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 46: 397∼401
□임상연구□

Korean J Anesthesiol Vol. 46, No. 4, April, 2004

397

서      론

  우리 몸의 체열은 정상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두부와 흉부와 같은 신체의 반 정도의 체온을 반

하는 심부체온은 나머지 말초부위와 약 2-4oC 정도의 온

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1,2) 따라서 심부 체온은 정확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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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Hypothermia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results initially from core-to-peripheral redistribution of body heat.  

Both central inhibition of tonic thermoregulatory vasoconstriction in arteriovenous shunts and anesthetic induced vasodilation 

contribute to core-to-peripheral redistribution of heat.  Ketamine increases peripheral arteriolar resistance uniquely; in contrast, 

propofol causes profound venodilatation that other anesthetics do no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valuate core temperature 

and skin-surface temperature gradients in use of ketamine for anesthetic induction compared with propofol in children.

  Methods:  Forty pediatric patients of ASA status I or II, undergoing elective surgery for strabismus or inguinal hernia were 

studied.  The patients were allocated randomly to one of two groups:  (i) GROUP P (n = 20):  Anesthesia was induced with 

propofol and maintained with sevoflurane in combination with 60% nitrous oxide in oxygen.  (ii) GROUP K (n = 20):  Anesthesia 

was induced with ketamine and maintained with sevoflurane in combination with 60% nitrous oxide in oxygen.  Core temperature, 

forearm skin temperature, fingertip skin temperature and Forearm minus fingertip, skin-temperature gradients were recorded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3 min after administering ketamine or propofol (just before endotracheal intubation), 5 min, and at 5-min 

interval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Result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core temperature in the two groups was decreased but resul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wo groups.  Forearm skin temperatur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20 min of anesthesia in propofol group and 15 

min of anesthesia in ketamine group, but resul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wo groups.  Finger tip skin temperatur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3 min of anesthesia in the propofol group and 10 min of anesthesia in the ketamine group.  

Finger tip skin temperature of 5 min of anesthesia in propofo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greater than in ketamine group.  Forearm 

minus finger skin surface temperature gradients was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t 3 min of anesthesia in the propofol group 

and 10 min of anesthesia in the ketamine group, gradients of 5 min of anesthesia was 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  For pediatric patient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ketamine arteriovenous shunt vasomoter status was well 

maintained.  And maintaining vasoconstriction during induction of anesthesia reduced the magnitude of redistribution hypothermia.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39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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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을 나타내지 못하며, 이러한 심부와 말초조직 간의 온

도차는 체온조절성 혈관수축(thermoregulatory vasoconstric-

tion)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Sevoflurane과 propofol을 포함한 대부분의 마취제들은 체

온조절의 장애를 유발하여 마취 중 심부 저체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신 마취유도 후 초기 1시간 동안 발생하

는 급격한 심부체온의 하강은1) 심부로부터 말초로의 체열 

재분포(redistribution)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Propofol에 의한 마취유도 후에 발생하는 저체온은 중추

성 체온조절의 장애보다는 propofol이 짧은 기간 동안 전신

적인 혈관확장을 일으킴으로서 중심으로부터 말초로의 체

열의 재분포를 촉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

은 온도차를 거슬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체온이 

발생하면 말초조직으로 소실된 열은 심부로 돌아올 수 없

으며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propofol 정주에 의한 혈

관 확장이라도 심부체온에 지속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3) 

  Ketamine은 다른 마취제들과 달리 교감신경계의 직접적인 

자극효과로 catecholamine 분비가 증가되어 소동맥 혈관저항

을 증가시킨다.4,5) Ketamine은 전신마취 유도 동안 혈관수축

을 유지하여 심부열의 말초로의 이동을 줄이거나, 다른 마취

제들로 마취를 유도하는 동안 발생하는 혈관확장을 예방할 것

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마취유도 후 저체온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ketamine과 propofol로 

전신마취를 유도한 후 심부체온, 전완(forearm) 피부체온, 손

가락(fingertip) 피부체온 및 전완-손가락 피부체온 차를 비교

하여 두 약제의 혈관운동반응(vasomotor response)을 비교하

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등급 제1 및 2에 해당하는 총 

40명의 사시나 서혜부탈장으로 선택수술을 받는 건강한 소

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자에게 투여약제 및 마취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마취전처치로 glycopyrrolate 0.004 mg/kg을 수술 30분 전

에 모든 환자에게 근주하 고, 그 외에 다른 수면제나 진정

제는 투여하지 않았다. 수액과 약물투여를 위하여 왼쪽 전

완에 정맥로를 확보하 다. 대상환자는 두 군으로 분류하여 

ketamine 2 mg/kg로 마취를 유도한 K군과(n = 20), propofol 

2 mg/kg로 마취를 유도한 P군으로(n = 20) 무작위로 나누어 

할당하 다. 두 군 모두에서 vecuronium 0.1 mg/kg을 정주하

여 근 이완을 이루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 고, 기계적 

조절 호흡과 수술 중 외과적 조작을 위하여 필요 시마다 

vecuronium을 간헐적으로 추가로 투여하 다. 

  두 군 모두 3 L/min의 신선가스유량으로 산소 하에 약 

2%의 sevoflurane과 60% 아산화질소로 마취를 유지하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5 mmHg로 유지되도록 기계적 

조절 호흡을 하 다. 기관 내 삽관튜브와 호흡기회로 사이

에 열-습기 교환 여과기를 설치하 고, 정맥용 수액은 37oC

로 가온하여 투여하 다. 대기온도는 25-26oC로 유지하

다. 환자를 수술 동안 수술포로 덮어 주었다.

  손의 동정맥 션트 관류에 대한 지침으로서 사용되는 전

완-손가락 피부체온 차를 결정하기 위해 전완과 손가락 피

부체온은 환자감시기(Hewlett Packard, USA)에 부착되어 있

는 피부체온 측정용 온도계로 측정하 다.6) 전완 피부체온 

측정용 온도계는 오른쪽 전완의 안쪽 중간 부위에 거치하

고, 손가락 피부체온 측정용 온도계는 같은 쪽 손가락 끝

의 안쪽에 거치하 다. 전의 연구들에 따라 0oC 미만의 전

완-손가락 피부체온차는 혈관확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

다.7)

  마취유도 전 심부 체온은 전자체온계를 이용하여 고막을 

통해 측정하 다. 모든 피부와 고막체온 탐침은 환자의 오

른쪽에 거치 하 다. 마취유도 후 심부 체온은 원위 식도로

부터 측정하 다. 

  심박수, 혈압, 호기말 sevoflurane과 아산화질소, 이산화탄

소농도, 그리고 동맥혈산소분압을 감시하여 기록하 다. 전

완-손가락 피부체온차는 마취유도 전, ketamine이나 propo-

fol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그리고 마취유도 후 5

분에 측정하 으며 이후 5분 간격으로 30분간 측정하 다. 

  모든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는 

two tailed, unpaired student t-test를 이용하 고 각 군내의 비

교는 paired student t-test로 하 으며 이중 P 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환자의 성별, 나이, 체중, 대기온도, 심박수, 혈압에 대하

여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마취유도 후 

30분 동안 심부 체온은 propofol군에서는 0.8 ± 0.2oC, keta-

mine군에서는 0.5 ± 0.3oC 감소하 으며 propofol군에서 약 

0.3oC 더 감소하 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Fig. 1). Propofol군에서는 전완 피부체온

이 마취유도 전, propofol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그리고 5분에 32.4 ± 0.9, 32.6 ± 1.1, 32.6 ± 1.0oC로 약간

의 상승을 보 고, 마취유도 후 20분에 33.2 ± 0.8oC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었으며 30분에는 33.5 ± 

0.7oC로 유의한 상승이 지속되었다. Ketamine군에서는 마취

유도 전과 ketamine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5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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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가락 피부체온이 각각 32.4 ± 1.4, 32.2 ± 1.4, 32.2 

± 1.3oC이었고 마취유도 후 15분에 33.4 ± 1.1oC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었으며 30분에는 33.9 ± 1.1oC

로 유의한 상승이 지속되었다. 마취유도 후 15분 이후 keta-

mine군이 propofol군에 비하여 전완 피부체온이 더 높았으나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Propofol군의 경우 손가락 피부체온이 마취유도 전, propo-

fol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5분에 각각 29.5 ± 

3.0, 31.8 ± 3.4, 33.1 ± 2.7oC로 급격한 상승을 보 고 30

분에는 34. 6 ± 0.6oC로 체온상승이 지속되었으며, 3분 이

후 30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keta-

mine군에서는 마취유도 전과 ketamine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에 각각 손가락 피부체온이 30.3 ± 2.0oC, 30.2 

± 2.3oC로 상승 없이 유지되었으며, 5분에는 31.0 ± 2.0oC

로 약간 상승하 으며, 10분에는 33.4 ± 1.2oC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었으며 30분에는 34.9 ± 1.1oC로 

유의한 상승이 지속되었다. 마취유도 후 5분에서만 두 군 간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10분 이후 30

분까지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Table 1. Morphometric and Anesthet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P (n = 20) Group K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ender (F/M)  6/14  8/12

Age (yr)  7 ± 3  7 ± 3

Weight (kg) 24 ± 8  28 ± 12

Height (cm) 122 ± 16 130 ± 16

Ambient temperature (oC)  25 ± 1 25 ± 1

Mean blood pressure (mmHg)  83 ± 10 79 ± 9

HR (beats/min)  92 ± 13  93 ± 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 n: Number 

of patients, Group P: anestheti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K: 

anesthetic induction with ketamine. Vaues are no statistically signi-

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Fig. 1. Changes in core temperature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in the two groups of pati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Elapsed time-0: just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P: 

anestheti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K: anesthetic induction 

with ketamine.

Fig. 2. Changes in the forearm skin temperature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in the two groups of patients. The difference be-

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Elapsed time-0: just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P: anestheti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K: anesthetic 

induction with ketamine.

Fig. 3. Changes in the finger tip skin temperatures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in the two groups of patients. A statistically signi-

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chieved 5 min after 

anesthetic induction.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Elapsed time-0: just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P: anes-

theti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K: anesthetic induction with 

ketamin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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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fol 군의 경우 전완-손가락 피부체온 차가 마취유도 

전, propofol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5분에 각각 

2.9 ± 2.8, 0.5 ± 2.8, -0.6 ± 2.4oC으로 5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감소하 으며, propofol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

관 직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0분에는 

-1.2 ± 0.8oC로 유의한 차이가 지속되었다. Ketamine군의 

경우 전완-손가락 피부체온 차가 마취유도 전, ketamine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5분에 각각 2.1 ± 2.4, 2.0 ± 

2.6, 1.3 ± 2.5oC이었고 10분에 -0.9 ± 1.3oC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으며 마취유도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

소를 보 으며 30분에는 -1.0 ± 0.5oC로 유의한 감소가 지

속되었다. 5분에서만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10분 이후 30분까지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4).

고      찰

  정상적으로 체열은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다. 조직의 체

온은 심부가 말초보다 높으며 이러한 정상의 심부와 말초조

직 간의 온도차는 체온 조절성 혈관수축에 의해 유지된다. 

  전신마취 시 발생하는 저체온은 특징적인 형태로 뚜렷이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세 반응시기를 나타낸다: 즉 1) 체열

의 심부로부터 말초로의 재분포에 의한 초기 심부 체온의 

빠른 감소;8) 2) 열 생성보다 열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

하는 심부 체온의 완만하게 지속되는 하강;9) 3) 진행된 저

체온에 의하여 다시 유발된 체온 조절성 혈관수축에10) 의한 

고평부(plateau) 시기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전신마취제는 중추성 체온조절에 장애를 일으

켜 정상적인 체온 조절성 혈관수축을 억제한다.11-14) 마취제

에 의한 혈관확장으로 인하여 심부의 열이 말초로 이동되

어 결과적으로 심부 체온이 전신마취 유도 후 1시간 이내

에 약 0.5-1.5oC 정도 감소하며2) 본 연구에서도 전신마취 

유도 후 30분에 약 0.5-0.8oC 감소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이전에 연구에 따르면 모든 마취제들은 혈관수축의 역치

를 감소시켜11,12,15,16) 동정맥 션트 혈관의 이완을 유발한다 

하 다. 대부분의 마취제들은 또한 국소적으로 소동맥의 혈

관이완을 일으키며,17) propofol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정맥혈

관의 확장을 유발한다고 한다.18,19) 그러나 ketamine은 다른 

마취제들과는 달리 norepinephrine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키고5) 

동맥혈관의 말초저항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는 마취유도 전, ketamine이나 propofol 투여 

후 3분(기관 내 삽관 직전), 5분, 이후에는 5분 간격으로 30

분간 혈관운동상태(vasomotor response)의 지표로서 전완-손

가락 피부체온 차를 측정하 다. 전완-손가락 피부체온 차

는 손가락의 동정맥 션트 관류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차이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혈관의 이완이 있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전완-손가락 피부체온 차는 propo-

fol군의 경우 5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 으며 ketamine

군에서는 10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어 ketamine이 

더 오랫동안 혈관의 수축상태를 유지하 음을 알 수 있다. 

propofol군은 3분, ketamine군은 10분 이후에 마취유도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역시 propofol

의 신속한 혈관이완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군 간에는 

5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10분 이후 두 군에서 

전완-손가락 피부체온 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마취유지를 위하여 투여한 sevoflurane과3,13) 아산화질소의14) 

혈관확장효과 및 기관 내 삽관의 유해자극에 의한 혈관수

축의 역치의 증가에 의한 션트 정도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

된다고 하 다.20)

  본 연구의 결과 각각의 약리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 같이 

ketamine과 propofol의 정주에 의한 마취유도 시 혈관운동반

응은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Ketamine으로 마취 유도된 경

우 동정맥션트 혈관수축이 지속된 반면, propofol의 경우 즉

각적인 혈관이완이 유발되었다. 즉 심부체온의 경우 마취유

도 후 30분에 propofol군은 0.8 ± 0.2oC 감소하 고 ketamine

군은 0.5 ± 0.3oC 감소하여 propofol군에서 약 0.3oC 더 감

소하 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이는 ketamine에 의한 동정맥션트 혈관수축의 지

속과 propofol의 즉각적인 혈관이완에 의한 체열의 심부로부

터 말초로의 재분포에 의한 심부체온의 감소를 설명할 수 

Fig. 4. Forearm minus fingertip, skin temperature gradients are an 

index of hand arteriovenous shunt perfusion; a gradient ＜ 0
o
C 

indicates vasodilation.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Elapsed time-0: just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P: anes-

thetic induction with propofol. Group K: anesthetic induction with 

ketamin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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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Ikeda 등의3) 연구에 따르면 

심부체온의 경우 ketamine으로 마취를 유도한 환자에서의 

심부체온은 propofol로 마취 유도한 환자보다 의미 있게 높

게 유지되어 마취유도동안 혈관수축을 유지함으로써 심부

체온을 감소시키는 체열의 심부로부터 말초로의 재분포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열은 온도차를 거슬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체

온이 발생하면 말초조직으로 소실된 열은 심부로 돌아올 

수 없다. 비록 마취유도 후 두 군에서 동일하게 마취유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propofol로 마취 유도된 환자에서의 상대적

인 저체온은 수술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결과로 마취유도

제에 의한 짧은 기간 동안의 혈관확장이라 하더라도 심부

체온에 대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부체온차는 말초관류나 열에 대하여 심부로부터 말초

로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며 또한 각

각의 마취유도 약제와 연관된 혈관확장이 정량화되지 않았

기 때문에 전신의 혈관운동상태에 대한 특이한 지표로 고

려되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

적으로 동정맥션트 혈관운동상태를 측정하기에 나름대로 

특이적인 방법으로서6) ketamine과 propofol에 의한 동정맥 

션트에 대하여 다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아에서 propofol 및 ketamine 정주에 의한 

마취유도 시 ketamine의 경우 전신마취 유도동안 혈관수축

을 유지하여 심부열의 말초로의 이동을 줄이거나 적어도 

다른 마취제들로 마취를 유도하는 동안 발생하는 혈관 확

장을 감소시켜 마취유도에 의한 저체온의 발생가능성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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