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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raoperative remifentanil infusion on analgesic requirements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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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cheon,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intraoperative remifentanil infusion on postoperative analgesics 

requirements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Methods:  One hundred adult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ere enrolled.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2 groups to receive sevoflurane with remifentanil infusion (Group R) or not (group C). Sevoflurane concentration and 

remifentanil dose were adjusted to maintain BIS 40−60 and blood pressure within 20% of the preoperative value, respectively.  We 

assessed the pain intensity by using the four-point verbal rating scale (VRS) (0 = no pain. 1 = slight pain, 2 = moderate pain, 3 

= intense or severe pain) at 15 min intervals for 1 hour in recovery room and then at 3-h intervals for 24 h in surgical ward.  The 

analgesic medication was given when VRS score was ≥2 or patients requested it.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for postoperative analgesics in recovery 

room and surgical ward.

  Conclusions:  Continuous remifentanil infusion (0.09 ± 0.05 ug/kg/min) dur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does not cause hyper-

algesia and more analgesic requirements.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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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빠른 약효 발 과 주입 지 후 축  작용 없이 빠른 각

성을 보이는 약리학  특징으로 remifentanil의 사용이 보편

화 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  remifentanil을 지속 정주 후 

빠른 효과 소실과 각성으로 인해 각성 후 갑작스런 통증의 

발  는 통각 과민(hyperalgesia)이 문제시 되고[1,2] 지속 

주입 시 내성의 발생 여부에 해서도[3-6] 논란이 있다. 이

런 통증 발 을 방하고자 하는 이들은 remifentanil 주입 

단  작용시간이 긴 다른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각성 후 

회복 기간에도 진통 용량의 remifentanil을 지속 정주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7-9]. 일반 으로 자가 조  통증 치료

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의 경우, remifentanil 지속정주로 

인하여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이 증가하고 진통제 사용이 

증가한다면 술  remifentanil을 사용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자들은 수술 후 자가통증 조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복강경 담낭 제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술  re-

mifentanil 지속정주가 수술 후 진통 발 에 어떤 향을 끼

치는지 진통제 사용 정도를 찰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속하면서 선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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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C (n = 50) Group R (n = 50)

Age (yrs)  52 ± 16  52 ± 13

M/F    19/31    22/28

Height (cm) 162 ± 9.0 161 ± 8.5

Weight (kg) 63.8 ± 10.7 64 ± 10.1

Operation time (min) 49.4 ± 16.9 54.7 ± 15.6

Values are mean ± SD and number of patients. Group C: control 

group, Group R: remifentanil infusion during operation.

Table 2. Events in PACU

Group C 

(n = 50)

Group R 

(n = 50)

The first analgegic medication 

 time (min)

Rescue analgesic (no. of patients)

Rescue antiemetic (no. of patients)

24.6 ± 10.3

13

 3

18.4 ± 10.2

21

 0

Values are mean ± SD and number of patients. Group C: control 

group, Group R: remifentanil infusion during operation, PACU: 

post anesthetic care unit.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

tween groups.

술로 동일한 외과 의사에게 복강경 담낭 제술이 정된 

환자  약물이나 알코올 독, 정기 인 진통제 복용, 정

신과  질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성인 100명을 상으로 

하 다.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원회의 허락을 얻었고 마취

 방문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 다. 상 환자의 연

령, 체 , 신장, 수술시간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  투약으로 모든 환자에게 midazolam 0.04 mg/kg와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 30분 에 근주 하 다. 수술

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 맥박 산소 포화도, bis-

pectral index (BIS)를 감시하 다. 마취유도는 모든 환자에서 

thiopental sodium 4−5 mg/kg와 rocuronium 0.6−0.8 mg/kg을 

정주하 고 이후 임의 로 두 군으로 나 어 R군은 remi-

fentanil 0.1 μg/kg/min을 지속 주입하 다. 기  삽  후 R 

군은 sevoflurane-remifentanil-O2 (2 L/min)-N20 (2 L/min)으로, 

C군은 sevoflurane-O2 (2 L/min)-N20 (2 L/min)으로 마취 유지

를 하 다. 수술  수축기 압과 심박수가 마취  수치

의 20%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remifentanil의 용량을 조 하

고 BIS 수치가 40−60이 되도록 sevoflurane 농도를 조

하 다. C군에서는 BIS 수치에 맞춰 sevoflurane 농도를 조

하는 한편 remifentanil이나 sevoflurane을 조 했음에도 수

축기 압과 심박수가 마취  수치의 20%가 넘는 경우 

ephedrine, nicardipine, esmolol 등의 약물을 사용하 다. 수술 

종료 20분 에 ketorolac 1 mg/kg (최  60 mg)과 항구토제

(ondansetron) 0.1 mg/kg를 정주하 고 마지막 피부 합이 

종료 될 때 모든 마취 약제를 단하고 근이완을 역 하

다. 자발 호흡이 돌아오고 을 뜨라는 구두 명령에 반응하

을 때 발 을 하고 회복실로 이동하 다. 회복실에 도착 

후 환자가 속해 있는 군을 모르는 의사가 15분 간격으로 

한시간 동안 the four-point verbal rating scale (VRS) (0 = no 

pain. 1 = slight pain, 2 = moderate pain, 3 = intense or se-

vere pain)을 이용하여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 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VRS가 2 이상인 경우 meperidine 25 mg

을 정주하고 기록하 다. 회복실에서는 한차례의 진통제만

을 정주하는 것으로 하 다. 병실로 이동 후, 도착 시간부

터 3시간 간격으로 병동 간호사가 VRS를 이용하여 통증을 

평가하여 진통제를 주거나 환자가 어느 시간이고 진통제를 

요구하면 진통제를 정주하도록 하 다. 진통제는 ketorolac 

는 tramadol을 사용하 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회복실에서의 진통제 주사 시간, 주사 받은 환자수, 오심과 

구토가 발생하여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수 그리고 병

동에서의 진통제 주사 횟수를 조사하여 두 군을 비교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기술하 고 통계처리

는 SPSS (version 14.0, SPSS Inc., Chicago, USA) 통계 로

그램을 이용하 다. 두 군간의 연령, 체 , 신장, 그리고 수

술시간은 Student’s t-test로, 회복실에서 항구토제의 사용, 수

술 후 진통제 요구 횟수와 환자수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 다.  

결       과

  R군에서 평균 remifentanil 지속 정주 시간은 66.9 ± 17.2

분, 평균 주입 속도는 0.09 ± 0.05 μg/kg/min이었다. R군의 

경우 회복실에서 오심과 구토로 항구토제를 처치 받은 환

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C군에서는 3명이 발생하 다. 수술 

후 첫 1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진통제를 사용한 환자수와 

시간은 C군에서 13명(26%), 24.6 ± 10.3분, R군에서 23명

(46%), 18.5 ± 10.2분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able 2) 그 후 24시간 동안 3시간 간격으로 진통제 사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시간 에서 두 군간 차이가 없었

다(Table 3). 진통제 사용 횟수 별로 분석한 환자수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4).

고      찰

  Remifentanil의 짧은 작용 시간은 빠른 회복이 요구되는 

수술에서 유용한 특징이지만 그 빠른 회복으로 인해 회복 

기 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의 발생이나 더 증가된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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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gesic Requirements at Surgical Ward

Group C Group R

T1 21 18

T2 6 13

T3 2 6

T4 7 6

T5 4 4

T6 5 4

T7 1 3

T8 3 4

Values are the number of analgesic consumption. Group C: control 

group, Group R: remifentanil infusion during operation. T1−8: 

each 3 hours interval at surgical ward for 24 hours.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groups.

Table 4. The Number of Patient Using Analgesics for Postoperative 

Pain 

Group C Group R

One 17 17

Two 10  7

Three  7 10

Four  1  4

Total 35 38

Values are the number of patient using analgesics. One-Four repre-

sent the frequency of the analgesic requirement during 25 hours 

after operation. Group C: control group, Group R: remifentanil in-

fusion during operation.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

tween groups.

호소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이미 통증이 한번 발 된 

후에는 조 하기가 쉽지 않아 통증 발  에 방하는 것

이 요한데 이 듯 수술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 단 

후 성 내성과 술 후 통각과민 여부, 그리고 이에 한 

방법에 한 논란은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 않은 수술에서 

remifentanil 지속 정주가 오히려 이 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한다[1,5,10,11].

  Guignard 등은[5] 수술  고용량(0.3 ± 0.2 μg/kg/min)의 

remifentanil 지속 정주가 수술 후 통증을 증가시켜 morphine 

사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를 성 내성이 발생하 기 때문으

로 보았다. Derrode 등은[6] 0.15 μg/kg/min의 용량 remi-

fentanil을 평균 293분 지속 주입 이후 24시간 동안 morphine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는 용량을 사용하 더라도 지속주

입 시간이 90분이 지나면 성 내성이 발 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Ozkose 등은[12] alfentanil (0.5 μg/kg/min) 지속 정

주와 비교하여 remifentanil (0.1 μg/kg/min) 지속 정주가 수

술 후 통증과 진통제 요구량이 높았지만 오심, 구토 등의 

증가없이 빠른 호흡기계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종료  모든 환자에서 ketorolac과 ondan-

setron을 정주한 결과 오심이나 구토의 발생 증가가 없었고 

진통제 사용의 증가도 없었다. 이 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

는 이유는 흡입마취제 혹은 정맥마취제를 함께 사용하는 

마취 방법의 차이, 수술 종류의 차이, 수술 종료  사용된 

진통제의 차이, 수술 후 진통제의 종류나 통증 조 의 방법 

등 여러 원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복강경 담낭 제술은 개복 경우보다 통증의 정도가 고 

입원 일이 은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13,14], Ure 등은[13] 

halothane을 이용한 복강경하 담낭 제술 후의 통증은 수술 

후 첫 24시간 동안 가장 심하며 약 1/3 환자에서 심한 통증

을 경험하고 73.8% 환자가 진통제를 사용하는, 수술 후 통

증이 덜한 수술로 정의하 다. 한 수술  통증이 심했거

나 오심, 구토, 그리고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심했던 경

우 수술 후 통증의 정도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하 다. 반면 Albrecht 등은[7] remifenanil을 지속 정주한 여

러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수술  remifentanil을 지속 정주한 

경우 수술 후 상되는 통증의 정도, 수술의 종류 그리고 

환자에 따라 한 통증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

했고 복강경 담낭 제술을 등도 이상의 통증을 유발하는 

수술로 분류하 다. 이런 경우 remifentanil을 술 후에도 용

량을 여 지속 정주하던지 수술 종료 20−30분 에 작용

시간이 긴 아편유사제를 정주하는 것을 더 효과 으로 보

았다.

  Remifentanil 지속 정주 후 수술 후 통각 과민을 방하는 

표 인 방법  하나는 수술 종료  즉 remifentanil의 주

입 단  다른 진통제로의 환이다. 사용할 수 있는 약

제로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작용 시간이 긴 아편유사제 

등이 있다. Morphine같이 작용시간이 긴 아편유사제를 수술 

종료  정주해도 remifentanil의 빠른 회복에 향을 주지 

않고 진통을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지만[15], 수술  작용시

간이 긴 아편유사제를 정주하는 것은 회복을 지연시켜 re-

mifentanil의 이 을 감소시킨다는 의견도 있다[12]. 한 고

용량의 morphine (0.25 mg/kg)을 정주한 경우에도 수술 후 

진통제 사용을 완 히 배제할 수 없어 그 효과에 해 부

정 인 견해도 있다[16,17]. 자들의 경우 morphine 사용 경

험이 없어 평소에 시행하는 ketorolac을 사용하 는데 Flet-

cher 등은[17] morphine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함께 정

주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라 하 다.

  Remifentanil 주입 후 발생하는 통각 과민의  다른 방

법은 remifentanil의 용량을 감소하여 즉 진통 용량으로(0.05

−0.15 μg/kg/min) 환하여 remifentanil을 수술 종료 후에도 

지속 으로 주입하는 것이다[18].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회복실에서 호흡 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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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를 집 해서 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필

요하다. 한 병실로 이동 하기 에 회복실에서 다른 진통

제로 환해야 한다는 문제 도 있다[15].

  과연 remifentanil의 지속정주가 회복기 환자의 통증을 증

가시키고 진통제의 사용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방하기 

해 책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 진

통제 사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처럼 수술 후 자가통증조 장치를 이용하여 진통

제 용량을 비교하거나 한 가지 진통제를 사용하여 용량을 

비교하지 못한 이 결과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 본다.

  수술 후 통증 증가 여부를 논의할 때 사용된 remifentanil

의 용량과 지속시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량의 remifentanil 지속 정주와 270분이 넘는 지속시간은 

성 내성의 발 으로 수술 후 통증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

으나[3,5] 0.08 μg/kg/min의 remifentanil 180분 지속정주는 

성 내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3]. Joly 등은[19] 

아편유사제의 성내성은 용량 의존 이며 용량에서 발

생하는 통증 증가는 수술 자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 고 

함께 사용한 흡입 마취제의 용량도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수술 후 첫 24시간 내의 통증이 가장 심하다는 것

을 제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의 지속정주가 

수술 후 통증을 더 야기하고 진통제의 사용을 증가시킨다

고 보기는 어렵고 통증에 여하는, 앞서 언 하 던 수술 

 염증 유무, 통증이 심했거나 오심, 구토, 그리고 복부 팽

만감등의 증상이 심했던 경우, 수술 후 통증 조  방법 등

이 복합 으로 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복강경 담낭 제술을 해 sevoflurane과 함께 

사용한 remifentanil 지속 정주는(0.09 ± 0.05 μg/kg/min) 수술 

후 통증 발 을 증가시키거나 진통제의 사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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