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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ed Anesthetic Care (MAC) Using Ketamine, Midazolam and
a Target-Controlled Propofol Infusion for Minor Surgery

Sang Tae Kim, M.D., and Seung Woon L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Background:  There are many kinds of anesthetic methods.  One of them, monitored anesthetic care 

(MAC) is a useful tool for minor surgery.  Whether MAC can be substituted for conventional anesthesia 

in minor surgery was investigated.

  Methods:  Sixty-five patients were studied.  Midazolam was given intravenously as a premedication, 

and then, 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using propofol was started and ketamine 25 mg was given 

intravenously before a painful stimuli.  The initial target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2.5μg/ml.  During 

the procedure, we adjusted the target concentration of propofol according to clinical signs and sometimes 

added 25 mg of ketamine intravenously.  For 10 minutes after starting the propofol infusion, blood pres-

sure, heart rate, SpO2 and respiratory rate were recorded.  During recovery, we monitored the predicted 

concentrations of propofol at eye opening and orientation recovery, the time from stopping the propofol 

infusion and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In addition, we checked the patient's satisfaction with the 

anesthesia.

  Results:  The average consumption of ketamine and propofol were 0.68 ± 0.43 mg/kg and 9.0 ± 

2.1 mg/kg/hr, respectively.  The time to eye opening and recovery of orientation were 9.5 ± 5.5 min 

and 10.2 ± 5.3 min, respectively.  The predicted plasma concentrations at eye opening and orientation 

recovery were 0.98 ± 0.34μg/ml and 0.93 ± 0.28μg/ml, respectively. Most patients (87.7%) were 

satisfied with the anesthetic method.  However during the procedure, airway obstruction was the most 

frequent (21.5%) comlication.

  Conclusions:  MAC is a useful and excellent anesthetic method, but corresponding anesthesiologists 

must attend closely and monitor respiratory complica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2; 42: 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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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에 따른 마취방법을 선택할 때 마취과 의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수술의 부위, 수술 종류 

및 예상 소요 시간, 환자의 나이와 다른 질병의 존

재 유무, 마취과 의사, 외과의사 및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 외에도 수술실내의 장비 구

비상황과 마취과의 인력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마취방법으로 여러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전신마취, 부위마취 및 

국소마취가 있다. 전신마취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취의 한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기관내

삽관을 해야한다. 그래서 기관내삽관으로 인한 인후

통, 치아손상 및 식도내삽관으로 인한 저산소혈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1,2) 또한 기관내삽관

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빈맥, 고혈압 및 부정맥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장 및 뇌혈관에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1,2) 그리고 기관

내삽관을 위해 근 이완제의 사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 이완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및 상완신경총 차단술과 같은 

부위마취의 경우 환자는 주사바늘에 찔린다는 두려

움과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이 깨어 있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며, 교감신경계의 차단에 

의한 저혈압, 경막천자 후 두통 등도 부작용으로 생

길 수 있다.
3)
 국소마취의 경우는 주로 마취과의사의 

감시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

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사

고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술시간이 

대체적으로 짧은 수술의 경우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고 자발호흡을 유지하면서 정맥마취제만으로 마취

가 가능하다면 기관내삽관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부위마취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근 이완이 별로 필요 없는 수술시간이 

비교적 짧은 수술에서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지 않고 

자발호흡을 유지하면서 ketamine, midazolam 및 목표

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한 

propofol를 주 마취제로 사용하여 monitored anesthetic 

care (MAC)를 실시하 다. 이러한 마취방법이 기존

의 전신마취나 부위마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안전하며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마취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

대상 및 방법

  수술부위가 국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술 예

정 시간이 비교적 짧고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

류 1, 2에 속하는 비교적 건강한 환자 65명을 대상

으로 하 다(Table 1). 마취 전 환자에 MAC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 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수술 전 8시간 이상 금식하

고 병실에서 마취 전투약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 midazolam 2 mg을 정주 한 후 

심전도와 혈압측정을 위하여 감시장치(HP M1165A, 

Hewlett Packard, USA)를 부착하고 안면 마스크를 통

하여 산소를 5 L/min 투여하면서 환자의 심박수, 혈

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수를 2분 간격으로 3회 측

정하여 그 평균값을 대조치로 삼았다. Propofol 정주

통을 줄이기 위해 1% lidocaine 2 ml를 정주한 후 

DiprifusorTM (Master TCI, Fresenius Vial S.A., France)

를 이용하여 propofol (Diprivan 1%
®
, Zeneca, UK)의 

주입을 실시하 다. 초기 목표농도는 2.5μg/ml로 설

정하 으며, 진정이 잘되지 않거나 계속하여 움직여

서 수술에 지장을 줄 경우 0.2μg/ml씩 농도를 증가

하 으며, 과진정으로 인해 무호흡이 발생할 경우는 

기도를 유지하면서 0.2μg/ml씩 농도를 감소시켰다. 

Propofol 정주를 시작한 후 30초 간격으로 환자에게 

눈을 뜰 것을 구두로 명령하여 명령에 반응하지 않

는 시간까지를 마취 유도 시간이라 정하여 측정하

다. 환자의 의식 소실 후 외과의사에게 환자의 체위

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 후 의식소실에 따른 상기

Table 1. Demographic Data (n = 65)
ꠧꠧꠧꠧꠧꠧꠧꠧꠧꠧꠧꠧꠧꠧꠧꠧꠧꠧꠧꠧꠧꠧꠧꠧꠧꠧꠧꠧꠧꠧꠧꠧꠧꠧꠧꠧꠧꠧꠧꠧꠧꠧꠧꠧꠧꠧꠧꠧ
Age (yr)  36.8 ± 9.7

Weight (kg)  55.2 ± 7.6

Height (cm) 157.9 ± 5.2

Operation time (min)  22.2 ± 19.4

Anesthesia time (min)  41.3 ± 24.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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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쇄를 막기 위해 앙와위에서 환자의 양측 어깨 

밑으로 둥그런 포를 어 넣어 혀에 의한 상기도 폐

쇄의 위험성을 줄여주었다. 수술중 환자의 갑작스러

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양손은 90o 각도로 양측으로 

벌린 뒤 압력붕대로 가볍게 양측 팔을 지지대에 감

아두었다. 환자에 유해한 자극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상태에서 propofol 정주 시작 후 2분 간격으로 10분

까지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를 측정하

다. 심박수 및 혈압을 관찰하면서 대조치 심박수 

및 혈압에 비해 빈맥 및 고혈압이 발생하는지도 조

사하 다. 이때 대조치 심박수 및 혈압의 20%를 넘

는 경우를 빈맥 및 고혈압이라 규정하 다. 빈맥 혹

은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ketamine 25 mg을 정주하

거나 propofol의 목표농도를 증가하여 처치하 다. 

산소 포화도는 맥박산소계측기(NPB-195, Nellcor pur-

itan bennet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호흡의 

적정성을 알기 위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술

(Normocap 200, Datex-Ohmeda, Finland)을 이용하여 

본체와 연결된 기체 흡입선 말단을 환자의 코 입구

에 놓아서 대략적인 호흡수와 무호흡의 여부를 확인

하 다. 환자의 호흡을 관찰하다가 무호흡이 관찰되

면 먼저 머리를 뒤로 제치고, 턱을 들어 올려서 삼

중 기도 유지법을 실시하 고, 그래도 무호흡이 지

속되면 경비 기도 유지기를 사용하여 기도를 유지하

다. 그래도 무호흡이 지속될 경우는 안면 마스크

를 얼굴에 착시킨 후 100% 산소로 보조 호흡을 

실시하 다. 수술 혹은 강한 자극이 환자에 가해지

기 전에 ketamine 25 mg을 정주하여 통증을 경감시

키고자 하 으며, 수술 중 환자가 움직여서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ketamine 25 mg씩 추가로 정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propofol의 목표농도를 0.2μg/ 

ml씩 농도를 증가시켰다. 수술이 끝나갈 무렵 pro-

pofol의 목표농도를 줄이거나 주입을 중단하고 환자

의 회복을 시도하 다. TCI를 종료한 후 TCI의 액정

판(user interface)에 기록된 propofol 총 사용량 및 시

간을 기록하 으며, propofol의 주입을 중지한 후부

터 눈을 뜰 것을 구두로 명령하여 명령에 반응하여 

눈을 뜬 시각까지를 개안 시간, 장소와 환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때까지를 지남력 회복시

간이라 정하여 조사하 다. 환자가 지남력이 회복된 

이후에 회복실로 이송하여 환자를 관찰하 다. 회복

실에서 병실로 이송직전 혹은 외래환자의 경우는 귀

가 직전에 수술 중 각성 유무를 조사하 으며, 마취

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 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기록하 고 통계분석은 

paired t test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대상 환자 65명의 수술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원뿔 생검(cone biopsy)과 경관 확장 자궁소파술(dila-

tion and curettage)이 총 44예로써 약 68%에 해당되

었으며, 그 외에 수술부위 재봉합, 레이저 소작술, 

자궁내 불임 기구(Intrauterine device, IUD) 제거술 등

을 시술 받는 환자가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Table 2). 

대상환자 65명 중 41명(63.1%)이 외래수술로 진행되

어 수술 받고 당일 날 귀가하 다. 이때 사용된 약

제는 midazolam 2 mg, ketamine 0.68 ± 0.43 mg/kg 

(36.9 ± 22.3 mg) 및 propofol 9.0 ± 2.1 mg/kg/hr 

(240.0 ± 113.1 mg)이었다. 마취 전 측정한 대조치

에 비해 propofol정주를 시작한 이후 2분 간격으로 

10분까지 측정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2, 4, 6, 

8, 10분에서 대조치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

다.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 역시 모든 측정치에서 

대조치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관찰되었으며, 호흡수

는 모든 측정치에서 대조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P ＜ 0.05)(Fig. 1) 그러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의 변화가 모두 임상적으로 치

Table 2. Kinds of Operations
ꠧꠧꠧꠧꠧꠧꠧꠧꠧꠧꠧꠧꠧꠧꠧꠧꠧꠧꠧꠧꠧꠧꠧꠧꠧꠧꠧꠧꠧꠧꠧꠧꠧꠧꠧꠧꠧꠧꠧꠧꠧꠧꠧꠧꠧꠧꠧꠧ
 Operation name No. of oper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e biopsy 25 (38.5%)

Dilation and curettage 19 (29.2%)

Wound repair  9 (13.8%)

Laser cauterization  5 (7.7%)

Intra-uterine device (IUD) removal  4 (6.2%)

Carpal tunnel release  1 (1.5%)

Foreign body removal  1 (1.5%)

Polypectomy  1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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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요하는 경우는 없었다. TCI를 이용하여 propo-

fol 초기 목표 혈중 농도를 2.5μg/ml로 설정하고 정

주를 시작한 후 30초 간격으로 환자에게 눈을 뜰 것

을 구두로 명령하여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시간까지

인 마취 유도 시간은 약 2.7 ± 2.4분 이 으며, 수

술이 끝나갈 무렵 propofol의 주입을 중지하고 그후 

눈을 뜰 것을 구두로 명령하여 명령에 반응하는 개

안 시간과 장소와 환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지남력 회복시간을 측정한 결과 각각 9.5 ± 

5.5분, 10.2 ± 5.3분이 소요되었으며, 개안 시각의 

propofol의 예측 혈중 농도 및 효과처 농도가 각각 

0.98 ± 0.34μg/ml, 1.34 ± 0.50μg/ml이었으며, 지남

력 회복시각에서는 각각 0.93 ± 0.28μg/ml, 1.25 ± 

0.44μg/ml이었다(Table 3). 마취로부터 회복된 후 환

자가 느끼는 마취에 대한 만족도를 간호사를 통해 

물어보게 한 결과 “만족한다”(57명, 87.7%), “보통이

다”(8명, 12.3%)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했다”(0명)로 

나타났으며, 시술 중 나타난 합병증은 상기도 폐쇄

가 가장 많아서 14명(21.5%)에서 나타났으며, 불수의

적 움직임으로 시술에 방해가 된 경우가 6명(9.2%), 

혈압이 대조치보다 20% 이상 상승한 경우가 1명 있

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빈맥 및 회상(recall)이 발생

한 경우는 없었다(Table 4).

고      찰

  환자가 수술을 받게되는 경우 마취과 의사는 수술

부위 및 예상 수술 시간, 환자의 전신적 건강 상태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마취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여러 마취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와 수술에 적합

한 마취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수술 부위가 국소적이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건

강한 환자 일때는 외과 의사는 국소마취 하에서 수

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수

술 건수에 비해 마취과 의사가 부족한 경우, 외과 

의사는 마취과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소마취만으

Fig. 1. Changes in systolic (SBP)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heart rate (HR), oxygen saturation (SPO2) 

and respiratory rate (RR). *P ＜ 0.05 compared with it's 

init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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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edicted Concentrations of Propofol at Eye 
Opening and Orientation Recovery and the Time 
from Stopping the Propofol Infusion

ꠧꠧꠧꠧꠧꠧꠧꠧꠧꠧꠧꠧꠧꠧꠧꠧꠧꠧꠧꠧꠧꠧꠧꠧꠧꠧꠧꠧꠧꠧꠧꠧꠧꠧꠧꠧꠧꠧꠧꠧꠧꠧꠧꠧꠧꠧꠧꠧ
Eye opening

  Time (min)  9.5 ± 5.5

  Cp (μg/ml) 0.98 ± 0.34

  CT (μg/ml) 1.34 ± 0.50

Orientation recovery

  Time (min) 10.2 ± 5.3

  Cp (μg/ml) 0.93 ± 0.28

  CT (μg/ml) 1.25 ± 0.4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Cp: predicted plasma concentra-

tion of propofol, CT: predicted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Table 4. Satisfaction of Patients to the Anesthesia and 
Incidence of Complications

ꠧꠧꠧꠧꠧꠧꠧꠧꠧꠧꠧꠧꠧꠧꠧꠧꠧꠧꠧꠧꠧꠧꠧꠧꠧꠧꠧꠧꠧꠧꠧꠧꠧꠧꠧꠧꠧꠧꠧꠧꠧꠧꠧꠧꠧꠧꠧꠧ
Satisfaction of patients

  Good 57 (87.7%)

  Moderate  8 (12.3%)

  Poor  0 (0%)

Complications

  Airway obstruction 14 (21.5%)

  Involuntary movement  6 (9.2%)

  Hypertension (＞ 20%)  1 (1.5%)

  Tachycardia (＞ 20%)  0

  Recall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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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술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국소마취만으로 

수술을 받게 될 때 국소마취가 부적절하게 되어 환

자가 아파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로 인

해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국소마취만으로 수술을 할 경우 마취과

의사가 수술과 마취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

에 수술중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의 감시가 미흡하

여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

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마

취과 의사가 부위마취 및 국소마취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 혹은 마취를 하지 않은 환자의 시술에 참

여하여 보조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안정을 도

모하고 심폐기능을 감시하며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

를 높여주는 시술을 많이 하게된다. 이와 같은 MAC

법은 보다 덜 파괴적이고 생리적인 변화가 적은 수

술 방법 개발과 빠른 효과 발현 및 짧은 작용시간을 

갖는 안정제 및 진통제의 등장으로 더욱더 널리 이

용하게 되었다. 전신마취 혹은 부위마취상태에서 시

술을 받는 것보다 국소마취상태에서 MAC을 이용하

여 비슷한 시술을 받는 것이 환자의 회복을 보다 빠

르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4)
 복강경 불임수술에 

있어 MAC은 전신마취에 비해 약제의 소모량이 적

고, 경제적이며 수술실 체류시간이 적고 수술 후 통

증을 줄일 수 있으며, 인후통의 빈도도 감소시킨다

는 보고도 있다.5,6) MAC을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의 

종류는 두경부 수술에서부터 사지수술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종류의 수술에 적용할 수 있다.
7)
 본 연

구에서는 주로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 기 때

문에 그 수술의 종류가 주로 산부인과 수술에 국한

되었으며 그중 원뿔 생검과 경관 확장 자궁소파술이 

다른 수술보다 많았다. 원뿔 생검은 대부분 자궁경

부암의 진단 목적의 생검으로써 기존에는 척추마취

하에서 생검을 하 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수술 시간에 비해 척추마취로 부터의 회복은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외래수술로 당일수술하고 

귀가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경관 확장 자궁소파술

의 경우는 많은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단독으로 

진정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고 시술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제와 진통제는 투여 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에 작용해 저혈압, 부정맥 및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조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뿔 생검 및 자궁

소파술를 받는 환자에 MAC을 실시하여 환자에 안

락감을 제공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 다. 그 

외에 수술 부위 재봉합, 레이저 소작술 등에서 MAC

을 실시하 다. MAC을 실시할 경우 수술의 종류 및 

예상시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benzodiazepines, 

barbiturates, propofol, ketamine 및 마약제재와 같은 

진통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opo-

fol, ketamine과 midazolam을 사용하여 환자에 MAC

을 실시하 다. Propofol은 TCI의 개념이 임상에 도

입된 후 마취의 유도 및 유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Zacny 등의
8)
 보고에 의하면 아무런 자극

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망증을 일으키는 최소한

의 용량은 2 mg/kg/hr이라 하 으며, 소금 과 조남

수는
9)
 외래환자의 체외충격파 쇄석술시 fentanyl과 

함께 propofol 2 mg/kg/hr을 지속적으로 정주 하여 

특별한 합병증 없이 환자의 진정을 유도하 다고 보

고하 으며, 오완수 등은
10)
 신경차단술을 시술할 때 

목표농도조절법을 이용한 propofol을 정주 하여 환자

의 진정을 유도하 고, 이때 사용한 propofol 용량은 

7.51 ± 2.24 mg/kg/hr이었다. 일반적으로 MAC을 실

시할 때 권장되는 진정 목적의 propofol 용량은 1.5

-4.5 mg/kg/hr로써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opofol 

용량인 9.0 ± 2.1 mg/kg/hr에 비해 모두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propofol이 소요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 시술 및 수술이 체외충격파 쇄석술 및 

신경차단술보다 통증의 정도가 더 강한 시술이기 때

문에 깊은 진정(deep sedation)을 실시하 으며, 통증

을 감소시키기 위해 ketamine을 병용하여 사용하

지만 빠른 회복을 위하여 소량씩만 사용하고 그 대

신 propofol의 사용량을 증가시킨 것도 하나의 이유

라 생각된다. 최근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

esthesia, TIVA)시 기존의 마약제재와 함께 ketamine

을 propofol과 병용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혈역학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호흡저

하가 적고 우수한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제 비용 또

한 저렴하여 완전정맥마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소량의 ketamine 전투여는 유도시간의 

지연 없이 정주통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고 안정된 

활력징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회복 시에도 각성시간

의 지연 및 향정신성 부작용 없이 부드러운 회복을 

제공한다는 보고도 있다.
12)
 그러나 고용량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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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일시에 많은 양을 투여한 경우는 불유쾌한 환

각 혹은 악몽 등을 꾸게 되는 각성기 반응

(emergence reaction)을 보일 수 있고, 이는 midazolam

과 같은 benzodiazepines계의 약물의 투여로 예방 및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13)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ketamine 정주 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각성

기 반응을 억제하고 환자의 진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투약제로 수술실에 들어오는 즉시 midazolam 2 

mg을 정주하 다. Ketamine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처

치를 하기 전에 25 mg을 정주하 으며, 추후 환자가 

통증으로 인하여 불수의적인 운동을 보이는 경우 25 

mg씩을 정주하는 요법을 선택하여 총 1-5회에 걸

쳐 정주하 다. 투여된 ketamine의 용량은 약 36.9 

mg (0.68 mg/kg)로써 비교적 적은 양을 사용하 다. 

외래수술의 경우 midazolam으로 전투약을 실시하고 

propofol을 정주하면서 진통목적으로 ketamine을 투

여할 때 3 mg/kg 이하의 용량이 적당하며, 대체적으

로 진정 및 진통 목적으로 0.2-0.8 mg/kg 의 저용량

을 추천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도 저용량 ketamine

을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과 진통을 유지하 다. 또

한 진정 및 의식소실 목적으로 목표농도조절법을 이

용한 propofol의 지속적 정주를 시행하 다. 그 후 

수술이 종료되기 전 propofol의 정주를 중지한 후 의

식의 회복을 유도하 다. 김대우 등은
14)
 propofol의 

주입을 중지한 이후 회복에 소요된 시간은 propofol

만 사용한 경우는 약 7.5-11분이었으며 propofol과 

fentanyl을 병용 사용한 경우 약 10.4-14.5분이었다

고 하 으며, 그때 propofol의 농도는 각각 1.4-1.6

μg/ml, 1.2-1.4μg/ml이었다고 보고하 다. 인장혁 

등은
15) 
개안과 지남력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각각 

12.5-12.7분, 13.2-13.7분이었고, 그때 propofol의 예

측 혈장 농도는 각각 1.57-1.60μg/ml, 1.50-1.53μg 

/ml이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 개안과 지남

력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각각 9.5 ± 5.5분, 10.2 ± 

5.3분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와 비슷하 으나 

propofol의 예측 혈장 농도는 각각 0.98 ± 0.34μg 

/ml, 0.93 ± 0.28μg/ml로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propofol 농도에서 개안과 지남력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 다. 회복시의 예측 효과처 

농도는 각각 1.34 ± 0.50μg/ml, 1.25 ± 0.44μg/ml

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렇듯 낮은 혈중 농도에서 의

식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midazolam, keta-

mine의 효과 때문이라 추정되며, 총 마취시간이 약 

40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midazolam과 ketamine의 

진정 효과가 회복 시까지 지속되어 의식이 늦게 회

복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술 후 빠른 의식

의 회복을 기대하는 경우는 midazolam의 사용을 억

제하고, propofol 정주통의 예방과
16) 
진통목적으로 

ketamine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alfentanil 혹은 remifen-

tanil과 같은 짧은 작용시간을 갖고 강력한 진통효과

를 보이는 약제를 병합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수술 종료후 회복실 혹은 귀가하기 전에 

마취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57명(87.7%)이 

“만족한다”고 대답하 다. 마취 중 나타난 합병증은 

상기도 폐쇄가 14명(21.5%)으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 불수의적인 움직임 6명(9.2%)도 

있었으며, 빈맥과 회상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상

기도 폐쇄가 많은 환자에서 나타났으나 대부분 환자

의 턱을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제치는 삼중 기도 

유지법을 유지함으로써 해결되었고, 경비 기도유지

기를 이용한 경우도 4예가 있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어 안면마스크를 통한 양압 환기를 일시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그중 1예가 있었다. 이렇듯 환자는 

마취방법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은 강하지만 상기도 

폐쇄,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박한석 등은
17) 
소수술에 propofol, ketamine, 

fentanyl 및 ketorolac을 이용해 MAC을 시행한 결과 

호흡수 저하(47.2%), 무호흡(24.0%), 저산소혈증(25.3 

%) 등의 부작용이 자주 나타났으며, 불수의적인 움

직임도 많았다고 보고하 으며, 신성호 등도18) 외래

에서 시행한 레이저 박피술에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

하지 않고 propofol, ketamine, fentanyl 및 ketorolac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완전정맥마취를 시행하 다고 

보고하 으나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4/10), 무호흡

(1/10)을 지적하 다. 본 연구에서도 호흡기계 부작

용이 제일 빈번히 나타난 심각한 합병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흡 억

제 효과가 있는 많은 진정제와 진통제가 주입되므로

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할 때는 

마취과 의사가 항상 환자 곁에서 호흡 기능을 관찰

하고 상기도 폐쇄 및 무호흡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

는 장비와 약제를 구비하여 적절한 호흡 기능을 유

지하여야 하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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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한 장비의 사용으로 환자의 호흡 기능을 지

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하지 않지만 MAC

은 근이완이 별로 필요 없는 수술시간이 짧은 수술

에서 사용 시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크고 외래수술

에 적합한 마취방법이다. 그러나 시술 중 항상 호흡

기능의 저하를 관찰하고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

게 항상 마취과 의사가 환자 가까이 있어야하며, 신

속한 환자의 각성과 호흡기능의 저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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