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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Infusion Rates of Remifentanil during Propofol Anesthesia for Monitored Anesthesia Care in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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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ropofol and remifentanil are both rapid and short-acting drugs that can be used for sedation and analgesia during 

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optimal infusion rates of remifentanil during propofol 

anesthesia in patient undergoing the varicose vein endovenous laser therapy. 

  Methods:  In this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remifentanil infusion rates on the 

requirement doses of propofol, level of sedation, intraoperative recall,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variables, and recovery.  Forty 

consenting ASA physical status I or II patients undergoing endovenous laser therapy with 1% lidocaine skin infiltration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treatment groups.  All patients received midazolam 0.05 mg/kg intravenously for premedication. 

Remifentanil was infused at 0.05 or 0.10μg/kg/min during the anesthesia.  Sedation was evaluated using the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at 5 min intervals by a blinded observer and continuous BIS monitor.  The propofol infusion 

was started from the rate, 3 mg/kg/hr, and subsequently varied to maintain patient comfort, sedation, stable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function. 

  Results:  Higher infusion rates of remifentanil (0.10μg/kg/min) produced significant respiratory depression (P ＜ 0.05).  The 

infused total doses of propofol we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significantly.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dministration of propofol at 3.4 ± 1.3 mg/kg/hr with a remifentanil infusion at 

0.05μg/kg/min is the optimal dosing regimen to provide sedation, analgesia and amnesia with a low incidence of side effects, 

such as respiratory depression in the patients premedicated with midazolam undergoing varicose vein endovenous laser therapy.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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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시마취 리(monitored anesthesia care, MAC)는 마취과 

의사가 진단 는 치료 목 으로 처치 받는 환자에게 국소 

마취제  기타 약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의 활력 징후와 안

정화 정도를 감시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각종 내시경 검사, 

재  방사선과 시술, 환자실 환자 등에서도 감시마취

리가 이용되며, 작용 개시가 빠르고 사 시간이 짧은 진정

제, 진통제 등의 발달로 외래 환자에서 감시마취 리가 증

가하고 있다.1,2)

  Propofol은 정맥 주입시 짧은 시간 내에 작용하는 진정-최

면제로 감시마취 리에 리 사용되고 있다.3) 하지만 pro-

pofol은 진통 효과가 없고 수술 과정  호흡 억제, 압, 

불수의  움직임, 서맥 등의 부작용이 있어 propofol만으로 

한 감시마취 리를 이룰 수 없고 진통제나4) 신경차단,5) 

국소 마취6) 등의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최근 소개된 remifentanil은 선택  μ-아편유사물질 수용

체 상승제로 역가가 alfentanil의 20−30배이며 효과가 빠르

고 비특이  에스테르분해효소에 의해 사되므로 약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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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R1 (n = 20) R2 (n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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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yr) 44.7 ± 10.7 49.4 ± 10.8

Weight (kg) 64.8 ± 7.5 65.8 ± 7.4

ASA (I/II) 10/10 11/9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1: remifentanil 

0.05μg/kg/min, R2: remifentanil 0.10μg/kg/min.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able 2. Responsiveness Score of the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Response scale Level

Responds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5

Lethargic response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4

Responds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and/or repeatedly 3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Dose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1

실이 빠르고 제거 반감기가 아편유사제  가장 짧아 임상

에서 쉽게 용량을 조 할 수 있다. 하지만, 압, 호흡 억

제 등의 부작용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7-9)

  하지 정맥류 이  수술(endovenous laser therapy)은 근이

완이 별로 필요 없고 수술 시간이 짧아 감시마취 리를 하

면서 시술이 가능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감시마취 리 시에 안 하고 효과 이라고 보고되었던 

remifentanil의 두 주입 속도를10-12) 이용하여 propofol 마취하

에 보다 한 진정과 활력 징후를 얻는데 유용한 remifen-

tanil의 주입속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하지 정맥류 이  수술을 받는 20세에서 65세 사이의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속하는 40명

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 해 병원 윤리 원회의 

허가를 받았고 모든 환자에게 사 에 연구의 목 과 방법

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마취  평가에서 장

기간 진정제, 진통제를 복용한 경우, 신경 정신과  질환과 

심각한 심장, 신장,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 다. 

상 환자의 성별, 연령, 체 은 Table 1에 표시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안정을 취하고 코삽입 (nasal cannula)을 

통해 산소 3 L/min을 수술 종료 때까지 투여하 다. 압, 

심박수, 심 도, 맥박 산소포화도, bispectral index (BIS) 감

시장치(A-2000 BIS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한 bispectral index (BIS), 코삽입 에 연결된 감시장치

를 이용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호흡수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 Sedation scale) (Table 2)

를 이용한 진정 정도를 측정하 다. 안정시의 수치를 기

치로 정하여 수술 종료때까지 5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환자는 무작 로 두 군으로 나 었고 이 맹검법을 사용

하 으며 midazolam 0.05 mg/kg을 정주하고 5분 후 R1군은 

remifentanil을 0.05μg/kg/min, R2군은 0.10μg/kg/min의 속도

로 지속 정주를 시작하 다. Remifentanil 정주 후 5분부터 

propofol을 3 mg/kg/hr으로 정주하기 시작하여 BIS는 50−70, 

OAA/S는 2로 시술 동안 유지되게 propofol의 속도를 조 하

다. BIS 60 이하가 되면 퇴부에 1% lidocaine 국소침윤

을 시행하고 1−2분 후에 피부 개를 하고 동시에 하지 

원 부 에 16 gauze 바늘을 거치하 다. 피부 개시 

움직임의 유무를 기록하 다. 실험 기간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 기 치 평균 동맥압의 30% 이상되는 압 증가, 기

치 심박수의 30%이상 증가하는 빈맥, BIS 70 이상, 

OAA/S 3이상인 경우 propofol 주입 속도를 0.5 mg/kg/hr씩 

증가시켰고 기 치 평균 동맥압의 30%이하 압감소, 기

치 심박수의 30%이하 감소하는 서맥, BIS 50 이하, OAA/S 1, 

호흡 횟수 6회/분 이하시 propofol 주입 속도를 0.5 mg/kg/hr

씩 낮추어 안정 인 압과 맥박수, BIS 50−70, OAA/S 2, 

한 환기를 유지하 다. 

  수술  압이 기 치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평균 

동맥압 60 mmHg 이하이면 ephedrine 5 mg을 정주하 다. 

수술 도  맥박산소포화도가 92% 이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50 mmHg 이상, 호흡수 분당 6회 이하를 호흡 억제로 

기록하 고 호흡 하시 비강 기도유지기를 삽입하고 호흡

억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스크 양압환기를 실시하 다. 

  회복실에서 수술  각성의 유무, 수술 후 통증의 유무와 

그 정도를 visual analogue scale (VAS)로 표시하고 오심, 구

토, 어지러움의 유무를 기록하 다. 한 수술 후 진정이 

지속되어 회복실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 이의 빈도와 

시간을 기록하 고 만족도는 다시 같은 시술을 받게 된다

면 감시마취 리를 받을지 물어본 후 그 답을 매우만족

(반드시 다음에도 감시마취 리를 받음), 만족(만족스럽지만 

선택 안 할 수도 있슴), 보통(선택 안 할 것 같음), 불만족

(  선택 안 함)으로 기록했다. 마취시간, 주입된 propofol

의 양, 활력 징후의 변화, 수술 , 후의 부작용을 기록하고 

두군간 비교하 다.

  통계학  처리는 SPSS (version 12.0)를 이용하 고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연령, 체 , 수술시

간, 사용된 propofol 총량은 unpaired t-test로 비교하 고 성

별, 호흡억제 유무, 압과 서맥의 발생 유무, 수술 후 통

증, 오심, 구토, 만족도는 chi-square test 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 고 환자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허 주 외 3인：감시마취 리 시 마취제 주입속도

413

Table 3. Incidences of Perioperative Side Effects and Patient 
Satisfaction

R1 (n = 20) R2 (n = 20)

Intraoperative

  Movement 2 1

　Respiration depression 0 6*

　Hypotension 0 1

　Bradycardia 0 1

Recovery room

　Recall of operative event 0 0

　Pain 2 1

Nausea/vomiting 0 0

　Dizziness 0 0

Number of satisfaction

　Strongly positive 20 19

　Positive  0  1

　Neutral  0  0

　Negative  0  0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R1: remifentanil 0.05μg/kg/min, R2: 
remifentanil 0.10μg/kg/min. *: P ＜ 0.05 compared with Group R1.

Fig. 1. The changes of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P) during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R1: remifentanil 0.05μg/kg/min, R2: remifentanil 0.10μg/ 

kg/min. T0: initial baseline, T1: midazolam 0.05 mg/kg intravenous 

injection, T2: 1 min after remifentanil infusion, T3: 5 min after 

propofol infusion, T4: 10 min after propofol infusion, T5: 20 min 

after propofol infusion, T6: the end of operation, T7: BIS 90.

Fig. 2. The changes of heart rate (HR) during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R1: remifentanil 0.05μg/kg/min, R2: remifentanil 0.10μg/kg/min. T0: 

initial baseline, T1: midazolam 0.05 mg/kg intravenous injection, T2: 

1 min after remifentanil infusion, T3: 5 min after propofol infusion, 

T4: 10 min after propofol infusion, T5: 20 min after propofol 

infusion, T6: the end of operation, T7: BIS 90.

repeated measure ANOVA test를 시행하 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상 환자의 성별, 연령, 체  등은 두 군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Table 1) 수술시간은 R1군에서 51.8 ± 16.6분, 

R2군에서 51.0 ± 16.4분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한 remifentanil을 일정 속도로 정주하면서 한 마

취 깊이를 얻기 해 필요한 propofol의 주입 속도는 R1군

에서 3.4 ± 1.3 mg/kg/hr, R2군에서 3.2 ± 1.1 mg/kg/hr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 개시 환자가 움직인 경우는 R1군 2명, R2군 1명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움직인 환자는 propofol 주입 속

도를 0.5 mg/kg/hr 만큼 증가시켰고 개부 에 1% lidocaine 

국소침윤을 더 한 후에 시술을 진행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수술  호흡 억제는 R1군 0명, R2군에서 6명(30%)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2) 이들은 

비강 기도 유지기를 삽입하고 당시 propofol 주입속도에서 

0.5 mg/kg/hr 만큼 인 후 마스크 양압 보조환기를 하여 호

흡억제를 해결하 으며 5분 이내에 자발 인 호흡이 회복

되었다. 수술  R2군 1명(5%)이 propofol 주입 10분에 평균 

동맥압이 60 mmHg이하로 떨어져 ephedrine 5 mg을 정주하

고 이외에는 각군 모두 수술  유의한 압, 심박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는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 2). 과도한 진정으로 회복

실에서 퇴실이 지연된 환자는 없었고 수술  각성이 나타

난 환자는 없었다. 회복실에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환자

는 R1군 2명, R2군 1명이 있었고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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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한 환자는 없었다. 환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두 

군간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3).

고      찰

  하지 정맥류 이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midazolam 0.05 

mg/kg을 처치 한 후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하여 자

발 호흡하에서 감시마취 리를 시행한 본 연구는 퇴 개

부 에 lidocaine 국소침윤을 하고 remifentanil 0.05μg/kg/min

을 지속정주하면서 propofol 3.4 ± 1.3 mg/kg/hr을 유지하여 

활력 징후의 유의한 변화 없이 BIS 50−70을 유지하면서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 없이 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감시마취 리에서는 진정제로 midazolam과 pro 

pofol을, 진통제로 fentanyl, alfentanil, ketorolac, ketamine 등을 

단독 혹은 병용사용하고 지속 는 간헐 정주하여 왔

다.1-6,10-12) 한 시술동안 환자의 의식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

면 환자가 직  약제를 조 하는 자가정주진정진통법을 사

용하거나13) 깊은 진정시에는 마취과 의사가 상황에 따라 조

하거나, 목표농도조 주입 방법을 이용하여 감시마취 리

를 시행하 다.12) 

  감시마취 리시 한 약물의 농도에 한 연구는 연구

자와 연구 상, 수술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0-12) 특히 propofol은 의식소실과 마취각성이 빠르고 잔

류효과가 어 리 사용되는데 Irwin 등은13) 국소  부

마취를 한 경우에 단독 사용시 0.8−0.9μg/ml의  농도

가 하다고 보고하 으며 Kim과 Sohn은14) 0.9−1.8μg/ml

의 농도가 합병증 없이 안 한 진정을 유지하는데 필

요하다고 보고하 다. 건강한 성인에서 propofol 마취유도용량

은 1.5−2.5 mg/kg ( 농도: 2−6μg/ml)이고  농도가 

50%로 감소하면 각성( 농도: 1−1.5μg/ml)이 일어나게 된

다.
6) 실제로 심정맥카테터 삽입, 구강수술, 유방 생검, 탈

장 수술 같은 상처가 얕은 소수술에서는 국소마취와 더불

어 propofol 25−75μg/kg의 소량 주입으로 감시마취 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으로 0.3−0.5 mg/kg 정주 후 1−2 mg/ 

kg/hr 지속주입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2) 이외에도 So와 

Cho는15) 외래환자 체외충격  쇄석술시 fentanyl 1.5μg/kg과 

함께 propofol 2 mg/kg/hr을 지속정주하여 특별한 합병증 없

이 환자의 진정을 유도하 는데 Oh 등은
16) 신경차단술을 

시술할 때 목표농도조 법을 이용해 propofol을 정주하여 환

자의 진정을 유도하 다. 이때 사용한 propofol의 총사용량

은 276.09 ± 122.21 (112.0−701.6) mg이었으며, 시간  체

비로는 7.51 ± 2.24 (4.18−13.45) mg/kg/hr이었고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 다. 일반 으로 감시마취 리를 시행

할 때 권장되는 진정 목 의 propofol 용량은 1.5−4.5 

mg/kg/hr로1)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opofol의 용량 3.4 ± 1.3 

mg/kg/hr, 3.2 ± 1.1 mg/kg/hr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 범  

안에 포함된다. 

  효과 인 감시마취 리시 약물 투입법은 midazolam 1−3 

mg 정맥주사와 propofol 25−100μg/kg/min의 지속 주입 그

리고 간헐 인 fentanyl (25μg), alfentanil (250μg) 는 

remifentanil (12.5μg)의 정주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midazolam 1−5 mg이 투약되어 있는 경우에 alfentanil 0.5

−1.0μg/kg/min 는 remifentanil 0.025−0.15μg/kg/min의 기

본 인 지속 주입과 필요에 따라 간헐 인 진통제의 투여

가 있다.
1,3) Ketamine은 0.25−0.50 mg/kg 투여하여 호흡 억

제 없이 진정과 진통을 나타내고2) 감시마취 리에서 아편

유사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17) 

  최근에는 작용 개시가 신속하고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짧아 빠른 회복이 가능한 remifentanil이 도입되어 단독으로 

는 propofol, midazolam 등의 진정제와 병용하여 감시마취

리에 사용되고 있다. 아편유사제는 강력한 진통 작용을 

가지며 진정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나 완 한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수술  만족스러운 진정 효과를 얻기 해

서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단 이 있다. 기존에 pro-

pofol과 remifentanil을 같이 사용해 감시마취 리를 한 연구

를 살펴보면 Viviand 등은12) 분만시 진정-진통에 propofol 효

과처 농도 0.8μg/ml를 유지하면서 remifentanil을 효과처 농

도 1 ng/ml로 시작하여 분만시 2.2 ng/ ml까지 증가시켜 

한 감시마취 리를 하 고 Peacock 등은18) 후두마스크하에 

자발호흡을 하며 피부 개를 포함한 30분 이상의 선택  

수술을 하는 환자에서 propofol 7.2−8.4 mg/kg/hr, remi-

fentanil 0.0250.050μg/kg/min을 투여하는 것이 하다고 

하 다. Propofol과 아편유사제는 용량에 따라 심 계  

호흡기계를 억제하고,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호흡 

억제의 효과는 상승한다.19)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 0.10

μg/kg/min과 propofol을 주입한 R2군에서 30%의 호흡 하

가 나타났고 심 계의 의미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Propofol과 아편유사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부분의 경

우 아편유사제는 propofol의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20,21) Milne 등은21) remifentanil  농도 변화에 

따라 propofol 요구량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remifentanil 주입속도에 따라 시술동안 진정

에 필요한 propofol의 사용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아편유사제의 기 으로 고려해 볼 때 시술시 통증의 정

도가 클수록 진정에 필요한 propofol 요구량이 클 것으로 생

각되므로 국소마취를 하고 큰 통증이 없는 이  시술에서

는 propofol 요구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한 사용한 remifentanil의 주입속도가 Mustola 등이20)

사용한 7.5μg/kg/hr, 30μg/kg/hr에 비해 낮아서 propofol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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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용량 감소효과(sparing effect)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 으로는 목표농도조 주입(target con-

trolled infusion, TCI)을 사용하지 않아 propofol과 remifen-

tanil의 주입속도에 따른 장 는 뇌 등의 효과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을 들 수 있으나 수술장 이외에

서 행해지는 감시마취 리는 일반 인 주입펌 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속도를 이용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으로 하지 정맥류 이  시술시 수술  midazo-

lam 0.05 mg/kg을 정주하고 lidocaine 국소마취 후에 remifen-

tanil 0.05μg/kg/min로 주입하면서 propofol 마취하에 감시마

취 리를 시행하는 것이 기 내 삽   신 마취에 연

된 합병증의 발생을 피하고 마취시간을 단축시키며 회복이 

빨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remi-

fentanil을 0.10μg/kg/min로 주입하는 것에 비해 remifentanil 

0.05μg/kg/min로 주입하는 것이 propofol의 주입량에는 별 

차이 없이 한 진정과 진통을 보이면서도 호흡 하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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