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 46: 528∼534
□임상연구□

Korean J Anesthesiol Vol. 46, No. 5, May, 2004

528

서      론

  최근 의료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분야의 수술들이 

비침습적 방법(non-invasive method)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술당일 퇴원하는 전신마취의 빈도도 날로 증가되

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신마취의 조건으로 신속한 

마취유도, 술 중 마취깊이 조절의 용이성 외에도 부드럽고 

신속한 마취회복과 마취 후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적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의 마취제가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또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1989년 임상에 도입된 이래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장으로부터의 배설이 빠르고 혈 

중 propofol 농도가 50% 이하로 감소되면 환자가 각성되므

로 진정작용으로부터의 회복이 신속하고 다른 진정제와 비

교하면 잔여의 진정 효과가 적으며 또한 숙취현상과 인지

기능의 손상 등이 적다.1) 그리고 회복 시 주관적인 행복감

이나 쾌감을 느낄 수 있어 술 후 환자의 만족감이 크다.2,3)

  최근에 개발된 흡입마취제인 sevoflurane도 임상에서의 사

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의 흡입마취제에 비해 혈액-가스 

용해도가 낮아 마취 유도와 각성이 빠르고 냄새가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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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ed to two groups of 30; i.e.  Propofol or Sevoflurane groups.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using propofol plus a fenta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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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자극이 거의 없어 소아마취나 외래환자의 마취 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4)

  Propofol과 sevoflurane은 이러한 장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두 마취제를 이용하여 전신마취의 각성이나 만족도

를 서로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5-13) 이는 두 마취제에 의한 마

취 시 각각의 마취깊이를 서로 비슷한 정도에서 유지시킨 

후 비교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는 환자의 전신마취 중에 진정상태와 최면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bispectral index system (BIS)을 사용하여 각각 같은 

정도의 마취깊이로 조절하여 유지한 propofol 정맥마취와 

sevoflurane 흡입마취에서 마취회복 시 각성의 신속성과 마

취 후 부작용의 발생빈도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관찰대상은 복식전자궁적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

my)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급 또는 2급

에 해당하는 성인 여자 환자 60명이었다. 대상 환자 중 심

혈관계나 호흡기계 또는 뇌신경계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

우, 진정제나 수면제의 상습복용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신

경정신학적 이상이 있는 환자 등은 제외하 다. 본 연구는 

시행 전에 병원 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았으며 수술 전날 

환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마취방법 그리고 술 후 

환자의 회복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

다. 

  대상군은 무작위로 propofol을 이용한 정맥마취군(propofol

군) 30명과 sevoflurane을 이용한 흡입마취군(sevoflurane군) 

30명으로 나누어 시행하 다.

  모든 환자는 8시간 이상 금식 후 마취 전투약으로 수술

실 도착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mg, midazolam 2 mg을 

근주하 다. 마취유도 전 심전도 감시기(Lifescope 9, Nihon 

Kohden, Japan)를 이용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하고, BIS 

monitor (A-2000,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하여 

BIS 측정을 시작하 다. 

  마취유도는 두 군 모두 fentanyl 1μg/kg, lidocaine 1.5 mg/ 

kg, propofol 1.5 mg/kg을 순서대로 정주하 으며 환자의 의

식이 소실되면 vecuronium 0.15 mg/kg을 정주한 후 O2와 

N2O를 각각 1 : 2의 비율로 마스크를 통해 흡입시키면서 3

분간 용수조절호흡 후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 다. 기관 내 

삽관 후 마취회로를 기관 내 튜브에 연결하고 전체 가스 

유량 3 L/min (O2 : N2O = 1 : 2)을 사용하여 호기말 이산

화탄소 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마취환기기의 일회

호흡량과 호흡수를 결정한 뒤 반폐쇄식 순환방법으로 기계

조절호흡을 실시하 다.

  마취유지는 propofol군은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기계(Master TCI, Fresenius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propofol 4μg/ml을 목표농도로 조절하여 주입을 

시작하 고 sevoflurane군은 Drager Cato 기화기(Dragerwerk 

AG, Lubeck, Germany)를 이용하여 2 vol%로 흡입되도록 조

절하 으며, 두 군 모두 술 중 마취제 투여량은 마취깊이를 

BIS로 감시하면서 BIS치가 40-6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절

하 다. 술 중 혈압이 마취시작 전 혈압을 기준으로 기준치

의 20% 이상 증가될 때는 fentanyl 1μg/kg을 추가 투여하

고, 근이완제는 신경근전달 감시장치(TOF-Watch, Organon 

Teknika,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사연속자극(train of four, 

TOF)에 1개의 연축 반응이 나타날 때 vecuronium 0.035 mg/ 

kg을 추가 투여하 다. 

  복막층 봉합이 끝난 후부터 propofol과 sevoflurane의 투여

량을 조절하 는데 근육층 봉합부터 피하층 봉합까지는 

propofol과 sevoflurane의 투여량을 술 중 유지 용량의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BIS치가 70이 넘지 않도록 조

절하 는데, 이 때의 근육층 봉합부터 피하층 봉합까지의 

시간(time from starting suture of muscular layer to ending 

suture of subcutaneous layer, TM-S)을 측정하 다. 피하층 봉

합이 끝난 후부터는 O2와 N2O 외에 모든 마취제 투여를 중

지하 고 피부층 봉합이 끝난 이후부터는 100% 산소만을 

투여하 는데, 피부층 봉합이 끝난 직후에 glycopyrrolate 

0.005 mg/kg과 pyridostigmine 0.5 mg/kg 투여로 근이완제의 

효과를 길항시킨 후 자발호흡이 완전히 돌아왔음을 확인한 

Table 1. 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PA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ctivity 2 Able to move 4 extremities voluntarily or on 

  command

1 Able to move 2 extremities voluntarily or on 

  command

0 Able to move 0 extremities voluntarily or on 

  command

Respiration 2 Able to deep breath with cough freely

1 Dyspnea or limited breathing

0 Apneic

Circulation 2 BP ± 20% of preanesthetic level

1 BP ± 20-50% of preanesthetic level 

0 BP ± 50% of preanesthetic level

Consciousness 2 Fully awake

1 Arousable on calling

0 Not responding

Color 2 Pink

1 Pale, dusky, blotchy, jaundiced, other

0 Cyanoti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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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 고 피부층 봉합이 끝난 후부터 

기관 내 튜브 발관까지의 시간(time to extubation, TE)을 측

정하 으며, 또한 총 마취시간을 계산하여 기록하 다.

  마취로부터의 회복속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내

용을 모르는 다른 연구자가 환자가 구두명령에 반응하여 

눈뜨는 시간(time to response, TR), 본인의 이름, 장소와 날짜 

등을 인지하는 시간(time to orientation, TO), 구두명령에 손

가락을 들어 코에 댈 수 있는 시간(time to finger to nose, 

TF)을 기록하 다. 또한 마취 종료 5분, 15분, 30분, 2시간 

후에 마취 후 회복점수(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PARS, 

Table 1)를 측정하 다. 또한 회복실에 있는 동안 구역, 구

토, 두통, 어지럼증, 떨림의 부작용을 관찰하 고, 술 중 각

성 정도를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 다. 

  얻어진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두 

군 환자의 인구학적 자료와 부작용 발생 빈도는 χ2-test로 

비교하 고, 두 군 내에서 시간에 따른 차이는 반복측정 

ANOVA로, 군 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로 비교하여 P 값

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대상 환자가 각각 30명씩인 propofol군과 sevoflurane군에

서 나이, 체중, 신장 및 총 마취시간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반 근육층 봉합부터 피하층 봉합까지의 시

간인 TM-S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피부층 봉합 직후부터 기관 내 튜브 발관까지의 시간인 

TE와, 마취회복속도로서 구두명령에 반응하여 눈뜨는 시간

인 TR, 구두명령에 손가락을 들어 코에 댈 수 있는 시간인 

TF는 모두 propofol군에서 약간 짧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본인의 이름과 장소와 날짜 등을 인지하는 

시간인 TO는 propofol군이 sevoflurane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

았다(P ＜ 0.05, Table 3).

  기관 내 튜브 발관 후부터 시행한 마취 후 회복점수

(PARS)는 5분과 15분에서는 propofol군에서 약간 짧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30분부터는 두 군 모두에서 10점을 

나타내었다(Table 4).

  수술 후 5, 15, 30분과 2시간에 관찰된 환자의 마취 후 

부작용 중 구역의 발생빈도는 propofol군에서 3명(10%), se-

voflurane군에서 14명(46.6%)으로 sevoflurane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나(P ＜ 0.05, Table 5), 구토는 sevoflurane군에서만 2

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Sevoflurane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47.5 ± 7.1 44.3 ± 6.5

Weight (kg) 60.1 ± 7.3 59.2 ± 8.8

Height (cm) 157.2 ± 4.9 157.4 ± 5.2 

Time from starting suture of 1148.7 ± 146.5 1198.3 ± 152.5

  muscular layer to ending 

  suture of subcutaneous layer (sec)

Duration of anesthesia (min) 105.5 ± 16.4 112.5 ± 14.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able 4. Values of 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PA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Sevoflurane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min  8.9 ± 0.7  8.8 ± 0.8

15 min  9.8 ± 0.3  9.7 ± 0.5

30 min 10.0 ± 0.0 10.0 ± 0.0

 2 hours 10.0 ± 0.0  10.0 ± 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was as-

sessed by the score (0 to 2) in five components (activity, respi-

ration, circulation, consciousness and color). Details are arrayed in 

Table 1.

Table 5. Untoward Effects during Anesthesia and Postanesthetic 
Period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Sevoflurane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3 (10) 14 (46.6)*

Vomiting 0 (0)  2 (6.6)

Headache 1 (3.3)  1 (3.3)

Dizziness 2 (6.6)  1 (3.3)

Shivering 3 (10)  2 (6.6)

Recall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 of occurrence. *P ＜ 0.05.

Table 3. Emergence and Recovery Ti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Sevoflurane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ime to extubation (sec) 128.9 ± 42.7 136.6 ± 44.5 

Time to response (sec) 33.4 ± 37.7 54.3 ± 52.3

Time to orientation (sec) 96.8 ± 60.6  161.7 ± 90.7*

Time to movement of
142.1 ± 80.1 201.0 ± 96.9

  finger to nose (se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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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7%)이 발생하여 ondansetron 4 mg을 정주하여 치료하

고, 두통은 propofol군과 sevoflurane군에서 각각 1명, 어지럼

증은 propofol군에서 2명, sevoflurane군에서 1명, 떨림은 pro-

pofol군에서 3명, sevoflurane군에서 1명이 발생되었으나 이

들 모두 임상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구토, 두

통, 어지러움, 떨림은 모두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고, 수술 중 기억을 한 경우는 두 군 모두에서 없었다

(Table 5).

고      찰

  전통적인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에 비해 propofol

을 이용한 정맥마취의 장점으로는 빠르고 부드러운 마취회

복과 마취 후 부작용 발생빈도의 감소 등이 있으며,14)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isoflurane 마취보다 술 후 회복실에 머

무르는 시간이 짧고 마취 후 구역, 구토 등의 발생빈도가 

낮다.12) 이러한 이점은 특히 외래환자의 마취 시 반드시 필

요한 것으로써 이러한 특성 때문에 propofol은 특히 짧은 시

간의 외래수술마취 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isoflur-

ane보다 더욱 작용시간이 짧은 sevoflurane의 개발로 전신흡

입마취로도 신속, 용이한 마취깊이 조절과 빠른 회복이 가

능하게 되었다. 

  현대의 전신마취는 신속하고 부드러운 마취유도와 술 중 

마취깊이 조절의 용이성 외에도 신속한 마취회복, 그리고 

술 후 부작용의 최소화 등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되

고 있고 propofol과 sevoflurane은 이러한 장점들을 서로 공

유하고 있으며,12) 두 마취제를 비교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그 연구결과는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Fredmann 

등과5) Lien 등은7) propofol과 sevoflurane을 N2O와 fentanyl을 

함께 사용한 균형마취 시 회복속도에서 두 군 사이에 차이

가 없다고 하 고, Fish 등도8) sevoflurane과 alfentanil을 이용

한 흡입마취와 N2O 사용 없이 propofol과 remifentanil만을 

이용한 전정맥마취 시에도 술 후 회복속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다고 하 다. 반면 Peduto 등은12) 3시간 이내의 외래

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 각성과 회복속도

가 sevoflurane을 사용한 환자에서 propofol에 비해 더 빠르

다고 하 고, Wandel 등도6) sevoflurane 사용 환자에서 각성

속도가 유의하게 빠르고 수술 후 첫 1시간의 PARS도 더 

높다고 하 다. Hong 등은13) 10분 내 초기 각성은 sevo-

flurane을 사용한 환자가 propofol에 비해 더 빠르나 30분 내 

각성에는 서로 차이가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점을 나타내기

는 어렵다고 하 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9-11) propofol을 

사용한 환자에서 회복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속도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PARS에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본인의 이름, 장소와 날짜 등

을 인지하는 시간인 TO에서는 propofol군에서 유의하게 빠

른 회복속도를 보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propofol

과 sevoflurane을 이용한 전신마취 후 회복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각 연구에서 시행되는 방법이나 과정 상의 차이에 따

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어떤 마취가 더 

빠른 회복속도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를15-17) 종합해보면 두 마취제가 기존의 흡입마취

제인 isoflurane에 비해서 회복속도는 더 빠른 것 같다. 그러

나 Ebert 등은18) 90분 이내의 짧은 수술일 경우 초기 마취

유도 약제와 opioid 또는 benzodiazepine 등의 마취 중 사용

한 추가 약제의 잔류 효과로 인해 회복속도 측정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 90분 이상의 수술에서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두 90

분 이상의 마취시간을 요하는 수술에서 시행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향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회복속도 측정 결과는 다른 유사한 연구

와5-14) 비교해 볼 때 좀 더 빠른 회복속도를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각 마취 시 마취 농도 조

절은 BIS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서로 비슷한 정도로 조절하

고 수술 종료 약 15-20분 전부터는 마취제 투여농도를 

유지용량의 절반정도로 감소시켜 유지하다가 수술 종료와 

함께 투여를 중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BIS는 약물에 

의한 마취나 진정 시 그 효과를 측정하는 뇌전도의 지표로

서 특히 propofol과 같은 정맥마취제 사용 시 BIS와의 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Gan 등과19) Anez 

등
20) 및 Sandler 등은21) BIS를 이용하여 propofol 농도를 적

절하게 조절하면 술 중 활력증상(vital signs)의 큰 변화 없

이 마취제의 과도한 사용량을 피할 수 있어 더 빠른 마취

회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있다. 흡입마취제와 BIS

와의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도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Pavlin 등은22) BIS와 함께 sevoflurane을 사용하 을 경우 평

균 13%의 마취제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회복시간도 

11%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 으며, 정성욱 등도23) BIS 사

용 시 회복시간이 유의 있게 단축되었다고 하 다. 또한, 

Morimoto 등은24) 수술 중 BIS 수치가 40-60으로 유지되고 

수술 종료 15분 전부터는 60-75로 유지되도록 마취제 농

도를 조절할 경우 술 중 합병증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마취제 소비량이 감소되고 회복 양상이 향상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술 중에는 BIS 수치가 40-60이 되도록 

마취제 투여농도를 조절하 고 특히 수술 종료 15-20분전

부터는 BIS 수치가 70 이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취

제 투여농도를 그 전 유지용량의 절반정도로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들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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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두에서 빠른 의식 회복을 보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propofol의 주입은 수동조절주입(manually con-

trolled infusion, MCI)이 아닌 TCI 방식을 이용하 다. TCI는 

마취의사가 환자 나이와 체중, 그리고 혈 중 목표약물농도

를 결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입 기계 내에 저장된 인

구약동학적 정보에 따라 원하는 농도에 도달되고 유지되도

록 필요한 속도로 약물을 주입시켜 주는 정맥 내 약물전달

체계의 새로운 방식이다.25) 이러한 TCI 방식을 기존의 MCI 

방식과 비교한 연구는 많은데, Hunt-Smith 등은26) 회복시간

이나 총 사용량에서 뿐만 아니라 혈역학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안정성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두 방식이 비슷

하다고 한 반면, Servin과27) Mazzarella 등은28) TCI 방식이 

MCI 방식에 비해 사용하기가 쉽고 편리하며 더욱 안전하여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 다. 많은 연구에서 propofol의 총 주

입용량은 MCI 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TCI 방식을 사용할 

때가 더 많다고 하 는데27-29) 이것이 환자의 각성을 지연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Lehmann 등은29) TCI 이용 

시 propofol의 투여용량은 더 많지만 회복시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 고, 본 연구에서도 마취 중 BIS를 이용하여 적

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 으므로 회복속도에 미치는 향

은 크지 않았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관찰된 부작용 중에서 구토, 두통, 

어지럼증, 떨림의 증상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으나, 구역

의 발생빈도는 sevoflurane군이 propofol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Hong 등과13) Raeder 등도14) 술 후 구역과 구토의 

발생빈도는 sevoflurane군이 propofol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고 하 고, Nelskyla 등은10) 퇴원까지의 시간은 두 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술 후 구역/구토 빈도가 sevo-

flurane군이 더 높으므로 소수술을 위한 초단기간 마취 시는 

propofol을 사용하는 것이 sevoflurane보다 더 좋다고 하 다. 

술 후 구역/구토 발생의 위험 요소는 여자, 소아, 흡입마취

제, N2O의 병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구역/구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비흡연자 등이라고 하 다.30,31) Propofol과 sevo-

flurane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는 여자, N2O의 병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같은 위험 요소가 두 군 모두에 같은 정도

로 존재하 으나 수술 후의 구역 발생빈도는 propofol 사용 

환자에서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propofol의 항구토 효과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Propofol의 항구토 기전에 대해서 현재

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dopamine-2 (D2) 수용

체에 대한 항도파민 작용, 강력한 5-HT3 수용체 억제작용, 

화학수용체 방아쇄유발 역(chemoreceptor trigger zone)이나 

미주 신경핵(vagal nuclei)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작용 등

의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고,32) 임상적으로는 Borgeat 등에33) 

의해 propofol의 항구토 효과가 처음으로 증명된 이후 다른 

연구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34,35) Propofol의 항구토 효과는 

혈중 농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역을 나타내는 수

치를 50%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propofol의 혈중 농도는 평

균 343 ng/ml이므로34) 1시간 이상의 긴 수술 시 술 후 pro-

pofol에 의한 항구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propofol을 

지속정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 다.3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propofol군에서는 propofol이 술 중 최면농도로 지속정주

되었으므로 propofol의 항구토 효과가 술 후에 나타날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흡입마취 시 마취유도제로서 pro-

pofol을 사용할 경우는 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빈도가 감소

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30분 이내의 짧은 수술

의 경우이고, 그 이상의 긴 수술에서는 마취유도 시 사용한 

propofol은 짧은 작용시간으로 인해 효과가 없다고 하

다.3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evoflurane군에서 마취유도 

시 사용된 propofol은 본 연구의 수술시간을 고려해 볼 때 

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억제에 대해서 향을 주지 못하

으리라 생각된다. 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은 환자가 회복실

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고, 당일 퇴원해야되는 외래환

자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게 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 항구토

제의 투여가 요구되어 의료비용이 증가된다. 또한 구토에 

따른 수술부위의 감염이나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은 환자 사망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술 후 

구역/구토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마취의사에게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부인과 수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36,37) sevoflurane을 사

용한 환자 중 약 60%에서 구역/구토가 발생되었다고 하 으

나, 본 연구의 sevoflurane군에서는 구역의 발생빈도가 46.6%

고 구토의 발생빈도는 6.6%로 낮았다. Nelskyla 등은37) BIS

를 이용하여 sevoflurane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한 군과 BIS

를 이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술 후 구토의 발생빈도를 비

교하 는데 BIS 이용군과 대조군의 술 후 구토의 발생빈도

는 각각 16%와 40%로 BIS 이용군에서 현저히 낮아서 BIS

를 이용하여 sevoflurane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술 후 

구토의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N2O 및 fentanyl의 사용과 대상 환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위

험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결과보다36,37) 구역 

발생빈도가 낮은 것은 BIS를 이용한 sevoflurane 농도의 적

절한 조절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취 후 빠른 회복으로 최근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흡입마취제인 sevoflurane과 정

맥마취제인 propofol 마취 시 BIS를 이용하여 각 마취의 깊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마취를 유지시킨 후 마취회복 시 회

복 양상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술 후 환자 회복 속도는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술 후 부작용의 발생 중 

특히 구역의 발생빈도가 propofol군에서 현저히 낮았고 구토

의 발생빈도도 또한 낮았다. 따라서 두 마취제 모두 전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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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후에는 비슷한 정도로 신속한 회복을 나타내었으나 빠

른 퇴원과 퇴원 후 환자 안전이 요구되는 외래환자 마취 

시에는 구역과 구토의 발생빈도가 높은 sevoflurane 마취보

다는 이러한 부작용이 적은 propofol 마취가 더 적절할 것으

로 생각되며, 이때 BIS를 이용하여 마취깊이를 적절히 조절

하면 술 후 회복이 더욱 빠르고 부드러우며 구역과 구토의 

발생빈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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