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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ropofol produces anesthesia with rapid recovery but also causes pain on injec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for minimizing the pain caused by propofol and to compare the 

hemodynamic changes during propofol-remifentanil infusion.

  Methods:  In a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of 80 patients, we compared the severity of the injection pain of propofol between 

two groups of patients.  The initial effect-site target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was set at 4 ng/ml (the R4 group, n = 40) or 8 

ng/ml (the R8 group, n = 40).  After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was achieved, the infusion of propofol was started 

with the concentration of 4 μg/ml.  The remifentanil-related complications were evaluated and the severity of the pain caused by 

propofol was compared by using a four-point scale during the propofol infusion.  The heart rate and arterial blood pressure were 

measured at pre-induction, just before intubation and at 1 minute after intubation. 

 Results:  The severity of injection pain of propofol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R8 group than in the R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remifentanil-related complic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Compared with the pre-induction values, 

the heart rate and arterial blood pressure were significantly lower at pre-intubation and at 1 minute after intubation in the R4 and 

R8 groups. 

  Conclusions:  Pretreatment with an effect-site concentration of 8 ng/ml remifentanil may be useful for minimizing the propofol 

injection pain compared with 4 ng/ml remifentanil.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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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pofol은 사용 후에 각성이 빠르고 오심  구토 발생 

빈도가 낮아서 신마취 유도  유지목 으로 리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정주 시에 발생하는 통증은 환자에게 불

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수의 인 움직임 등의 단 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propofol 정주 통증은 마취 유도 시

에 성인 환자에서 약 70%로 보고되고 있으며[1], 그 정도 

역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한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정주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한 연

구는 크게 주입 방법의 차이에 한 연구와 국소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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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4 (n = 40) R8 (n = 40)

 Sex (M/F) 16/24 12/28

 Age (yr)  48.1 ± 15.0   43.3 ± 14.2

 Weight (kg)  63.3 ± 17.2  61.5 ± 9.2

 Height (cm) 158.4 ± 18.7 161.8 ± 8.4

Operation Lower abdominal surgery 31 29

Head/Neck surgery  6  9

Others  3  2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4: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R8: effect site concen-

tration of remifentanil 8 ng/m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1. Characteristics of Data

아편유사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는데, 주입 방

법에 한 연구로 직경이 큰 에 정주할 경우에 통증을 

일 수 있고[2-4], propofol 정주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3], 

propofol의 온도를 4oC로 낮추어 정주할 경우에[5,6]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보고 들이 있으며, 약제를 사용하여 정

주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lidocaine [4,7,8], ket-

amine [9], fentanyl [10,11], alfentanil [11-13], sufentanil [14] 

 remifentanil [13,15,16] 등의 약제를 병용하거나 처치

(pretreatment)하여 사용할 경우에 정주 통증의 빈도와 정도

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최근에는 임상에서 목표농도조 법(Target controlled in-

fusion, TCI)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propo-

fol-remifentanil 병용 투여 시에 remifentanil 처치가 propo-

fol 정주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그러나 re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effect-site concen-

tration)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 처치를 실시하는 것이 부

작용을 이면서 propofol 정주 통증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지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들은 propofol 

정주 통증을 효과 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remifentanil의 

한 효과처농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본원에 신 마취하에 정규수술을 받기 해 입원한 18

세 이상의 성인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상태 분류

(ASA) I, II에 해당하는 8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본 연구에 해 병원 임상윤리 원회의 허가를 얻고 환자

에게 사 에 연구 목 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 다.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한 경우, 신경학  질환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약제에 한 과민

반응을 보인 경험이 있는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환자를 무작 로 두 군으로 나 어 remifentanil 효과처 목

표농도를 4 ng/ml로 처치한 군(R4군, n = 40)과 8 ng/ml로 

처치한 군(R8군, n = 40)으로 분류하 으며, 두 군 간에 

성별, 나이, 체   신장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주로 하복부 수술 환자가 많았다(Table 1).

  모든 환자에서 수술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와 비침습성 자동 압 측정기, 그리고 맥

박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를 부착하 다. 마취 유도는 목표

농도조 주입기(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하

여 propofol-remifentanil 정맥마취 유도를 하 으며, 정맥로

는 팔꿈치 아래의 직경이 상 으로 작은 을 이용하

고, 수술 날 18 G 카테터를 통해 정맥로를 확보하 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은 정맥로에 연결된 카테터 기시부에 

연결하여 목표농도조 주입기에서 약제투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 다.

  마취 유도 에 심박수와 압을 측정하여 기  측정치

로 정하 고, 산소 5 L/min로 안면마스크를 통해 자발호흡

을 유지하면서, re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를 4 혹은 8 

ng/ml로 정주를 하여, 각각 정해진 효과처 목표농도에 도달

한 것을 확인한 후 propofol를 효과처 목표농도 4 μg/ml에 

이르도록 정주를 시작하 다. Remifentanil은 UltivaTM (Glaxo-

SmithKline, Belgium) 1 mg을 50 ml 주사기에 49 ml 생리식

염수와 혼합하여 20 μg/ml 농도가 되도록 비하 고, pro-

pofol은 2% FresofolTM (Fresenius Kabi, Austria)를 사용하여 

20 mg/ml 농도가 되도록 50 ml 주사기에 충 하여 비하

다. 

  Propofol 정주 통증에 한 평가는 투여 농도를 모르는 

동일한 마취과의사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4등  언어반응체

계(four-point verbal categorial scoring system)를 사용하여 주

사부 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표정, 회피반응, 물 

 통증 호소 등을 통해 평가하 고,  통증이 없는 경

우(none), 통증을 표시하는 표정이나 물 등을 보이지 않았

으나 통증 여부를 물었을 때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mild), 얼굴을 찡그리거나 팔의 회피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

만 통증이 있다고 극 으로 호소하는 경우(moderate)  

물을 흘리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회피반응을 보이는 경우

(severe)로 분류하 다. 

  Propofol 정주 후 약 10  간격으로 “ 을 떠보세요!”라고 

요구하여 propofol 정주 시작 후 의식 소실까지 소요된 시간

을 단 로 기록하 고, 의식 소실을 확인하고 안면 마스

크를 통해 보조호흡을 실시하면서 기  내 삽 을 해 ro-

curonium (EsmeronⓇ, 한화제약, 한민국) 0.6 mg/kg을 정주

하 다. 

  Propofol-remifentanil 정주로 인한 압 하, 서맥 등의 부

작용 빈도와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수술실 도착 시, 기

내삽  직   삽  1분 후의 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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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on Injection R4 (n = 40)
a)

R8 (n = 40)

Incidence

None

Mild

Moderate

Severe

21/40

19

10

 7

 4

7/40

33

 6

 1

 0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R4: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R8: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8 ng/ml.
 a)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2. Pain on Injection of Propofol

Group R4 (n = 40) R8 (n = 40)

 Hypotension

 Bradycardia

 Hypoxemia

 Cough

 Chest wall tightness

 Dizziness

 Erythema

 2

 0

 0

 4

 7

21

 0

 4

 1

 0

10

 5

26

 0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R4: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R8: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8 ng/m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3. Incidence of Complications

Group Baseline Preintubation T1

HR (beats/min)

SAP (mmHg)

DAP (mmHg)

MAP (mmHg)

R4

R8

R4

R8

R4

R8

R4

R8

 77.9 ± 14.1

 77.9 ± 15.1

134.6 ± 20.0  

137.0 ± 14.0

 83.7 ± 12.5

 84.4 ± 12.1

102.2 ± 17.7

103.7 ± 13.9

 69.1 ± 15.5
a,b)

 62.8 ± 11.0
b)

108.9 ± 19.6
b)

107.0 ± 14.4
b)

 64.8 ± 12.3
b)

 61.3 ± 11.0
b)

80.4 ± 15.1
b)

 77.5 ± 11.4
b)

 75.1 ± 15.5
a)

 66.5 ± 13.3
b)

 110.2 ± 21.3
a,b)

  

100.9 ± 16.7
b)

  67.1 ± 14.0
a,b)

 58.4 ± 11.3
b)

  83.7 ± 17.6
a,b)

 73.9 ± 12.8
b)

Values are mean ± SD. HR: heart rate, SAP: systolic arterial pressure, DAP: diastolic arterial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R4: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4 ng/ml, R8: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8 ng/ml, Baseline: before induction, Preintu-

bation: just before insertion of laryngoscope, T1: 1 minute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to R8, 

b)
P ＜ 0.05 compared to baseline.

Table 4. Hemodynamic Changes during Laryngoscopy

고, 시간에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 고, 동일 군 

내에서 수술실 도착시와 비교하여 기 내삽  직   삽

 1분 후의 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비교하 다. 기 내삽

 에 수축기 압이 80 mmHg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ephedrine 5 mg을 정주하 고, 심박수가 45회/분 이하로 감

소할 경우에 atropine 0.5 mg을 정주하여 두 군 간에 비교하

다. Remifentanil 정주를 시작하고 propofol로 인한 의식 소

실이 발생하기 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 드는지 

물어보아서 그 빈도를 찰하 고, 기침 발생 빈도를 조사

하 으며, 맥박산소계측기를 통한 산소포화도가 95% 이하

로 떨어지는 산소증 발생 빈도를 비교하 다. 

  Remifentanil 4 ng/ml을 사용할 경우에 propofol 정주 통증

을 느끼는 빈도가 37% 다는 보고가[17] 있으며, 본 연구에

서 remifentanil 8 ng/ml을 사용할 경우 정주 통증 빈도를 

10%로 상하고 80% 검정력과 5% 유의수 으로 유의 표

본수를 산출한 결과 37명이 나왔고, 약 10% 탈락률을 고려

하여 군 당 40명을 목표 표본수로 결정하 다.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2.0, Chicago, IL)을 사용하

고,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두 군 

간에 propofol 정주 통증의 차이에 한 비교, 압, 서맥 

 산소 증의 발생 빈도에 한 분석은 카이 자승 분석

법(Chi-square test)을 사용하 고, 두 군 간에 심박수, 압 

 연령, 체 , 신장 등의 비교는 unpaired t-test로 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

하 다.

결      과

  Propofol이 정주되는 동안 평가자에 의해 찰된 통증 정

도는 R8군에서 33명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것에 비해 R4군에서 19명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체

으로 R4군에 비해 R8군에서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찰되었는데, 등도 이상의 통증을 느낀 빈도 역시 R8군

에서 상 환자 40명 에서 1명만 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한 반면, R4군에서는 11명이 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

소하 다(Table 2). 

  각 군에서 압, 서맥, 산소 증, 기침,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기 내삽  ,후 심박수의 변화는 수술실에 입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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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4 (n = 40) R8 (n = 40)

 Time to loss of consciousness (sec)

 Used propofol (mg)

 Used remifentanil (μg)

 43.0 ± 22.4

132.6 ± 20.5

129.0 ± 18.9
a)

37.3 ± 9.9

128.9 ± 18.9

254.6 ± 33.5

Values are mean ± SD. R4: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

mifentanil 4 ng/ml, R8: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8 

ng/ml. 
a)
P ＜ 0.05 compared to R8.

Table 5. Time to Loss of Consciousness and Used Propofol and 

Remifentanil 

측정한 기 치(baseline)에 비해 기 내삽  직 에 찰된 

심박수가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 R8군에서 

기 내삽  1분 후에도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찰

되었으나, R4군에서는 기 내삽  1분 후에 심박수가 상승

하여 기 치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축기, 평

균  이완기 압은 R4와 R8 두 군에서 기 내삽  직  

 삽  1분후에 측정된 압이 기 치에 비해 모두 유의

하게 낮게 찰되었다(Table 4).

  Propofol 정주 시작 후 의식 소실까지 소요된 시간과 기

내삽  1분 후까지 정주된 propofol 용량은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remifentanil 사용량은 R8군에서 유의

하게 많게 측정되었다(Table 5). 

고      찰

  Propofol은 alkylphenol계 약물로써, 마취 유도  유지 목

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정맥마취제이지만, 정주 시에 

발생하는 통증이 환자에 불편함을 주고, 마취에 한 만족

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주 통증을 감소시키기 

한 많은 시도와 연구가 시행되었다[1-17]. 체 으로 lido-

caine과 fentanyl, alfentanil  remifentanil과 같은 아편유사제 

모두 정주 통증을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임상에서 TCI 방법을 이용한 propofol-remi-

fentanil 병용 투여를 통해 마취 유도  유지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동반 사용되는 remifentanil을 propo-

fol 정주 시작 에 투여할 경우에 propofol 정주 통증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Remifentanil은 μ-수

용체 작용제로서 작용발 시간이 빠르고 상황민감성 반감

기가 짧아서 지속정주가 가능하며, 지속 정주 후에 회복이 

빠르고, alfentanil에 비해 진통역가(analgesic potency)가 약 

20−30배에 이르는 장 이 있는 아편유사제로 알려져 있다

[18,19]. Propofol 정주 60  에 remifentanil을 0.25 μg/ 

kg/min으로 지속정주 할 경우에 propofol 정주 통증 발  빈

도를 62%에서 30%로 효과 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

으며[16],  다른 연구에서는 propofol를 정주하기 에 re-

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 4.0 ng/ml로 처치 정주하는 방

법이 합병증의 빈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propofol 정주 

통증을 다고 보고하 다[17]. 본 연구에서는 마취유도 

시 propofol를 효과처 목표농도 4 μg/ml로 정주하 는데, 이

는 여러 연구에서 propofol 4 μg/ml 농도가 환자의 90%에

서 한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농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20,21],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 마취 유도 농도로 4 μg/ml

을 제시하 기 때문에[22-24] 본 연구에서도 4 μg/ml을 pro-

pofol 목표농도로 설정하 다. 정주되는 propofol 농도가 높

을수록 정주 통증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고, 이를 억제하

는 remifentanil 역시 고용량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단하

여 re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로 4 ng/ml과 8 ng/ml 두 군

으로 나 어 propofol에 의한 정주 통증 완화 정도를 비교하

고, 그 부작용의 발생 빈도를 찰하 다. Remifentanil 8 

ng/ml으로 치한 R8군의 33명에서 propofol 정주 통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비해, R4군에서는 19명에서만 통증

이 없었으며, 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한 경우도 11명으

로 R8군에 비해 정주 통증을 경감시키는 정도가 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propofol 정주 통증 완

화 효과가 remifentanil 처치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단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17] propofol 정

주 통증을 억제하는 remifentanil 목표농도로 4 ng/ml을 추천

하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정주통 완화 효과를 기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

용된 propofol 농도가 4 μg/ml으로 상 으로 고농도가 정

주되었기 때문에 4 ng/ml 보다 상 으로 높은 농도인 8 

ng/ml의 remifentanil을 사용한 군에서 효과 으로 propofol 

정주 통증을 차단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propofol 정주 

통증을 이기 해 remifentanil 농도를 높이면 고용량 정주

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와 부작용의 

계를 고려해서 한 농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R8군에서 압, 기침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

자가 R4군에 비해 많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Table 3). 비록 압과 서맥발  빈도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 내삽  , 

후 측정된 심박수와 압이 두 군에서 모두 마취 유도  

측정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심박수는 R4군에서 기 내

삽  1분 후에 마취 유도  수 으로 되돌아 온 것에 비

해, R8군에서는 기 내삽  1분 후에도 서맥이 개선되지 않

는 것으로 찰되었다(Table 4). 기 내삽 은 환자에게 큰 

자극과 스트 스를 주는 시술이고, 이로 인한 압상승과 

빈맥이 래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기

내삽  1분후에 압과 서맥이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remifentanil 4 ng/ml과 8 ng/ml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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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과 시술에 비해 고농도라 생각되며, 이로 인해 자극

이 강한 기 내삽  이후에 오히려 역학  하 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R8군이 R4군에 비해 

propofol 정주 통증 개선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 발생 빈도

도 비슷하기 때문에 propofol 정주 통증을 완화시키기 해 

remifentanil 8 ng/ml를 처치한 후 propofol 정주를 시작하

는 것이 추천되지만, remifentanil 4 n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압과 서맥 발생의 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소실 후

에는 BIS (bispectal index)를 통해 각성을 억제하는 범 에서 

propofol을 최소한으로 게 투여하고, remifentanil을 한 

농도로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기 내삽  , 후 압

과 서맥 발생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단된다. 

  이와 같이 remifentanil 처치가 propofol 정주 통증을 억

제하는데, 정주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 은 정확히 밝 지지 

않았지만, remifentanil이 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효과

를 나타내거나, 국소마취제 유사 작용으로 말  수용체로부

터 통증 달을 차단시켜 통증 억제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5]. 

  결론 으로 propofol 4 μg/ml 정주 통증을 완화시키기 

해서 remifentanil 목표농도를 4 ng/ml로 처치하는 것 보다

는 8 ng/ml로 처치하는 것이 정주 통증을 효과 으로 감

소시킬 수 있으나, 두 군 모두에서 서맥과 압 발생의 

험성이 있기 때문에 역학  변화를 세심히 찰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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