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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기간의 수술에서 목표농도조절법을 이용한
1%와 2% Propofol 제제의 투여가
혈중 지질치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박성용․민상기․이숙영․김종엽․김재형․백승희․김진수

Abstract
Effect of 1% and 2% Propofol on Blood Lipids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for Anesthesia in Surgery of Moderate Duration
Sung Yong Park, M.D., Sang Ki Min, M.D., Sook Young Lee, M.D., Jong Yeop Kim, M.D.,
Jae Hyung Kim, M.D., Seung Hee Baeck, M.D., and Jin-Soo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Background: Propofol is a short-acting intravenous anesthetic agent commonly used for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surgical anesthesia and for seda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Because propofol
is water insoluble, current formulations use a soybean oil emulsion. Soybean emulsion causes elevated
plasma triglycer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1% and 2% propofol on
the lipid levels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for anesthesia in surgery of moderate duration.
Methods: Sixty patients scheduled for orthopedic surgery were included and randomly allocated to
group 1 (infusion of 1% propofol) or group 2 (infusion of 2% propofol). Anesthesia was induced and
maintained by the computer-controlled infusions of 1% or 2% propofol. Plasma lipid concentrations
and hemodynamic profiles were evaluated.
Results: The elevations of plasma triglyceride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larger in group 1
than group 2. The changes of plasma cholesterol concentrations and hemodynamic profiles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ed that plasma triglyceride concentrations increase significantly in
1% propofol group than 2% propofol. Thus 2% propofol may be preferable to the 1% propofol for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anesthesia in surgery of moderat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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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맥주사용 마취제제인 propofol은 짧은 소실 반감
기와 빠른 전신 청소율 등의 약역학적 특성을 가져
수술시 마취의 유도 및 유지와 중환자실에서의 진정
에 널리 쓰이고 있는 약제이다. 특히 이 약제는 투
여를 중단했을 때 짧은 상황민감성반감기(context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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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half time)를 가져 빠른 회복을 보이기 때문

한 폐, 심장, 간, 신장기능의 이상 및 내분비 기능의

에 짧은 수술이나 외래 수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

장애를 가진 환자, 술 전 혈중 지질치의 증가가 있

다.

1,2)

이 같은 propofol의 지속적 주입에 적합한 약리

는 경우, 본 약제에 과민증을 가진 경우, 체질량지수

적 특성과 함께 약제의 주입기계가 발달하여, 컴퓨터

(body mass index, BMI = weight [kg]/height [m ])가

의 전산화된 펌프 주입 조절에 의한 운반 방법으로

30을 초과하는 비만환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

2

컴퓨터 보조 지속주입(computer assisted continuous in-

하였다. 모든 환자를 30명씩 무작위로 나누어 1군

fusion, CACI)과 목표농도 조절 주입방법(target con-

(1% propofol 투여군)과 2군(2% propofol 투여군)으로

trolled infusion, TCI)이 개발되었으며, 수동 정주방법

나누었고 1군은 1% propofol (Fresofol 1% , Fresenius

이나 지속 정주방법에 비해 정확한 효과처 농도를

Kabi, Austria), 2군은 2% propofol (Fresofol 2% , Fre-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혈역학적 안정을 도모할

senius Kabi, Austria)을 사용하여 마취를 유도하고 유

3-5)

TM

TM

지하였다. TCI를 사용해 propofol을 주입하면서 환자

수 있어, 최근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약제의 단점 중 하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특

의 눈꺼풀 반사 반응이 소실되고 물음에 대답이 없

성으로 인해 콩기름 유탁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테

으면 마스크를 이용해 100% 산소로 폐환기를 하면

리아의 증식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혈중 중성지방의

서 vecuronium 0.05 mg/kg을 정맥 주입하여 근이완을

6)

최근 중환자

유도한 후 후두 마스크를 삽입하여 폐환기를 하였다.

실에서 장기간 propofol로 진정을 시도한 환자에서

TCI는 CACI를 이용하여 혈장 목표농도를 4μg/ml로

혈중 지질치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진정치료

하였으며 약동학적 모형에 기초한 약물 주입용 프로

증가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7,8)

의 중단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마취관리 시에도 혈
9)

그램(Stelpump version 1.07, Coetzee JF, University of

2% propofol

Stellenbosch)을 사용하여 주사기 펌프(syringe pump:

제제는 1% propofol 제제와 비교 시 지질의 양이 반

Pilot Anaesthesia, Fresenius, France)를 조절하였다. 마

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

취 유도 후 fentanyl 50μg을 정주하고 50% N2O와

중 지질치의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어, 두 약제간의 주입 후 혈중 지질치의 변화를 비
9,10)

교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

과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propofol 제제의 장기간
7-10)

주입의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짧은

시간의 수술 또는 중등도 시간 동안의 수술 시 마취

50% 산소를 이용하여 폐환기를 하였다. 수술이 종
료된 후 propofol과 N2O를 중단하였고 glycopyrrolate
4μg/kg와 pyridostigmine 0.2 mg/kg을 정주하여 근 이
완을 가역시키고, 의식회복 후 발관 하고 회복실로
이송하였다.

유도 및 유지를 위해 propofol이 사용된 경우의 혈중

실험 중 주된 평가 항목은 주입 전후 혈장 지질치

지질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CACI를

의 변화와 주입 중 혈액학적 평가 등이며 평가방법

이용한 TCI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정주를 사용한 예

은 다음과 같다.

7-11)

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TCI를 이용한 propofol의 마취유

혈장 지질치: 혈장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
도를 마취유도 전과 마취종료 후 60분에 측정하였다.

도 및 유지를 시행 받는 짧은 시간의 수술 또는 중

혈액학적 평가: 심박수, 수축기 혈압, 평균 동맥압,

증도 시간의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두 약제간의 술

이완기 혈압을 마취유도 전, 효과처 농도가 4μg/ml일

후 혈중 지질치의 변화와 심혈관계의 안정성을 알아

때, 수술 종료 시, 수술 종료 60분 후에 측정 기록하

보고자 하였다.

였다.
통계적 검증은 SAS 8.12를 사용하였고 모든 측정치
대상 및 방법

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기하였다. 각 군 간의 인구학
(demographic) 자료, propofol 투여량과 수술시간은 stu-

전신 마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계획수술이 예

dent t-test,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정된 16-65세 사이의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혈장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 및 각 시기별, 군

분류 1 또는 2에 해당되는 2시간 이내의 중등도 시

간의 혈역학적 자료의 비교는 반복 측정 ANOVA를 이

간동안의 수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각

용하였다. 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박성용 외 6인：Propofol이 혈중 지질치에 미치는 영향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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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마취 전과 비교해 propofol 주입 종료 60분 후의

결

과

두 군 간의 연령, 체중, 신장, 남녀 비율, 총 pro-

Table 2. Blood Pressures and Heart Rates before Induction and during the Various Period of Anes-

pofol 주입용량, 수술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동맥압 및 맥박 수
는 마취 전, propofol의 효과처 목표농도가 4μg/ml일
때, 수술 후 및 propofol 주입 종료 60분 후에서 군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군 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마취 전과 비교해 propofol 주입 종료 60분 후의
혈장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군 모두에서 약간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고, 두 군 간의 차이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1
Group 2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
39.1 ± 16.8
36.4 ± 14.8
Sex (m/f)
22/8
22/8
Weight (kg)
65.0 ± 11.0
70.0 ± 12.3
Height (cm)
167.3 ± 8.2
170.9 ± 8.2
Total dose of
1055.9 ± 504.2 1037.2 ± 461.6
propofol (mg)
Operation time
79.5 ± 52.8
72.1 ± 43.5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except sex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infusion of 1% propofol, Group 2: infusion of 2%
propofol.

thesia with Propofol 1% or 2%
ꠧꠧꠧꠧꠧꠧꠧꠧꠧꠧꠧꠧꠧꠧꠧꠧꠧꠧꠧꠧꠧꠧꠧꠧꠧꠧꠧꠧꠧꠧꠧꠧꠧꠧꠧꠧꠧꠧꠧꠧꠧꠧꠧꠧꠧꠧꠧꠧ
Group 1
Group 2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P
pre-AN
134.7 ± 21.5
135.5 ± 26.3
(mmHg) EC-4
111.2 ± 17.4
114.5 ± 17.2
post-OP
121.3 ± 23.7
102.4 ± 18.1
post-AN
134.3 ± 20.9
131.3 ± 20.7
DBP
(mmHg)

pre-AN
EC-4
post-OP
post-AN

79.4
69.6
75.7
78.5

±
±
±
±

10.3
13.5
14.8
14.8

78.1
68.9
75.3
74.3

±
±
±
±

12.3
11.1
13.7
13.3

MBP
(mmHg)

pre-AN
EC-4
post-OP
post-AN

98.4
84.4
92.1
97.9

±
±
±
±

13.2
15.1
18.2
15.4

100.0
86.3
91.4
94.6

±
±
±
±

18.6
12.2
13.6
15.6

HR
pre-AN
75.8 ± 12.1
71.9 ± 11.9
(beat/min) EC-4
74.3 ± 15.5
69.4 ± 7.8
post-OP
71.8 ± 11.5
67.3 ± 9.0
post-AN
65.0 ± 12.5
62.3 ± 1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infusion of 1% propofol, Group 2: infusion of 2% propof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BP: mean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pre-AN:
pre-anesthetic, EC-4: at time in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is 4μg/ml, post-OP: post -operative, post-AN:
60 min after the discontinuation of propofol.

Table 3. Plasma Concentrations of Cholesterols and Triglycerides before and 60 Minute after Discontinuation of the
Infusion of Propofol
ꠧꠧꠧꠧꠧꠧꠧꠧꠧꠧꠧꠧꠧꠧꠧꠧꠧꠧꠧꠧꠧꠧꠧꠧꠧꠧꠧꠧꠧꠧꠧꠧꠧꠧꠧꠧꠧꠧꠧꠧꠧꠧꠧꠧꠧꠧꠧꠧꠧꠧꠧꠧꠧꠧꠧꠧꠧꠧꠧꠧꠧꠧꠧꠧꠧꠧꠧꠧꠧꠧꠧꠧꠧꠧꠧꠧꠧꠧꠧꠧꠧꠧꠧꠧꠧꠧꠧꠧꠧꠧꠧꠧꠧꠧꠧꠧꠧꠧꠧꠧ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AN
167.1 ± 42.3
143.7 ± 81.2
173.9 ± 43.0
154.7 ± 85.7
post-AN
160.7 ± 43.5
192.6 ± 87.3
167.2 ± 35.9
157.7 ± 7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mean ± SD. Group 1: infusion of 1% propofol, Group 2: infusion of 2% propofol, pre-AN: pre-anesthetic,
post-AN: 60 min after the discontinuation of propofol. *: P ＜ 0.05 change of the difference compared with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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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중성지방 수치는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염과 응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군 내에서 통계적 의의는 없었으며 두 군 간 propo-

중추 신경 기능과 혈중 지질 수치간의 상관관계에

fol 주입 종료 후의 혈장 중성지방 수치 또한 통계

관해서도 여러 기술이 있었는데 고중성지방혈증은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혈장

뇌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는 1% propofol 투여군이 2%

다.

propofol 투여군에 비해 더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propofol을 이용한 진정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고중성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 3).

지방혈증의 발생이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7,14)

7)

Eddlestone과 Shelly는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있다고 보고하였고, 따라서 2% propofol 제제가 1%

고

propofol 제제 보다는 뇌손상과 같은 중추 신경계의

찰

장애를 가진 환자의 진정 및 마취에 유리할 것이라
본 연구 결과 목표 농도 주입법을 이용한 중등도

고 주장하였다.

시간의 propofol 마취 시 1% propofol 주입 후의 혈

Propofol의 장기간 주입으로 인한 고중성지방혈증

장 중성지방 수치는 2% propofol 주입 후의 혈장 중

은 propofol로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진정치료를 받는

성지방 수치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다.

환자에서 가장 주요한 치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최

Propofol은 콩기름과 정제된 egg phosphatide를 용

근의 몇몇 연구결과가 있었다.

8,15)

중환자실에서의

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의 propofol 제제가

장기간 진정 치료에 있어서도 1% 제제와 2% 제제

주입되는 경우 과도한 양의 지질 부하로 인한 문제

를 비교해 보았을 때 2% 제제의 혈장 중성지방 수

segawa는

12)

6)

Kimura와 Ha-

치의 증가가 덜 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1% propofol 제제의 경우 실제 마취 용량

의 진정치료에 있어서는 2% propofol 제제가 더 안

를 유발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11,16)

따라서 중환자실에

인 술 중 4-9 mg/kg/hr의 주입 속도로 투여한 경우

전한 제제로 여겨지고 있다.

술 후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서 진정치료 시에도 2% propofol 제제는 1% propofol

것으로 보고하였다. 2% propofol 제제는 1% propofol

제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질의 부하량을 줄여 고

제제와 비교했을 때 지질 부하량을 50%까지 줄일

중성지방혈증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마취 용량에서 투여되는 2%

수 있는 좋은 약제라고 생각된다.

propofol에서의 술 후 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는
9)

2% propofol 제제는 또한 혈중 지질치의 상승이

개두술

덜하다는 장점 외에도 1% 제제와 비교해 주사기 교

을 시행 받는 환자의 마취 시 1% propofol 제제와

환의 빈도가 낮아 마취과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편리

2% propofol 제제를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 결과와

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술 후 혈장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고 생각된다.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Dewandre 등은

없으면서 2% 제제가 1% 제제와 비교해 술 후 혈장
중성지방 수치가 작다고 보고하였다.

Propofol은 강력한 지방 친화력을 가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propofol의 혈중 지단백질 결합 비율을

1% propofol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혈장 중

높여 propofol의 제거 반감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성지방 수치의 증가가 술 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문

에 혈중 중성지방의 증가는 위에 기술된 합병증 외

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고중성지방혈증은 자유

에도 약동학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

기(free radical)의 형성과 세포막의 변형, 호흡과 면

장도 있다.

역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제간의 비교에서 약동학적 특성에는 차이를 보이지

다.13) 따라서 효소나 대사 체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19-22) 실제적

에 있어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

인 임상 사용 용량에서 제거 반감기 등에는 큰 영향

자, 신부전 환자, 고지혈증 환자와 같은 지질 대사

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능력이 저하된 환자나 지질에 대한 내성이 감소된
외상 및 패혈증 환자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9,10)

고중성지방혈증은 그 외에도 췌장

16-18)

그러나 실제 다른 농도의 propofol 제

Propofol 제제의 농도에 따른 약제의 약역학적 특
6,9,19-22)

성은 차이가 없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

두 약제간 약역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

박성용 외 6인：Propofol이 혈중 지질치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두 약제를 목표농도 조절법으로 투여하면서
효과처 목표농도가 4μg/ml일 때, 수술이 종료해 주
입을 멈춘 시점, 주입을 중단하고 60분 후의 혈역학

2.

적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전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약역학적 특성은 혈중 또는 조직 내의 자유 propofol
의 농도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두 제제간의 약역
학적 특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취 시 1% propofol 제제와
2% propofol 제제의 주입 후의 혈중 지질치의 차이

4.

에 관해서는 과거 몇 가지 연구결과가 발표된바 있
다.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보면 이전 연구는 대부분
개두술과 같은 특정한 수술을 장시간 시행 받는 환
9,10)

자에 대한 것이고,

단시간의 수술이나 중등도 시

간 동안의 수술의 마취에 있어서의 두 약제의 주입

5.

후 혈장 지질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약 2시간 이내의 단시간 수술이나
중등도 시간 동안의 수술을 위한 마취 후에 두 약제

6.

간의 혈중 지질치의 증가에 대해 조사한 점이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중환자실에서의
장기간 진정치료를 위한 주입 방법이나 장시간 수술
시의 마취 관리를 위한 주입 시와 마찬가지로 중등

7.

도 시간 동안의 마취 시에도 1% 제제에 비해서 2%
제제의 혈중 지질치의 증가가 덜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두 약제 간의 약역학적 특성에는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8.

또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propofol 제제를 지속적 주입한 예에 있어서의 연구
7-11)

결과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물 주입

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표농도 주입법을 사용한 점

9.

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등도 시간 동안의 수술을 위한 마취
관리시 2% propofol 제제의 주입 후 혈중 지질치의

10.

증가는 1% propofol 제제의 주입 후 혈중 지질치의
증가보다 적었다. 따라서 중등도 시간의 수술 시 2%
propofol 제제는 propofol 제제의 주입 후에 발생되는
혈중 지질치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
는 유용한 약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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