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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과 의사가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처치 받는 환자에

게 국소 마취제 및 기타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의 활력 징

후와 안정화 정도를 감시하는 감시 마취(monitored anesthetia 

care, MAC)는 마취 역에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근래에

는 국소 마취하의 수술뿐만 아니라 각종 내시경 수술, 중재적 

방사선과 시술, 중환자실 환자 등에도 감시마취를 이용한 환자 

관리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 시(endoscopic sinus surgery, ESS) 출혈량 

감소, 안전한 수술진행, 환자의 편안함과 높은 만족도는 성공

적인 수술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취방법

들이 소개되어 왔다. 저자들은 근이완이 별로 필요 없고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짦은 부비동 내시경 수술시 자발 호흡을 유지하

면서 bispectral index (BIS) 감시와 함께 alfentanil과 ketorolac을 

사용하여 감시마취의 효과를 평가하 다.

대상 및 방법

  ESS를 받는 25세에서 55세 사이의 환자 중 미국 마취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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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means of ensuring patient comfort, safety 

and satisfaction during surgery under local anesthe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monitored anesthesia 

care using alfentanil and ketorolac in patients undergoing endoscopic sinus surgery (ESS).

  Methods:  We studied 47 adult patients premedicated with glycopyrrolate 0.2 mg and midazolam 0.02 mg/kg IV.  Using a 5.0 

endotracheal tube, 5 L/min of oxygen was delivered via mouth. A mixture of 30 mg of ketorolac and 2,500μg of alfentanil in 25 ml 

of saline was infused to patients at a rate of 1μg/kg/min alfentanil after a bolus injection of 5μg/kg alfentanil before operation.  During 

operations we monitered vital signs, SpO2, OAA/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and BIS scores.  Six hours 

postoperatively we assessed patient degree of satisfaction via NRS (1-10) with the anesthetic technique and side effects. 

  Results:  Mean duration of drug infusion was 35 ± 10.1 min, and the mean infusion rate of alfentanil was 1.09 ± 0.23μg/kg/mi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OAA/S scale scores at 10 min and 30 min after drug infusion and those in the waiting 

room (4.63, 4.65 vs 5, P ＜ 0.05)(Fig. 4).  The mean patient satisfaction score was 8.3 out of 10, and 93.6% (44/47) of patients said 

they would recommend this anesthetic technique to others for ES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MAC using a mixture of alfentanil and ketorolac during ESS is a good way of relieving patient 

anxiety and pain without respiratory depression or excessive sedation.  This study also showed a high level of patient satisfaction for 

those undergoing ESS under loca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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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는 47명을 대상으로 하 다(Table 1). 

수술실 도착시 마취 전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 mida-

zolam 0.02 mg/kg을 정주하고 외과의가 1% lidocaine과 1：

200,000 epinephrine을 혼합한 희석액을 적신 거즈를 비강에 충

전하 고 마취 유도 전 endotracheal tube 5.0을 구강 내에 부드

럽게 거치하고 이 튜브를 통하여 O2 5 L/min를 투여하기 시작

하 다(Fig. 1). 심박수와 혈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 고 심

전도와 맥박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다. 또한 BIS 

감음기(sensor)를 환자의 이마에 부착하고 BIS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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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수치를 감시하 다. Ketorolac (tarasynⓇ, 한국로슈, 

한국) 30 mg, alfentanil (alfenilⓇ, 대원제약, 한국) 2,500μg을 생

리 식염수에 혼합하여 25 ml로 만들어 수술 시작 전 alfentanil 

기준으로 5μg/kg을 일시 정주하고 수술 시작과 함께 1μg/ 

kg/min 으로 지속 정주하면서 활력 징후와 환자의 반응을 보며 

용량을 조정하 고 OAA/S scale (Table 2)를 기록하 다. 수술 

후 6시간에 환자를 방문하여 마취 방법에 대한 만족도(1-10) 

와 부작용 유무, 다른 사람에게 ESS시 이러한 마취방법을 권하

겠는가(yes or no)에 대하여 평가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SD로 표기하 고, 각 측정치의 변화

는 one way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다.

결      과

  수술시간 경과에 따른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심박수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Fig. 2) 약물의 평균 지속 주입 시간은 

35 ± 10.1분, alfentanil 기준으로 평균 주입 속도는 1.09 ± 0.23 

μg/kg/min이었다(Table 1). 수술 중 10분, 30분의 BIS score는 

평균 93이었다(Fig. 3). 

  수술 중 10분, 30분의 OAA/S scale은 각각 4.63, 4.65로 수술실 

도착 시 5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Fig. 4). 수술 

후 6시간에 평가한 마취 방법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평균 

8.3점이고, ESS 시 이러한 마취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겠

다는 응답은 93.6% (44/47) 다. 술 후 6시간에 평가한 부작용

Fig. 1. This photograph shows that oxygen via mouth to the patient 

is delivered, using the endotracheal tube 5.0.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ramete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of patients 47

 Age (yr)  39.85 ± 14.56

 Sex (m：f) 33：14

 Height (cm) 168.56 ± 7.85

 Weight (kg)  64.55 ± 10.87

 Mean infusion time (min)    35 ± 10.1

 Mean infusion rate (μg/Kg/min) 1.09 ± 0.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able 2. Responsiveness Score of the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sponse Scale leve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ponds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5

Letha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4

Responds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or repeatedly 3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g. 2. Changes in SBP, DBP, and H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SBP, DBP and HR in the perioperative perio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WR: waiting room, Pre inf: before infusion of drug, Inf 10: 10 minutes 

after infusion of drug, Inf 30: 30 minutes after infusion of drug, END: 

end of operation, RR: recover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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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역(4/47), 두통(3/47), 어지러움(3/47), 통증(3/47) 등이 있

었으나 특별한 처치를 요하지는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시 구강내에 부드럽게 거치

된 endotracheal tube 5.0를 통해 산소를 투여하면서 alfentanil과 

ketorolac을 이용하여 alfentanil 기준으로 일시 투여량 5μg/kg, 

지속 투여량 1.09 ± 0.23μg/kg/min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환자

의 만족도가 높고, 편안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는 효과적

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세 침습적 수술 수기의 발전과 효과가 빠르고 짧은 

진정제, 진통제의 발달로 다양한 수기들이 외래 마취하에서 시

행되고 있고 감시 마취 또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1) 감시 마

취의 일차 목표는 환자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혈역학적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감시와 함께 심혈관계 

기능의 악화 또는 회복 지연 없이 적절한 진통과 진정,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가능하다.2) 

  감시 마취를 받는 환자에서 마취 약제와 진통제의 사용은 

수술 전, 중, 후 모두 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의 약이 복합 투여

될 수 있고, 구강 또는 비강내, 점막, 직장, 정주 모두 가능하며 

일시 또는 지속 정주, 기구를 이용한 자가 조절 방법이 가능하

다. 진통제와 진정제가 상호 상승 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에 심혈관계, 호흡기계 억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처치가 필

요하며 진정제의 경우 분할 투여 또는 주의 깊게 정량화된 지

속 정주를 통해 호흡 억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겠다. 

  ESS시 국소 마취하 감시 마취시의 장점으로는 통증이 증가

할 때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신경 혈관 구조가 있는 

안와나 두개 기저부와 같은 외과적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지역

의 경우 안와내출혈이라든지 시력 저하나 복시 위험성을 줄이

고 환자의 시력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신마취시 

양압 호흡과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한 출혈 증가와 그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3-5)

  Thaler 등은6) midazolam, alfentanil을 이용하여 감시 마취하에 

ESS를 시행받은 111명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 설문 조사에서 

마취 방법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 고 전신 마취

와 비교하여 수술 중, 후 오심, 구토, 수술 시간, 계산된 출혈량

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또한 국소 마취하에 ESS를 시행받

을 경우 14.5%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하 다. 

  국소 마취시 적절한 진통을 위하여 alfentanil을 국소 마취제

와 병합 사용할 수 있다.7) 

  감시 마취시 진통을 위해 아편양제제가 제공되는데 호흡억

제 가능성 때문에 짧은 작용시간을 가진 약제가 선호되며 이점

에서 alfentanil은 선호되는 약제이다. alfentanil은 강력한 진통

작용, 빠른 작용 발현 시간과 짧은 작용 시간을 가진 합성 아편

양제제로서8,9) context-sensitive half-time은 47.3 ± 12 min, phar-

macodynamic offset은 54.0 ± 48 min이고 terminal elimination 

half life는 76.5 ± 12.6 min이다.10)

  Alfentanil을 단독 또는 propofol과 병합 사용하여 감시 마취

시 만족할만한 수술 환경이 가능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11,12) 

alfentanil 단독 사용시 과다 사용으로 수술 중, 후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고13) 아편양제제를 다른 진정제, 최면제와 병합 

사용시에도 호흡 억제 작용이 상승될 수 있다.14,15) 일시 정주보

다 지속 정주 시 수술 중, 후 부작용이 적다고 하며 fentanyl과 

Fig. 3. Changes in B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BIS 

in the perioperative period. WR: waiting room, Pre inf: before infusion 

of drug, Inf 10: 10 minutes after infusion of drug, Inf 30: 30 minutes 

after infusion of drug, END: end of operation, RR: recovery room.

Fig. 4. Changes in OAA/S sca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AA/S scale of 10 min, 30 min after drug infusion and those 

at waiting room (4.63, 4.65 vs 5, P ＜ 0.05). WR: waiting room, Pre 

inf: before infusion of drug, Inf 10: 10 minutes after infusion of drug, 

Inf 30: 30 minutes after infusion of drug, END: end of operation, RR: 

recovery room. *: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WR valu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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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equianalgesic dose의 alfentanil은 호흡 억제 시간이 짦

고9) 외래 마취 시 더 빠른 회복을 보인다.16) Avramov 등은17) 

alfentanil과 propofol을 이용하여 유방 생검을 위한 외래 감시 

마취시 midazolam 2 mg을 일시 정주하고, propofol 25-50μg/ 

kg/min과 alfentanil 0.2-0.4μg/kg/min을 병합하여 지속 정주함

으로써 과도한 호흡 억제와 심혈관계 부작용, 술후 구역 구토 

등이 없이 적절한 진정과 진통이 가능하다고 보고하 다. 

Monk 등도18)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술

시 midazolam과 ketamine 병합 사용보다 midazolam과 alfentanil 

병합 사용 시 술후 진통제 요구량이 의의있게 낮았고 60% 이

상의 환자가 같은 수술을 또 시행받을 경우 같은 마취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하 으며 이때 alfentanil 10μg/kg의 일시정주와 

함께 지속 투여된 alfentanil의 평균 지속 속도는 1.2μg/kg/min

이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 마취하에 시행되는 ESS 수술의 특성상 

수술 중 입안에 고인 분비물을 환자 스스로 배출해야 하고 간

혹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환자에게 숨을 크게 쉬라고 

지시해야 하며 수술자와 환자의 의사 소통이 예후에 상당한 

향을 주므로 환자를 깊게 진정시키지 않으려고 대기실에서 

midazolam 0.02 mg/kg을 1회만 정주하 다. 결과적으로 keto-

rolac과 병합 투여된 alfentanil의 지속 정주량이 1.09 ± 0.23μg/ 

kg/min으로 Avramov의 연구 결과,17) 즉 midazolam 2 mg을 일시 

정주하고, propofol 25-50μg/kg/min을 병합 사용하여 투여된 

alfentanil 0.2-0.4μg/kg/min보다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midazolam과 alfentanil을 병합 사용한 Monk 등의18) alfentanil 사

용량 1.2μg/kg/min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진정 유지시 OAA/S scale은 3, 4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데, 

Liu 등에 의하면19) propofol을 이용한 진정 유지 시 OAA/S scale 

이 4인 경우 BIS 는 93.4, 이때 환자의 기억은 63%에서 나타나

며 OAA/S scale 이 3인 경우 BIS는 87.3 환자의 기억은 40%

다고 보고하 다. Kim 등은20) 부위 마취가 예견된 환자에서 

propofol을 자가 진정 조절법을 이용하여 투여한 결과 OAA/S 

scale 4.0-4.3에서 BIS는 84.1-89.4, 기억은 40-50%이고 

OAA/S scale 3.5에서 BIS는 74.9, 기억은 20%라고 하 다. BIS 

94.5 ± 2.9에서는 환자가 수술 상황을 100% 기억하 다고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기억 상태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므

로 환자가 술후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비교할 수는 없으나 수

술 중 10분, 30분의 BIS score가 평균 93이고, OAA/S scale은 

평균 4.63, 4.65로 다른 연구에서보다 높은 경향이나 술후 6시

간에 방문 시 수술 중의 기억이 나쁘거나 힘들었다고 답한 경

우는 한 예도 없었다. 수술 중 의사 소통과 과도한 의식 저하를 

피하기 위해 midazolam 0.02 mg/kg을 1회만 정주하고 다른 진

정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보다 BIS score, 

OAA/S scale이 높은 경향이나 ketorolac과 함께 병합 투여된 

alfentanil의 제통이 만족할만하 기 때문에 수술 중의 기억이 

나쁘거나 힘들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ESS 시 propofol과 fentanyl을 이용한 자가진정통증조절법을 

시행한 Oh 등의21) 연구에 의하면 92%의 환자가 깊은 진정 없

이도 통증과 불안 해소면에서 높은 만족을 보 고 90%의 환자

가 의식이 깨어 있었으며 22%의 환자는 약물 주입 부위에 통

증을 호소하 다고 한다. 또한 맥박산소포화도가 시간의 경과

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산소 투여를 못하는 상황에서 

3명의 환자는 92% 이하로 떨어졌다가 자극에 의해 94% 이상

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endo-

tracheal tube 5.0을 구강 내에 부드럽게 거치하고 O2 5 L/min를 

투여하 는데 과도한 의식 저하로 인해 맥박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감소한 예는 한 예도 없었다. 

  수술 후 6시간에 평가한 마취 방법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평균 8.3점이고 ESS시 이러한 마취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겠다는 응답은 93.6% (44/47)로 ESWL 수술 시 midazolam

과 alfentanil을 사용한 Monk의18) 연구 결과에서 보인 60%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수술 후 6시간에 평가한 부작

용으로 오심, 구토 4명, 두통, 어지러움, 통증을 3명이 호소하

으나 특별한 처치를 요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 시 구강 내에 부드럽게 거치

된 endotracheal tube 5.0를 통해 산소를 투여하면서 alfentanil과 

ketorolac을 이용하여 alfentanil 기준으로 일시 투여량 5μg/kg, 

지속 투여량 1.09 ± 0.23μg/kg/min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환자

의 만족도가 높고, 편안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는 효과적

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BIS 수치와 수술 중 환자의 

기억 상태에 대한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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