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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s of alfentanil and remifentanil on patient controlled sedation 

(PCS).

  Methods:  60 patients scheduled for ear, nose and throat surgery under local anesthesia were randomly allocated to Group 

P (n = 20, propofol 10 mg/ml), Group A (n = 20, propofol 10 mg/ml with alfentanil 500 μg/ml) and Group R (n = 20, propofol 

10 mg/ml with remifentanil 10 μg/ml).  Without a basal rate, bolus was set to 2 ml with one minute of lockout time.

  Results:  A total of 57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Group A was found to have a lower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than group R.  Group R showed a lower PCS dose upto an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value of 4 and a higher OAA/S prior to surgery than group P.  Group P was found to have a higher blood pressure and respiration 

rate than Group A.  During PCS, patient anxie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groups.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s 

among groups in the level of pain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delivery/attempt ratio, satisfaction of the patient and surgeon, 

and number of patients required to undergo the same PCS technique again.  The frequency of side effects of PCS, which included 

pain on injection, transient hypertension, hypotension, desaturation and oversedation, were similar among groups.

  Conclusions:  Evaluation of patients who underwent ear, nose and throat surgery under local anesthesia using PCS with propofol 

alone or alfentanil or remifentanil revealed no differences in safety, effectiveness, complications or satisfaction of the patients 

and surgeons.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507～12)

Key Words:  Alfentanil, Patient controlled sedation, Propofol, Remifentanil.

서      론

  의식이 명료한 환자들은 낯선 수술실 환경과 수술에 의

한 불안과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한 진정과 진통을 제

공하는 것은 환자를 안심시키고 수술을 용이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자가진정조 (patient controlled seda-

tion, PCS)은 필요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어서 환자가 원하는 만큼 진정과 진통이 제공될 수 있다. 

 Alfentanil과 remifentanil은 모두 작용의 발 이 빠르고 작용 

시간이 짧은 장 을 가진다[1]. 본 연구에서는 alfentanil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PCS에서 두 약물의 진정, 진통 효과 

 환자의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상  방법

  본 연구는 국소 마취 하 이비인후과 수술이 정된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6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임상연구 원회(i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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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Assessment categories Composite 

score levelResponsiveness Speech Facial expression Eyes

Responds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Lethe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Responds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and/ 

 or repeatedly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Normal

Mild slowing or thickening

Slurring or prominent slowing

Few recognizable words

Normal

Mild relaxation

Marked relaxation

Clear, no ptosis

Glazed or mild ptosis

 (less than half the eye)

Glazed and marked ptosis

 (half the eye or more)

5

4

3

2

1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Type of Surgery

Group P 

(n = 19)

Group A 

(n = 19)

 Group R 

 (n = 19)

Age (yrs)

Sex (M/F)

Height (cm)

Weight (kg)

Type of surgery

Endoscopic sinus surgery

Septoturbinoplasty

Dacryocystorhinostomy

Mass Excision

Synechiolysis

Middle meatal antrostomy

 41 ± 18

11/8

166.6 ± 6.2

 65.6 ± 10.9

7

7

1

2

1

1

 40 ± 15

10/9

166.6 ± 8.7

 63.1 ± 11.4

6

6

2

4

1

0

  36 ± 19

 12/7

166.7 ± 8.4

  63.6 ± 12.6

 5

 8

 4

 1

 0

 1

Values are mean ± SD and number of patients. Group P: propo-

fol, Group A: propofol with alfentanil, Group R: propofol with 

remifentanil.

board, IRB)의 허가와 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세 군

간 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에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able 1).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고 PCS는 다음과 같이 세 군으로 

나 어 시행하 다. 환자들은 무작 으로 20명씩 각군에 

배정되었다. P군은 propofol (포폴Ⓡ, 동국제약주식회사, 한

민국) 10 mg/ml, A군은 propofol 10 mg/ml와 alfentanil (알페

닐Ⓡ, 원제약주식회사, 한민국) 500 μg/ml, R군은 propo-

fol 10 mg/ml와 remifentanil (울티바Ⓡ, 락소스미스클라인, 

국) 10 μg/ml으로 PCS를 시행하 으며 AccumateⓇ 1000 

(AccumateⓇ 1000, 우 메디칼, 한민국)을 사용하 다. 지

속 주입량 없이 일시 주입량 2 ml, 잠  시간 1분으로 설정

하 다. 환자들은 술  불안이나 통증에 의한 불편을 느낄 

때마다 손에 있는 버튼을 르도록 교육받았고 르는 횟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환자의 진정은 OAA/S 척도(Observer’s Assessment of Alert-

ness/Sedation Scale)[2]  responsiveness 항목으로 평가하

다(Table 2). 수술이 시작되기 , 환자로 하여  스스로 버

튼을 르게 하여 미리 OAA/S 4 이 되도록 하 으며 이

때까지 걸린 시간과 투여된 용량을 기록하 다. OAA/S 4

미만인 경우에는 더 이상 버튼을 르지 못하게 한 후 환

자가 OAA/S 4 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시작하 다. 시

술자에 의해 2% lidocaine으로 국소 마취가 시행된 후 수술

이 시작되었다.

  술  비캐 라로 분당 2 L의 산소를 공 하 다. 환자의 

압, 맥박수, 호흡수, 맥박산소포화도(SpO2)는 Datex-Ohmeda 

Anesthesia Monitor (S/5,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여 

PCS 시작부터 수술 종료까지 5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수

술  안정 상태에서 측정된 수축기 압에서 20% 이상 변

화하거나 90 mmHg이하인 경우, ephedrine 5 mg 는 ni-

cardipine 300 mg을 2회까지 정맥 투여하 다. 맥박수가 45

회 미만일 때는 atropine 0.5 mg을 1회 정맥 투여하 다. 호

흡수가 분당 8회 미만 는 산소포화도가 94% 미만인 경우

에는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을 가볍게 흔들어 호흡하

도록 주의시켰다. 환자가 오심 는 구토를 호소하는 경우

에는 metoclopramide 10 mg을 정맥 주사하 다. 상기의 처

치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PCS를 단하고 마

취과의사가 각각에 한 한 처치를 지속하 다. 한 

계속 버튼을 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PCS를 단하 다.

  투여되는 약물을 모르는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수술 시

작  환자의 진정 상태를 OAA/S로 평가하 고, PCS 과 

후, 환자의 불안 정도를 VAS (Visual Analog Scale)을 사용

하여 평가하 다. PCS 시행하면서 찰된 부작용도 함께 

기록되었다. 총 진정 시간, 총 수술 시간, 총 투여 용량, 일

시 주입량이 투여된 횟수와 환자가 버튼을 른 횟수의 비

(Delivery/Attempt, D/A, %)와 회복실에서 퇴실까지 걸린 시

간을 기록하 다. 회복실에서 환자가 완 히 각성한 후 수

술 에 경험한 통증, 수술 후에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통

증 없음(1 )/약한 통증(2 )/ 등도 통증(3 )/심한 통증(4 )

의 4 단계로 나 어 평가하 다. PCS에 한 환자의 만족

도는 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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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between the Groups

Group P 

(n = 19)

 Group A 

 (n = 19)

 Group R 

 (n = 19)

Time to OAA/S 4 (sec)

Dose for OAA/S 4 (ml)

OAA/S before operation

Anxiety before PCS

Anxiety after PCS

Sedation time (min)

Operation time (min)

Total dose (ml)

D/A (%)

Discharge (min)

Pain during operation

Pain after operation

Satisfaction of patient

Satisfaction of surgeon

Want next use (yes/no)

 289 ± 191.9

4.3 ± 2.2

3.7 ± 0.5

4.1 ± 2.1

 1.2 ± 1.6
b)

58.4 ± 19.3

46.1 ± 18.8

12.3 ± 8.0

 94.8 ± 10.5

29.7 ± 9.1

2 (2−4)

1 (1−4)

4 (2−5)

4 (4−5)

16/3

 272.1 ± 135.6

 3.7 ± 1.3

 3.9 ± 0.2

 4.5 ± 2.5

  0.9 ± 1.1
b)

 52.5 ± 15.7

 36.7 ± 12.8

 8.5 ± 5.0

 93.6 ± 13.2

 31.1 ± 10.6

2 (1−4)

1 (1−2)

4 (2−5)

4 (3−5)

17/2

 286.3 ± 160.7

  2.6 ± 1.2
a)

  4.1 ± 0.2
a)

 3.5 ± 1.5

  1.6 ± 1.3
b)

 64.1 ± 22.7

 50.7 ± 22.7

12.2 ± 9.1

 90.7 ± 12.3

25.3 ± 9.8

2 (1−4)

1 (1−3)

4 (2−5)

4 (3−5)

14/5

Values are mean ± SD and number of patients except pain and satisfaction. In pain and satisfaction, values are median and range. Group P: 

propofol, Group A: propofol with alfentanil, Group R: propofol with remifentanil,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PCS: patient controlled sedation, D/A: delivery/attempt ratio. 
a)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parison with Group P,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nxiety before PCS within groups.

만족(1 )의 5 단계로 나 어 평가하 고 시술의 용이성에 

한 시술자의 만족도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 다. 한 

환자에게 다음 수술 시에도 동일한 PCS를 원하는가를 질문

하여 /아니오로 기록하 다.

  통계  분석은 GraphPad Prism (version 4.00)을 사용하

고 통증 정도와 만족도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찰된 모든 

수치는 평균 ± 표 편차 는 빈도로 표시되었다. 세 군간

의 연령, 키 몸무게, 수술 시작  OAA/S 4 에 도달하기

까지 걸린 시간과 용량, 총 진정 시간, 총 수술 시간, 총 투

여 용량, D/A, 퇴실까지 걸린 시간, 활력징후의 비교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 다. 세 군간의 수술 시작  

환자의 진정 상태, PCS 시작 과 후의 환자의 불안 정도, 

수술 에 경험한 통증과 수술 후에 느끼는 통증의 정도, 

환자와 시술자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 고 통증 정도와 만족도는 간값과 범

로 나타내었다. 세 군간의 성별, 신체등 분류, 다음 수술 

시에도 동일한 PCS를 원하는가에 한 환자의 답, 부작

용의 발생 횟수를 비교하기 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사

용하 다. 한 군내에서 PCS 과 후, 불안 정도의 비교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3명을 제외한 57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 다. 제외된 

환자들  P군의 1명은 PCS 에도 지속 인 통증과 ni-

cardipine 투여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압 상승을 보 고, 

A군의 1명은 국소마취제의  내 투여에 의한 부작용으

로 의심되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연구를 단하 다. R군

의 1명은 깊이 진정되어 맥박산소포화도가 88%까지 감소되

었고 환자를 깨우기 한 자극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 PCS

를 단하 다. 진정 시간, 수술에 걸린 시간, 회복실에서 

퇴실까지 걸린 시간은 모든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수술 시작 , R군은 P군과 비교 시 더 은 PCA 용량으

로 OAA/S 4 에 도달하 고(P ＜ 0.05), P군과 A군 는 A

군과 R군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시작 

 P군 환자들의 OAA/S는 R군보다 낮았고(P ＜ 0.05), P군

과 A군 는 A군과 R군을 비교하 을 때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CS을 시작한 후 환자들의 불안은 시작 과 비교

하여 세 군 모두에서 감소되었지만(P ＜ 0.05), 세 군간 유

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투여된 총 PCS 용량과 D/A

는 모든 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90% 이상의 D/A를 보 다. 

수술 과 후에 환자가 경험한 통증, PCS에 한 만족과 

다음 수술에서도 동일한 PCS를 원하는지에 한 환자들의 

답은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CS에 

한 시술자의 만족도 한 세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3).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모두에서 A군이 가장 낮게 측

정되었고(P ＜ 0.05) P군과 R군간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보

이지 않았다. 분당맥박수는 R군이 가장 높았으며(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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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ital Signs during Perioperative Period

Group P 

(n = 19)

Group A 

(n = 19)

Group R 

(n = 19)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HR (beats/min)

RR (breaths/min)

SpO2 (%)

135 ± 18
b)

 82 ± 12
b)

73 ± 11

17 ± 3
b)

99 ± 0
b)

131 ± 12
a)

 79 ± 12
a)

72 ± 11

14 ± 2
a)

99 ± 1
a)

137 ± 20
b)

 82 ± 13
b)

  79 ± 16
a,b)

14 ± 3
a)

99 ± 1
a)

Values are mean ± SD. Group P: propofol, Group A: propofol 

with alfentanil, Group R: propofol with remifentanil, BP: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RR: respiration rate, SpO2: oxygen saturation 

by pulse oximetry. 
a)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parison with 

Group P, 
b)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parison with Group A.

Table 5. Number of Patients with Side Effects

Group P 

(n = 19)

Group A 

(n = 19)

Group R 

(n = 19)

Injection pain

Nausea

Vomiting

OAA/S ＜ 3

Hypertension

 (SBP ＞ 20% of baseline)

Hypotension

 (SBP ＜ 20% of baseline)

Bradycardia

 (HR ＜ 45 beat/min)

Desaturation

 (SpO2 ＜ 94%)

Apnea

 (respiratory arrest ＞ 15 sec)

5

0

0

0

5

2

0

0

0

6

0

0

0

2

2

0

0

0

3

0

0

1

5

2

0

1

0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Group P: propofol, Group A: pro-

pofol with alfentanil, Group R: propofol with remifentanil,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SpO2: oxygen saturation by pulse 

oximetry.

P군과 A군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분당호흡수는 P군에

서 가장 높게 찰되었고(P ＜ 0.05), A군과 R군간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맥박산소포화도는 P군에서 가장 높았고

(P ＜ 0.05), A군과 R군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PCS  

모든 군에서 환자의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맥박수, 

호흡수, 맥박산소포화도(SpO2)는 정상 범 내에서 유지되었

다(Table 4). 

  PCS  찰된 부작용으로는 투여 시 주사 부 의 통증, 

일시 인 압 상승과 감소, 산소포화도 하와 과도한 진

정이 있었고 부작용을 나타낸 환자의 수는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고      찰

  PCS에서 propofol만이 투여되는 방법과 alfentanil 는 re-

mifentanil이 함께 투여되는 방법의 비교에서 다양한 결과들

이 보고되었다. 장내시경[3], 치과 발치 수술[4], 체외충격

 결석 제거술에서는[5] 두 방법이 모두 유용하 지만 안

과 수술들에서는[6,7] 함께 투여했을 때 더 만족스러운 결과

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이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 는데 수술  국소마취에 의해 수술에 의한 통증이 경

감된 상태에서 PCS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Remifentanil은 alfentanil보다 8−20배 더 높은 효능(potency)

을 가진다[8,9]. PCS에서는 alfentanil：remifentanil을 5：1부

터[10] 20：1[11] 는 40：1[11], 50：1의[12] 다양한 비율

로 사용하여 두 약물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alfentanil과 remifentanil의 투여된 용량

의 비는 50：1이었고 모든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약물의 다양한 용량 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

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효능의 차이 외에도 상 환자, 

수술의 종류, 함께 투여된 약물(propofol 는 midazolam)의 

종류와 용량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Remifentanil은 작용의 발 이 빠를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지속 정주에서도 단 후 각성이 빠르다[13]. 그러나 단 

후 진통 효과도 빠르게 사라지므로, 수술 후 통증이 다시 

심해지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14,15]. 본 연구의 모든 군

에서 수술 후 통증은 심하지 않았고 수술 의 통증보다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는 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수

술이 아니었다는 과 수술 종료 후에도 국소마취의 효과

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CS  가장 많이 찰된 부작용은 정맥 내 투여 시 통

증이었다. Alfentanil이나 remifentanil이 함께 투여된 A, R군

에서도 P군과 비슷한 빈도로 환자가 투여 시 통증을 호소

하 는데 일시 투여량에 포함된 소량의 alfentanil이나 re-

mifentanil만으로는 투여 시 통증을 방하는데 충분하지 못

하 다. 환자들은 여러 번 버튼을 러야 하는 PCS 기에 

주로 통증을 호소하 고 소량의 lidocaine 투여가 이러한 불

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증은 환자가 버튼을 르

는 것을 주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  설명과 

함께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환자가 PCS를 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군의 1명은 PCS 에도 지속 인 통증과 perdipine 투여

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압 상승을 보여 연구를 단하

기 때문에 군간 비교에 포함되지 못하 다. 그러나 PCS 

에도 지속되는 통증과 압 상승은 아편유사제가 함께 투

여된 다른 두 군에서는 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propofol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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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여되는 PCS의 한계로 생각된다. 반면, R군의 1명은 맥

박산소포화도가 88%까지 감소될 정도로 깊이 진정되었고 

깨웠지만 잘 반응하지 않아 PCS를 멈추고 연구를 단하

다. 한 연구에 포함된 R군의 환자 1명에서도 산소포화도 

94% 미만을 보 다. P군과 R군에서는 산소포화도 하가 

찰되지 않았음을 볼 때 군간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

만 remifentanil에 의한 PCS  호흡 억제 는 과진정에 

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총 47명(82.5%)의 환자들이 다음 수술에서도 

동일한 PCS를 원한다고 답하 다. Joo 등은[5] 체외충격

 결석제거술을 시행받는 환자들을 상으로 propofol 5 

mg/ml와 remifentanil 10 μg/ml로 함께 PCS를 시행했을 때 

88%의 환자가 다음에도 동일한 PCS를 원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비슷하 다.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10명의 환자들(17.5%)의 이유로는 불안 해소에 도움

이 되지 않았거나 투여 시 통증이 불편했었고 수술  불

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는  등이 있었다.

  Propofol과 alfentanil 는 remifentanil은 약동학  상

계(pharmacodynamic interaction)에 의하여 부가효과를 보이지

만[16-18] 본 연구에서는 수술  진정에 필요한 PCS 용량

이 propofol와 remifentanil을 함께 투여했을 때 propofol만을 

투여한 경우보다 감소한 것 외에 이러한 부가효과를 나타

내는 결과는 찰되지 않았다. Propofol, alfentanil, re-

mifentanil의 투여 용량들은 임상 경험  다른 논문들을 참

고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PCS를 한 가장 효과 인 

용량이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 alfentanil과 re-

mifentanil를 비교함에 있어 서로 동등한 효능(equipotent)을 

가지도록 각각의 용량이 하게 선택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임상 으로 사용되는 용량

으로써 alfentanil과 remifentanil이 propofol과 함께 투여되어 

PCS를 시행된 것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 환자들은 PCS를 잘 이해하 다. 그러

나 부분의 환자들이 불안이나 통증에 하여 참을 수 있

을 때까지 견딘 후에야 PCS 버튼을 르는 모습을 보여 

PCS에 한 이해만이 아니라 불안  통증에 한 환자의 

처 방식도 PCS 이용에 있어 요함을 보여 주었다.

  결론 으로, 국소마취 하 이비인후과 수술 시 시행한 

PCS에서 propofol과 함께 alfentanil이 투여되었을 때 re-

mifentanil이 함께 투여된 경우보다 압과 맥박수가 더 낮

았다. Propofol만이 투여된 PCS에서는 remifentanil이 함께 투

여된 경우보다 수술  진정 상태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용량이 필요했으며, alfentanil이 함께 투여된 경우와 비교 

시 압과 호흡수가 더 높았다. 환자의 통증과 만족도, 시

술자의 만족도  부작용의 빈도는 세 가지 PCS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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