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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rolotherapy is a therapeutic procedure used for chronic musculoskeletal and arthritic pain.  It involves injecting 

an irritant solution to pain sites and causes patient discomfort, which can lead to treatment discontinuation.  Remifentanil is an 

ultra short-acting μ-opiate receptor agonist that permits a rapid transition from intense analgesia to a minimal residual effect.  

Here, we evaluated the effect of remifentanil as a preparative medication for ambulatory prolotherapy.

  Methods:  Eighty patients taking prolotherapy were assigned into three groups for  pre-therapeutic injections:  remifentanil 

0.1 μg/kg/min alone (Group R), remifentanil 0.05 μg/kg/min with midazolam 2 mg (Group M), and normal saline (Group C).  

Pain and sedation scores, blood pressure, pulse oxygen saturation, heart rate, satisfaction score, and time to discharge were measured.

  Results:  Pain scores in groups M and R were lower than group C during and after prolotherapy.  The sedation score of group 

M was higher than groups R and C.  Nine patients in group R experienced dizziness during prolotherapy.  In group M, 8 patients 

experienced dizziness and 2 patients experienced nausea.  There was no difference in time to discharge among all groups.  

Satisfaction scores in group M (7.3 ± 0.8) and group R (7.0 ± 0.8) were higher than that of group C (5.3 ± 0.6).

  Conclusions:  Remifentanil and remifentanil/midazolam effectively reduce the pain produced by prolotherapy.  (Korean J Anes-

thesiol 2009; 56: 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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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골격계 통증은 임상에서 흔히 하게 되는 증상으로 

운동선수들에게서 발견되는 염좌  85%이상에서 부분 인 

인 의 손상이 발견된다 [1]. 손상된 인 는 액공 이 좋

지 않아 불완 한 회복이 흔하며 [2,3] 이로 인해 인 의 강

도가 약해지고 을 지지하고 안정시키는 능력이 떨이지

게 되며 이 과다하게 움직이게 되어 신경이나 주  

을 압박하게 되고, 결과 으로 만성 인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4,5]. 인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 와 힘 이 붙

는 여러 부 에 자극약물을 소량 주입하는 방법으로 [6,7], 

이는 인 와  이완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5]. 이 치

료는 주입된 자극약물이 국소 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 와 힘 이 증식되고 강화

되어 [8,9]  이완이 감소하고 통증이 감소된다는 가설을 

기 로 한다 [5,10].

  인 증식치료가 비교  안 하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 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11,12] 여러 부 를 바늘로 

르게 되어 시술 , 시술 후의 통증이 상당하다 [13,14]. 이

로 인해 환자가 시술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더 시술

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술에 해 부담을 갖기도 한다. 

증식요법을 시행할 때 통증을 감소시키기 한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 증식요법과 근육내 자극

술을 시술할 때 alfentanil과 midazolam을 정주하여 시술시 

통증감소와 기억차단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 다는 보고



 Vol. 56, No. 2, February 2009  Korean J Anesthesiol

176

가 있다 [15]. 

  Alfentanil은 작용시간이 약 10분, 반감기가 약 100분으로 

[16] morphine이나 fentanyl보다는 반감기가 짧지만 반감기가 

8−10분인 remifentanil보다는 상 으로 길다 [17]. 한 

midazolam의 반감기는 1.7−2.6시간이어서 [18] 환자들이 시

술 후에 퇴실 때까지 40분−1시간이 걸리고 [14] 귀가 시에 

운 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Remifentanil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아편유사작용제로 

4-anilidopiperidines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 으로 μ-수

용체에 작용하고, 구와 조직에 분포하는 nonspecific es-

terase에 의해 빠르게 사된다. Fentanyl과 비슷한 진통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 alfentanil보다는 20−30배 더 진통효과가 

크고 [19,20], 약물을 정맥으로 지속 주입 후 유효장기에서

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민감성 

반감기도 remifentanil은 약 4분정도로 약 60분정도인 alfenta-

nil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 [21]. 이러한 remifentanil의 진통효

과와 짧은 반감기는 시술 후에 바로 퇴원해야하는 외래환

자에게 통증을 조 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들은 외래에서 인 증식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환자

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해 마약성 진통제  가장 반감기

가 짧은 remifentanil을 이용하여, remifentanil을 단독 투여한 

군과, remifentanil과 midazolam을 병용 투여한 군, 조군으

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의 시술 과 시술 후의 통증정

도, 진정정도, 환자의 만족도, 시술 후 퇴원까지 걸린 시간 

등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으며, 시술 동안 압,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의 변화 등도 비교하 다.

상  방법

  인  증식치료가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상 1−2 에 해당하는 80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하여 마

취 에 원내 임상실험 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 본 연구 

목 에 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시술하려는 부 와 정도에 따라 환자를 시술  에 눕

히거나 엎드리게 한 후 비캐뉼라를 통하여 산소(3 L/min)를 

투여하면서 정맥로를 확보하여 0.9% 생리 식염수 100 ml 

를 정주하고, 심 도, 자동 압계, 맥박 산소 계측기를 부착

하여 찰하고 기록하 다. 심박수와 압, 맥박산소 포화

도는 약물 투여 직 과, 약물 투여 후 5분 후, 시술하는 동

안은 5분 간격으로, 시술 후에 약물투여를 지하고 5분 경

과 후에, 그리고 퇴실할 때에 기록하 다. 인  증식치료를 

하기로 한 환자들을 환자의 상태와 상 없이 무작 로 3개

의 군으로 나 어 C 군은 조군으로 생리식염수만을 정주

하 고, R군은 remifentanil을 시술 5분 부터 0.1 μg/kg/min 

속도로 정주하 고 M군은 시술 5분 에 midazolam을 2 mg 

정주하고, remifentanil을 0.05 μg/kg/min 속도로 시술기간동

안 정주하 다. 시술자와 찰자는 약물이 투여된 이후에 

시술실로 들어오도록 하 으며, 미리 차단된 칸막이를 설치

하여 시술자와 찰자가 약물종류와 용량을 알 수 없도록 

하 다. 시술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약물의 주입을 정지 하

다. 

  모든 환자는 시술 과 시술 후의 통증과 진정의 정도를 

측정하 는데, 통증은 시각통증등 (Visual Analog Scale, 

VAS)으로 측정하 고, 진정정도는 modified Ramsey sedation 

scale을 이용하여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조해 하면 1 , 

조 이고 진정되어 있으면 2 , 명령에만 반응하면 3 , 미

간을 건드리거나 큰 소리를 냈을 때 활발한 반응을 보이면 

4 , 미간을 건드리거나 큰소리를 냈을 때 둔한 반응을 보

이면 5 , 반응이 없으면 6 으로 하 다. 시술이 끝난 후 

시술과정과 통증에 한 기억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시술이 끝나고 퇴원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 다. 약물을 주입하는 동안과 약물 주입을 정지

한 후 회복되는 동안에 호흡곤란, 오심, 구토, 어지러움, 두

통, 가려움, 근육강직 등 부작용의 유무를 확인하 다. 시술

동안의 만족도의 측정은 10  시각 아날로그 (Visaul 

Analog Scale, 0 = 매우 불만족스러움, 10 = 매우 만족스러

움)을 사용하여 환자로 하여  나타내어보도록 하 다. 환

자의 퇴원은 변형된 마취 후 퇴원 수체계(modified post-

anesthetic discharge scoring system)를 이용하여 9  이상인 

경우에만 하 다 [22].

  통계  검정은 SPSS 로그램(SPSS for windows, version 

12.0,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세 군 간의 나이, 키, 몸

무게, 시술시간, 그리고 시술시작부터 귀가까지의 시간 차

이는 one-way ANOVA로, 각 군에서의 시간 별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는 repeated meas-

ures of ANOVA, 각 군 간의 비교에는 one-way ANOVA와 

사후 검정으로 Tukey's test를 시행하 다. 통증과 진정의 정

도는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만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으며 모

든 자료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결      과

  총 8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M군은 28명, R군은 

28명, C군은 24명이었다. 세 군 간에 성별, 나이, 키, 체 , 

시술부 , 시술시간, 시술-퇴원 시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Table 1) 인 증식치료 동안의 산소포화도, 압, 심박수 등

도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술 의 진정 정도는 

M군(2.6 ± 0.5)과 R군(2.4 ± 0.5)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M군

(2.6 ± 0.5)과 C군(2.0 ± 0.0), R군(2.4 ± 0.5)과 C군(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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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M

(n = 28)

Group R

(n = 28)

Group C

(n = 27)

Sex (male/female)

Age (yr)

Weight (kg)

Height (cm)

Injection time (min)

Injection site, n (%)

  Neck & shoulder

  Back & lumbar

  Knee & ankle

Time to discharge (min)

Pain score before 

 injection

12/16

45.1 ± 15.2

57.7 ± 8.2

163.7 ± 7.5

6.8 ± 2.3

6 (21.4)

16 (57.1)

6 (21.4)

32.7 ± 7.5

2.8 ± 1.1

11/17

46.9 ± 13.1

60.7 ± 5.9

162.6 ± 7.3

7.6 ± 2.3

6 (21.4) 

17 (60.7)

5 (17.9)

35.1 ± 7.8

2.3 ± 0.6

9/15

45.6 ± 15.4

60.0 ± 8.2

163.1 ± 8.5

6.9 ± 1.5

4 (16.7)

15 (62.5)

5 (20.8)

32.9 ± 4.2

2.5 ± 1.0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Group M: remifentanil ＋ midazolam, Group 

R: remifentanil, Group C: saline. n: number of patients.

Fig. 1.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of sedation score. Group C: 

saline, Group M: remifentanil ＋ midazolam, Group R: remifen-

tanil.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Fig. 2.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of pain score. Group C: 

saline, Group M: remifentanil ＋ midazolam, Group R: 

remifentanil.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0.0)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술 후의 진정 정도도 C군

(2.0 ± 0.0)과 R군(2.0 ± 0.0)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M

군(2.2 ± 0.4)과 C군(2.0 ± 0.0)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1). 

시술 의 통증은 M군(1.7 ± 1.1)과 R군(1.2 ± 0.6) 사이에

는 차이가 없었지만, C군(4.8 ± 1.2)은 다른 두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2). 시술 후의 통증도 C군(2.8 ± 1.1)이 

M군(1.5 ± 1.0)과 R군(1.1 ± 0.8)에 비해 높았다(Fig. 2). 환

자의 만족도는 M군이 7.3 ± 0.8, R군이 7.0 ± 0.8 로 두 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C군은 5.3 ± 0.6로 다른 두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작용은 시술 에 어지러움을 호

소한 환자가 M군 9명, R군 8명, C군 0명이 으며, M군과 

R군은 C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R

군에서만 오심이 2명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      찰

  인 는 에 여러 방향으로 붙어서 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움직임이나 충

격 등에 의해 손상 받기 쉬우며 손상된 후 이들의 손상과 

의 이완에 의해 만성 통증이 생긴다. 인 증식치료는 

인 에 자극약물을 주사하여 인 으로 일시 인 염증반

응을 일으켜 일련의 회복단계에서 인 의 증식과 강화로 

의 안정성을 회복시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5,8,23]. 자극약물로는 phenol, glycerine, dex-

trose 등을 단독 혹은 국소마취제와 섞어서 사용하는데 

[24-26], 주로 dextrose를 lidocaine과 섞어서 사용한다. 자

들은 2% lidocaine 1 ml와 50% dextrose in water 3 ml, 생리

식염수 6 ml를 섞어서 사용하 다. dextrose는 삼투압에 의

해 국소 으로 인 조직의 손상을 유발시켜 염증반응이 생

기게 하거나 정상보다 높은 농도를 사용함으로써 조직을 

당화(glycosylate)시켜 면역체계에 이물질로서 작용하게끔 하

여 이것이 염증반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26]. 

 자극약물을 인 나 혹은 힘 에 주사를 할 때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데 Dagenais 등의 [13] 연구에 의하면 인

증식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시술 시 통증으로 7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직이 

25%이 다. 인 증식치료시의 통증으로 인해 환자들은 시

술에 해 불안감을 갖게 되고, 만족도 한 떨어지게 되며 

시술이 더 필요한 경우에 환자들이 부담을 갖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조군의 경우 생리식염수만을 정주 하 는데, 시

술 에 연구 동의서를 받을 때, 마취를 하더라도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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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할 수 있다는 을 주지 시켰으며, 시술 에도 통증으

로 인해 환자가 마취를 원할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하고 

opioid를 투여하 다. Jo 등은 [15] 인 증식치료와 근육내자

극술 등의 시술에서 midazolam과 alfentanil을 이용하여 시술 

시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 다고 보고했

으며, midazolam 단독사용과 alfentanil과 midazolam의 병용투

여가 통증의차이는 있지만,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

다. 자들은 midazolam의 단독투여가 통증을 제거해주지 

못한다는 에서 이번 연구에서 midazolam의 단독투여는 포

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에서 midazolam의 단독투여도 

포함하여, remifetanil 단독투여와 midazolam 단독투여를 비

교해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Jo 등의 [15] 연구에서 

alfentanil과 midazolam을 투여한 경우는 시술시간이 5.3 ± 

2.4 분이 고, 퇴원까지의 시간은 36.8 ± 9.7 분이 다. 이번 

연구에서 평균 시술시간은 7.1 ± 2.1 분, 평균 시술-퇴원 시

간은 33.6 ± 6.8 분으로 Jo 등의 [15] 연구에 비해 시술시간

이 약 2분정도 짧고, 퇴원까지 걸린 시간도 약 3분정도 빨

랐다. 이는 Jo 등의 [15] 연구에서는 인 증식치료뿐만 아니

라 근육내 자극술을 함께 시술 하 고 시술 에 alfentanil

을 1회 주사한 후 시술 에 추가로 더 주사하는 등의 연

구방법이 다소 달랐기 때문에 직 으로 비교하기는 힘들

며, 앞으로 인 증식치료에서 remifentanil과 alfentanil을 비교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mifentanil은 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등의 유사아편 

진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고유한 

4-anilidopiperidines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ilidopiperidine의 

piperidine ring의 N-acyl side chain에 methyl ester group이 결

합하고 있어 esterase에 의해 hydrolytic metabolism이 잘 일어

나며 이러한 특징으로 remifentanil은 구와 조직에 분포

하는 nonspecific esterase에 의해 빠르게 사된다. Remfenta-

nil의 반감기는 8−10분이고 부분이 GI-90291로 사되며 

이는 remifentanil의 1/2,000−1/4,000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20]. Kapila 등은 [21] 건강한 성인 남자를 상으로 re-

mifentanil과 alfentanil을 3시간동안 정맥주입한 후 두 약물의 

상황민감성 반감기를 측정하 는데 remifentanil은 3.2분, al-

fentanil은 47.3분으로 큰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이 re-

mifentanil은 빠른 사와 짧은 상황민감성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의 축  작용이 거의 없어서 외

래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퇴원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이상 인 진통

제라고 할 수 있다. 

  Remifentanil은 이러한 장  때문에 외래마취 역에서 사

용이 범 하게 시도되어 왔다. Greilich 등은 [27] 노인을 

상으로 한 장 내시경에서, Ganzberg 등은 [28] 구강 수

술에서 remifentanil 0.05 μg/kg/min 을 midazolam 2 mg과 함

께 사용하여 효과 으로 통증을 없앴다고 보고하 고, Gold 

등은 [29] 유방 생검  유방 종괴 제거술과 비뇨기, , 

피부, 말 신경, 근육질환 등의 다양한 외래수술에서 re-

mifentanil 0.1 μg/kg/min 혹은 remifentanil 0.05 μg/kg/min 과 

midazolam 2mg을 이용하여 진통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

다. 이번 연구에서 자들도 remifentanil 0.1 μg/kg/min 혹은 

remifentanil 0.05 μg/kg/min과 midazolam 2 mg을 비교하 는

데, 두 군 간에 진통이나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다. re-

mifentanil의 용량을 0.05 μg/kg/min 혹은 0.1 μg/kg/min 등으

로 같게 하고 midazolam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는 연구, midazolam의 투여 용량을 바꿔보는 등의 연

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mifentanil은 다른 유사아편 진통제처럼 μ-수용체 부작

용이 있다. 다소의 서맥과 15−20%의 동맥압 감소가 보고

되었고 [30] 용량에 비례해서 호흡억제가 보고되었다 [31]. 

그리고 오심과 구토, 가려움, 근육강직 등도 나타난다 

[18-20]. 그러나 remifentanil의 매우 짧은 반감기로 인해 이

러한 부작용은 remifentanil의 주입을 단하면 10−15분 이

내에 사라지게 되어 [20] 외래에서 비교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시술 에 어지러움(M군: 

9명, R군: 8명)과 오심(R군: 2명)을 호소하 는데 어지러움

은 M군과 R군 모두 C군에 비해서 통계 으로 유의하 으

나 오심은 다른 군에 비해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 시술이 

끝나고 remifentanil의 주입을 정지한 이후로는 환자들이 더 

이상 어지러움과 오심을 호소하지 않았다. Gold 등의 [29] 

연구에서 remifentanil만 사용한 군에서 오심이 36%, re-

mifentanil과 midazolam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 오심이 16% 

로 자들의 연구보다 오심의 빈도가 더 많았는데, 이는 

Gold 등의 [29] 연구에서는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움직이

거나 불편해 할 때마다 remifentanil을 처음 용량보다 50% 

증량해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Gold 등의 [29] 

연구에서 remifentanil 군은 78명, remifentanil과 midazolam 군

은 81명인 반면 자들의 경우는 각각 28명으로 상 으

로 환자 수가 었기 때문에 시험환자의 수를 늘린다면 

Gold 등의 [29]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시술 에 호흡억제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나 Gold 등의 [29] 연

구에서 remifentanil 군에서 4명(5%), remifentanil과 midazolam 

군에서 2명(2%)이 호흡수가 감소되거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되었다. 그러므로 opioid와 benzodiazepine을 투

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래에 산소를 공 할 수 있는 시

설과 환자 감시 장비가 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

다. 

  Midazolam은 benzodiazepine계 약물로 추신경계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정, 수면, 항불안, 기억상실, 항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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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 근육이완 효과가 있으며 [18], opioid와 benzodiaze-

pine을 함께 사용하면 상승작용으로 opioid를 단독으로 사용

할 때보다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32-34]. 이번 연구에서

도 remifentanil과 midazolam을 병용 투여한 경우에 re-

mifentanil 단독 투여한 군보다 remifentanil의 용량이 반임

에도 불구하고 진통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Gold 등의 

[29] 결과와도 일치해 remifentanil과 midazolam의 상승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Gold 등은 [29] remifentanil 단독 사용은 

remifentanil과 midazolam을 병용한 것과 비교하여 환자들에

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보고하 는데, Avramov 등의 [35] 연

구에서도 midazolam을 사용한 군에서 수술 의 기억상실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하 다. Avramov 등의 [35] 

연구에서 midazolam을 각각 2 mg, 4 mg, 8 mg을 주었을 때 

조군과 midazolam 2 mg 군에 비해서 midazolam 4 mg 과 

8 mg 군들은 호흡억제와 과도한 진정이 있어 건강한 성인의 

외래마취에서 midazolam 2 mg과 remifentanil 0.05−0.1 μg/ 

kg/min 지속주입이 진정, 기억상실, 진통 효과에 하다고 

주장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술 의 진정의 정도는 M군

과 R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환자들

의 만족도가 M군이 7.3 ± 0.8 , R군이 7.0 ± 0.8 으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C군은 5.3 ± 0.6 으로 다른 두 

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 증식치료에서 re-

mifentanil 혹은 remifentanil과 midazolam의 병용투여가 환자

의 만족도를 높 다고 볼 수 있다.

  인 증식치료 등과 같이 자극이 심한 시술에서 re-

mifentanil은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시술의 만족도를 높

이는데 효과 이며 시술자나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re-

mifentanil의 단독사용이나 midazolam의 병용투여가 모두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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