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Anesthesiol 2009 Mar; 56(3): 325-7
□ Case Report □

DOI: 10.4097/kjae.2009.56.3.32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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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urine in a patient who received a continuous infusion of propofol
− A case report−

Young Chul Lee, Jong Nam Lee, Jun Seok Bae, and Young Chul Park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t. Mary's Hospital, Busan, Korea

  The color of urine in patients who receive anesthetic gives much medical information to a medical team.  So, we must check 

the urine color and know the cause of discoloration of the urine from anesthetic patients.  Green urine is rare indeed and it is 

a benign potential side effect of propofol; this phenomenon is related to the metabolism of propofol.  We experienced green urine 

from a long-term anesthetized patient who received a continuous infusion of propofol.  We report here on this unusual case and 

we review the relevant literature.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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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소변은 신기능이나 투입된 수액의 성을 평가

하는 데 많은 정보를 다. 정상 소변은 맑은 호박색이지만 

감염이나 출  는 여러 가지 약제 등에 의해 다양한 색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propofol을 장시간 지속 으로 

투여하면 소변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할 수 있다. Propofol과 

련한 녹색뇨에 한 보고는 국외에서는 몇 차례 있었지

만 [1,2]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자들은 최근 

propofol 마취와 련하여 녹색뇨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28세 남자 환자로 건물 철골공사 장에서 작업하던  7 

m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 로 인한 동요흉(flail 

chest), 양측 폐의 열상 그리고 뇌척수막 열상이 동반된 두

개골 골 을 주소로 응 실로 내원하여 개두술과 개흉술을 

시행 받았다. 내원 시 의식 상태는 명료하 으며 특이병력

은 없었다. 마취  투약은 없었으며 수술실 도착 시 의식

은 간헐  경련이 동반된 혼수상태 고 압은 100/50 

mmHg, 심박수는 116회/분, 호흡수는 32회/분, BUN은 12 

mg/dl (4−23), Creatinine 0.8 mg/dl (0.8−1.4) 고 소변 검

사 결과는 pH 6.5로 urobilinogen ±, bilinogen − 다.

  Succinylcholine 75 mg 정주 후 37 French의 이  튜

(double lumen tube)를 사용하여 기  내 삽  후 청진을 통

하여 분리환기를 확인하 고 rocuronium bromide 50 mg을 

정주하 다. 목표농도조  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을 

해 고안된 syringe pump (OrchestraTM, Fresenius Vial, 

France)를 사용하여 효과처 농도 목표농도조  주입을 하

고, 생체징후에 따라 propofol (ProviveⓇ, Claris, India)의 목

표농도를 2−4 μg/ml 범 에서, remifentanil (UltivaⓇ, Glaxo-

SmithKline, UK)의 목표농도를 3−5 ng/ml 범 에서 조 하

고 Vecuronium bromide 4 mg/hr을 지속 정주하여 마취를 

유지 하 다. 이후 수술  수축기 압은 140−90 mmHg, 

심박수 120−60회/분, 호기말 이산화탄소가스 농도는 36−
43 mmHg 사이에서 유지되었다. 수술시간은 약 15시간가량

이 소요되었으며 주술기  술  실 량은 4,500 ml 로 추

정되어 수술  농축 구 3,680 ml와 신선냉동 장 1,920 

ml를 수 하 고 술  총 주입된 수액양은 5,000 ml,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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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re are green urine in 

urine bag (A) and test tube (B).

Table 1. Causes of Green Urine

Amitriptyline

Cimetidine
a)

Flutamide

Indomethacin

Methocarbamol

Methylene blue

Mitoxantrone

Promethazine
a)

Propofol

Phenylbutazone

Triamterene

Carbolic acid

Flavine derivatives

Indigo blue

Methylene blue

Biliverdin

Pseudomonas infection

a)
Intravenous injectable formulation contains phenol [1].

은 짙은 호박색으로 총량은 2,250 ml 으며 그 외 특이 사

항 없이 수술이 종료되었다.

  수술 후 환자는 환자실로 이송되어 기계조  환기를 

하 으며 propofol 350 mg/hr로 투여하여 진정시켰고 소량의 

aminophylline을 필요 시 사용했다. 이때, 압은 110/55 

mmHg, 심박수 72회/분, 체온 36.2oC 으며 술 후 액 검사 

 생화학 검사에서 색소 10.2 g/dl, AST 106 U/L, 

Albumin 2.9 g/dl, total bilirubin 0.9 mg/dl이었고 해질은 정

상이었으며 BUN 8 mg/dl, creatinine 1.0 mg/dl 이었다. 그 외

에 특이한 검사 결과는 없었다. 술 후 3일 째 되는 날 갑작

스럽게 짙은 녹색의 소변이 도뇨 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

다(Fig. 1). 이때 소변의 양은 하 으며 무균 으로 

채취하여 병리과에 검사  배양을 의뢰하 다(Fig. 1).

  소변검사결과는 pH 7, urobilinogen ++, bilinogen +, Bacter-

ia − 고 체온은 36.7oC 으며 소변배양검사 결과는 음성

이었다.

  녹색뇨 발생 1시간 후부터 propofol을 단하 고 녹색뇨

는 그 후 6시간가량 더 배출된 후 정상 인 은 노란색으

로 회복되었다. 이때 total bilirubin은 0.9 mg/dl로 낮았고 소

변 검사 결과는 pH와 ketone이 약간 증가한 것 외에 특이한 

변화가 없었다(pH 8, ketone ++, urobilinogen ++, bilinogen +, 

Bacteria −). 술 후 6일째 발 하 으며 소변 검사 결과는 

urobilinogen ±, bilirubin −로 정상화되었으며 술 후 13일째 

되는 날 일반병실로 이동하 다. 그 후 일반병실로 옮긴지 

55일이 지나서 퇴원 할 때까지 간헐  두통과 흉통 외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지내다가 퇴원하 다.

고      찰

  소변의 색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뇨(hematuria)나 색소뇨(hemoglobinuria)처럼 체내성분에 의

해 붉은 색이나 검붉은 색의 소변이 발생할 수 있고, 빌리

루빈(bilirubin)에 의해 오 지색의 소변이 나올 수도 있으며 

탈수상태나 수분과다상태에서 짙은 노란색 는 투명한 색

의 소변이 배출 될 수도 있다 [3].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들

에 의해 녹색이나 푸른색의 소변이 생성되기도 한다(Table 1) 

[1,3].

  Propofol은 다른 정맥마취제에 비해 축 효과가 거의 없

고 지속  주입 후에도 짧은 시간만 지나면 농도가 감

소하는 [4-6] 장  때문에 정맥마취약제로 상용되고 환자

의 기계조  환기 시 진정을 해 종종 사용된다. Propofol

은 부분(88%)이 간에서 사되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는 데 [5,6] 이들  phenolic green chromopore가 신장

을 통해 소변으로 나오면서 녹색으로 소변의 색변화를 일

으킨다고 추정되고 [1,2,7] 이 페놀 유도체가 액을 통해 

간이나 모발에 착색되기도 한다고 한다 [1,7]. 한 propofol

의 주입 후 요산 결정에 의해 일시 인 핑크색이나 흰색의 

소변이 나온 경우도 있다 [1,7]. 소변의 변색은 부분 섭취

된 음식물과 투여된 약물에 의해 나타나는 데 본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들  propofol을 제외하고는 녹색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의심되는 약물은 없었다. 이와 련하여 원인이 

될 수 있는 검사실 소견에서 소변배양검사는 음성이었고, 

액 내 WBC의 수치도 정상범 으며 체온의 상승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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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량수 로 인해 소변검사 상 bilirubin과 urobili-

nogen의 증가가 있지만 이는 propofol을 단하고 나서 소변

의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계속하여 증가되어 있었다

는 것과 일시 이지만 이후 더 높게 올라갔을 때도 소변의 

색이 정상이었던 으로 유추하 을 때 녹색뇨와 직 인 

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Propofol로 인해 생긴 녹색뇨는 본 례와 같이 아무런 신

장기능 이상이나 신체손상 없이 회복되는 일시 인 상으

로 보고되고 있다 [1,7].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변색의 변화

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정신  스

트 스를 주며, 녹색뇨의 경험이 없는 의료진들은 이를 해

결하기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본 환자도 

이 에 외국에서 보고된 와 비슷한 경과로 propofol을 투

여한지 3일째부터 소변이 녹색으로 변하 고 투약을 단

한지 6시간 후부터 소변이 정상 인 색으로 바 었다. 그 

후 환자는 퇴원할 때까지 총 68일의 입원 기간 동안 소변

색의 특별한 이상은 다시 생기지 않았고 신장이나 기타 장

기의 기능 이상이나 후유증도 찰 되지 않았다.

  장시간 마취를 한 환자나 환자실에서 도뇨 을 거치하

고 있는 환자에서 갑작스런 소변색의 변화는 요한 임상

 소견이다. 의료인은 소변색의 변화에 따른 임상  의의

를 알아야 하며 갑작스러운 소변의 색변화를 일으킬 수 있

는 propofol과 같은 약의 부작용에 하여 인지하고 하

게 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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