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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evoflurane은 기도에 자극이 적고, 향이 좋아 투여가 용

이하며, 빠른 각성과 심혈관계 안정성 등의 이유로 최근 소

아마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evoflurane 마취 후 

halothane이나 propofol 보다 각성 흥분(emergence agitation) 

증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

다.1-3) 각성 흥분은 비교적 단시간 지속되며 보통의 경우 별

다른 치료 없이 증상이 사라지나 심한 경우에는 사고 방지

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게 되어 회복실에서의 퇴실이 지

연된다. 각성 흥분은 ether, cyclopropane, ketamine이나 scol-

polamine 사용 후 흥분 상태를 이르는 용어 으나,4) 최근 

혈액과 조직에서의 용해도가 낮은 흡입마취제 사용이 증가

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각성 흥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방

법으로는 수술 중 ketorolac의 정주,5) fentanyl의 정주나 비점

막으로 투여6,7) 그리고 clonidine의 정주나 미추경막외 투여 

및 경구 투여8-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10세 사이의 

소아를 대상으로 편도와 아데노이드절제술을 위한 sevo-

flurane 전신마취 중 ketorolac 0.5 mg/kg과 fentanyl 1μg/kg의 

단독 혹은 병용 투여가 마취 후 각성 흥분의 발생과 회복

The Effect of Ketorolac and Fentanyl on the Emergence Characteristics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in Children 
Undergoing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

Mary J Im, M.D., Dong Yeon Kim, M.D., Chi Hyo Kim, M.D., and Yun Jin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rapid emergence and recovery from general anesthesia provided by sevoflurane is associated with a frequent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in children.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emergence and recovery profiles of patients who 

received sevoflurane with or without intravenous ketorolac or/and fentanyl.

  Methods:  By using a prospective, double blinded design, 60 children of 3 to 10 year of age, scheduled for elective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 were anesthetized with sevoflurane (1-3 vol%) in a 50% N2O/O2 gas mixture.  Patients were randomized 

to one of four groups (group 1: sevoflurane only, group 2: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group 3: sevoflurane + fentanyl 

1μg/kg, group 4: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 fentanyl 1μg/kg).  A blinded observer evaluated each patient using an 

agitation scale, Faces scale and an Objective pain/discomfort scale.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four groups regarding age, sex, weight or duration of anesthesia.  

Recovery and discharge time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The incidence of severe agitation and the scores of Faces scale 

in the post anesthesia care unit,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s 2, 3 and 4 than in group 1 (P ＜ 0.05).  The incidence of 

severe pain in the post anesthesia care unit,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s 3 and 4 than in group 1 (P ＜ 0.05).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a dose of 0.5 mg/kg of ketorolac, 1μg/kg of fentanyl or both were sufficient to prevent severe 

emergence agitation and pain in children undergoing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 with sevoflurane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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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선택적 편도와 아데노이드절제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

회 신체등급분류 1 또는 2에 해당되는 3세에서 10세까지의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 고, 부모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수면 무호흡증, 발

달 장애, 정신지체환자, 간질환자, 진정제나 수면제에 중독 

경험이 있거나 전신마취 후 흥분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마취 전 투약은 하지 않았고 환자가 수술실 도착 시 환

자감시장치(M1167A, Agilent, Germany)를 이용하여 혈압, 맥

박, 심전도, 혈중 산소포화도 그리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분

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 다. 마취유도를 위하여 atropine 

sulfate 0.02 mg/kg, thiopental sodium 5 mg/kg,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한 후, 100% 산소와 sevoflurane 3 vol%로 안면 

마스크를 이용하여 용수환기 하 다. 의식 소실 후 충분한 

근이완이 이루어지고, 활력징후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sevoflurane 1-3 vol%,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2 L/min으로 투여하 고, 기계적 

환기는 CatoⓇ edition (Dräger, Germany) 마취기를 사용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35-40 mmHg,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는 1-3%로 유지되도록 호흡수와 일회호흡량을 조절하

다. 무작위로 15명씩 네 군으로 나누어 수술을 위한 입벌

리개 삽입 시 대조군(1군)은 어떠한 약물도 투여하지 않았

고, 실험군 세 군에는 ketorolac 0.5 mg/kg (2군), fentanyl 1μ

g/kg (3군) 그리고 ketorolac 0.5 mg/kg와 fentanyl 1μg/kg (4

군)을 각각 투여하 다. 수술의 시작을 입벌리개 삽입 시점

으로 정하고 수술의 종료는 입벌리개 제거 시점으로 하

다. 수술 종료 시 기계적 환기는 지속시키면서 sevoflurane과 

아산화질소 투여를 중단하고 100% 산소를 4 L/min으로 투

여하 으며, 근이완제 효과의 역전을 위해 atropine sulfate 

0.02 mg/kg, neostigmine 0.04 mg/kg를 정주하 다. 마취 각성 

시 첫 번째 기침반사가 나타난 후에는 자발호흡으로 환기

를 시켰고, 호흡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모든 환자가 구

역반사, 얼굴 찡그림 그리고 목적이 있는 행동을 보이는 

등 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 기관내관을 발관하 고 회복실

로 이송하 다. 수술 종료 시점부터 첫 번째 기침반사가 

나타날 때까지와 기관내관을 발관하기까지의 시간을 기록

하 다.

  회복실 도착 후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여(M3040A, Agi-

lent, Germany)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흥분정도

는 이중맹검법에 의해 마취에 참여하지 않은 숙련된 마취

과의사 1인이 의해 0점에서 3점까지 평가하고(0점: 수면상

태, 1점: 평온, 약한 흥분, 위로 가능, 2점: 중등도 흥분, 위

로 불능, 3점: 히스테리성 울음, 위로 불능, 몸부림침),5) 통

증 정도는 Faces scale과11) Objective Pain/discomfort Scale 

(OPS, Table 1)을12) 이용하여 평가하 다. Faces scale은 크게 

웃는 얼굴 (0점)에서 심하게 우는 얼굴(10점)까지의 얼굴표

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100 mm 자를 이용하여 얼굴 표

정에 상응하는 곳의 길이를 점수로 하 다. 흥분 점수가 2

점 이상인 경우를 각성 흥분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 고,5) 

OPS가 6점 이상인 경우를 심한 통증으로 분류하 다.13,14) 

수술 종료 시점부터 회복실에서 병실로의 퇴실기준인 환자

의 Aldrete 회복점수가15) 8점 이상이 되었을 때까지의 시간

을 기록하 고, 이 때 환자를 병실로 이송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각 군간

의 연령, 체중, Faces scale, 마취시간, 수술종료 시점부터 기

침반사, 기관내관 발관 그리고 회복실 퇴실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SPSS 11.0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Tukey 사후 검정법을 적용하

으며, 성별과 각성 흥분의 발생, 심한 통증의 유무는 카

이제곱 검정법(Chi-square test)과 Fisher의 직접 확률계산법

(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P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Table 1. Objective Pain/Discomfort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Observation  Criteria Poi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lood pressure ± 10% preop 0

＞ 20% preop 1

＞ 30% preop 2

Crying Not crying 0

Crying but responds to tender
1

  loving care (TLC)

Crying and does not responds
2

  to TLC

Movement None 0

Restless 1

Thrashing 2

Agitation Patient asleep or calm 0

Mild 1

Hysterical 2

Posture No special posture 0

Flexing legs and thighs 1

Holding scrotum or groin 2

Complain of pain Asleep, or states no pain 0

  (where appropriate Cannot localize 1

  by age) Can localize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op: preopera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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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각 군에서 평균 연령, 성별, 평균 체중과 마취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각 군에서 수술종료 시점부터 첫 번째 기침, 기관내관 발

관 그리고 회복실에서 퇴실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심한 흥분의 발생률은 각 군을 비교한 결과 2군, 3군, 4

군 모두에서 1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4).

  심한 통증의 발생률은 각 군을 비교한 결과 3군과 4군에

서 1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4).

  통증의 정도는 각 군의 Faces scale 점수를 비교한 결과 2

군, 3군, 4군 모두에서 1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4).

  술 후 회복실에서 구토 증상을 보인 경우는 1군에서 1명, 

4군에서 3명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3세에서 10세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편도와 

아데노이드절제술 시 투여한 ketorolac 0.5 mg/kg과 fentanyl 

1μg/kg의 단독 혹은 병용 투여가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의 발생과 회복 시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수술 시 ketorolac과 fentanyl을 단독 혹은 병용 투여한 군에

서 각성 흥분의 발생률이 감소하 으며, 수술 후 통증 조절

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ketorolac과 fentanyl의 사

용이 각성을 지연시키거나 회복실에서의 퇴실을 연장시키

지 않았다. 

  Sevoflurane은 향이 좋아서 투여가 쉬우며, 기도에 자극이 

적고, 혈액 가스 분배계수가 작아 마취깊이 조절이 용이하

며, 빠르고 부드러운 마취유도와 각성을 가능하게 하고, 부

Table 2. Patient's Demograph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15) Group 2 (n = 15) Group 3 (n = 15) Group 4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6.1 ± 1.7 6.7 ± 1.9 6.9 ± 1.9 6.6 ± 1.6

Sex (M/F) 10/5 6/9 7/8 7/8

Weight (kg) 23.3 ± 7.0 26.4 ± 7.5 29.7 ± 8.3 25.7 ± 6.3 

Duration of anesthesia (min) 60.6 ± 19.2 68.9 ± 22.6 59.9 ± 14.6 59.2 ± 15.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sevoflurane only, Group 2: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Group 3: sevo-

flurane + fentanyl 1μg/kg, Group 4: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 fentanyl 1μg/kg.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able 3. Emergence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15) Group 2 (n = 15) Group 3 (n = 15) Group 4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ime to Cough (min)  8.6 ± 4.1  9.2 ± 4.2  8.9 ± 4.0 11.4 ± 3.5

Time to extubation (min) 11.8 ± 3.3 12.4 ± 3.6 11.5 ± 3.9 14.0 ± 3.3

 Time to discharge from PACU (min) 32.2 ± 5.0 31.7 ± 4.8 32.7 ± 4.3 35.2 ± 5.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sevoflurane only, Group 2: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Group 3: sevoflurane + fentanyl 1μg/ 

kg, Group 4: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 fentanyl 1μg/kg.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able 4. Incidences of Severe Agitation, Pain and Faces Scale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15) Group 2 (n = 15) Group 3 (n = 15) Group 4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vere agitation 10 (66.7)  3 (20.0)*   2 (13.3)*  3 (20.0)*

Severe pain  7 (46.7) 1 (6.7)*   1 (6.7)* 3 (20.0)

Faces scale 76.7 ± 10.5  62.2 ± 13.0* 58.4 ± 9.8* 61.4 ± 1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or mean ± SD. Group 1: sevoflurane only, Group 2: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Group 3: 
sevoflurane + fentanyl 1μg/kg, Group 4: sevoflurane + ketorolac 0.5 mg/kg + fentanyl 1μg/kg.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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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발생이 적고, 심혈관계 안정성 등의 장점으로 최근 소

아 외래 수술 마취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6) 여러 연구

에서 마취유도와 회복시간이 halothane 보다 빠르고,2,17,18) 

propofol과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9,20) 이산화탄소 흡

수제에 의해 분해되어 pentafluoroisopropenyl fluoromethyl ether 

(PIFE: ‘Compound A’)를 생성하며, 이 물질은 동물실험에서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21-23) 인체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24,25) Sevoflurane 마취 후 발생하는 

각성 흥분 현상은 halothane이나 propofol 마취와 비교하여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2,17,19,26) 회복실에서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환자 상태 감시를 어렵게 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마취 후 각성 흥분은 술 후 흥분상태를 일컫는 용어로서 

과거에는 ether, cyclopropane, ketamine, scopolamine 등을 사

용한 경우나 소아에서 편도절제술, 갑상선절제술, 포경수술 

후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4) 최근 desflurane이나 

sevoflurane 등 혈액과 조직에서의 용해도가 낮은 새로운 흡

입마취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하

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마취로부터의 빠른 

각성, 약물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의 잘못된 인식, 수술 후 통증, 환자의 나이 및 성격 

그리고 마취시간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5-7,13,26,27)

  마취 후 각성 흥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이 연구

되고 있는데, Davis 등은5) sevoflurane 마취 후 ketorolac 1 

mg/kg을 정맥으로 투여하 을 때 각성 흥분이 적게 발생되

었음을 보고하 고 이는 통증이 각성 흥분 발생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Cohen 등에6,14) 의하면 정맥으

로 fentanyl을 투여 시 진통용량 1.25μg/kg로는 각성 흥분의 

감소 효과가 적었으나, 2.5μg/kg는 sevoflurane과 des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 연구에

서 사용된 용량은 진통 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각성 흥분의 

발생에 통증 이외의 기전이 작용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

하 다. 통증이 없는 자기공명 상촬 이나26) 신경차단법,28) 

경막외마취로9) 통증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이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fentanyl을 진통

용량인 1μg/kg로 투여한 경우에도 각성 흥분의 감소 효과

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Cohen 등은 마취유

도시 sevoflurane만을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thiopental 

sodium과 sevoflurane을 사용했으므로 서로 다른 마취유도제

가 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진정 효과를 내는 α2-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효현제(α2- 

adrenoreceptor agonist)인 clonidine을 정맥으로 2μg/kg을 투

여하거나,8) 미추경막외로 3μg/kg을 투여하는 경우에도9) 각

성 흥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 Constant 등은29) sevoflurane

과 halothane으로 마취한 소아 환자의 뇌파검사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두 약물의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Cohen 등의19) 보고

에 의하면 propofol과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시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지만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의 발생

률이 높게 나타나 빠른 각성이 각성 흥분의 주 원인은 아

니라고 하 다.

  Ketorolac은 소아에게 많이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증성 진통제로 cyclooxygenase를 억제하고, prostaglandin 합

성을 억제하여 말초 통증 수용기의 활성화를 감소시킴으로

써 진통 효과를 발휘한다. 소아에서 ketorolac 사용 시 성인 

용량보다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30) 최근 

Dsida 등의31) 연구에 의해 성인 용량인 0.5 mg/kg을 정맥으

로 투여 후 6시간까지 진통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본 연구에서도 ketorolac의 진통 용량으로 0.5 mg/kg을 

선택하여 투여하 다. 부작용으로는 과량 사용 시 혈소판의 

기능이상, 장출혈, 신장으로의 배출지연, 신기능저하 환자에

서 사용 시 급성신부전을 유발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32) 

Fentanyl은 진통 작용과 진정 작용이 있는 아편유사작용제

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짧고, 작용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주로 정맥으로 투여하나 근육주사나 비

점막에 점적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Fentanyl 2.5μg/kg을 정

맥으로 투여했을 때 효과적으로 각성 흥분을 예방할 수 있

지만 구토 발생률이 75%로 나타나 일반적인 편도와 아데노

이드절제술시의 구토 발생률보다33) 높아서 항구토제를 병용 

투여해야 한다고 하 다.6,14) 본 연구에서는 진통 용량인 1

μg/kg으로 투여하 고, 항구토제는 투여하지 않았으며 술 

후 회복실에서 구토 증상을 보인 경우는 대조군인 1군에서 

1명(6.7%), ketorolac 0.5 mg/kg과 fentanyl 1μg/kg을 병용 투

여한 4군에서 3명(20%)이었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sevoflurane만 투여한 경우에 비해 ketorolac

과 fentanyl을 단독 혹은 병용 투여한 경우에서 심한 각성 

흥분의 발생률과 Faces scale 점수가 낮았고, 심한 통증의 

발생률은 fentanyl 혹은 ketorolac과 fentanyl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연구에 사용한 ketorolac 

0.5 mg/kg과 fentanyl 1μg/kg은 모두 진통 용량으로 이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하 을 때에도 단독 사용에 비

해 각성 흥분이나 심한 통증의 발생, Faces scale 점수에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아에서는 통증의 평가가 어렵고, 각

성 시 흥분 상태와 통증으로 인한 환자의 표현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통증이 각성 흥분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마취전투약을 하지 않았으나 Viitanen 

등의34) 보고에 의하면 마취 전에 midazolam 0.5 mg/kg를 경

구로 투여 시 각성 흥분은 감소시키지 않고, 회복이 지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ikawa 등은10) clonidine 4μg/kg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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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마취전투약 시 각성 흥분의 발생이 감소했음을 보고

하 다.

  각성 흥분은 연령에 따라 다른 발생률을 보이는데, 임경

중 등은35) 학동전기 아동은 학동기 아동에 비해 각성 흥분 

발생이 흔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 고, Aono 등은2) 6

세 이하의 남아에서 그 이후 연령의 남아보다 각성 흥분의 

발생률이 높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라 ketorolac과 fentanyl

이 각성 흥분 발생과 통증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는 연구

가 향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성 흥분의 발생은 주로 

각성 후 10분 이내에 발생하지만, 회복실에 수면 상태로 입

실 후 30분이 지나 각성 흥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

다.28) 본 연구에서는 흥분 정도와 통증의 정도를 환자가 회

복실에 도착한 직후에만 평가하 으나, 회복실에서 일정 시

간이 지난 후와 병실에서의 환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소아의 편도와 아데노이드절제

술 시 정맥으로 ketorolac 0.5 mg/kg과 fentanyl 1μg/kg을 단

독 혹은 병용 투여하여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의 발

생을 감소시킴을 보았고, 각성이나 회복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았다. 향후 여러 수술을 대상으로 각성 흥분의 발생 예방

법, 사용 약물의 종류와 용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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