 정주통 경감 

효과에 한 remifentanil의 연구가 드물다.17,18) 본 연구는 성

인에 비해 직경이 작은 513세 소아에서 기존의 pro-

pofol 정주통 감소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진 remifentanil과 

lidocaine 단독  병용투여가 소아의 propofol 정주통 방

에 미치는 효과와 심 계의 변화에 한 향을 비교 분

석하 다.

상  방법

  신 마취하에 선택  수술을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1, 2에 속하는 513세 사이 소아 120명을 상으

로 하 다. 본 연구에 해 병원 윤리 원회의 허가를 얻

고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 에 연구 목 과 방법을 충

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 다.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한 

경우, 과민성 체질이거나 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우는 경우, 통증 정도에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아는 연

구에서 제외하 다. 

  환자를 무작 로 생리식염수군(S군, n = 30), remifentanil

군(R군, n = 30), lidocaine군(L군, n = 30)  remifentanil과 

lidocaine을 병용투여한 군(RL군, n = 30)의 네 군으로 분류

하 다. 상 환자들의 성별, 연령, 체 에 있어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각 군 모두 술  진통제 투여를 배제하고 수술실 도착 

30분 에 투약으로 atropine (0.02 mg/kg)을 근주하고 수

술실에 도착한 후 압, 심 도, 맥박 산소 포화도 감시를 

시작하면서 안정을 취한 후 실험을 시작하 다. 모든 소아

는 수술 날 손등정맥에 22 G로 정맥로를 확보하 다. 

  S군은 생리식염수 2 ml를 정주하고 30  후에 propofol 3 

mg/kg에 생리식염수 0.15 ml/kg 혼합하여 정주하 고 R군은 

remifentanil 0.5μg/kg을 2 ml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정주하

고 30  후에 propofol 3 mg/kg에 생리식염수 0.15 ml/kg을 

혼합하여 정주하 다. L군은 생리식염수 2 ml를 정주하고 

2% lidocaine (0.3 mg/kg)을 혼합한 propofol 3 mg/kg을 정주

하 다. RL군은 remifentanil 0.5μg/kg을 2 ml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정주하고 30  후에 2% lidocaine (0.3 mg/kg)을 혼

합한 propofol 3 mg/kg을 정주하 다. 투여된 약제를 모르는 

실험에 참여한 찰자가 30 에 걸쳐 propofol를 주입하면서 

환자가 의식이 소실될 때까지 통증 정도를 물어보고 평가

하 다.

  통증 정도의 평가는 King 등이19) 사용한 4등  언어 반응 

체계(four-point verbal categorial scoring system)를 사용하여 

주사 부 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표정, 물, 회피

행동, 소리침, 통증호소 등을 통해 찰하 고, 주사부 에 

아무런 불쾌감이 없다면 무통(0단계)으로 분류하고 통증 여

부를 질문했을 때 통증을 느 으나 행동으로 표시하지 않

는 경우를 경도(1단계), 통증을 느 으며 즉각 인 행동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등도(2단계), 물을 흘

리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주사 맞는 팔을 움직여 회피반응

을 보이는 경우를 증(3단계)의 통증으로 분류하 다(Table 

2). Propofol 정주 후 의식이 명료한 동안 환자에게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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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in score and VAS of R, L and RL are lower than that 

of normal saline group. S: normal saline, R: remifentanil 0.5μg/ 

kg, L: lidocaine 0.3 mg/kg, RL: remifentanil 0.5μg/kg + lidocaine 

0.3 mg/kg. *: P ＜ 0.05 compared with normal saline group in 

pain score, 
†

: P ＜ 0.05 compared with lidocaine group in pain 

score, 
‡

: P ＜ 0.05 compared with normal saline group in VAS. 

Table 3. The Incidence of Pain 

Group S (n = 30) R (n = 30) L (n = 30) RL (n = 30)

Severe 17  0* 0* 0*

Moderate  9  0* 2* 0*

Mild

None

 4

 0

5

25*

14*
†

16*
†

0
‡

30*
‡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S: normal saline, R: remifentanil 0.5μg/kg, L: lidocaine 0.3 mg/kg, RL: remifentanil 0.5μg/kg + lidocaine 0.3 mg/kg. 

*: P ＜ 0.05 compared with normal saline group, †: P ＜ 0.05 compared with remifentani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lidocaine group.

Table 4. The Change of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Group S (n = 30) R (n = 30) L (n = 30) RL (n = 30)

MAP (mmHg)

Before propofol injection  80.1 ± 13.3  82.9 ± 12.1  81.8 ± 10.1  81.2 ± 10.1

After propofol injection   94.4 ± 14.8*  81.7 ± 12.3  83.0 ± 12.1 76.9 ± 9.9

HR (beats/min)

Before propofol injection 100.4 ± 17.4 108.0 ± 23.3 107.2 ± 16.4 106.1 ± 14.1

After propofol injection  125.1 ± 15.5* 107.8 ± 21.5 113.3 ± 14.7 105.9 ± 12.7

Values are mean ± SD. S: normal saline, R: remifentanil 0.5μg/kg, L: lidocaine 0.3 mg/kg, RL: remifentanil 0.5μg/kg + lidocaine 0.3 mg/kg. 

*: P ＜ 0.05 compared with before propofol injection.

여 주사 부 에  통증이 없다고 답한 경우를 시각

수 (VAS, visual analogue scale) 0으로 기록하 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 통증의 정도가 110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

어보았다. 

  Propofol 정주  30 와 정주 후 30 에 평균동맥압, 심

박수를 측정하 고 환자가 호소하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찰하고 기록하 다. 마취유지는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지속주입하여 사용하 다. 

  통계학  처리는 SPSS (version 12.0)를 이용하 고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각 군 간의 성별, 

연령, 체  비교와 실험 결과의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사후분석 검정은 Scheffe 방법으로 

하 고, 통증의 빈도는 카이 자승 분석법(Chi-square test)과 

Fisher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 다. 

결      과

  Propofol을 정주하는 동안 4등  언어 반응 체계에 의한 

통증 정도는 S군이 2.4 ± 0.7로 가장 높았으며 R군은 0.2 ± 

0.4, L군은 0.6 ± 0.6, RL군은 0.0 ± 0.0을 나타내었다. 시각

수 (VAS)는 S군이 7.3 ± 1.7로 가장 높았으며 R군은 0.4 

± 0.9, L군은 1.9 ± 2.0, RL군은 0.0 ± 0.2로 나타났다(Fig. 

1).

  통증 정도와 시각 수 는 S군에 비해 R, L, RL 군에서 

의미있는 감소를 보 고, R군과 RL군이 L군에 비해 통증 

정도와 시각 수 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R군과 RL군간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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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빈도는 S군 30명(100%), R군 5명(17%), L군 16명

(53%), RL군 0명(0%)이었고 통증 정도에 따른 빈도는 S군

에서 증 17명, 등도 9명, R군에서 경도 5명, L군에서 

등도 2명, 경도 14명으로 증, 등도에서 S군에 비해 

세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 다(Table 3).

  Propofol 정주 후의 평균동맥압의 변화는 S군에서 80.1 

± 13.3 mmHg에서 94.4 ± 14.8 mmHg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심박수의 변화는 S군에서 분당 100.4 ± 17.4회에서 분당 

125.1 ± 15.5회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나머지 군에서는 

모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able 4). Propofol 정주 후 평균

동맥압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는 S군에서 6명(20%), R군

에서 1명(3%)이었고 심박수가 기 치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는 S군에서 9명(30%), L군에서 1명(3%)이었다.

  R군에서 remifentanil을 정주한 후 30  내에 6명(20%)이 

어지러움을 호소하 고 RL군에서는 4명(13%)이 어지러움을 

호소하 으나 오심, 구토는 없었다.

고      찰

  Propofol 정주통을 방하기 해 이 부터 다양한 방법

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킨 연구들은 

많으나 정주통을 완 히 없앤 보고는 없었다.5-15,17-19) Pro-

pofol은 정주통으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마취의 만족

도가 떨어져 thiopental에 비해 보편  사용이 제한되고 있

다. 특히 성인에 비해 통증에 민감한 소아 환자에서 pro-

pofol의 사용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통증 이외에도 불

수의  움직임,3) 압의 감소, 서맥4)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다. Propofol 정주통의 발생률은 2890%까

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1) Macario 등은20) 마취의 임상

 문제 33가지  propofol 정주통은 그 요성이 30 , 빈

도는 3 로 종합하여 7 를 차지한다고 하 다. 이번 연구

에서 S군은 propofol 정주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

로 나타날 정도로 빈도가 높았고 통증 정도도 85% 이상에

서 등도를 보여 임상 으로 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S군 30명(100%), R군 5명(17%), L군 16명

(53%), RL군 0명(0%)이 통증을 호소하 고(Table 3) 통증의 

정도는 R군, L군, RL군이 S군에 비해 효과 인 통증 감소

를 보 고 RL군은 R군과 L군에 비해 효과 으로 통증감소

를 보 으며 정도에 있어서는 R군이 L군에 비해 의미있게 

차이를 보 다. 

  Lidocaine은 리 알려진 국소마취제로 propofol 주사 시 

통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정맥벽의 국소마취효과에 의

한 것뿐만 아니라 kinin을 유리하는 효소의 다단계 반응을 

안정화시켜 kininogen 같은 통증매개체들의 유리를 억제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5) 한 Eriksson 등은21) propofol

과 lidocaine을 혼합 사용하면 pH가 감소하고 이런 pH 변화

에 의하여 lidocaine이 내피에 국소마취제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기 으로 propofol 정주통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보고하 다. 하지만 lidocaine은 과량을 투여하거나 치료 용

량(11.5 mg/kg)이더라도 빠르게 정주하면 심 계 억제나 

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2) 

  Propofol 정주통 완화에 추천되는 용량은 보고자에 따라 

다르며 Gehan 등은12) lidocaine 정 혼합용량으로 0.1 mg/kg

을 추천하 고 0.4 mg/kg까지 증가시켜도 통증 빈도의 감소

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 다. King 등은19) 성인에서 20 mg

의 lidocaine 사용이 70%의 통증 완화를 보인다고 하 고, 

Johnson 등은23) lidocaine 20 mg 보다는 lidocaine 40 mg이 더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 2040 

mg 범  내의 용량을 기 으로 심 계 부작용이 없는 

0.3 mg/kg 용량을 사용하여 47%의 통증완화 효과를 얻었고, 

심 계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편양 제제는 추성 혹은 말 성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2) 그 수용체는 일차성 구심성 섬유의 심 말단과 후

근 신경  뿐만 아니라 말  μ-아편양 수용체와 그 말단에

서도 발견된다. 최근 도입된 remifentanil은 phenylpiperidine 

계열의 단시간 작용 아편양 제제로 작용발 도 빠르고 

비특이성 에스테라제에 의해서 사되므로 체내 축 이 

어 회복이 빨라 그 사용이 차 증가하고 있다.

  Kirdemir와 Gögüs는24) 성인에서 remifentanil 0.5μg/kg, al-

fentanil 1 mg의 사용이lidocaine 40 mg 처치에 응할 만

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 고, Iyilikci 등은15) 성인에서 

remifentanil 0.02 mg의 사용으로 propofol 정주통 감소효과를 

얻었고, Hong과 Kwak은25) 성인에서 remifentanil 0.03 mg과 

ketamine 20 mg이 propofol 정주통 완화에 효과 이라고 보

고하 다. 

  소아를 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Rahman Al-Refai 등

은17) 512세 소아 환자에서 remifentanil 0.5μg/kg, alfentanil 

15μg/kg와 20μg/kg이 propofol 정주통 완화에 효과 이라고 

하 고, Batra 등은18) 소아에서 remifentanil 0.5μg/kg의 사용

이 0.25μg/kg보다 propofol 정주통 완화에 효과 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소아에게 remifentanil 0.5μg/kg을 처치

하여 83%의 propofol 정주통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의 기 은  remifentanil 사용이 소량이고 remifentnanil과 

propofol 주입 사이 시간 간격이 30 로 짧아 추성보다는 

주로 말  μ-아편양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

고 생각된다.26) 

  한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 0.5μg/kg과 lidocaine 0.3 

mg/kg의 propofol 정주통 완화 효과를 비교하 는데 remifen-

tanil군이 lidocaine군에 비해 더욱 의미 있는 정주통 감소 효

과를 보 고 두 군에서 유의한 심 계 변화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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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Table 4). 이는 기존의 성인에서 propofol 정주통 완

화를 해 remifentanil과 lidocaine을 사용한 연구14,27-29)와는 

다른 결과로 Roehm 등은14) lidocaine 40 mg과 remifentanil 

0.25μg/kg/min을 사용한 두 군에서 propofol 정주통 발생 빈

도는 각각 33%, 30%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하 고 

Aouad 등은27) 성인에서 lidocaine 40 mg과 remifentanil 2μg/ 

kg을 사용하여 두 군 간의 propofol 정주통 발생 빈도는 

35%, 36%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하 다. 한 Kwak 

등은28) lidocaine 20 mg, remifentanil 0.3μg/kg을 사용해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다고 하 고 Kwak 등은29) remifentanil 0.35μg/ 

kg/min과 1% propofol에 1% lidocaine을 10 : 1의 비율로 혼

합한 군과의 비교에서도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 으며 remifentanil을 미리 투여하고 lidocaine을 propofol에 

혼합하여 투여한 군에서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91.3%로 각

각을 사용한 군보다(62.2%, 62.2%) 유의하게 정주통을 감소

시켰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과 lidocaine을 같이 사용한 RL군

에서는 propofol 정주통 발생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방법들이 propofol 정주통 발생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켰지만 완 히 없애지 못한 것에 비해 의미있는 결

과라고 하겠다. Kwak 등은29) remifentanil이 lidocaine의 

propofol 정주통 감소효과를 증진시킨다고 하 고 이는 

remifentanil이 propofol의 국소  자극 효과를 방하고, 

lidocaine과 propofol의 병용투여가 kinin cascade를 안정화시

키고 propofol의 pH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정하 다. 

한 lidocaine과 remifentanil을 같이 사용한 경우에 상할 

수 있는 역학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임상 으

로 유용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소아 환자에게 수술실 도착 30분 에 투약

으로 atropine (0.02 mg/kg)을 근주하 고 손등정맥에 22 G로 

동일하게 정맥로를 확보하 으며 정주할 propofol의 온도 차

이가 없게 비하 다. 

  Scott 등은5) 성인에서 주와에 propofol을 정주 시 통증

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고 Briggs 등은30) propofol 정

주통이 손등 정맥에서 39%, 주와에서 3%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Hannallah 등도31) 소아의 주와에서 propofol 

정주통이 낮은 발생률을 보인다고 하 다. 따라서  직

경에 따라 정주통 발생 빈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

고 이는  직경이 클수록 propofol과 표면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고 약이 심 류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2)

  통증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에 시각 수 는 시

각 변화에 따른 작은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당하지만 순

간 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찰하기에 부 한 면이 있고 

소아의 연령에 따라 통증 정도 표 에 한계가 있을 수 있

어 4등  언어반응체계를 함께 사용해 동일 찰자가 이를 

기록하고 마취 유도 에 의식 소실이 일어나도 통증 평가

가 가능하게 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입실한 소아에게 실험 에 

VAS를 설명하 는데 VAS에 한 충분한 이해와 표 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미리 정주통이 있을지 모

른다는 불안감에 실험 부터 환자에게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한 remifentanil을 사용한 R군, RL군 환자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한 것과 련하여 remifentanil 사용과 련

한 부작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론 으로 remifentanil 0.5μg/kg의 용량은 propofol 정주

시 발생하는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고 심

계 반응에는 큰 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lidocaine군에 비

해 remifentanil군에서 통증감소가 더 의미있게 나타났다. 

Remifentanil을 처치한 후 lidocaine을 섞은 propofol을 정주

한 소아 환자는 통증을 한명도 호소하지 않았고 심 계

도 안정 으로 유지되어 이  연구들의 통증 발생 빈도와 

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propofol을 사용하는 소아마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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