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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의 편도와 아데노이드 적출술은 이비인후과 역에서

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여겨지나 환아는 수술실의 낯선 

환경, 부모로부터의 격리, 마취유도 전 조작, 수술 후 통증 

등에 의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한

다. 이러한 불유쾌한 반응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취전투

약제로 benzodiazepin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loni-

dine의 경구투여가 기관내 삽관, 수술부위 절개 등의 자극으

로 인한 교감신경계의 흥분억제 효과가 benzodiazepine 보

다 우수하며,1,2) 진통작용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이나3) 

fentanyl을 투여한 군 보다4)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 있다. 그런데 clonidine의 경구투여를 위해서는 수술전

날 약국에서 소아의 체중에 따라 계산한 용량에 맞추어 성

인용량의 clonidine (카타푸레스Ⓡ정, 0.15 mg/T; 카타푸레스Ⓡ75정, 

0.075 mg/T,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한국)을 나누어 오렌지 

쥬스 등의 음료에 완전히 녹여서 준비해 주어야 한다. 약물

의 투여는 병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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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Clonidine, a prototype α2-adrenoreceptor agonist,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as a preanesthetic medication 

in adults.  Many authors have reported the effects of intravenous clonidine pretreatment on the hemodynamic responses to tracheal 

intubation, on the anesthetic requirements during the operation and on postoperative analgesia in adults.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two doses of intravenous clonidine as a premedicants.

  Methods:  In a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clinical trial, 60 children, aged 5-12 years, undergoing an 

elective adenotonsillecctomy received saline, 1μg/kg clonidine or 2μg/kg clonidine intravenously.  These agents were administered 

10 minutes before the estimated time of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intravenous atropine 0.01 mg/kg.  A blinded observer noted 

the childrens levels of sedation, the quality of separation from parent, and degree of acceptance of mask application during the 

inhalation of 100% oxygen just after pentothal sodium injection. Hemodynamic changes after tracheal intubation were compared 

among the three groups.

  Results:  Clonidine produced significant sedation, and this effect were dose related.  The clonidine administered groups provided 

a better quality of separation than the control group.  Amnesia about mask appli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lonidine 

2μg/kg administered group.  These doses of clonidine did not attenuate increases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fter tracheal 

intubation.  No consistent differences in the blood pressure or heart rate after tracheal intubation were observed in the three groups.  

No clinically significant perioperative hypotension or bradycardia was observed.

  Conclusions:  These data indicate that, the combination of intravenous 1μg/kg clonidine or 2μg/kg clonidine with atropine 

0.01 mg/kg is an effective form of premedication in pediatric surgery.  However, the optimal dose of clonidine for both sedation 

and hemodynamic stability after tracheal intubation in this setting remains to be determined.   (Korean J Anesthesiol 2003; 45: 

7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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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따라서 약의 준비과정이 번거롭고, 투여용량과 시

간이 부정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인에서 clonidine 정주 

시 교감신경 흥분억제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있었

으나,5-8) 소아에서 clonidine 정맥전투약의 효과를 보고한 연

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저자 등은 clonidine을 병실에서 경

구투여하는 것보다 수술대기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에 의해 수술실로 이송되기 10분 전에 직접 정주하는 방법

이 더 확실한 진정효과를 낼 수 있고 또한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1에 해당하는 5-12세 사이

의 소아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환자의 성별, 연

령, 체중, 신장, Clonidine 투여부터 마취전까지의 시간(마취

전처치 시간), 마취시간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본 연구의 방법과 취지에 대하여 환아와 보호자

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대상 환아들은 마취전처치 없이 수술대기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를 거

치하 다. 환아들은 생리식염수(C0군), clonidine 1μg/kg (C1

군), clonidine 2μg/kg (C2군) 중 한 가지 용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정주하 고 clonidine (카타푸레스Ⓡ주사액, 0.15 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한국)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지나

친 서맥효과를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환아에게 atropine 

0.01 mg/kg을 clonidine과 같이 정주하 다.

  Clonidine 정주 전과 정주후 5, 10분 후에 혈압,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호흡수, 진정정도를 측정하 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정도를 기록하 다. 진정정

도의 평가는 네 단계(1 = 의식명료; 2 = 약간 졸림; 3 = 많

이 졸림; 4 = 수면)로 나누어 평가하 고, 부모로부터 분리

되는 정도는 세 단계(1 = 불안해하면서 저항한다; 2 = 대체

로 잘 분리된다; 3 = 매우 잘 분리된다)로 평가하 다.

  수술실에 도착 후 혈압, 심박수, 말초혈액 맥박산소 포화

도를 마취유도 직전과 마취유도 후 2, 3, 4, 5분에 측정하

다. 마취유도시 마스크를 씌웠을 때 반응을 네 단계(1 = 무

서워하고 저항하며 운다; 2 = 무서워하고 쉽게 조용해지지 

않는다; 3 = 약간 무서워하나 쉽게 조용해진다; 4 = 무서워

하지 않고 협조적이다)로 나누어 평가하 다. Thiopental 

sodium 4 mg/kg으로 마취유도 하 으며 기관내 삽관을 위

해 0.1 mg/kg의 vecuronium을 정주하 다. 기관내 삽관 후, 

1.0-2.0 vol% enflurane과 N2O 2 L/min, O2 2 L/min로 마취 

유지하 다. 마취 유지 중 적절한 근이완을 위해 필요한 경

우 0.02 mg/kg의 vecuronium을 추가투여 하 다. 기관내 튜

브의 발관은 수술실에서 하 고 수술종료 후 마취전 처치 

시간과 마취유도에서 발관까지의 시간(마취시간)을 기록하

다.

  수술 후 회복실 도착 직후, 10, 20, 30분의 혈압을 측정하

으며 환아의 의식이 명료해지면 수술 대기실에서 cloni-

dine 정주 후 느낀 환아의 상태에 대한 부모의 느낌, 환아가 

느낀 수술경험에 대하여 각각 세 가지 단계로(불안, 보통, 

편안함) 평가를 하 고 환아가 마스크를 입에 댄 것을 기억

하는지를 기록하 다.

  모든 관찰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환아의 

나이, 몸무게, 마취시간, 수술시간 등의 모수적 데이터는 

ANOVA를, 진정정도, 부모와의 분리정도, 마스크를 씌웠을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0 C1 C2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9/6 7/8 8/7

Age (yr)  6.8 ± 2.1  7.7 ± 1.9  7.9 ± 1.9

Weight (kg) 24.2 ± 7.2 29.6 ± 9.1 24.8 ± 9.3

Height (cm) 123.1 ± 12.1 127.2 ± 13.2 119.9 ± 11.6

Premedication time (min)  24.9 ± 18.0  20.1 ± 17.0  29.3 ± 19.5

Anesthesia time (min)  50.9 ± 11.7  49.2 ± 14.8 47.8 ± 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C0: control group, saline, intravenous. C1: 

clonidine 1μg/kg, intravenous. C2: clonidine 2μg/kg, intravenous. 

Premedication time: from clonidine intravenous injection to induction 

of anesthesia. Anesthesia time: from induction of anesthesia to 

extubation. 

Fig. 1. Preoperative sedation score after intravenous clonidine admin-

istration.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patients (n = 20 for each 

group). 1, alert; 2, mild drowsy; 3, drowsy; 4, sleeping.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 ＜ 0.05 compared with clonidine 1μg/kg 

group versus clonidine 2μg/k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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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반응 등의 비모수적인 데이터는 Kruskall-Wallis test를 

이용하여 세군간의 차이를 검정하 다. 혈압, 맥박수, 맥박

산소포화도의 세 군간의 비교를 위해서 Tukey & Tukey's-b 

test를, 군내의 비교는 ANOVA를 이용하 다. 모든 데이타

는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진정정도, 분리정도, 마스크 수용정도의 평가

  수술 전 진정정도는 clonidine 투여 후 5분에 많이 졸린(3 

단계) 환아의 수가 C2군과 C1군이 C0군보다 유의하게 많았

으며, 수면을 취한(4 단계) 환아의 수는 C2군이 C0, C1군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Fig. 1). Clonidine 투여후 10분에 많이 

졸린(3 단계) 환아의 수가 C2군이 C0, C1군 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수면을 취한(4 단계) 환아의 수는 C2군이 C0군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Fig. 1). 부모로부터 매우 잘 격리되

는(3 단계) 환아의 수는 C1, C2군 모두 C0군에 비해 유의하

게 많았다(Fig. 2). 마취유도 시 안면에 마스크를 씌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아가 C2군에서 C0, C1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C0, C1, C2 각각, 15%, 30%, 55%*, *; P ＜ 0.05). 마

스크를 씌웠을 때 반응 중 무서워하지 않고 협조적인(4 단

계) 반응을 보인 환자수는 C1군이 C0, C2보다 유의하게 많

았다(C0, C1, C2 각각, 50%, 70%*, 55%, *; P ＜ 0.05).

    기관삽관과 관련된 혈역학적 측정

  마취유도 직전 수축기 혈압은 C2군이 C0군 보다 유의하

게 낮았고, 이완기 혈압은 C1군이 C0군 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Fig. 3, P ＜ 0.05). 마취유도 후 3, 4, 5분에 수축기 혈

압이 C2군에서 C0, C1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심박수는 

마취유도 후 3, 4분에만 C1군이 C0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

다(Fig. 4). 

    수술 후 환아와 보호자에 대한 질문

  수술 후 환아의 의식이 회복된 후 실시한 불안도에 대한 

질문에서 편안한(3 단계) 경험이었다고 말한 환아의 보호자

Fig. 2. Preoperative separation score after intravenous clonidine 

administration.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patients (n = 20 for 

each group). 1, poor (anxious/combative); 2, good (anxious/easily 

reassured); 3, excellent (sleeping/calm).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clonidine 1μg/kg group 

versus clonidine 2μg/kg group.

Fig. 4. Changes in heart rate (mean ± SD)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n = 20 for each group). *P ＜ 0.05 versus initial data (time 

0) within groups.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3. Changes in blood pressure (mean ± SD)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n = 20 for each group).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 ＜ 0.05 versus initial data (time 0) 

within groups.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intravenous clonidine 1μg/kg group versus intravenous 

clonidine 2μg/k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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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C1, C2군이 C0군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C0, C1, C2 

각각, 5%, 25%*, 25%*, *; P ＜ 0.05). 환아가 느낀 불안도

에 대한 질문에서 편안한 경험이었다고 대답한 환아의 수

도 C1, C2군이 C0군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C0, C1, C2 각

각, 5%, 15%*, 20%*, *; P ＜ 0.05). 

    수술 전과 수술 후의 혈역학과 부작용

  Clonidine 투여 전, 투여 후 5, 10분에 측정한 수술 전 수

축기와 이완기 혈압, 심박수, 호흡수, 말초혈액 맥박산소 포

화도는 세 군 모두 군내와 군간에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

화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실 도착 후 30분 동안 세 

군 모두 군내의 혈압변화는 없었다. 회복실 도착 직후에 측

정한 C1과 C2군의 수축기와 이완기혈압이 C0군의 것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C0, C1, C2군에서 수술 후 저혈압(수술 

전 병실에서 측정한 평균 혈압보다 20% 이상 감소한 혈압)

은 각각 5, 5, 0명이었으나 혈압상승제를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측정한 최저 수축기 혈압과 

최저 이완기 혈압은 C2군의 수치가 C0, C1군의 것보다 낮

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C2군의 최저 수축기 혈

압: 90 mmHg, 최저 이완기혈압: 46 mmHg). 수술 후 반동성 

고혈압(수술 전 병실에서 측정한 평균 혈압보다 20% 이상 

증가한 혈압)은 C0, C1, C2군이 각각 6, 4, 3명으로 세 군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최고 수축기혈압을 보인군은 세 

군 중 C0군으로서 160 mmHg이었고, 최고 이완기 혈압을 

보인군은 C0군에서 119 mmHg 다). C1, C2군 모두 치료를 

요하는 서맥은 없었고 호흡저하, 저산소혈증 등의 부작용도 

없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발생한 오심이 C0, C1, C2군에

서 각각 2, 1, 2명이었고 구토가 C0군에서만 1명이 발생하

으며 이들 모두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      찰

  성인에서 마취유도 10분 전에 정맥투여한 5μg/kg의 cloni-

dine은 기관내 삽관으로 인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감소시

켰으며,5) 복강내시경을 통한 담낭절제술시 수술시작 15분에 

걸쳐 정맥투여한 0.15 mg의 clonidine이 수술 중 혈압과 맥

박의 상승을 억제하 다는 보고도 있다.6) Bernard 등은7) 5

μg/kg의 clonidine을 수술종료 후 일회 정주하고 그 후 소량

을 지속 정주한 결과 우수한 수술 후 진통효과가 있었으나 

혈관 내 용적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압에 빠질 수 

있다고 발표하 다. 도 우 등은8) 고혈압환자에서 발관 30

분 전 정맥투여한 clonidine 0.75μg/kg이 혈압과 맥박수의 

증가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 투여된 clonidine 1μg/kg과 2μg/kg의 용량은 clonidine 정

맥 전처치의 효과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하게 소량을 

선택한 것이다. 향후에는 우수한 수술 전 진정과 기관삽관

시 혈압과 맥박상승 억제를 일으키지만 부작용은 적은 적

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cloni-

dine을 마취유도 10분 전에 투여한 것은 1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 결과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Clonidine의 정주 

후 5분 간격으로 진정효과를 평가한 결과 투여 후 10분에 

최고의 진정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마취 전 진정정도, 마스크를 얼굴에 씌운 

것에 대한 기억상실효과는 clonidine 투여군이 대조군보다 

우수하 다. Clonidine의 진정효과는 용량에 비례하 으며, 

소아환자에서 경구전투약으로 시행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2,3) 마취에서 회복된 후 측정한 마취와 수

술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은 환아와 환아 보호자 모두 

clonidine을 투여한 경우 훨씬 감소되었다. Clonidine 2μg/kg 

정주는 clonidine 1μg/kg 정주에 비해 수술 전 진정과 마스

크를 씌웠을 때의 기억상실효과 면에서 우수하 으며 두 

군 모두 저혈압, 서맥, 호흡저하의 부작용은 없었다. 

  마취유도 직후인 2, 3분에 세 군 모두 수축기와 이완기혈

압이 유의하게 상승하 으며, 본 연구에서 투여한 clonidine 

용량들은 기관삽관시의 기도자극에 의한 과도한 교감신경

반응 항진을 예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취유도 

후 3, 4, 5분에 측정한 수축기혈압은 C2군이 나머지 두 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clonidine 투여군에서 기관삽관 후

의 수축기와 이완기혈압, 맥박변화가 대조군과 일관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tropine과 clonidine은 각각의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빈맥, 서맥, 저혈압을 상호보완적으로 

억제하지만2,9,10) 본 연구에서는 clonidine의 바람직한 혈역학

적 효과까지도 atropine에 의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atropine으로 전처치하지 않은 소

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소아에서

는 기관삽관 후 발생하는 고혈압과 빈맥은 임상적으로 중

요하지 않으나 뇌혈관 사고(cerebrovascular accident)나 심부

정맥의 위험성이 있는 소아에게는 이의 예방이 중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 반동성 고혈압, 서

맥과 같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Wright 등

과11) Carabine 등은1) 각각 0.3 mg의 clonidine을 경구로 투여

받은 성인환자에서 수술 중과 수술 후에 저혈압의 발생을 

보고하 고, Bonnet 등도12) clonidine의 근주와 경막외 투여 

모두 수술 후 저혈압, 서맥, 졸음(drowsiness)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clonidine을 마취전처치제 또는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사

람에서 호흡기에 대한 clonidine의 효과는 마약성 약제보다 

미미하다고 하며,2) 본 연구에서도 세 군 간에 호흡수와 말

초혈액 맥박산소 포화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소아의 편도와 아데노이드 적출술 전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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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된 1μg/kg 또는 2μg/kg의 clonidine과 atropine 0.01 mg/ 

kg의 조합은 저혈압, 과도한 진정,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없이 수술 전 효과적인 진정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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