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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아마취 분야는 수술 중의 마취 관리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수술 후 통증관리나 회복실에서 소아 환자가 

울거나 흥분, 동요상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회복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 

그래서 거북한 냄새와 기도 자극이 없이 부드럽고 빠른 마취

유도와 빠른 각성을 보여 소아마취에서 특히 널리 쓰이는 

sevoflurane이 halothane이나2) enflurane,3) 그리고 isoflurane에4) 

비해 각성 시 흥분(Emergence agitation) 또는 섬망(Emergence 

delirium)의 발생이 높아 사용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다. Sevoflurane을 사용한 소아에서의 각성 시 흥분의 원인

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혀

진 바는 없다. Sevoflurane에 비해 propofol은 빠른 각성시간

을 제공하면서도 또한 부드러운 각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5) 저자들은 sevoflurane 마취 후 회복실에서 소아 환자

가 심하게 흥분상태를 보이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

아 보호자가 불안해하거나, 정맥 카테터가 손상되거나, 신

체적 상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따라서 회복실 간호사의 지

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찰 및 처치가 요구되어지는 것을 경

험해왔다.

  이에 소아 환자에서 빠른 마취 유도 및 각성과 함께 부

드러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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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voflurane, with its low pungency, rapid emergence and recovery, is an attractive anesthetic in paediatric 

anesthesia, but the high incidence of postoperative agitation represents a problem.  Propofol-anesthesia is recognised for its rapid 

and clear-headed emergence.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maintenance of anesthesia with sevoflurane after propofol 

induction reduces the incidence of excitatory behavior compared with thiopental sodium induction.

  Methods:  Children aged 4-10 years, undergoing elective tonsillectomy,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propofol 2.5 

mg/kg (Group P) or thiopental sodium 5 mg/kg (Group T) for induction.  After loss of consciousness, tracheal intubation was 

performed with rocuronium 0.6 mg/kg and all patients received sevoflurane (2-3 vol.%)-N2O (2 L/min)-O2 (2 L/min) for 

anesthesia maintenance.  Ventilation was controlled to maintain normocarpnia.  At the end of surgery, sevoflurane and N2O were 

discontinued and muscle relaxant was reversed.  Extubation time, agitation grade in recovery room, postoperative side effects 

and time in the recovery room were checked and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ime to extubation (6.84 ± 1.57 vs 8.48 ± 1.05 min), discharge from the recovery room(33.7 ± 3.9 vs 55.0 ± 

7.9 min) and emergence agitation incidence (8% vs 92%)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Group P and Group T, respectively (P 

＜ 0.05). The incidence of nausea and vomiting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4% vs 16%).

  Conclusions: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propofol induction compared with 

thiopental sodium.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64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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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를 thiopental sodium 또는 propofol로 하고 마취 유지

는 sevoflurane으로 하여 각각의 경우 마취 회복 시 각성 

시간과 각성 시 흥분 정도, 부작용을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상 1에 해당하며 편도선 절

제술을 받기로 예정된 3-10세의 소아 50명을 대상으로 하

고 마취 전 방문 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호자

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하 다. 수술 경험이 있거나 

경련의 기왕력이 있는 소아는 제외하 다.

  마취 전처치로 수술 예정 30분전에 atropine 0.01 mg/kg 

와 midazolam 0.05 mg/kg를 근주하 다. 수술 전 대기 시간

에는 보호자를 동반시켜 소아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

소화하도록 하 고, 정맥 카테터의 상태를 확인하 다. 수

술실에서 기본적인 맥박 산소 포화도, 심전도, 혈압을 측

정하 다. 환자들을 무작위로 P군과 T군으로 나누어 P군은 

propofol (2.5 mg/kg)으로 T군은 thiopental sodium (5 mg/kg)

으로 각각 마취유도를 하 으며 안검 반사가 소실되는 것

을 확인한 후에 rocuronium 0.6 mg/kg를 정주하여 충분한 

근이완을 얻은 후 기관내 삽관을 하 다. Propofol의 정주 

시 발생하는 통증과 불수의적 움직임을 가능한 줄이기 위

해 저온 저장한 propofol을 10-15초의 빠른 시간 내에 정

주하는 방법을6) 택했으며, lidocaine과 같은 다른 약물의 혼

합은 하지 않았다. 마취 유지는 sevoflurane 2-3 vol%-N2O 

(2 L/min)-O2 (2 L/min)로 하 으며 임상증상이나 혈역학적 

반응에 따라 sevoflurane의 농도를 조절하 고 호기말 이산

화탄소 분압이 35-45 mmHg가 되도록 호흡을 조절하

다. 수술 종료 시 sevoflurane의 투여를 중단하 고 100% 

산소로 용수 환기를 하면서 근이완 효과의 역전을 위해 

pyridostigmine 0.3 mg/kg와 glycopyrrolate 0.008 mg/kg를 정

주하 다.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충분하며 구역반사가 회복되고 사

지의 의식적 동작을 보일 때 발관을 한 후 회복실로 옮겼

는데 가능한 한 부드럽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

다. 회복실에 도착한 후 회복실 간호사가 각성 시 소아 환

자의 행동양상을 Aono's four point scale에 따라 grade 1 (= 

calm), 2 (= not calm but could be easily calmed), 3 (= not 

easily calmed, moderately agitated or restless), 4 (= combative, 

excited, or disoriented) 로 구분하여 관찰하고, 3과 4를 흥분 

상태로 규정하 으며7) 오심, 구토의 발생여부를 관찰하

다. 이때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grade 2로 하 다. 

Sevoflurane을 사용한 시간과 수술시간, 환아의 수술 전 편

도선의 크기를 기록하 고 sevoflurane을 중단한 시간부터 

발관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는데, 대상 환자가 소아여

서 지남력 회복이나 눈을 떠보라는 명령에 반응을 보이는 

시간 같은 각성시간의 측정은 시행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발관 시간으로 대신하기로 하 다. 회복실에서의 회복 정도

의 평가는 modified Aldrete' score을 기준으로 하 고 회복

실 간호사의 평가에 따라 회복실에서 퇴실하도록 하 고 

회복실에서 머문 시간을 측정하 다.

  모든 자료의 기술은 평균 ± 표준편차로 하 고 통계프

로그램은 SPSS 10.0을 이용했으며 두 군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각성 시 흥분의 발생 빈도 비교는 chi- 

square test를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대상 환아의 성별, 연령, 체중 그리고 편도선의 크기는 

두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수술 시간과 sevoflurane을 사용한 

시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발관 시간과 회복실에서 머문 시

간은 P군이 6.8 ± 1.6분과 33.7 ± 3.9분으로 T군의 8.5 ± 

1.1분과 55.0 ± 7.9분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1). 회복 시 오심과 구토의 발생은 P군에서는 

4%, T군에서는 16%로 T군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각성 시 흥분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grade 3과 4에 해당하는 “각성 시 흥분”의 발생이 

P군이 8%, T군이 92% 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1)(Table 2).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P Group T
(n = 25) (n = 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7/8 13/12

Age (yrs)  6.4 ± 1.9  5.8 ± 1.8

Weight (kg) 21.3 ± 6.9 19.8 ± 6.3

Duration of exposure
  46.9 ± 11.2  45.4 ± 11.1
to sevoflurane (min)

Operation time (min) 39.3 ± 9.5  36.8 ± 11.4

Time to extubation (min)   6.8 ± 1.6*  8.5 ± 1.1

Time to discharge
  33.7 ± 3.9* 55.0 ± 7.9
from RR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P: induction by propofol 2.5 mg/kg, 

Group T: by thiopental sodium 5 mg/kg. RR: recovery room.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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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전신 마취로부터의 바람직한 회복은 가능한 한 부작용 

없이 빠르고 부드럽게 각성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수술인 편도선 절제술의 경우 특히 더 

빠른 각성과 기도 반사의 회복과 함께 오심이나 구토, 통

증, 흥분 등을 줄일 수 있는 마취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Sevoflurane은 용해도가 기존의 흡입

마취제보다 낮아 마취유도 및 각성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어 소아 마취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halothane이나 

enflurane, isoflurane, propofol에 비해 각성 시 흥분의 빈도가 

높아 사용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각 마취제의 

장점만을 이용하여 마취유도와 유지를 달리하는 방법이 제

시되고 있다.1-5)

  각성 시 흥분이란 수술 후 마취제로부터 각성되는 과정 

초기에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발생하는 공격적인 흥분

상태로,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구속이 요구되어지기도 하며 

섬망(delirium)등으로도 명명되기도 한다.8)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저산소혈증, 통증, 방광의 팽만, 오심, 

다른 약물들의 향 등을 들 수 있으며8) 특히 sevoflurane 

마취의 경우 마취제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향,4) 너무 빠르

게 흡입마취제가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통증과 불안감,9) 낯

선 환경에서의 빠른 각성6)등이 흥분이나 섬망으로 나타난

다는 보고가 있다.

  Sevoflurane 마취 후 회복 시 흥분이나 섬망 상태에서는 

소아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환아 본인의 신

체를 다치거나 정맥 카테터가 뽑힐 위험이 있으며 보호자

들은 불안과 불신감을 갖게 되므로 회복실 의료진의 불필

요한 수고가 늘어나며 지속적인 관찰 및 간호가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회복 시 흥분이나 섬망 상태를 줄이려는 노력

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통증으로 보면서 수술 중 

ketorolac 1 mg/kg를 정주하여 유의하게 섬망을 감소시킨 보

고가10) 있고 Johannesson 등은11) sevoflurane 마취 시 수술 중 

paracetamol을 처치한 경우에는 10명의 소아 환자 중 10명 

모두에서 수술 후 흥분이 발생하 고 마취 유도전 parace-

tamol을 처치한 경우에는 12명 중 4명에서만 흥분을 나타내

었음을 보고하면서 선진통제의 사용을 권하 다. 하지만 수

술 후 흥분의 원인이 통증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보고 

되고 있는데 Wells와 Rasch는12) sevoflurane으로 전신마취 후 

각성 시 흥분상태를 보인 4례의 증례보고에서 그 원인을 

통증이라 할 수 없으며 주위 환경 자극에 대한 잘못된 인

식과 연관이 있다고 하 다. Cravero 등은13) MRI촬 을 위해 

halothane과 sevoflurane으로 전신 마취를 받은 소아에서 통증

이 없는 상태 는데도 불구하고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시 흥분이 halothane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 다.

  한편 마취제로부터의 빠른 각성을 각성 시 흥분이나 섬

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propofol을 사용한 경우

와 비교되어 보고 되고 있는데 Cohen 등은14) sevoflurane으

로 마취유도 후 마취유지를 각각 sevoflurane 또는 propofol

로 했을 때 마취로 부터의 각성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각성 시 흥분이 마취 유지를 sevoflurane을 사용한 경우 

23.1%로 propofol로 유지를 한 경우의 3.7%에 비해 더 높음

을 밝혔고 Voepel-Lewis 등은15) sevoflurane을 사용한 마취 

후 각성 시 흥분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조사하면서 빠

른 각성을 그 원인에서 제외시켰다.

  또, 어린 소아에서 흥분이나 섬망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정신적 미성숙이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Aono 등은7) 3-5세의 소아가 6-10세의 소아보다 sevo-

flurane 마취 후 더 높은 흥분을 보이며(40% vs 11.5%) 이는 

흥분의 원인이 통증이나 저산소혈증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으로 덜 성숙된 소아에서 각성되어 낯선 환경에 빨리 노출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임경준 등도16) thiopental sodium 5 

mg/kg 로 마취 유도 후 sevoflurane으로 마취 유지를 한 경

우 학동기 전 소아에서 흥분 및 섬망의 빈도가 100%로 학

동기 소아의 46.7%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 다. 저자

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thio-

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도를 한 군의 평균 연령이 더 어

려서 각성 시 흥분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향을 주었으리

라 보며 경험상 어린 소아 환자들이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

하며 오히려 더 심한 흥분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sevoflurane 마취의 한 부작용으로 흥분 상태가 나타나며, 주

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큰 향을 끼치리라 보고 있다.

  Uezono 등은8) sevoflurane으로 마취 유지를 한 경우에 회

Table 2. Emergence Characte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P Group T
(n = 25) (n = 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itation Grade 

1  3  0

2 20  2

3  2 13

4  0 10

Agitation incidence  2/25* 23/25

N/V 1/25  4/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itation Grade 1: calm, 2: not calm but could be easily calmed, 

3: not easily calmed, moderately agitated or restless, 4: combative, 

excited, or disoriented. Grade 3 and 4 were agitation. Group P: 

induction by propofol 2.5 mg/kg, Group T: by thiopental sodium 5 

mg/kg. N/V: nausea or vomiting.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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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시 흥분상태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런 각성 시 

흥분은 각성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회복에 

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회복실에 머무는 시간이 propofol로 

마취 유지를 한 경우보다 더 짧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저자들의 경우엔 환자가 회복 시 흥분 상태를 보일 경우 

회복실에 머무는 시간이 함께 증가하고 보호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신뢰도가 감소함을 경험하 다. 또한, Tang 등이17)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마

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는데 propofol 마취 유도 후 

sevoflurane으로 마취유지를 한 경우 100%에서 매우 만족하

거나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 지만 sevoflurane으로 마취 유

도와 유지를 한 경우는 17%에서 매우 불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각성 시 흥분은 일시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현상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시 흥분의 빈도가 

thio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도를 한 경우는 일부 연구 결

과들과 비슷하고,3,16) propofol로 마취 유도 후 sevoflurane으

로 마취 유지를 한 경우의 각성 시 흥분의 빈도에 관한 연

구는 적어서 비교하기가 힘드나 Beskow와 Westrin의2) 25%

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각성 시 

흥분의 빈도는 각 연구에 따라 다양한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각성 시 흥분의 정의에 따라 

빈도가 달라 질 수 있다. 그 예로 Cravero 등의13) 연구에서 

각성 시 흥분의 정의를 3분 이상 지속되는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과격한 행동으로 했을 경우 sevoflurane 마취 후 흥

분의 빈도가 33%, halothane 마취 후는 0% 으나 최소한 3

분 정도 울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 경우

에는 sevoflurane 마취 후 80%, halothane의 경우는 12%로 나

타날 정도로 빈도의 차이가 난다. 둘째, 다른 연구들은 통

증 조절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하여 저자들의 경우는 

통증 조절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아

들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통증과 각성 시 흥분이 제대

로 구분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마취 유도제의 

차이, 수술의 종류, 외과의의 수술 방법과 기술상의 차이, 

수술 중 sevoflurane의 흡입농도, 신선 가스량의 차이, 근이

완제, 마취 전처치, 아편양제재와 같은 다른 약물의 사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18-20)

  Propofol은 의식소실과 마취로 부터의 회복이 빠르고 부

드러우며 오심이나 구토의 발생이 적어21-24) 널리 쓰이고 있

으나 정주 시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 사용을 주저하거나 

기존의 thiopental sodium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김홍범 등은25) thiopental sodium과 propofol의 정주 시 

발생하는 혈관통을 비교한 연구에서 저온 저장된 propofol을 

40초에 걸쳐 서서히 정주한다면 thiopental sodium에 비해서 

선택에 제한이 따를 만큼의 혈관통은 드물다고 하 다. 

Aun 등의26) 연구에서도 propofol 정주 시 통증이 14.3%에서 

나타났지만 thiopental sodium의 경우와 비교할 때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Borgeat 등은21) 3-8세의 편도선 절제술을 

받는 소아에서 propofol 또는 thio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

도를 한 후 halothane으로 마취 유지를 한 경우에 발관 시간

과 회복실에 머문 시간이 propofol로 마취 유도를 한 경우에

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각성 시 흥분이라 볼 수 있는 

행동도 5%로써 thiopental sodium을 사용한 경우에(70%) 비

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는데 sevoflurane이 

halothane에 비해 각성 시 흥분의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저자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

수  등은23) 편도선 절제술 후 구토를 최소화하는 마취 방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propofol을 이용한 전정맥마취가 

빠른 각성 및 각성 시 흥분성 효과의 감소 그리고 수술 후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적어 더 적합한 마취방법이라 하

다. 저자들의 경우에는 propofol 과 thiopental sodium의 정

주통을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저온 저장한 propofol을 

15초에 걸쳐 빠르게 주입하 는데 주입직후 불수의적 움직

임을 약 30%에서 관찰하 으며, 오심이나 구토의 발생에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마취 유도제에 

따라 각성 시 흥분의 발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마취 유도 시 사용된 약물의 효과가 각성 시 나타나려면 

30분 이내의 수술이어야 하고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마취유도제가 아닌 마취 유지제에 따른 

향이 더 크며 마취 유도제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26-28) Thiopental sodium과 propofol이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시 흥분에 끼치는 향을 sevoflurane 마취 유도를 한 

경우와 함께 비교하고, 또한 통증 조절을 시행하여 통증으

로 인한 흥분과 각성 시 흥분을 구별했다면 마취 유도제의 

향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었으리라 보며 추후 시행해볼 

과제라 생각된다.

  저자는 가능한 한 각성 시 흥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마취 전 처치, 마취유도, 마취 중, 마취 후 회복 시

에 걸쳐 행해져야하며 각성 시 흥분을 방치하거나 당연시 

여겨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편도선 절제술과 같은 1시간 이내의 수술에

서 sevoflurane으로 마취 유지를 할 때 thiopental sodium 보

다 propofol로 마취 유도를 한다면 sevoflurane의 장점인 빠

른 각성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마취의 모두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각성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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